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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성 C6 glial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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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in C6 G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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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Dodamtanggami-bang (DDTG) on tunicamycin

induced cell death by ER stress in C6 glial cell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nd LDH release.

Apoptosis was determined by caspase activity and flow cytometry in C6 glial cells. Expression of ER stress mediators

including, GRP78 and CHOP protein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nalysis. Tunicamycin induced the apoptosis

of C6 glial cells, which was characterized as nucleic acid and caspase-3 activation, PARP cleavage, and sub-G0/G1

fraction of cell cycle increase. However, pretreatment with DDTG protected C6 glial cells from tunicamycin. Treatment

with tunicamycin resulted in the increased the expression of GRP78 and CHOP protein and produced ROS generation.

However, pretreatment with DDTG inhibited the ER stress pathway, including increase of the expression of GRP78,

CHOP proteins in C6 glial cells treated with tunicamycin. Taken together, these data suggest that DDTG is able to

protect C6 glial cells from tunicamycin with marked inhibition of 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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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추신경세포의 손상기전으로 세포가 외부자극에 의해 심각

한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포막의 파괴, 세포의 팽창, 용해를

동반하는 괴사를 일으키지만 허혈성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과 같은 신경계질환에 있어서는 생체 내의 다양한 생화학적 기

전들이 작용하여 신경세포와 신경아교세포의 사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

세포자멸사는 세포 내 전구체 형태로 존재하는 특이적 단백

질 분해효소, caspase들이 활성화되어 일어난다. 이러한 caspase

들의 활성화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가 존재한

다.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사망수용체 (death receptor)를 경유하

는 수용체 매개형 신호전달경로 또는 외재적 경로가 그 하나이

고4,5), 직접적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막 기능의 결함으로 일

어나는 미토콘드리아 경로 또는 내재적 경로가 또 다른 한 가지

이다6).

최근 이러한 외재적 세포사멸 경로와 내재적 세포사멸 경로

이외의 세포 내 소기관 중 하나인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의 자극(stress)에 의해 유도되는 새로운 세포사멸

경로가 보고되었다7-9). 또한 허혈성 뇌질환, 퇴행성 신경계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성 세포사멸이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0-13).

導痰湯은 宋代 嚴14)의《濟生方》에 “治一切痰厥, 頭目旋暈,

痰飮留積不散, 胸膈痞塞, 脇肋脹滿, 頭痛吐逆, 喘急痰嗽, 坐臥不

安, 飮食不思”라 처음 收錄된 이래 中風과 一切의 痰飮을 治療하

는데 多用14-16)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뇌경색, 치매, 고지혈증,

혈전증,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

환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17-25).

導痰湯의 중추신경세포 손상에 대한 실험연구로는 고지혈증

흰쥐의 뇌허혈 손상에 미치는 영향
19)

, 腦損傷 및 高血壓에 미치



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성 C6 glial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 1005 -

는 影響22), Neuro 2A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효과24) 등

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

스트레스성 세포사멸 기전에 미치는 導痰湯의 보호효과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실험에 사용한 導痰湯加味方은 痰飮으로 인한 中風 치료

에 사용되고 있는 導痰湯에 順氣를 목적으로 中風 初期 치료에

활용되는 烏藥順氣散(去 麻黃)을 合方한 처방으로 임상에서 痰飮

으로 인한 中風 初期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導痰湯加味方의 뇌신경세포 보호효과 및 그 작

용기전을 실험적으로 구명하기 위하여 C6 glial 세포에 導痰湯加

味方을 전처리하고, tunicamycin을 처리하여 소포체 스트레스성

세포사멸을 유도한 후 세포생존율, LDH 방출량, sub-G0/G1 분

획, caspase-3의 활성, PARP 단백질 분절 및 H2O2 생성, 소포체

스트레스 경로 단백질 GRP78, CHOP과 Bcl-2 단백질 발현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導痰湯加味方의 처방내용과 분량은 아래

와 같다. 약재는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에서 구입한 후 정선하

여 사용하였고, 1貼의 내용과 용량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Ⅰ. Prescription of Dodamtanggamiban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Amount(g)

半夏(薑製) Pinellia ternata 8

陳皮 Citrus unshiu 4

赤茯苓 Poria cocos 4

南星(炮) Arisaema japonicum 4

枳殼 Poncirus trifoliata 4

烏藥 Lindera strychnifolia 6

川芎 Cnidium officinale 4

白芷 Angelica dahurica 4

白殭蠶 Bambyx mori 4

桔梗 Platycodon grandiflorum 4

乾薑 Zingiber officinale 2

甘草 Glycyrrhizae uralensis 1.2

Total amount 49.2

2) 세포주

본 실험에 사용한 백서로부터 유래한 C6 glial 세포주는 한

국 세포주 은행(KNCC, 서울대학교)에서 분양받았으며, 5% CO2,

95% 대기공기 및 37℃ 환경의 세포배양기에서 계대배양하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의 세포배양에 필요한 DMEM, 항생제, trypsin 및

FBS는 GIBCO BRL사 (Gaithersburg, MD, USA)에서 구입하였

다. 세포배양 배양용기 (24, 48-well plate, 6 ㎝ dish, 10 cm dish)

는 Falcon사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로부터 구입

한 후 사용하였다. Tunicamycin, MTT는 Sigma사 (St. Louis,

Missouri,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LDH 측정은 Roch사 (R&D.,

Germany)로부터 구입한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Western

blotting에 사용된 PARP, GRP78, CHOP 및 β-actin의 항체들은

Santa Cruz사 (San Diego, CA, USA) 제품을, 그리고 ECL kit는

Amersham사 (England)로부터 구입하였다.

2. 방법

1) 검액의 조제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물을 용매로 사용한 추출방법을 이용

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물 추출물 (H2O extract)은 음건된

導痰湯加味方 2첩 분량 (98.4 g)을 물 1 ℓ와 함께 냉각기를 부착

한 환저플라스크에서 3시간 동안 끓인 다음, 거즈로 여과하고,

3,2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후 농축기 (rotary evaporater)로

농축한 다음, -70℃ (deep freezer)에서 12시간 이상 동결시키고,

freeze dryer로 동결건조하여 시료를 얻었다. 시료는 eppendorff

tube에 100 mg/ml가 되도록 PBS(pH 7.4)로 녹여 4℃에 보관하

고 실험 시에는 세포 배양액인 DMEM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세포주 배양

세포주 C6 glial 세포는 세포배양기 (37℃, 5% CO2)에서

10% FBS가 포함된 DMEM (Gibco BRL, USA) 배양액으로 배양

하였으며, 2-3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체하여 log phase에 있는

세포를 이용하였다. 각 실험 조건에 따라 tunicamycin이나 導痰

湯加味方을 처리한 후 소포체 손상으로 인한 세포사멸과 이에

연관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세포생존율 측정

세포생존율 측정은 MTT assay 방법을 이용하였다. 세포 배

양판 (48-well plate)에 세포(1×105 세포 수/ml)를 분주하여 12시

간 이상 세포배양기 안에서 안정화하여 각 조건에 따라 시약 등

을 처리한 후 배양기 안에서 일정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완료 4

시간 전에 MTT 용액 (5 mg/ml in PBS)을 배양액 부피의 1/10

이 되도록 첨가한 다음, 4시간 후 상층액을 제거하여 바닥에 부

착된 불용성의 보라색 formazan을 완전히 건조하였다. 불용성

formazan은 1 ml의 DMSO 용액으로 충분히 용해한 다음, 분광

광도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Co.,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4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상 대

조군의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4) Lactate dehydrogenase (LDH) 측정

세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의 처리군에서 세포외로

방출되는 LDH의 양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군으로부터 상층액을

모아 1,000 rpm으로 7분간 원심분리한 후 부유액을 LDH 분석에

이용하였다. LDH 측정은 Roch사 (R&D., Germany)로 부터 구입

한 kit를 이용하였다. 각 실험군으로부터 포획한 상층액 100 μl에

LDH 측정을 위한 반응 혼합액 100 μ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은 빛을 차단한 상태로 진행하였으며, 반

응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9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세포독성(%)=
(실험군의 흡광도 - 정상 실험군의 흡광도)

×100
(정상 실험군의 총 LDH를 나타내는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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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 양은 전체 LDH 활성도에 대한 실험군에서의 LDH 활

성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5) Western blotting

C6 glial 세포를 각 실험 조건에 따라 시약을 처리하여 배양

한 후 세포를 포집하여, 차가운 HBSS로 2회 세척하였다. 얻은 세

포는 total cell lysate를 얻기 위하여 RIPA 용액 (50 mM HEPES

pH 7.4, 150 mM NaCl, 1% deoxy-cholate, 1 mM EDTA, 1 mM

PMSH, 1 μg/ml aprotinin)으로 얼음에서 용해하였다. 용해 세포

부유액에 2 X sample buffer와 섞어 98℃에서 5분간 끓인 후

15% SDS-PAGE를 시행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gel의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4℃, 30 V에서 16시간 동안

transfer한 후 blocking (5% skim milk)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비특이적 항체결합을 예방하였다. LC3, Beclin-1 및 β

-actin 등에 대한 항체를 TBS에 1:1,000으로 희석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과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어서 2차 항체인 anti-rabbit IgG conjugated horse-radish

peroxidase (TBS로 1:1,000으로 희석, Amersham사)와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Nitrocellulose membrane은 TBS로 3회

세척 후 ECL kit를 사용하여 필름에 노출시켰다.

6) 세포주기 분석(Flow cytometry)

세포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ropidium

iodide(PI)로 DNA를 염색한 후에 flow cytometry

(FACSCalibur,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형광의 세기를 측정

하였다. 세포에 quercetin을 처리한 후에 포집하여 PBS로 2회 세

척하였다. 세척한 세포 (1× 106)의 DNA는 PI 용액 (0.1% Triton

X-100, 20 μg/ml PI, 200 μg/ml RNase)을 600 μl로 20분 동안 반

응시켰다. flow cytometry의 sub-G0/G1으로 얻어진 정보는

CellQuest software (Becton Dickinson)를 이용하여 세포고사를

분석하였다.

7) 통계처리

표시된 결과는 3회 이상의 독립적인 실험결과이며, 실험결

과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준하여 처리하였으며,

p-value가 최대치 0.05 (p<0.05), 0.01 (p<0.01)이하인 경우를 유의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Tunicamycin 처리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생존율 변화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세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였다. 먼저,

0.5, 1, 2 및 4 μM 농도의 tunicamycin을 C6 glial 세포에 각각 24

시간 처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각각 99.05%, 78.79%, 47.30%

및 30.02%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Fig. 1A). 또한, tunicamycin에

의한 세포독성의 시간 의존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C6 glial 세

포에 2 μM tunicamycin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및 36시

간 처리한 후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였다.

C6 glial 세포의 생존율은 tunicamycin 처리 6시간 후부터 감소

하기 시작하여 24시간 후에는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45.04%의

세포생존율을 보였으며, 36시간 후에는 22.02%로 현저하게 감소

되었다(Fig. 1B).

Fig. 1. Tunicamycin decreased the viability of C6 glial cells in a

dose and time-dependent manner. (A) Cells were treated with a various
concentration of tunicamycin for 24 hrs. (B) Cells were treated with 2 μM

tunicamycin for indicated period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ults were represented as th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0.05, ＊

＊p〈0.01 compared to control cells.

2. 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생존율

에 미치는 영향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생존율에 대한 導痰湯

加味方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먼

저 導痰湯加味方 자체 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의

導痰湯加味方을 C6 glial 세포에 24시간 처리하였다. 그 결과 導

痰湯加味方 단독처리 시 최고 700 mg/ml 농도에서도 세포생존

율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Fig. 2A). 다음은 C6 glial 세포에 導

痰湯加味方을 500 mg/ml, 600 mg/ml 및 700 mg/ml 농도로 1

시간 전처리한 후 2 mM tunicamycin을 24시간 처리하여 세포생

존율의 변화를 MTT assay로 확인하였다. 세포생존율은

tunicamycin 단독처리군에서 대조군의 48.32%를 나타내었으나

700 mg/ml 농도의 導痰湯加味方 전처리 시 75.25%로 세포생존

율이 증가되었다(Fig. 2B).

3. 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LDH 방

출에 미치는 영향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사멸에서 導痰湯加味方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포 내 LDH의 방출량을 조사하였다.

2 mM의 tunicamycin을 단독으로 처리한 군에서 세포외로 방출

되는 LDH양은 세포 내 존재하는 LDH 총량의 73.90%이었으나,

700 mg/ml 농도의 導痰湯加味方을 전처리하였을 경우

tunicamycin 처리에 의해 증가되었던 LDH 방출량이 29.45%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Fig. 3B). 이때 導痰湯加味方 단독처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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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DH의 방출은 없었다(Fig. 3A).

Fig. 2. DDTG protected tunicamycin-induced cell death in C6 glial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DDTG for 1 hr and
the cells were exposed to tunicamycin for 24 hr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ults were represented as th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0.05, ＊＊p〈0.01 compared to control cells.

Fig. 3. DDTG protected tunicamycin-induced LDH release in C6 glial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DDTG for 1 hr and
the cells were exposed to tunicamycin for 24 hr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LDH release method. Results were represented as th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0.05, ＊＊p〈0.01 compared to control cells.

4. 導痰湯加味方이 C6 glial 세포의 사멸에서 sub-G0/G1 분획 변

화에 미치는 영향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사멸에서 죽음의 특성

을 밝히기 위하여 PI 염색에 의한 DNA 가닥의 분절을 flow

cytometry 방법으로 조사하여 sub-G0/G1 분획의 변화를 통해

세포자멸사 정도를 조사하였다. C6 glial 세포에 2 μM 농도의

tunicamycin을 24시간 처리 시 대조군 1.06%에 비해 15.91%로

증가되었던 sub-G0/G1 분획이 700 μg/ml 농도의 導痰湯加味方

1시간 전처리 시 1.21%로 감소하였다(Fig. 4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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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DTG protected tunicamycin-induced apoptosis in C6 glial

cells. (A)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DDTG for 1
hr and the cells were exposed to tunicamycin for 24 hrs. Then, cells were

incubated with the dye PI (5 μg/ml) and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more than

10,000 cells was analyzed using a flow cytometry. The data was on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 Quantification of sub-G0/G1 phase in C6 glial cells.

The percentage of autophagy was quantified by counting the number of cells

located in M1 phase of each FACS analysis data. The data was on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5. 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사멸에

서 Caspase-3 활성화 및 PARP 단백질의 분절에 미치는 영향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 자멸사 현상이 caspase의

활성화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aspase-3의 효소적

활성을 형광기질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Caspase-3의 활성은 2

μM 농도의 tunicamycin을 처리한 C6 glial 세포의 파쇄액으로부

터 시간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caspase-3의 활성은

tunicamycin 처리 12시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4시간에 대조

군에 비교하여 2.8배 이상 증가하였다(Fig. 5A). 이때 caspase-3의

세포 내 기질 단백질로 알려진 PARP 단백질이 시간 의존적으로

분절됨을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다(Fig. 5B). 그러나 700 μ

g/ml 농도의 導痰湯加味方 전처리 시 tunicamycin 단독처리 시

증가하였던 caspase-3의 활성이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Fig. 5C), 이때 PARP 단백질의 분절도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Fig. 5D). 이상의 결과에서 tunicamycin은 C6 glial 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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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3의 효소적 활성 증가를 통해 PARP의 단백질 분절을 경

유하는 세포자멸사 기전을 유도하였으며, 導痰湯加味方의 전처

리에 의하여 C6 glial 세포의 세포사멸이 보호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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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DTG protected tunicamycin-induced caspase-3 activation

and PARP cleavage in C6 glial cells. (A, C) Cells were treated with 2 μM

tunicamycin for various periods and lysed to measure the activity of caspase

protease. Lysates were reacted with Ac-DEVD-AMC for caspase-3.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quardraplicates. *, p<0.05 compared with control. (B, D) Cells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present or absent DDTG for various periods. The

equal amounts of protein from cell lysate were subjected on 10% SDS-PAGE,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 and immunoblotted with anti-PARP and

anti-β-actin antibodies. The immunoreactive signals were visualized by ECL

detection kit.

6. 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사멸에

서 ER stress 경로 단백질 발현 변화에 미치는 영향

Tunicamycin에 의한 ER stress에서 導痰湯加味方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2 μM

농도의 tunicamycin을 3, 6, 12 및 24시간 각각 처리한 후 포집한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먼저

GRP78 단백질은 tunicamycin 처리 6시간 후부터 시간 의존적으

로 증가하였고(Fig. 6A), CHOP 단백질은 tunicamycin 처리 6시

간 후부터 뚜렷한 증가를 보여 24시간에 최대의 발현양을 보였

다(Fig. 6A). 그러나 C6 glial 세포에 700 μg/ml 농도의 導痰湯加

味方을 1시간 전처리 시 증가된 GRP78과 CHOP 단백질의 발현

이 현저히 억제되었다(Fig. 6B). 이때 단백질양은 β-actin을 통하

여 동일한 양임을 확인하였다(Fig. 6A, B). 이상의 결과에서

tunicamycin은 C6 glial 세포에서 GRP78 단백질의 발현 증가와

CHOP 단백질의 발현증가를 유도하는 ER stress 경로를 경유하

였으며, 이때 導痰湯加味方은 GRP78 및 CHOP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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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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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ression changes of ER related-proteins in

tunicamycin-treated C6 glial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2 μM

tunicamycin for various periods. (B)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DDTG for 1 hr and the cells were exposed to tunicamycin for

24 hrs. The equal amounts of protein from cell lysate were subjected on 10%

SDS-PAGE,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 and immunoblotted with

anti-GRP78, anti-CHOP and anti-β-actin antibodies. The immunoreactive signals

were visualized by ECL detection kit.

7. 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사멸에

서 CHOP 및 Bcl-2 단백질 발현 변화에 미치는 영향

Tunicamycin에 의한 ER stress 경로 관여 단백질 중 CHOP

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하여 CHOP에 대한 siRNA

(siRNA-CHOP)를 처리하여 세포생존율의 변화와 관련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siRNA-CHOP의

전처리는 tunicamycin 처리에 의해 증가된 CHOP 단백질의 발

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또한 CHOP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

는 Bcl-2 단백질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tunicamycin에 의해 발현

감소한 Bcl-2 단백질이 siRNA-CHOP 처리 시 증가되었고, 導痰

湯加味方 전처리 시에도 동일한 발현 양상을 보였다(Fig. 7A). 특

히 siRNA 전처리에 의한 CHOP 단백질의 발현 억제 시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생존율을 MTT assay로 조

사한 결과, tunicamycin 처리 시 47.53%의 세포생존율이

siRNA-CHOP 전처리 시 92.71%로 현저히 증가되었다(Fig. 7B).

이상의 결과에서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사멸은

CHOP의 발현 증가에 따른 Bcl-2 단백질의 발현 감소에 기인하

며, 導痰湯加味方은 이를 억제하여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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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DTG modulated expression CHOP and Bcl2 protein and

cell death in tunicamycin treated C6 glial cells. (A)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DDTG for 1 hr and the cells were exposed to

tunicamycin for 24 hrs. (B)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DDTG for 1 hr and the cells were exposed to tunicamycin for 24 hr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ults were represented as th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0.01 compared to control cells.

고 찰

導痰湯은 嚴의 《濟生方》14)에 最初로 收錄된 이래 痰涎壅

盛, 胸膈留飮, 咳嗽惡心, 發熱背寒, 飮食少思, 中風痰盛, 語澁眩暈

등
14-16)

痰飮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諸症狀을 治療하는데 응용되

어 온 處方이다.

中風의 근본병기는 氣機升降逆亂으로 調理氣機가 中風治療

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氣機升降은 臟腑機能 활동의 기본형식

으로 氣機가 鬱滯되면 血行이 不暢하고, 氣機가 不利하면 津液의

수포와 배설이 저애를 받아 聚濕生痰하게 된다. 따라서 條達氣機

(調氣)는 中風 治療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대

의가들 또한 이를 중시하고 있다26). 《丹溪心法》27)에서는“善治

痰者, 不治痰而治氣, 氣順則一身之津液亦隨氣而順矣”라 하였고,

《赤水玄珠全集》
28)
에서는 “蓋風病未免有痰, 治痰先治氣, 氣順

卽痰自淸”이라 하였다. 또한 丁29)은 痰은 中風의 주요 病因 중

하나이며, 痰濁 또는 痰熱이 內阻하면 經絡을 蒙蔽하게 되어 中

風의 주요 病機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중풍의 치료에 있어서

“治痰先治氣, 氣順則痰利”하게 되므로 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調氣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導痰湯加味方은 燥濕化痰, 理氣開鬱시키

는 導痰湯14)에 疏風順氣시키는 烏藥順氣散28)(去 麻黃)을 合方한

처방으로 임상에서 주로 痰飮으로 인한 中風초기 치료에 활용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뇌경색, 고지혈증, 혈전증,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17-25).

본 처방의 구성약물과 효능은 다음과 같다. 導痰湯은 半夏,

陳皮, 南星, 枳殼, 茯苓, 甘草로 구성되며, 頑痰이 膠固하여 二陳

湯으로 제거되지 못할 때 南星, 枳殼을 加味하여 中風 痰盛, 語

澁, 眩暈 등을 다스리는데 활용을 한다31). 여기에 烏藥順氣散(去

麻黃)을 合方하여 頭面의 藥인 川芎과 白芷로 散風活血하고, 桔

梗과 枳殼으로 利氣行痰하며, 白殭蠶으로 淸化散結하고, 乾薑으

로 溫經通陽, 甘草로 和中瀉火하고, 烏藥으로 邪滯한 諸氣를 通

行하게 하여, 表氣를 풀어 裏氣를 順하게 하니 氣順則風散하게

하는 것
32)
으로, 順氣를 통한 祛風을 돕고 있다. 이는 氣虛痰盛하

면 烏藥順氣散에서 麻黃을 去하고 六君子湯 혹은 導痰湯을 合用

한다는 《醫方集解》32)의 加減 내용과 같은 方意이다.

최근 뇌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경세포의 손상

에 대한 한약재의 방어기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본 실험에 사용된 導痰湯加味方의 구성 처방인 導痰湯과

烏藥順氣散에 대한 실험연구로는 김
19)
의 도담탕이 고지혈증 흰

쥐의 뇌허혈 손상에 미치는 영향, 조22)의 導痰湯이 腦損傷 및 高

血壓에 미치는 影響, 황23)의 導痰湯이 Amyloid-β 펩티드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이
24)
의 Neuro 2A 세포의 산

화적 손상에 대한 導痰湯加味方의 방어효과, 이33)의 烏藥順氣散

이 腦損傷 및 高血壓에 미치는 影響, 제34)의 H2O2에 의해 유발된

해마신경원세포 Apoptosis에 대한 오약순기산의 방어효과, 차
35)

의 Neuro 2A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烏藥順氣散의 방어효

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허혈성 뇌질환10), 퇴행성 신경계질환11-13)

및 허혈성 심장질환
36)

등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는 소포체 스트레

스성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단백질의 삼차구조적 접힘

(folding)이 일어나는 중요한 세포 내 소기관이자 세포 내 Ca
2+
의

저장고로서 Ca2+의 항상성유지 및 Ca2+ 신호전달에 중요한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소포체 내 Ca2+의 결핍, 비정상적인 당단백질

화(glycosylation)와 같은 단백질 전사 후 과정의 억제(inhibition

of post-transcription), 이황화결합(disulfide)의 환원, 특정단백질

의 비정상적인 과다발현, 그리고 잘못 접힘(misfolding) 단백질

의 축적과 응집 등이 소포체 내에서 발생되면 소포체는 이와 같

은 상황에 대한 비정상 접힘 단백질 반응(unfolding protein

response, UPR)을 보이게 되고,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과정을

소포체 스트레스(ER stress)라 한다
37)

.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세포는 생존하기 위한 방어기

전을 가지는데 이를 소포체 스트레스반응(ER stress response)이

라고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반응은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세 가

지의 신호전달체계인 pancreatic ER kinase (PERK),

inositol-requiring 1α (IRE-1α)/X-box binding protein 1 (XBP-1)

및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ATF6)에 의해 매개된다. 소포

체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소포체 샤페론(chaperone)인 GRP78

과 GRP94 등의 발현이 증가되어 단백질의 folding을 도와준다.

또한 ATF6, PERK, IRE1α 등이 동원되어 소포체 샤페론을 증가

시키거나 단백질의 전사 감소, 또는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없

애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ER stress response)이라 하고, 소포체 스트레스가 적절히

조절되면 세포는 정상 기능을 유지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포자멸사 과정이 시작된다38-40).

본 연구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반응성 세포사멸 기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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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기 위하여 C6 glial 세포에 tunicamycin을 처리하였고, 이때

導痰湯加味方의 보호효과와 작용기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Tunicamycin은 C6 glial 세포에서 농도 및 시간 의존적인

세포독성을 유발하였다. 특히 2 μM 농도의 tunicamycin을 24시

간 처리 시 약 45%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Fig. 1). 이때 導痰湯

加味方은 최고 700 μg/ml 농도에서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사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導痰湯加味方에 의한 자체

독성은 없었다(Fig. 2). 또한 tunicamycin에 의한 C6 gilal 세포독

성은 subG0/G1 분획 증가와 caspase-3의 활성 증가 및 PARP의

분절을 유도하는 세포자멸사로 추정되며 導痰湯加味方은 이를

보호하였다(Fig. 4, 5).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사멸은 농도 및 시간 의

존적인 세포생존율의 감소와 DNA 분절에 따른 sub-G0/G1 분

획 증가, caspase-3의 활성 증가 및 PARP 단백질의 분절을 보이

는 전형적인 세포자멸사로 추정된다(Fig. 1, 4, 5). 또한 소포체의

손상에 따른 경로 중 GRP78과 CHOP 단백질의 발현이

tunicamycin 처리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Fig. 9, 10). 그러

나 tunicamycin을 C6 glial 세포에 처리 시 caspase-12의 발현 변

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Amyloid-β에 의한 신경독성에서 미토

콘드리아 매개성 caspase-12의 활성에 의한 세포자멸사가 보고

되었으나
52)

, C6 glial 세포에서 caspase-12의 활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으며, Berberine에 의한 C6 신경교세포 독성에 대한 보

고61)에서도 활성산소종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매개성 세포자멸

사에서 CHOP과 GRP78 단백질 발현증가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

스성 경로가 활성화 되었으나 caspase-12의 활성 없이

caspase-8, -9 및 -3의 활성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C6 glial 세포

에서 tunicamycin은 H2O2의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caspase-12의

활성 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caspase-3 활성화를

유도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導痰湯加

味方을 전처리하였을 경우 C6 glial 세포에서 tunicamycin에 의

한 H2O2의 증가 및 caspase-3 활성과 PARP 단백질의 분절을 억

제하였다(Fig. 5, 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tunicamycin은 C6 glial 세포에서

활성산소종 H2O2의 생성유도를 통해 caspase-3의 활성, PARP

단백질의 분절을 보이는 전형적인 세포자멸사 기전이었으며, 특

히 GRP78 및 CHOP 단백질 발현증가를 통한 소포체 스트레스

경로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導痰湯加味方은 이러한 소포체 스

트레스성 세포사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으며, 특히 CHOP 단

백질의 발현 조절을 통해 Bcl-2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하였다. 따

라서 導痰湯加味方은 산화적 손상과 연관된 소포체 스트레스성

신경세포사멸에 의한 뇌질환에서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뇌질환 모델에서 소포체 스트레스

경로의 연관성과 이에 대한 導痰湯加味方의 효과에 대한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導痰湯加味方이 C6 glial 세포에서 tunicamycin에 의한 세포

사멸에 미치는 보호효과 및 기전을 구명하기 위하여 세포생존율,

LDH 방출량, sub-G0/G1 분획, caspase-3의 활성, PARP 단백질

분절 및 H2O2의 생성, 소포체 스트레스 경로 단백질 GRP78,

CHOP과 Bcl-2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Tunicamycin 처리는 C6 glial 세포에서 농도 및 시간 의존적

으로 세포생존율을 감소시켰다. 導痰湯加味方은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켰다. 導痰湯加味方은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LDH 방출을 감소시켰다.

導痰湯加味方은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sub-G0/G1

분획 증가를 억제하였다. 導痰湯加味方은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caspase-3 활성과 PARP 단백질의 분절을 억제하

였다. 導痰湯加味方은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소포

체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 GRP78 및 CHOP 단백질 발현 증가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導痰湯加味方은 tunicamycin에 의한 C6

glial 세포사멸에서 H2O2의 생성 및 CHOP 단백질의 발현에 관

여하여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導痰湯加味方은 뇌졸중, 퇴행성 신경계질환 등 뇌세포의 산

화적 손상으로 인한 질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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