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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고 당  이에 수반되는 사장애를 특징으로 하

는 만성 내분비성 질환으로1), 2000년 에는 체 인구의 7.79%

가 당뇨병에 유병되었다. 한 2003년 사망원인  당뇨병에 의

한 사망율은 암, 뇌 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이다.2)

    당뇨병에 장기간 이환되게 되면 만성합병증을 유발하게 되

며, 거의 모든 장기에서 류 장애를 유발시킨다.3,4) 특히 당뇨병

은 뇌졸증에 한 다른 주요 험인자들에게 향을 끼친 후 서

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밝 졌다.1)

    뇌 풍이란 일반 으로 뇌  질환을 통칭하는 데, 당뇨병 

환자의 뇌 풍 험도는 2-3배 증가한다. 특히, 허 성 뇌 풍의 

유발은 1.8배에서 6배까지도 증가시키나, 출 성 뇌 풍의 발생

은 오히려 빈도가 낮다.5,6)
 실험 으로도 고 당증은 뇌허  손상

과 신경세포 사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7,8)

    당뇨병을 한의학에서는 消渴의 범주에서 취 하고,
9) 
凉膈散

火湯은 陽人 胸膈熱症에 사용되는 처방으로10), 上消에 효능이 

있어, 당뇨병 기 치료에 응용되어 왔다.11-13) 한 淸熱解鬱, 去

風의 효능14,15)
이 있어, 中風痰聲, 中風熱症, 暴瘖 등의 뇌  질

환에도 상용한다.14) 凉膈散火湯의 실험연구로 뇌  질환과 

련하여 압 상승  국소뇌 류 증가 효능, 뇌허  손상 억제 

작용이 보고되었으며16,17), alloxan 는 streptozotocin으로 유발

된 흰쥐의 당뇨에 유의한 당 감소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18,19) 

    이에 자는 당뇨 상태에서의 뇌허  손상 모델을 통해 凉

膈散火湯의 효능을 확인하고자 하 다. Streptozotocin으로 유발

된 당뇨 상태에서 양측 총경동맥 폐쇄와 압을 병행하는 방

법으로 뇌  손상을 유발시키고, 뇌해마와 뇌피질에서 c-Fos

와 Bax 양성반응 신경세포  아교섬유산성단백질 (glial 

fibroacidic protein, GFAP) 양성 반응의 신경아교세포 변화를 면

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찰한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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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바이오지노믹스(주)에서 구입한 10주령, 약 250 

g 후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 다. 흰쥐는 온

도 (21~23℃), 습도 (40~60%), 조명 (12시간 명/암)이 자동 으로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무균음수와 사료가 자유롭게 공 되었으

며, 실험실 환경에 1주 이상 응시킨 후 사용하 다.

 

2. 약물의 조제  투여

    본 실험에 사용한 약물은 凉膈散火湯 (Yanggyuksanhwa-tang, 

YST)10)
으로 처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물의 조제는 일반 인 

물추출 물 제조방법에 의하여, 10첩 분량 480 g을 3,000 ml의 물

과 함께 냉각기가 장착된 탕기에서 2시간동안 탕한 다음 여

과하고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 후 동결건조하여 1첩 분

량 당 17.3 g의 물추출물을 얻었다. 실험동물의 1회 투여량은 흰

쥐 체  100 g 당 체 비례 계산량의 10배인 57.6 mg으로 하

다. 약물투여는 뇌경색 유발 3시간  1회  뇌경색 유발 후 1일 

1회 5일간 경구투여 하 다.

Table 1. Herbal Components of Yanggyuksanhwa-tang

한약명  생약명 량

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8.0 g

忍冬藤  LONICERAE CAULIS 8.0 g

連翹  FORSYTHIAE FRUCTUS 8.0 g

山梔子  GARDENIAE FRUCTUS 4.0 g

薄荷  MENTHAE HERBA 4.0 g

知母  ANEMARRHENAE RHIZOMA 4.0 g

石膏  GYPSUM FIBROSUM 4.0 g

防風  LEDEBOURIELLAE RADIX 4.0 g

荊芥  SCHIZONEPETAE HERBA 4.0 g

total 48.0 g

3. 실험군의 구분

    당뇨상태의 뇌허  손상에 한 凉膈散火湯의 효능을 찰

하기 하여 streptozotocin(STZ)을 복강 주사한 다음 2주 동안 

당이 250 mg/dl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실험동물만을 선택하

여 뇌허 을 유발하기 한 비과정을 시행하 다. 압과 총

경동맥을 폐쇄시키지 않은 정상 조군 (Sham), 동일한 상태에서 

일시 인 압과 총경동맥 폐쇄에 의한 뇌허  손상을 유발

시킨 조군 (Control)  동일한 상태에서 압과 총경동맥 

폐쇄에 의한 뇌허  유발 후 凉膈散火湯 물추출엑기스를 경구 

투여한 凉膈散火湯군 (Sample)으로 나 었다. 凉膈散火湯 투여 5

일 후에 각각 실험동물을 희생시켜 련지표들을 찰하 으며, 

각 군 당 실험동물은 6마리씩 배정하 다.

4. 당뇨의 유발

    공복상태의 흰쥐에 streptozotocin을 10 mM citrate buffer에 

녹여 60 mg/Kg이 되도록 복강주사하고, 2주간 당을 측정하여 

250 mg/dl 이상인 실험동물만을 사용하 다.20,21)

5. 뇌허 의 유발

    뇌허 은 압 상태에서 양측 총경동맥을 일시 으로 폐

쇄하는 방법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BCAO)

을 용하 다. BCAO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마취는 70% 

N2O와 30% O2의 혼합가스에 5% isoflurane으로 마취를 시작하

여 수술 도 에는 1.5~2%의 농도로 마취를 유지하 다. 체온은 

feedback-regulated heating pad로 수술 과정 동안 37.0±0.5℃

로 조 하 다. 양측 서혜부의 퇴동맥을 노출시킨 후 PE-50 

polyethylene catheter를 장착시키고, 한쪽에는 phygiograph를 

연결하여 동맥 압을 수술 과정 동안 지속 으로 기록하고, 다

른 한쪽은 blood gas 측정  압 유발을 한 액채취에 사

용하 다. 이후 경부에서 양측 총경동맥을 노출시킨 후 PE-30 

polyethylene tube로 만든 폐쇄용 고리를 장착하 다. 총경동맥 

폐쇄를 한 비수술이 끝난 후 약 5분간의 안정기를 주었다. 

압은 평균동맥 압이 40 mmHg가 유지되도록 한쪽 퇴동

맥으로부터 빠르게 액을 제거하 다. 압이 유발된 즉시 

경부의 폐쇄고리를 당기고 metal clip으로 양측 총경동맥을 폐쇄

하여 뇌허 을 유발시켰다. 뇌허  유발 8분 후에 양측 총경동맥

을 폐쇄한 metal clip을 제거하여 행을 재개통하고, 퇴동맥

을 통하여 액을 재주입하여 압을 정상으로 회복시켰다. 이후 

상처부 를 합하고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 다.22,23)

6. 뇌조직의 면역조직화학염색

 1) 뇌조직의 처리

    실험동물을 pentobarbital sodium 복강주사로 깊게 마취한 

다음 개흉하고 심장을 통하여 0.05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과 4% parafomaldehyde로 충분히 류하 다. 이후 뇌를 

출한 다음 24시간 정도 post-fixation하고, sucrose 용액에 담궈 

침 시켰다. 다음 뇌를 -40℃의 dry ice-isophentan 용액으로 동

결시키고 조직 편을 제작할 때까지는 -80℃에 보 하 다. 뇌조

직은 cryocut으로 50 ㎛ 두께의 상 편으로 제작하여 염색에 

사용하 다.

 2) c-Fos, Bax  GFAP의 염색

    실험동물의 뇌조직을 0.05M PBS로 5분간 3회 씻어내고, 1% 

H2O2에서 10-15분 정도 반응시킨 다음 다시 3회 씻어낸 뒤 10% 

normal horse serum (Vectastain)과 bovine serum albumin 

(Sigma)를 PBS에 섞은 blocking solution에 한 시간 정도 반응시

켰다. 이후 3회 씻어 낸 후, primary antibody를 처리하 다. 

Primary antibody는 각각 c-Fos (anti-mouse, 1:200, Oncogene 

Science, USA), Bax (anti-mouse, 1:200, Santa Cruz, USA)  

GFAP (anti-mouse, 1:200, Santa Cruz, USA)를 사용하 으며, 

PBS와 Triton X-100을 섞은 용액으로 희석한 후 4℃에서 overnight

으로 반응시켰다. 이후 조직을 PBS로 씻어내고, abidin-biotin 

immuno- peroxidase의 방법 (ABC Vectastain Kit)에 따라 각각 

한 시간씩 반응시켰다. 다음 NiCl2‧H2O (Sigma, USA)를 섞은 

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 (Sigma, USA)에서 5-10분간 발

색 반응시키고, 조직을 poly-L-lysine 코 된 슬라이드에 붙인 후 

2-3시간 건조시킨 다음 탈수, 합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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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역조직화학염색 양성반응 신경세포의 찰

    면역조직화학 으로 염색된 c-Fos, Bax  GFAP 발 의 변

화를 정량 으로 찰하기 하여, 면역조직화학 으로 염색된 

뇌조직의 상을 CCD 카메라를 통하여 상분석시스템에 장

하고 “NIH Image J” software를 사용하여, 뇌의 해마 

(hippocampus)와 뇌피질 (cerebral cortex)에서 동일한 일정면

 (137,600 μm
2
) 내에서의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를 측정하 다.

성    
 

1. Hippocampus의 c-Fos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의 변화

    뇌해마 CA1 구역에서 c-Fos 양성반응을 나타낸 신경세포 

수를 측정한 바, sham군에서는 5.2±1.3개가 찰되었으며, 당뇨

상태에서 뇌허  손상이 유발된 조군은 87.3±63.2개로 sham

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을 유발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sample군은 63.2±7.4

개로 조군에 비하여 P<0.05의 유의성 있는 c-Fos 양성반응 신

경세포 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Table 2, Fig. 1, 2). 한 DG 구

역에서의 c-Fos 양성반응 신경세포는 그 수를 측정하기가 곤란

하 으나 면역염색의 강도가 sham군에서는 매우 미약한 (±) 

c-Fos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나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이 유

발된 조군에서는 매우 높은 (+++) c-Fos 양성반응을 나타내었

다. 이에 비하여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을 유발한 후 凉膈散

火湯을 투여한 sample군은 등도 (++)의 c-Fos 양성반응을 나

타내어 체 으로 c-Fos 양성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Table 2, Fig. 2).

Table 2. Effect of YST on c-Fos Positive Neurons in Hippocampus 

of BCAO Rats treated with STZ

Hippocampus Regions

CA1 Dentate Gyrus

Sham 5.2±1.3 ±

Control 87.3±8.6 +++

Sample 63.2±7.4* ++

Sham: Group without streptozotocin i.p. injection, BCAO. Control: Group operated by 
BCAO and treated with STZ (60 mg/kg) i.p. injection. Sample: Group treated with 
water-extract (56.7 mg/100 g body weight) of YST after BCAO and STZ (60 mg/kg) i.p. 
injection. Data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and immuno-reactive intensity (n=6; 
±, weak; ++, moderate; +++,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y was calculated between 
the control and the sample with Student's T-test (*, P<0.05).  

Fig. 1. Effect of YST on c-Fos positive neurons in CA1 of hippocampus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c-Fos positive cells in CA1 region as compared to the control.

Fig. 2. Representative brain sections of c-Fos immunohistochemistry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 (section 1, sham-CA1; section 2, 
sham-DG; section 3, control-CA1; section 4, control-DG; section 5, sample-CA1; sections 6, 

sample-DG).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c-Fos positive cells in CA1 

region (section 5) as compared to the control (section 3).

2. Hippocampus의 Bax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의 변화

    뇌해마 CA1 구역에서 Bax 양성반응을 나타낸 신경세포 수

를 측정한 바, sham군에서는 1.2±0.9개가 찰되었으며, 당뇨상

태에서 뇌허  손상이 유발된 조군은 53.7±6.6개로 sham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

을 유발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sample군은 34.2±4.7개로 

조군에 비하여 P<0.05의 유의성 있는 Bax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

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 4). 

Fig. 3. Effect of YST on Bax positive neurons in CA1 of hippocampus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Bax positive cells in CA1 region as compared to the control.

Fig. 4. Representative brain sections of Bax immunohistochemistry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sections 1 and 2, sham-CA1 

of hippocampus; sections 3 and 4, control-CA1 of hippocampus; sections 

5 and 6, sample-CA1 of hippocampus).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c-Fos positive cells in CA1 region (section 6) as compared to the 

control(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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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G 구역에서는 sham군, 조군  sample군 모두에

서 Bax에 양성반응을 나태난 신경세포를 찰할 수 없었다.    

3. Cerebral cortex의 c-Fos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의 변화

    뇌피질에서 c-Fos 양성반응을 나타낸 신경세포 수를 측정

한 바, sham군에서는 10.3±1.8개가 찰되었으며,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이 유발된 조군은 111.5±9.6개로 sham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을 유발

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sample군은 76.1±6.7개로 조군에 

비하여 P<0.01의 유의성 있는 c-Fos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의 감

소를 나타내었다(Fig. 5, 6). 한 선조체 부 에서의 c-Fos 양성

반응 신경세포는 sham군에서는 3.1±0.9개가 찰되었으며, 당뇨

상태에서 뇌허  손상이 유발된 조군은 87.2±7.3개로 sham군

에 비하여 매우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을 유발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sample군은 68.8±6.8개

로 조군에 비하여 P<0.05의 유의성 있는 c-Fos 양성반응 신경

세포 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5, 6).

Fig. 5. Effect of YST on c-Fos positive neurons in cerebral cortex 

and caudoputamen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c-Fos positive cells in cerebral cortex and 

caudoputamen as compared to the control.

Fig. 6. Representative brain sections of c-Fos immunohistochemistry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section 1, sham-cortex; section 

2, control-cortex; section 3, sample-cortex; section 4, sham-caudoputamen; 

section 5, control-caudoputamen; sections 6, sample-caudoputamen).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c-Fos positive cells (sections 

3 and 6) as compared to the control (sections 2 and 5).

4. Cerebral cortex의 GFAP 양성반응 신경아교세포 수의 변화

    뇌피질에서 GFAP 양성반응을 나타낸 신경아교세포 수를 

측정한 바, sham군에서는 2.3±0.8개가 찰되었으며, 당뇨상태에

서 뇌허  손상이 유발된 조군은 37.8±2.5개로 sham군에 비하

여 매우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을 

유발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sample군은 24.5±2.7개로 조

군에 비하여 P<0.01의 유의성 있는 GFAP 양성반응 신경아교세

포 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7, 8).

Fig. 7. Effect of YST on GFAP positive glial cells in cerebral cortex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GFAP positive cells in cerebral cortex as compared to the control.

Fig. 8. Representative brain 

sections of GFAP 

immunohistochemistry of 

BCAO rats treated with 

streptozotocin(section 1, 

sham; section 2, control; 

section 3, sample). YST 

treat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s of GFAP positive cells as 

compared to the control.

고    찰

    凉膈散火湯은 李10)의 東醫壽世保元에서 陽人의 胃受熱裡

熱病을 치료하며 胸膈熱證을 제거하는 처방이라고 하 다. 中風

痰盛, 中風熱證, 歷節風, 痰滯, 頭痛, 面熱, 風熱, 咽喉諸症 등을 

응증으로 하고 있으며, 心火上盛, 中焦燥實한 多渴頭昏, 目赤, 

腫, 大 便秘, 譫語, 發狂 등에 사용한다 하 다.14,15) 凉膈散火

湯의 구성약재  生地黃은 瀉心火, 淸肺熱하고, 忍冬藤과 連翹 

역시 心肺二經의 熱을 내리고 解毒하며, 梔子와 薄荷는 宣滯解鬱

하고, 石膏는 肺와 胃  三焦의 熱을 제거하고, 知母와 함께 除

渴止煩한다. 防風과 荊芥는 散風濕하며, 頭目滯氣한 것과 四肢攣

急한 症을 치료하고, 生地黃과 知母는 補腎水  滋陰하는 효능

이 있다. 그러므로 본 처방은 淸熱凉血, 瀉火解毒, 除煩解鬱, 祛

風解表, 勝濕解痙하는 효능으로 淸熱, 解鬱, 祛風하는 中風의 치

료 처방이라 하 다.11,13-15) 한편으로 凉膈散火湯은 上焦熱을 다

스리거나, 上ㆍ中 二焦의 實火를 瀉하는 효능으로 一  火鬱之證

을 치료하는 처방이며, 上消와 당뇨병의 기에 응용되는 처방이

라고 하 다.11,13)  

    凉膈散火湯에 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alloxan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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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흰쥐의 당뇨병 모형에서 당을 감소

시키는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한 뇌허  손상에 하여 유의한 

억제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16-19)
 이외에도 지주막하 출

 이후의 경련에 하여 내피세포의 손상과 내막

의 비후를 회복시키고, 평활근의 수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괴사

를 호 시키는 등 제반 병리  변화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보고되었으며, 그 기 과 련하여 확장에 여하는 신경

달물질과 신경 peptide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확장에 여

하는 인자들을 유의하게 조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25)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에 한 凉膈散火湯의 효능을 

찰하기 하여 streptozotocin을 복강주사한 다음 2주 동안 당

이 250 mg/dl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실험동물만을 선택하여 

뇌허 을 유발하 다. 뇌허 에 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모델은 뇌허 모델(global ischemia model)과 국소뇌허 모델

(focal ischemia model) 등이 있으며, 이  뇌허 모델은 뇌

 폐색 후 재 류에 의해 약 5-7일 후 주로 해마 부분의 신경세

포 손상이 유발되고 신경세포사의 양상이 apoptosis와 비슷한 지

연성 세포사 (delayed neuronal cell death)를 보여 다.26) 특히 

뇌해마  CA1 구역의 추체신경세포들은 뇌허 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는 신경세포로 이의 조직학  변화와 각종 유 자  

단백질 발 의 변화 등은 뇌허 에 한 신경세포 손상 기 에 

한 연구와 약물의 신경손상에 한 보호효능을 연구하는데 가

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다.27,28) 본 연구에서는 뇌해마와 노피

질에서, 세포에 한 스트 스작용에 의하여 즉시 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immediate early genes (IEGs)의 일종인 c-Fos와 신경

세포의 자연사 기 에 련된 Bax의 발 을 면역조직화학  염

색을 통하여 찰하 다.

    허 은 추신경계의 범 한 부 에서 IEGs 발 의 증가

를 나타내며, 직 으로 손상받은 부 에서 발 됨은 물론 손상

부  바깥 역에서도 역시 발 되게 된다. 실험연구에 의하면 

IEGs 발  증가가 뇌허 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뇌부 에

서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9,30) 본 연구의 결과, 당뇨상태에

서 뇌허  손상을 유발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군은 뇌해마의 

CA1 역과 DG 역 모두에서 c-Fos 양성반응 신경세포를 유의

하게 억제하 으며, 뇌피질과 선조체에서도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c-Fos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Bax는 Bcl-2 (B-cell lymphoma 2)와 함께 세포자연사를 조

하는 인자이다. Bax가 과도하게 발 될 경우 mitochondria로부

터 cytochrome C를 분비하게 하여 세포가 자연사 과정을 일으키

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31,32) 특히 뇌허 과 같은 다

양한 세포 외부로부터의 유해자극에 하여 신경세포의 손상 가

능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연사가 일어나는 신경세포에서 장차 

신경세포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별할 수 있는 요한 지표

로 사용되고 있다.33) 본 연구에서는 뇌해마 CA1 구역에서 Bax 

양성반응을 나타낸 신경세포 수를 측정한 바,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을 유발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군은 조군에 비하

여 유의성 있는 Bax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c-Fos 발 에 한 효능과 유사한 양상의 결과로, 凉膈散火

湯이 뇌해마 CA1 구역에서 허 에 의한 신경세포의 자연사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상아교세포 (astrocyte)는 세포질과 돌기 내에는 직경이 10 

nm 정도인 수많은 아교미세섬유 (glial filament)를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아교미세섬유는 성상아교세포에만 있으며 아교섬유

산성단백질 (glial fibroacidic protein, GFAP)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GFAP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활성화된 성상

아교세포를 시각화하는 좋은 방법이다.34,35) 
뇌조직이 허 손상을 

받으면 수 시간 이내에 성상아교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GFAP의 

염색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시간  경과와 허 손상의 강도

에 비례하여 활성화된 성상아교세포의 분포가 증가한다고 하

다.36,37)
 신경세포의 괴사와 뇌경색을 동반하는 심한 허 손상에

서는 GFAP 양성반응을 보이는 성상아교세포가 손상 주변부에 

강한 분포를 보이므로 손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도 알려져 있으며,38,39) 한편으로 뇌피질에서는 조직손상의 

유무와 상 없이 허 에 의하여 GFAP 양성반응 성상아교세포

의 분포가 증가하므로 허 손상의 진행정도를 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 다.34,35,40) 본 연구에서는 뇌피질에서 

GFAP 양성반응 신경아교세포의 수를 측정한 바, 당뇨상태에서 

뇌허  손상을 유발한 후 凉膈散火湯을 투여한 군은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GFAP 양성반응 신경아교세포 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c-Fos  Bax 발 에 한 억제효능

과 함께 생각할 때, 凉膈散火湯이 뇌허  손상을 억제하는 보호

효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총 하면, 凉膈散火湯은 당뇨상태의 뇌

허 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찰

되었다. 이러한 凉膈散火湯의 효능은 신경세포의 유해스트 스 

 자연사를 억제하는 기 에 의하여 발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당뇨를 선행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뇌경색에 한 凉膈散火

湯의 효능을 실험 으로 찰하기 해서, 일차 으로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상태에서 양측 총경동맥 폐쇄와 

압에 의한 뇌허  손상을 유발시킨 다음 凉膈散火湯을 투

여하고 뇌해마와 뇌피질에서 c-Fos와 Bax 발  신경세포의 변

화와 GFAP 양성반응 신경아교세포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염색

을 통하여 찰한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凉膈散火湯 투여는 당뇨상태를 동반한 뇌허  손상에서 뇌

해마 CA1의 c-Fos와 Bax 양성반응 신경세포를 유의하게 감소시

켰다. 凉膈散火湯 투여는 당뇨상태를 동반한 뇌허  손상에서 

뇌해마 CA1의 Bax 양성반응 신경세포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凉膈散火湯 투여는 당뇨상태를 동반한 뇌허  손상에서 뇌

피질과 선조체의 c-Fos와 뇌피질의 GFAP 양성반응 신경세포

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凉膈散火湯은 고 당이나 당뇨를 선행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뇌경색에 해서 유의한 효능이 있는 것

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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