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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Coptidis Rhizoma (Coptis japonica MAKINO; CR) is a well known crude drug as antimicrobial, 

antibacterial, anti-inflammatory, antioxidant activity. However, there is no study of the effect of CR on brain 

infarction and it's mechanis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ischemic stroke 

induced by photothrombotic infarction by evaluating the functional & neuronal recovery after brain infarction.

Materials & Methods : Male Sprague-Dawley rats (250-300 g) were induced photothrombotic brain infarction 

on sensorimotor cortex, and brain infarction volume by image J software (NIH, USA) after Nissl stain, also 

single pellet reaching task as a functional motor recovery were observed. After orally pretreated by CR (500 

mg/kg) or normal saline as a sham control before 7 days from the time of photothrombotic infarction, rats 

were sacrificed. After then we analysed anti-inflammatory cytokines (TNF-α, IL-6, IL-1β), by RT-PCR and 

ELISA method, and immunohistochemistry (GFAP, connexin-43) as a marker of neural plasticity.

Results : CR (100, 250, 500 mg/kg) decreased the infarction volume dose-dependently, however the effect of 

500mg/kg of CR (CR 500) showed the best (P=0.051). Also, CR 500 decreased the infarction volume 

time-dependently, the most effective time was 3-7 days after stroke. Photothrombosis increased inflammatory 

cytokines after infarction, CR 500 suppressed significantly mRNA expression of IL-1β, IL-6 and TNF-α.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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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CR 500 decreased the amount of IL-1β, 12h, 24h and 48h respectively (p ＜ 0.05), also decreased that 

of IL-6 and TNF-α, 12h respectively (p ＜ 0.05) after infarction. The more astrocytes were observed and 

neural plasticity was facilitated in the rat brain of CR 500 than that of sham control in immunohistochemistry.

Conclusions : This results suggest that CR decrease infarction volume and improve functional motor recovery 

in acute stage in photothrombotic ischemic infarction model in the mechanism of anti-inflammation and 

promoting neural plasticity.

Key words： Coptidis Rhizoma, Cerebral Infarction, Photothrombosis, anti-inflammation, motor recovery, 

neural plasticity

서  론

2007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뇌

질환은 1997년 인구 10만명당 73.1명에서 2007

년 59.6명으로 다소 어들긴 하 지만 여 히 우리

나라 국민의 10  사망원인  2  질환으로 국가의 

사회 , 경제  부담이 큰 질환이다1). 운동장애는 뇌

경색 환자의 가장 흔한 장애이며 일상생활을 하

는데 가장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손상

된 뇌조직에서 시냅스 연결(synaptic connectivity)을 

재조직화 해 주는 뇌신경 가소성(neural plasticity)

은 뇌신경장애의 회복에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

뇌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키기 한 치료방법으로 

재활운동치료, 말 성 기능  기자극치료, 경두개 

자기 자극치료, 약물치료 등의 여러 가지 치료가 시도

되고 있으나3),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최근 뇌신경 가소성의 회복을 하여 뇌경

색 동물 모델에서 뇌 피질에 직  기자극과 재

활훈련의 병합치료를 시행하여 운동기능의 회복에 

정 인 효과를 보이며, 이는 새로운 수상돌기 형성

(dendritic formation)과 같은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의 강화에 의한다는 보고가 있다4,5).

황련(Coptis japonoca MAKINO)은 미나리아제비

과에 속한 다년생 본으로 뿌리 기를 건조하여 약

용으로 사용한다6). 주성분으로는 berberine이 7-9%를 

차지하고, 그 외 coptisine, worenine, palmatine, 

jatrorrhizine 등 여러 종류의 alkaloids가 함유되어 있

으며, 이 외의 성분으로 feruric acid, chloregen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다6-8).

황련은 그간 연구에서 항균, 항박테리아, 항염증9), 항

산화10,11), 세포손상 방어효과 등이 연구되어 왔으나7,8,10,12), 

berberine에서의 신경보호효과만 보고13)되었을 뿐 뇌

경색 모델에서의 황련에 한 연구는  없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허 성 뇌경색 백서 모델을 이용하여 

황련이 infarction volume의 감소  운동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와 inflammation 방어효과  신경세포 

손상의 방어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동물 실험에 사용할 백서는 250-300g의 수컷 Sprague- 

Dawley (Samtako Bio Korea, Osan, Korea)계를 사

용하 다. 백서는 cage에서 각각 3마리씩 사육하 으

며, 하루에 각각 12시간 주기로 명암을 조 하 다. 

사육실은 21-24℃의 온도를 유지하 으며, 물과 음식

을 충분히 공 하는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실험실 환

경에 응시킨 후 실험 평가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동물실험은 실험동물 표  실험지침( 한의학회,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에 의거하여 사육되고 연구되었다. 

2) 황련추출물 제조

황련 500 g을 물 2000 ml와 함께 환 라스크에 

넣고 3시간 탕한 후 그 여액을 2겹 여과지로 여과

하고 회 식 증발기(rotary evaporator)로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58.6 g의 시료를 얻었으며, 건조분말

을 -80℃에서 보 하고 실험시마다 사용하 다. 

2. 방법

1) 실험군과 조군의 설정

실험군은 황련추출물 100, 250, 500 mg/kg의 각기 

다른 황련 농도를 존데를 통하여 뇌경색 유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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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한 그룹이며, 조군(control)은 모든 조건이 동일

한 동일량, 동일방법의 생리식염수(NS)를 먹인 그룹

으로 하 다. 

2) 황련추출물의 투여

존데를 이용하여 백서에 구강내로 2.5 ml의 0.9 % 

normal saline (NS) 주사용수에 건조 분말 황련을 kg 

당 계산하여 녹여 투여하 다. 

3) 화학  뇌경색 유발

백서에 60 ㎎/㎏의 ketamine hydrochloride와 xylazine 

hydrochloride (7 mg/kg)를 혼합한 후 근육 내 주사

를 하여 마취하 고, 모든 수술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동 온도조  패드(Homeothermic Blanket 

System®, Harvard apparatus Ltd, Edenbrige, UK)를 

이용하여 직장내 온도는 섭씨 37±0.5℃로 유지시킨다. 

마취 후 정  두부 고정장치(Model 900 Small 

Animal stereotaxic Instrument®, David Kopf 

Instruments, Tujunga, USA)에 두부를 고정한 후 앙

와 를 취하게 하고, 두부의 정 선을 3.5 ㎝ 개하

여 두피를 양쪽으로 벌린 후 골막을 박리하여 두개골

을 노출시킨 다음 수술  미리 측정한 우성측 족부

의 반 편 뇌반구 쪽에 직경 4 mm의 섬유 말단 

조사부의 심이 정(bregma)으로부터 1.5 mm, 측

방 3.5 mm 지 에 치하도록 착 고정한 후 열 발

생이 없는 할로겐 원(백색 , 150 W, Illuminator- 

Halogen FOK-150X/150R, Fiber Optic Korea Co, 

Cheonan, Korea)을 사용하여 강도가 1.0 W/cm2인 백

색 을 조사하 다. 이 부 는 Paxinos와 Watson14)에 

의한 백서의 뇌지도에서 감각-운동 피질부(sensory- 

motor cortex)가 치하는 부 를 선정하 다. 빛 조

사 시작 2분 후 빛의 조사 상태에서 Rose bengal dye 

(20 mg/㎏, Sigma-Aldrich Co, Missouri, USA)를 미

리 박리한 표재성 퇴정맥을 통해 2분에 걸쳐 천천

히 주입하 고, 이후 16분 동안에 빛 조사를 지속하여 

화학  뇌경색을 유발하 다15). 

4) Single pellet reaching task (SPRT)  

    를 통한 백서의 운동기능 행동평가 

운동기능 행동평가는 실험  행동훈련(reaching 

training)을 통하여 백서를 훈련시킨 후 뇌경색 유발 

후 그 운동기능 행동평가를 수술 후 3주까지 매일 행

동평가를 실시하여 찰하 다.

① 행동훈련 2일  하루 동안 먹이를 제한하여 정상

인 체 의 90% 내외가 되도록 하여 이를 실험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 다. 다음 1일에는 훈련

에 사용되는 새로운 먹이에 응을 하여 20개의 

45 ㎎의 sucrose single pellet (Bio-Serve, New 

Jersey, USA)을 주었다. 이 후 7일간 SPRT 훈련

을 해 같은 먹이를 오 과 오후에 각각 20분씩 

노출하며, 1주일 동안 20개의 먹이 먹기 훈련을 

오 과 오후에 실시하 다. 이때 마지막 5일간의 

자료를 뇌경색 발병  자료로 이용하 다. SPRT 

훈련시 양측 앞발의 사용정도를 평가하여 우성 앞

발을 결정, 반 측 뇌부 를 뇌경색 병소로 선

택하 다. 

② 백서의 운동기능 평가를 해 Vergara-Aragon 등
16)

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SPRT를 시행하 다. 이를 

해 행동 평가를 할 수 있게 자체 고안한 행동기

능평가 상자(behavior box)는 45× 35×35 ㎝의 투

명한 5 ㎜ plexiglas로 만들어진 함의 면 앙에 

바닥으로부터 2 ㎝ 높이에 1 ㎝ 넓이의 15 ㎝ 높

이의 구멍을 만들고, 이 구멍의  부분에 바깥으

로 5×4 ㎝, 깊이 5 ㎜(구멍이 치한 부 는 열려

있는)의 먹이받이를 설치하여 사용하 다. SPRT

의 측정은 20개의 먹이 당 앞발이 도달하여 흘리

지 않고 정확하게 입으로 가져가 먹이를 획득하는 

작업(reaching task)을 정확히 수행하는 수에 한 

백분율로 평가하 다(성공률 = (성공 으로 먹은 

먹이의 수 / 20) × 100).  

③ 뇌경색 모델을 만든 후 조군과 각기 다른 황련

추출물 투여군을 상으로 수술 후 3주까지 매일 

행동평가를 실시하 다. 뇌경색 수술 후 1일째에 

기능  평가에서 명확한 기능  하를 보이지 않

는 백서는 원하는 크기의 뚜렷한 뇌경색 병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단하여 실험에서 제외

하고 희생시켜 병리조직학  소견을 찰하여 병

소의 생성여부를 확인하 다. 

5) 뇌경색 후 조직학  변화 찰

뇌경색 병변의 생성에 따른 뇌경색 volume을 측정

하기 하여, 행동평가가 끝난 실험동물을 chloral 

hydrate를 과용량 주입하여 신속히 마취시킨 후 심장

류법(transcardiac perfusion method)을 이용하여 

고정하 다. 류액(heparin 20,000 IU, 3 ml/0.9% 

NaCl, 1000 ml)은 peristaltic pump를 통해 심장에 

류하여  내부의 액을 제거한 후, 4℃로 냉각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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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액(4% paraformaldehyde (PFA),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2)을 심장에 재주입하여 조직

을 고정시켰다. 류 고정이 끝난 후 뇌를 신속하게 

출한 다음 뇌를 4% PFA의 고정액으로 4℃에서 

2-4시간 담가서 후고정을 시행하 고, 30% sucrose에 

보 하여 완 히 침투된 다음 동결 편기(RM 2135, 

Leica CO, Nusslich, Germany)를 이용하여 병변의 처

음 시작에서 400 ㎛마다 조직을 40 ㎛으로 얻어서 병

변부피 계산에 이용하 으며 선택 인 병변의 치에

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병변부피의 확인

을 해 얻은 조직을 Cresyl violet을 이용하여 Nissl 

stain을 시행하 다. 학 미경(Olympus BX50F4,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각 

편을 찰한 후 상을 장하 고,  Image 

J(National Instate of Health, Bethesda, USA) 로그

램으로 뇌경색 변병 부 의 크기  면 을 측정하 다.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해 뇌부 의 선택

은 정에서 두부 쪽으로 2.28 mm에서 0.48 mm까

지 범 의 뇌 상 조직을 이용하 으며, 이  정

에서 +1.80 mm에 치한 40 ㎛두께의 심 편을 선

택한 후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 뇌병변 주 의 

astrocyte와 gab junction의 확인을 해 1차 항체로 

polyclonal rabbit anti-cow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ready-to-use, Dako-Cytomation)과 

polyclonal  rabbit anti-connexin 43(1 : 100, Zymed)을 

반응시킨 뒤 2차 항체로 biotinylated anti-rabbit 

IgG(1 : 200, Vector Laboratories)을 사용하고 ABC kit 

(Vector Laboratories)을 이용하여 DAB으로 해당 항체의 

발색을 유도하 다. 조염색으로 Gill's hematoxylin을 사

용하고 Permount로 입하 다. 학 미경(Olympus 

BX50F4,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을 이용

하여 뇌의 9부 를 체  개 과 해당 세포를 

찰 한 후, 특이 인 치를 확인하 다. 

6) Reverse transcription-PCR (RT-PCR)

Total RNA 추출은 Tri-zol 시약을 이용하여 추출

하 다. 백서에서 추출된 뇌조직 sample에 Tri-zol 

(invitrogen, USA) 용액을 1ml 넣어서 세포를 용해시

킨 후 100 ㎕의 chloroform 용액을 가하고 두세 번 잘 

섞어  뒤 12,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맨 

의 상층액을 취한다. 그 후 2-propanol과 1 : 1로 섞

은 뒤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에 상층

액은 버리고 남은 침 물에 80% ethanol로 2회 씻고 침

물을 건조시켰다. 그리고 침 물에 DEPC 처리한 증

류수를 15 ㎕씩 넣어 RNA를 용해시키고 정량한다.

Tri-zol로 추출한 RNA는 MML-V reverse transcriptase

의 protocol을 사용하여 cDNA로 합성하 다. 간단히 

기술하자면 역 사 반응을 하여 total RNA (1 mg)

에 0.5 mg의 oligo-(dT)를 넣고 70˚C에서 10분간 변

성시켰다. 그 후에 1X single strand buffer, 0.5 mM 

DTT, 500 mM dNTPs, 200Unit MMLV reverse 

transcriptase 을 첨가하고 42˚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그 후에 PCR은 각각의 tube에 1 ml cDNA, 

1x PCR buffer, 1 mM MgCl2, 200 μM dNTPs, 0.2 

mM의 primer를 넣고 PCR 조건인 92˚C에서 30 , 

58C에서 45 , 그 후에 72˚C에서 30 를 30cycle 반복

하 다. 사용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TNF-α(500bp) : AGC ATG ATC CGA GAT GTG G (forward) 

AGG CTG ACT TTC TCC TGG TAT G 
(reverse)

IL-6(500bp) : CAC TGC CTT CCC TAC TTC ACA 
(forward)

 TCT TGG TCC TTA GCC ACT CCT 
(reverse)

IL-1β(500bp) : ACT TGG GCT GTC CAG ATG AG (foward)

TTG TTT GGG ATC CAC ACT CTC 
(reverse)

control gene : HPRT(Hypoxanthine-guan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

PCR반응이 끝난 후 1X 샘 링 buffer를 섞은 뒤 

1.5% agarose gel에 10 ㎕씩을 넣고 기 동 한 후 

자외선을 이용하여 반응을 확인하 다.

7) 염증 사이토카인의 측정

mRNA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험동물에 

와 같은 방법으로 infarction을 유도하 을 때에 

청내로 나오는 염증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 IL-1β 수치를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s (R&D 

Systems, Inc, MN, U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8) 통계학  평가

결과는 평균 ± 표 오차(mean ± standard error of 

mean; SEM)로 요약하 으며, 통계학  분석은 SPSS 

14.0K for Windows (SPSS Inc, IL, USA)를 사용하

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 고, P-값이 0.05 이

하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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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황련의 용량에 따른 뇌경색 volume 평가

황련의 농도에 따른 cerebral infarction의 volume 

변화를 찰하기 하여 뇌경색 유발 1주  조군

과 황련 100, 250, 500 mg/kg의 황련 농도를 존데를 

통하여 투여하여 뇌경색 유발 3일 후 그 volume 

(mm
3
)을 비교하 다. 황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infarction volume은 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황련 500 mg/kg의 경우 조군(NS)과 유의성

있게 근 한 infarction volume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1, Fig. 1). 따라서 본 실험에서 황련 500  

mg/kg를 기본 투약 용량으로 정하여 실험하 다.

Fig. 1. Dose-dependent cerebral infarction volume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Data showed a tendency of decrease of cerebral infarction 
volume (mm3)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as 
dose-dependently, but 500mg/kg Coptidis Rhizoma showed 
boarder line statistical significance (p = 0.051). p-value; 
control vs 100, 250, 500mg/kg Coptidis Rhizoma, 
respectively (n=7), by independent t-test.

2. 황련의 시간에 따른 뇌경색 volume 평가

Photothrombotic infarction을 형성 후 날짜별로 1, 

3, 7, 14일 경과하면서 500 mg/kg로 처치한 황련에 

의한 infarction volume의 감소효과를 찰하 다. 

찰결과 infarction 형성 후 기 1일째는 두 그룹 간 

별다른 volume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3일째는 

황련투약그룹에서 한 infarction volume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p = 0.012), 7일째까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p = 0.180), 그러나 병변 형성 후 약 

2주가 지난 시 에서는 infarction volume은 두 그룹  

Fig. 2. Time-dependent cerebral infarction volume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Data showed no difference in day 1 and 14, but showed 
significant or marked difference in day 3, 7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p-value; control vs 500 mg/kg 
Coptidis Rhizoma, by independent t-test.

Fig. 3. Nissl stain after infarction
Figure shows nissl body as violet color, linear line means 
boarderline of damaged brain cortex (×40). Data shows 
less infarcted area of 500 mg/kg Coptidis Rhizoma (CR) 
than sham control in day 1, 3, 7, not in day 14.
IA : infarction area, Cg : cingulate cortex, Cc : corpus 
calosum, St : stri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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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 Fig. 3에서는 

Nissl 염색을 통한 백서 뇌조직의 뇌경색부 의 편

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2의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3. 화학  뇌경색 발생 후 백서의 

  운동성 평가

행동평가는 SPRT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며, 3주간 

찰한 그래 는 다음과 같다. 뚜렷하게 황련 500 

mg/kg를 처치한 그룹이 조군에 비하여 더 운동

성 회복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Fig. 4).

Fig. 4. Single pellet reaching task (SPRT)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Data showed that 500mg/kg Coptidis Rhizoma (CR) 
treated group (n=10) had a better improvement of motor 
function  than control operation group (n=10).

4. RT-PCR  ELISA 분석에 의한 

  황련의 항염증 효과

본 연구의 결과 500 mg/kg의 황련 처치는 성

기 형성된 infarction volume을 빠르게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작용이 황련의 항염증 효과를 통하여 발생되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황련의 1주간 처치 후 

photothrombotic infarction을 유발 후 12, 24, 48시간 

후 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 IL-1β의 

mRNA발 을 RT-PCR로 확인하 다. 황련 500 

mg/kg을 일주일간 처치한 그룹과 생리식염수를 먹

인 두 그룹을 photothrombotic infarction을 유도한 뒤 

12, 24, 48시간에 실험동물을 분석하 다. 실험동물의 

뇌에 infarction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잘라

Fig. 5. RT-PCR of inflammatory cytokines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NS : normal saline, CR : Coptidis Rhizoma, n=6.

내어 그 조직에서 inflammatory cytokine들인 IL-1β, 

IL-6, TNF-α의 mRNA 발 차이를 확인한 결과 황련

의 처치는 IL-1β와 TNF-α의 발 을 억제하 으며, 

IL-6의 경우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ELISA법에 의한 청내로 나오는 염증 사이

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 

IL-1β 수치는 infarction 유발 후 그 수치가 증가하

으며, 500 mg/kg의 황련을 처치한 군에서 IL-1β는 

12, 24, 48시간에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p ＜ 0.05), IL-6의 경우 감소하되 12시간

에서 가장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p 

＜ 0.05), TNF-α 한 IL-6와 마찬가지로 조군에 

비하여 황련 처치군이 12시간에서 가장 유의한 감소

를 나타내었다(p ＜ 0.05, Fig. 6).

5. 면역조직화학분석법에 의한 백서 

  Braind에서의 GFAP과 Connexin-43 변화

Astrocyte는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염색에 의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astrocyte

의 출 은 신경세포가 손상된 후 흔히 일어난다. 자 

미경(×100)을 통한 GFAP 염색후 photothrombotic 

infarction 유발 3일후 가장 염증이 극 화 되었을 때 

희생하여 뇌의 조직을 편하여 찰하 다. 그 결과 

백서의 motor cortex를 coronal section한 사진에서 

병변 형성 3일째 생성된 infarction 주변으로 황련 

500 mg/kg 처치군에서는 많은 astrocyte를 GFAP 

염색에 의하여 찰할 수 있으나 생리식염수를 처

치한 조군에서는 astrocyte의 양이 히 조군

에 비하여 게 형성됨이 조직학 으로 찰되었다

(Fig.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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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ISA for inflammatory cytokines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NS : normal saline, CR : Coptidis Rhizoma, Inf : Infarction, n=6.

Fig. 7. Astrocytes stain using GFAP stain 3 days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Arrow (red color) shows reactive peri-infarct astrocytosis in cingulate cortex, and IA area in round shows damaged  cortex 
by photothrombotic infarction (×100). 
Bs : brain septum, IA : area of photothrombotic infarction, Cg : cingulate cortex, CR : Coptidis Rhizoma.

Fig. 8. GFAP and Connexin-43 stain 3 days after photothrombotic infarction
Red color means reactive peri-infarct astrocytosis in somatosensory cortex in GFAP stain, and red violet color (dark red) 
means appearance of connexin-43. IA area shows damaged  cortex by photothrombotic infarction (×100). Astrocytes and 
connexin-43 in 500 mg/kg Coptidis Rhizoma (CR) appear more prominent than that in sham control.
Cx : connexin, IA : area of photothrombotic infarction, Ssc : somatosensory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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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xin-43 역시 병변 형성 3일째 찰에서 생리

식염수를 처치한 sham control군보다 히 증가

되어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8)

고  찰 

뇌경색 후 회복되는 기 은 성기와 아 성기, 만

성기로 나  수 있으며, 성기의 주요기 은 부종과 

염증의 해소에 의한 국소 인 압박손상의 완화, 국소

인 유해인자의 흡수, 국소 류순환의 재개, 부분 

손상된 허 성 손상 신경의 회복 등이 있다
17)
. 아 성

기와 만성기의 회복기 에는 염증성 손상의 극 인 

치료에 따른 phenumbra 역의 최소화, diaschisis, 

세포와 세포간의 network의 재조직화  시냅스 재생

(synaptogenesis)에 의한 뇌신경 가소성이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9)
.

황련(黃連, Coptidis Rhizoma)은 여러해살이 본 식

물로 국이 원산이며, 국에서는 黃連(C. chinensis 

FRANCH.), 三角葉黃連(C. deltoidea C. Y. CHENG et 

HSIAO), 云連(C. japonica MAKINO var. dissecta NAKAI)

도 약용한다. 황련은 국내생산이 없기 때문에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의 부분은 국을 통

해 이루어진다
7)
. 性味는 苦, 寒, 無毒하고 歸經은 心, 

肝, 胃, 大腸 4經에 작용하며, 淸熱燥濕, 淸心除煩, 瀉

火解毒의 효능이 있다
6)
.

 약리 으로 본다면 항염증효과, 항균작용, 항

말라리아작용, 해독작용, 해열작용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황련의 독성은 낮아서 생쥐에 경구투여

할 경우 LD50은 886 mg/kg, berberine은 392mg/kg이

다
6-8)
.

본 실험은 황련추출물이 뇌경색 개선효과가 있는

지 규명하기 하여, sensorimotor cortex (SMC)에 

뇌경색을 유발한 후 infarction volume을 찰하 으

며, SPRT를 통하여 운동기능회복을 찰하여 보았다. 

찰 결과 황련추출물을 농도별(100, 250, 500 mg/kg)로 

투여한 결과 500 mg/kg에서 유의한 infarction volume

의 감소효과가 찰되었으며(p = 0.051), 시간별 황련

의 infarction volume 감소변화를 찰한 결과 그 효

과는 3-7일의 성기에 효과 이었다. Fig. 2, 3의 결

과는 기 뇌경색의 성기에 황련이 아마도 성 뇌

부종을 효과 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황련추출물(500 mg/kg)의 처치는 운동기능

의 회복을 조군에 비하여 빠르게 회복시켰는데, 이

러한 운동기능 회복의 기 으로는 새로운 가지돌기 

형성(dendritic formation)을 포함한 신경연  가소성

(synaptic plasticity)의 강화
20)
 등이 기여할 것으로 추

측된다. 지 까지 뇌졸  후 기능  회복을 설명할 정

확한 신경 가소성 기 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

지만 시냅스 재생(synaptogenesis)
21)
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과 신경가소성과의 계는 아직 확실히 규명

되지 않았으나 염증 련 cytokines이 신경가소성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2)
. 한 염증

과 련된 cytokines  IL-1
23)
, TNF-α24), IL-625)가 

뇌허 에 한 생성  반응에서 염증과 한 련

이 있음이 밝 지고 있으며, Hoehn 등
26)
은 뇌경색 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이용하여 신생세포의 축

을 증가시켰다고 하여 뇌경색의 회복에 항염증 작

용이 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 다. 하지만 실  

임상상황에서의 변화는 아직까지 실험실 수 의 연구

와는 다른 복잡한 임상  연 성을 밝히기엔 구체

으로 알려진 바가 다
27)
. 

황련은 기존의 연구에서 항염증 효과에 해 많이 

보고되었으며
9,28-30)

, 이러한 infarction volume의 감소

효과가 과연 이러한 황련의 항염증 효과에서 기인하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가장 효과를 보인 황련추출

물 500 mg/kg을 뇌경색 유발 7일  처치한 군과 

normal saline(동일량, 동일방법)을 처치한 군으로 

나 어, anti-inflammation 련 cytokines (TNF-α, 

IL-6, IL-1β)을 RT-PCR과 ELISA를 이용하여 찰

하 다.

RT-PCR을 통한 mRNA의 발 을 찰한 결과 

inflammatory cytokines은 infarction 유발 후 증가하

으며, 황련추출물(500 mg/kg)을 처치한 그룹은 

그 발 을 억제하 다. ELISA에 의한 serum내 

cytokine의 양은 infarction 유발 후 증가하 으며, 황

련추출물(500 mg/kg)의 처치는 IL-1β는 12, 24, 48

시간에서(p ＜ 0.05), IL-6와 TNF-α는 12시간에서(p 

＜ 0.05) 그 양을 히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

들은 황련이 infarction의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는 성기에 inflammation 련 cytokines의 생산

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추신경계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구성되며 

수 으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경교세포의 90%를 

astrocyte가 차지하고 있다. Astrocyte는 nerve growth 

factor, glial-derived nerve growth factor 등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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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자들을 분비하여 사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

하여 신경세포의 생존에 도움을 다
31)
. 한 glutamic 

acid의 분비를 조 함으로써 신호 달 역할을 하여 

분비되는 신경 달물질을 받아들여 gap junction을 

통하여 세포외액에 있는 이온들의 조성을 원래 로 

회복시킴으로써 항상성 유지에 기인하여 신호 달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31)
. Gap 

junction channel은 connexin-43라는 단백질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이 단백질이 세포 사이의 달체계의 조

이 이루어진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gap junction의 

조 물질인 connexin-43이 부족한 상황에서 뇌경색의 

부피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Gap junction이 

뇌허 에서 보호 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32)
. 

본 실험에서 면역조직화학법을 이용한 GFAP, 

connexin-43을 통하여 뇌조직의 신경손상 변화를 

찰한 결과 황련추출물(500 mg/kg)의 처치는 조

군(normal saline)에 비하여 astrocytes가 더 많이 

찰되고 신경가소성이 진됨을 나타내었다.

Asrocyte는 GFAP 염색에 의해 잘 찰되는데 이

러한 astrocyte의 출 은 신경세포가 손상된 후 흔히 

일어난다. Asrocyte의 증가는 infarction 형성 후 가장 

성기 inflammation의 반응을 일으키는 기간에 황련

의 처치가 효과 인 신경 재생효과를 나타낼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Connexin- 

43 역시 병변 형성 3일째 찰에서 생리식염수를 

처치한 조군보다 히 증가되어 있어 신경과 신

경을 연결하여 astrocyte의 세포간 구조  연결기능

을 하는 gap junction의 활성을 통하여 신경세포의 

달체계를 보다 빠르게 복구해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strocyte가 신경학  손상에서 그 

수  증가와 표 형의 작용을 나타내어 회복 기 에 

의의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3)
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connexin-43의 증가는 glial scar의 개선을 유도한다

는 연구들
33,34)
과 동일한 결과이다.

상기의 결과는 photothrombotic ischemic infarction 

model에서 황련추출물이 뇌경색 유발 백서의 infarction 

volume에 한 성기 감소효과와 운동기능 회복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anti-inflammation 

 astrocyte의 조기형성, connexin-43의 역할에 기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황련추출물

이 뇌경색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기 연구와 임상  

활용가능성을 보여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황련 추출물의 화학  허 성 뇌경색 

모델을 이용한 뇌경색 개선효과(운동기능 개선  항

염증 효과, 신경가소성 증진)를 연구한 것으로, 황련

추출물의 여러 농도  500 mg/kg에서 infarction 

volume을 가장 효과 으로 감소시켰으며 한 황련

추출물 500 mg/kg의 처치는 뇌경색 volume을 3-7일

의 성기에 효과 으로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빠른 

운동성 회복을 유도하 다. 황련추출물의 처치는 

성기 뇌경색의 inflammatory cytokine을 serum과 조직

에서 감소시켰으며, immunohistochemistry 찰 결과 

조군(normal saline)에 비하여 astrocytes가 더 많이 

찰되고 connexin-43의 조기형성에 의한 신경가소

성이 진됨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황련의 뇌경색 

모델에서의 효과는 황련의 처치가 뇌경색 유발 백

서의 성기 뇌경색에 anti-inflammation 효과와 

neural plasticity의 형성 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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