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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체 외 1H 고분해능 매직앵 스핀닝(1H High-Resolution Magic Angle Spinning; 1H HR MAS) 기술을 이용하여 

정상군 adult mice의 뇌에서의 부 별 뇌 신경화학 사물질(brain neurochemical metabolites)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이

를 이용하여 정상군의 뇌 사물질의 표  data base를 정립하기 함이다. 실험에 사용된 adult mice는 C57BL/6J 모델

의 체  25∼28 g, 40주령 수컷 10마리를 사용하 으며, 연령과 성별을 일치시켰다. 한 뇌의 두엽(frontal cortex), 측두

엽(temporal cortex), 해마(hippocampus), 시상(thalamus) 총 4개의 부 를 채취하여 생체 외 
1
H 고분해능 매직앵  스핀닝 

실험을 진행 하 다. 생체 조직의 뇌 사물질의 농도를 획득하기 하여 표 인 사물질(Ace, NAA, NAAG, tCr, 

Cr, tCho, Cho, mIns, GPC＋PC, Lac, GABA, Glu, Gln, tau, Ala)을 각 피크의 면 과 사물질의 로톤 개수를 계산하

다. 결과 으로 정상 군에서의 mice 뇌의 신경화학 사물질들을 Acet, NAA, NAAG, Cho, mIns가 부 별로 농도차의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이 외의 사물질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1H HR-MAS을 

이용한 생체조직 실험은 뇌조직 내 사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기본 인 지표를 확보하는데 매우 정확하고 정량

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mice를 이용한 인간질병 모델의 실험동물에서의 뇌 신경화학 사물

질의 표  자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심단어: 1H HR-MAS, 핵자기공명분 법, 뇌 사물질, 정상 mice, Neurochemical profile

이 논문은 2009년 12월 14일 수하여 2010년 2월 24일 채택되었음.

책임 자：최보 , (137-701) 서울시 서 구 반포동 505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의공학교실

Tel: 02)2258-7233, Fax: 02)2258-7760

E-mail: bychoe@catholic.ac.kr

서    론

  자기공명분 학에서의 생체조직 양성자 고분해능 magic 

angle spinning 기술은 1997년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이 

기술은 조직의 표본을 온 히 보 한 상태에서 세포 사

물질의 생리학 , 병리학  변화를 스펙트럼의 형태로 

찰 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하나이다.1)  한 조직 내에

서의 서로 다른 생체 사물질의 neurochemical profile을 측

정하는데 있어서 정확도가 높으며, 특히 암환자의 조직 생

검(biopsy)을 통하여 고분해능 magic angle spinning을 이용

하여 신경화학 사물질의 biochemical profile을 정량화할 

수 있다.2-4) 따라서 핵자기공명분 법을 이용하여 임상에서

의 진단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당한 수술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장 이 있다.5) 

  생체외 핵자기공명분 법을 시행하기 해서는 뛰어난 SNR 

과 spectrum resolution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낮은 주 수

의 생체외 핵자기공명분 법보다 자장의 세기(고주 수)가 

높아질수록 여러 화학 구조물들을 더 세부 으로 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최근에는 고자장을 개발하는 추

세이다.6)

  질병의 발병기 과 부 에 따른 생리학  미세한 조기변

화를 진단하는 연구는 매우 요하다.7,8) 한 이러한 변화

를 비교하기 해서는 정상군의 그룹 간 동일부 에서의 

차이를 규명해야 한다. 이처럼 뇌는 질병과 노화, 손상 등

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리학 , 병리학  변화가 동반된

다. 따라서 실험동물을 통해서 정상 군 뇌의 생물학 인 특

징에 한 실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9) 이를 기반으로 

질병 모델 군에서 뇌의 특정 변화를 찰, 비교할 수 있어

야 한다.9) 킨슨 병(Parkinson's disease), 알츠하이머 성 치

매(Alzheimer's dementia),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우울증

(depression), 알코올 독(alcoholism) 등 여러 가지 뇌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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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뇌 신경화학 사물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데10) 이러한 연구는 정상 실험 동물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찰할 수 있어야 한다.11-13)

  본 연구의 목 은 생체조직 양성자 고분해능 magic angle 

spinning 기술을 이용하여 정상군 adult mice 뇌 신경화학 

사물질의 정량분석  부 에 따른 농도 차이를 규

명하고자한다. 연구방법은 여러 질병의 mice 동물 모델의 

표  자료화를 해서 진행하 으며, 여러 부 를 통해서 

각 부 에 따른 뇌 신경화학 사물질의 농도를 정량

분석하 다.

상  방법

  모든 동물실험은 가톨릭 학교 실험동물사용 리 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at th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ACUC No.: 

CUMC-2009-0004))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국제규격

의 실험동물사용과 주의지침서를(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IH Publications No.80-23 issued 

by ILAR, USA.) 토 로 진행 하 다. 

1. 실험동물(Animal)

  Adult 정상 mice의 뇌 사물질을 정량분석하기 해 실

험에 사용된 mice는 C57BL/6J 모델의 체  25∼28 g (The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aine, USA) 40주령 수컷 

10마리를 사용하 으며, 연령과 성별을 일치시켰다. 한 

mice는 실온(20.5±2oC)이 일정하게 유지된 방에서 일주일동

안 환경에 응하도록 사료와 음수를 자유 식 시켰으며, 

실내조명은 12/12 시간 주기로 on/off를 반복 하 다. 

2. 조직 채취(Tissue collection)

  실험에 사용된 mice의 뇌에서의 두엽 피질(frontal cor-

tex), 측두엽 피질(temporal cortex), 해마(hippocampus), 시상

(thalamus) 총 4개의 부 를 brain matrix를(Mice Brain Slicer 

Matrix, 1.0 mm coronal slice intervals; Zivic Instruments inc., 

Pittsburgh, PA, U.S.) 이용하여 잘라내어 액체 질소에(−
147.21oC) 바로 속 냉각시켰다. 잘라낸 조직은 20μl 부피

를 가지는 지르코늄(zirconium) micro-tube에(Varian Inc., 

PaloAlto, CA, USA) 주입하 으며, 사용된 기 물질은 0.75 

wt%의 TSP를 포함하는 D2O (1.0 ml) ample을 사용하여 정

량 분석하 다. 뇌 조직과 D2O＋TSP의 조직 혼합 용액 무

게는 8∼14 mg과 7∼13 mg이었다. 

3. 생체조직 양성자 고 분해능 magic angle spinning (ex 

vivo 1HHR-MAS)

  Varian 500 MHz 핵자기공명 분 장비(Varian Inc., PaloAlto, 

CA, USA)를 사용하여 총 40개의 뇌 조직에 해 양성자 

고분해능 magic angle spinning 실험을 진행하 다. 이 때 사

용된 펄스열은 Carr-Purcell-Meiboom-Gill (CPMG) 스핀에코 

펄스열이고 실험에 사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12000 

complex points, 스펙트럼 폭(spectrum width)=8 kHz, 이완지

연시간(relaxation delay)=4.0 s, 사 포화지연시간(pre satu-

ration delay)=1.5 s (반복시간=5.5 s), 펄스간지연(inter pulse 

delay)=1.0 ms (에코시간=2.0 ms), 반복획득수(number of ac-

quisition)=128, 스펙트럼 획득시간(scan time)=17 min 20 s. 

4. 스펙트럼 분석(Spectra analysis) 

  스펙트럼 분석은 MestReNova-TM (Mestrelab Research, 

Santiagode Compostela, Spain)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각

각의 스펙트럼의 자유유도 쇠퇴신호(free induction decay; 

FID)를 3-Hz Gaussian filter를 이용하여 apodization 하 으

며, 64000 complex point, 푸리에 변환을 하 다. 한 스펙

트럼의 수동 상 보정(manual phase correction)을 시행하

으며, TSP의 화학이동(chemical shift)을 0.00 ppm으로 지정, 

baseline을 보정 하 다.

5. 정량 분석(Absolute quantification)

  각 뇌 사물질의 정량분석은 피크의 면 을 엑셀 스

드시트를 이용하여 몰 농도를 계산하 으며, 식 (1)을 이

용하여 각각의 뇌 사물질을 정량분석 하 다. 

   

    ×
×  
  

×   
   

×  
 

 

(1)

  각 뇌 사물질의 수소원자 개수와 화학이동(chemical 

shift)은 다음과 같다: N-acetyl aspartate (NAA; 2.02 ppm; 

n=3), aspartate (Asp; 2.80, 2.65 ppm; n=2), total creatine 

(creatine＋phosphocreatine, tCr; 3.04 ppm, 3.94 ppm; n=6), to-

tal choline (choline＋phosphocholine＋glycerophosphocholine, 

tCho; 3.19∼3.23 ppm; n=9), glutamine (Gln; 2.14, 2.44, 3.76 

ppm; n=4), glutamate (Glu; 2.05, 2.35, 3.74 ppm; n=4), γ- 

aminobutyric acid (GABA; 1.89, 3.01 ppm; n=4), myo-inositol 

(mIns; 3.52, 4.05, 3.61, 3.27 ppm; n=6), alanine (Ala;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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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ur regions were performed 

using 1H HR-MAS NMRS. This 

Fig illustrated (a) frontal cortex, (b) 

hippocampus, (c) temporal cortex, 

(d) thalamus region of 1D NMR 

spectra; Lac, Ala, GABA, Acet, 

NAA, Glx, Glu, Gln, tCr, Cho, PC

＋GPC, tau, mIns.

ppm; n=3), and taurine (tau; 3.24, 3.42 ppm; n=4), acetate 

(Acet; 1.91 ppm; n=3). 

  한 정량분석 그래 에서는 각 뇌 사물질의 농도

는 부 별 10마리의 농도를 계산하여 평균한 값을 그래

로 나타내었으며, 농도(C; mol/kg)와,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6.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

  통계분석을 해서 SPSS (Windows Version 13.0; SPSS, 

Chicago, IL USA)을 사용하 으며, 뇌 각 부 에 따른 사

물질의 농도차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하여 One-Way 

ANOVA와 사후검정법(post hoc test)으로는 Bonferroni cor-

rection을 사용하 다(p＜0.05, p＜0.005, p＜0.001). 각 부

별 뇌 사물질의 농도(C)와, 표 편차를(standard devi-

ation; SD)를 함께 계산하 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생체조직 양성자 고분해능 magic angle 

spinning을 통해서 Fig. 1과 같이 뇌의 4가지 부 에 해 

Cho과 GPC＋PC, Lac, tau의 식별이 가능한 고분해능 스펙

트럼을 획득하 다. Table 1에 뇌 부 별 신경화학  사

물질의 농도의 값과 표 편차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을 통하여 뇌 부 간 농도차의 유의성이 확인

된 사물질을 α로 표기 하 다. 한 결 농도값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뇌 사물질의 부 별 유의성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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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total of 15 neurochemical brain metabolites were 

significantly differed among the four regions of adult mice 

(Concentrations; mol/kg).

Metabolites

Frontal

cortex

Hippo-

campus

Temporal

cortex
Thalamus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Lac

Ala

GABA

Acet*

NAA*

NAAG*

Glu

Gln

Asp

tCr

Cho*

GPC＋PC

tCho

mIns*

tau

 9.73 (2.34)

 0.51 (0.18)

 1.95 (0.60)

 1.80 (0.72)

 5.56 (1.25)

 1.10 (0.34)

 5.70 (0.94)

 3.29 (0.70)

 0.87 (0.53)

 8.51 (1.08)

 1.94 (0.51)

 1.13 (0.26)

 3.08 (0.74)

 6.22 (2.12)

13.28 (2.33)

 8.98 (2.89)

 0.59 (0.25)

 2.38 (0.53)

 2.92 (0.98)

 3.86 (1.06)

 0.89 (0.38)

 5.20 (1.45)

 3.17 (0.48)

 0.81 (0.39)

 8.85 (0.74)

 2.35 (0.58)

 1.54 (0.44)

 3.89 (0.95)

 9.25 (2.37)

11.38 (2.92)

 9.70 (1.55)

 0.60 (0.26)

 2.10 (0.38)

 1.40 (0.45)

 5.06 (0.75)

 1.27 (0.29)

 5.47 (1.06)

 3.69 (0.51)

 0.33 (0.23)

 8.67 (0.71)

 1.84 (0.28)

 1.31 (0.21)

 3.15 (0.34)

 7.18 (1.72)

13.62 (1.77)

 8.52 (1.07)

 0.45 (0.20)

 2.49 (0.92)

 2.56 (0.72)

 3.70 (0.70)

 0.83 (0.22)

 4.50 (0.75)

 3.56 (0.63)

 0.66 (0.50)

 8.37 (0.80)

 2.53 (0.58)

 1.87 (0.41)

 4.40 (0.93)

 9.11 (2.04)

13.08 (3.11)

*p＜0.05 for among the four regions One-way ANOVA tests, 

followed post-hoc tests by the Bonferroni correction.

Fig. 2. This Fig shows that the four brain regions of normal 

adult mice brain were significantly differed Acet, NAA, NAAG, 

Cho and mIns (*p＜0.05, †p＜0.005, ‡p＜0.001).

Fig.  2에 나타내었다. 과 으로 mice 뇌의 4개의 부 의 스

펙트럼에 따른 뇌 사물질의 농도 크기의 양상은 두

엽 피질, 해마, 측두엽 피질, 시상 총 4개의 부 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통계처리를 통해서 5가지의 사물질

에 해서 농도차의 유의성 정도를 평가하 다.

  Fig. 2는 뇌 부 에 따른 신경화학 사물질 에서 Acet, 

NAA, NAAG, Cho, mIns의 농도차이에 따른 유의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Acet는 두엽 피질(Cfro-Acet=1.80±0.72)

과 해마(Chip-Acet=2.92±0.98)에서의 농도차이는 p＜0.05

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해마와 측두엽 피질(Ctem-Acet=1.40± 

0.45) 사이에서의 Acet의 농도 차이는 p＜0.001로 가장 

높은 농도차의 유의성을 보 다. 한 측두엽 피질과 

시상(Ctem-Acet=2.56±0.72)의 Acet 농도 차이가 p＜0.05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NAA의 농도는 두엽 피질(Cfro-naa= 

5.56±1.25)과 해마(Chipp-NAA=3.86±1.06)의 농도차의 유의

성이 p＜0.005 으며, 두엽 피질과 시상(Cthal-NAA=3.70± 

0.70)의 농도 한 p＜0.005로 나타났다. 측두엽 피질 

(Ctem-NAA=5.06±0.75)과 시상의 농도는 p＜0.05의 유의성

을 보 다. 반면 NAAG의 농도는 측두엽 피질(Ctem-NAAG= 

1.27±0.29)과 시상(Cthal-NAAG=0.83±0.22)에서만 농도차의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유의성 정도는 p＜0.05로 나타났다. 

Cho의 농도는 측두엽 피질(Ctem-Cho=1.84±0.28)과 시상 

(Cthal-Cho=2.53±0.58)에서 유의성이 p＜0.05로 나타났다. mIns

의 농도는 두엽 피질(Cfro-mIns=6.22,±2.12)과 시상(Cthal-mIns= 

9.11, SD=2.04)에서 p＜0.05, 두엽 피질과 해마(Cfro-mIns= 

9.25±2.37)의 농도 유의성은 p＜0.05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adult의 mice에서 찰되는 신경화학 사물질

의 정량화를 목 으로 진행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동물실험의 비교 찰 상군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기반

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정상 

군 adult mice에서의 뇌의 부 별 사물질의 차이를 규명

하 다. 

  재 인간의 뇌 질환을 유 자 변형을 통한 mouse 모델

이 개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까지 

실험동물을 이용한 양성자 핵자기공명분 법을 이용한 생

체 신경화학 사물질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14-17) 최근에 연구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Alzheimer's 

dementia) mice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즉, 노화가 

진행 될수록 시상(hippocampus)과 피질(cortex) 부 에서 tCr

의 농도와 비교했을 때 mIns의 농도가 증가하며, NAA, 

Gln의 농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18) 한 정신분

열증(schizophrenia) 모델의 mice에서는 뇌량(corpus callos-

um)과 후부시상(posterior thalamus)에서의 Cho/NAA의 비율

이 정상군에 비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이는 일  

태어났을 때부터 스트 스를 받은 동물모델에서 매우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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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물질 변화의 결과 양상을 나타냈다고 보고된바 있

다.19) 그 외 우울증 mice 모델의 경우에는 뇌 배외측 

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서 정상

군에 비해서 Cho/Cr와 Cho/NAA의 비율이 유의성 있게 증

가하 으며,20) 킨슨 질환(Parkinson's disease)의 mice 동물 

모델에서는 측두엽과 즈 핵(lentiform nucleus)에서의 NAA 

의 농도가 감소하고, mIns이 증가한 결과가 실험을 통

해 보고되었다.21) 이처럼 질병에 따라서 뇌 사물질의 변

화의 양상이 다르고, 부 마다도 농도차의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질병을 모델링한 실험동물들의 뇌 

사물질 비교를 해 adult 정상 군 mice를 이용하여 실험

을 진행한 결과 두엽, 해마, 측두엽, 시상에서 Acet, NAA, 

NAAG, Cho, mIns의 사물질의 농도의 차이가 유의성

을 보 다. Lac, Ala, GABA, Cr, tCr, GPC＋PC, Asp, Ala, 

Glu, Gln, tCho 사물질의 농도의 차이는 부 별 유의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NAA의 농도는 두엽(Cfro-NAA=5.56)과 측두엽에서 

(Ctem-NAA=5.06) 가장 높게 나타났다. 뇌신경 달물질(neuro-

transmitter) NAA는 부분 신경단 (neuron)와 가지돌기 

(dendritic), 축삭돌기(axonal processes)에 가장 많이 존재한

다고 알려져 있으며,22) 이는 측두엽과 두엽에서 다른 부

보다 신경섬유를 더 많이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NAA의 신호 강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신경단 의 소실 혹

은 변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Cho의 경우에는 농

도가 시상에서(Cthal-Cho=2.53)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Cho의 신호강도는 세포막합성(membrane synthesis)시에 가

장 높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22) 따라서 시상에서 세

포막합성과 acetyl CoA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학  신경

달 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생성 인 변화가23)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mIns의 

농도는 해마부 와(Chip-mIns=9.25) 시상부 에서(Cthal-mIns= 

9.11) 가장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 으며, 최근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주로 퇴행성 뇌 질환의 질병에서 상 으

로 NAA와 Cr의 농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

져 있다.21)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최근에 보고된바 있다.18,24) Acet는 single 

methyl group으로서 작은 분자에 속하며, 부분의 신경 단

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교세포(glia)에만 존재한

다.25-27) 한 Acet의 특성은 생체 내 정상 뇌 조직의 스펙트

럼에서는 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28) NAAG의 농도

는 측두엽(Ctem-NAAG=1.27) 피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측두엽과 시상(Cthal-NAAG=0.83)사이에서 유일하게 농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 하 다. 시상의 NAAG 농도는 

측두엽에 비해서 65.3% 수 의 농도 값이다. 본래 NAAG

는 신경화학 으로 뇌에서 Glu의 근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

라 흥분성 신경 달(excitatory neurotransmission)에 여하

는 역할을 한다.25) 따라서 결과 으로 다른 부 들 보다 

두엽 피질에서 흥분성 신경 달 물질인 NAAG의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주령의 adult 정상 군의 mice를 상으

로 실험을 진행 하 지만, 이는 adult 정상군의 mice에서만 

해당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계통, 성별, 연령별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더 나아가 더 많은 

뇌의 부 별 조직 채취 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좀 더 자세

한 부 별 신경화학 사물질의 차이를 규명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500 MHz NMR 장비보다 높은 자장의 

세기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더 세분화되고, 정확도 높은 분

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상군의 adult mice의 뇌 신경화학  사물

질의 정량분석  부 에 따른 사물질의 농도차이를 

규명하고자 하 다. 그 결과 Acet, NAA, NAAG, Cho, mIns

의 사물질에서 각 부 별 농도차의 유의성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으며, 본 연구는 40주 이상 사육된 adult mice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킨슨씨병과 같은 노인성 퇴행 뇌 질환의 데이터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더 나아가 정상군의 adult 

mice 뿐만 아니라, 연령별과, 성별, 계통별로 정상군의 실험

을 진행하여 더 세부 인 정상군의 뇌 사물질 정량화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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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chemical Profile Quantification of Regional Adult Mice Brain Using: 
ex vivo 

1
H High-Resolution Magic Angle Spinning NMR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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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olecular Bi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Radiology,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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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e regional neurochemical profile of regional normal adult mice brain and 

assess regional metabolic differences by using ex vivo 1H high-resolution magic angle spinn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1H HR-MAS NMRS). The animals were matched in sex and age. The collected brain 

tissue included frontal cortex, temporal cortex, thalamus, and hippocampus. Quantitative 1D spectra were 

acquired on 40 samples with the CPMG pulse sequence (8 kHz spectral window, TR/TE = 5500/2.2 ms, NEX 

= 128, scan time: 17 min 20 sec). The mass of brain tissue and D2O＋TSP solvent were 8~14 mg and 7~13 

mg. A total of 16 metabolites were quantified as follow: Acet, NAA, NAAG, tCr, Cr, tCho, Cho, GPC + PC, 

mIns, Lac, GABA, Glu, Gln, Tau and Ala. As a results, Acet, Cho, NAA, NAAG and mIns were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spects on frontal cortex, hippocampus, temporal cortex and thalamus respectively.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absolute metabolite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four brain regions of 

adult mice. Our finding might be helpful to investigate brain metabolism of neuro-disease in animal model. 

Key Words: 1H HR-MAS, NMRS, Metabolites, Normal mice, Neurochemical pro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