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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黃이 뇌허혈 손상에 의한 뇌부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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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edema is a major importance in the pathophysiology of CNS injuries including stroke. Ischemic brain

edema results from both cytotoxic edema, which is severe in astrocytes at early stage, and vasogenic edema caused

by excessive blood-brain barrier (BBB) permeability.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Rhei

Rhizoma on brain edema induced by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in the rats. The neurological symptom,

total infarct volume and edema index caused by MCAO were measured. The changes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immunoreactivities were also observed. We found that Rhei

Rhizoma extract improved the neurological symptom and attenuated the total infarct volume and brain edema caused

by ischemic insult. Rhei Rhizoma extract also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MMP-9 and iNOS. This results suggest that

Rhei Rhizoma has a protective effect on the brain edema caused by ischemic i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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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大黃(Rhei Rhizoma)은 마디풀과에 속한 다년생 草木의 뿌리

줄기로 淸熱攻下, 瀉火解毒, 活血祛瘀 등의 효능이 있어서 大便

秘結, 神昏譫語, 食積痞滿, 裏急後重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이

용되며, 특히 임상적으로 다양한 처방을 통해 중풍급성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1)

. 大黃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는 항어혈
2)
및 항혈

전3)에 대한 효능, 혈중 지질4) 및 관련 효소활성과 고지혈증5)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중풍 급성기

의 뇌신경손상 보호 및 방어효능에 관한 연구로는 흰쥐에서

4-vessel occlusion으로 유발된 전뇌허혈에서의 신경세포 손상에

대한 방어작용6)과 gerbil의 전뇌허혈에서의 신경보호작용7) 그리

고 노령 흰쥐에서의 해마부위의 신경세포손상에 대한 보호작용
8)

이 보고되었다.

中風 등의 뇌허혈손상에 의해 과도한 뇌부종(brain edema)이

유발되는데, 뇌부종은 뇌조직 내 수분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합

병증으로 뇌허혈 발생 24～48시간 사이에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9). 뇌부종은 크게 세포독성 뇌부종(cytotoxic

edema)과 혈관성 뇌부종(vasogenic edema)으로 분류되는데10), 세

포독성 뇌부종은 저산소증에 의하여 뇌세포막의 에너지 의존성

이온펌프 장애를 초래하여 뇌세포 내 수분이 축척되는 반면 혈관

성 뇌부종은 뇌-혈관장벽(Brain Blood Barrier : BBB)의 장애가 주

된 원인이 된다. 실험적으로 일시적 뇌허혈 손상은 뇌-혈관장벽의

파괴로 인한 혈관성 뇌부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MMP-9(Matrix Metalloproteinase-9)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는 조직손상과 염증반응을 유발하며, 특히 재관

류에 의한 손상에 있어 기저판(basal lamina)의 파괴에 관여하여

뇌-혈관장벽의 붕괴를 일으켜 뇌부종을 유발한다13). MMP-9은

뇌-혈관장벽의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경세포사에도 관

여하는데, 2시간의 일시적 뇌허혈 손상후 48시간에 발현히 급격

히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한편, 일시적 국소 뇌허혈은 뇌조직에서의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 ROS)과 산화질소(nitric oxide : NO)를

포함한 유리기(free radical)의 생성을 증가시킨다15). ROS와 NO

는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뇌허혈 초기의 free radical



大黃이 뇌허혈 손상에 의한 뇌부종에 미치는 영향

- 867 -

과 ROS의 생성은 혈관내피세포의 파괴와 뇌-혈관장벽의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16). NO는 불안정한

nitrogen radical로써 여러 형태의 산화질소합성효소(nitric oxide

synthase : NOS)를 통해 생성되는데, NOS는 neuronal

NOS(nNOS)와 endothelial NOS(eNOS) 그리고 inducible

NOS(iNOS)의 3가지 isoform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

NO의 과잉생성은 허혈성 뇌손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iNOS에 의해 생성된 NO는 뇌손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

다
18)

. 국소뇌허혈 손상에 따른 뇌손상의 크기는 iNOS 활동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중대뇌동맥 폐쇄 후에 iNOS의 활

성이 증가됨이 관찰되었으며19), 뇌허혈 후의 iNOS 발현에 의해

생성된 NO가 허혈성 뇌손상 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졌다20). 즉, iNOS에 의하여 생성된 NO는 비교적 장시간 분비되

면서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에 비의존적으로 NO를 생성하여 뇌

허혈 손상에서 뇌경색 크기를 증가시키고, 뇌-혈관장벽의 투과성

을 증가시켜 뇌부종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21).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중대뇌동맥폐쇄의 동물모델을 이용하

여 재관류 개시 후 3시간과 48시간에서의 大黃추출물이 뇌허혈

에 의해 유발되는 뇌손상의 크기와 뇌부종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였으며, 뇌-혈관장벽 관련 단백질인 MMP-9 및 iNOS 등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바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샘타코(주)에서 구입한 9주령, 약 250 g 전후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였다. 흰쥐는 온도 21～2

3℃, 습도 40～60%, 조명 12시간 명/암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무균음수와 사료가 자유롭게 공급되었으며, 실험실

환경에 1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2) 약물의 조제 및 투여

大黃 200 g을 증류수 2 L와 함께 round flask에 담고 냉각기

를 부착한 전탕기에서 2시간 동안 전탕한 다음 여과액을 감압농

축하여 동결건조시켜 물추출엑기스 38.2 g을 얻었다. 투여량은

흰쥐 체중 100 g 당 32.7 mg을 음용수에 녹여 중대뇌동맥 폐쇄

1시간 후와 4시간 후 1회씩 총 2회 경구투여 하였다.

3) 일시적 중대뇌동맥폐쇄 유발

혈관내 봉합사 삽입술22)을 사용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폐쇄

를 시행하였다. 흰쥐를 마취시킨 후 수술용 현미경 하에서 먼저

전경부의 근육을 정리하여 혈관을 노출시킨 후 외경동맥과 총경

동맥을 잘 정리하였다. 후두동맥과 상갑상동맥는 전기소작기로

절단하였다. 외경동맥의 원위부는 결찰하고, 수술실 (5-0 silk

suture)로 고정고리를 두 개 만들어 놓은 후, 내경동맥과 총경동

맥을 수술실 (3-0 silk suture)과 clip을 사용하여 혈행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미세수술가위로 외경동맥의 혈관벽을 약간 절개 후

poly-L-lysine 용액으로 코팅한 봉합사 (4-0 nylon suture)을 18～

20 mm 정도 삽입하였다. 삽입후 내경동맥과 총경동맥을 다시

관류시키고, 외경동맥의 원위부를 절단하였다. 전경부를 피부를

봉합, 소독하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였다.

재관류를 위해 폐쇄 2시간 후에 삽입하였던 수술실을 조심스럽

게 제거하여 혈류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였다.

4) 실험군의 분리와 약물의 투여

혈관내 봉합사 삽입술을 시행한 동물들은 무작위로 10마리

씩 군을 나누어 재관류 직후 大黃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Sample

군과 재관류 직후 동일량의 saline을 경구투여한 Control군으로

나누었다.

2. 측정 및 분석

1) 신경학적 증상의 측정

신경학적 증상은 자세반사로 측정하였다. 재관류 개시 3시

간과 48시간 후에 각 군별로 시행하였는데, 흰쥐의 꼬리를 잡고

탁자 위 1 m정도로 올려 앞발의 모양을 살폈다. 양 앞발이 모두

앞으로 향하면 0점을 좌측 앞발이 앞으로 향하지 않고 구부러지

면 1점을 주었다. 1점을 받은 흰쥐는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보아 저항감이 약하면 1점을 더해주어 2

점이 되게 하고, 한쪽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경우는 1점을 추가

로 더하여 총 3점이 되게 하였다
23)

.

2) 뇌허혈 손상의 면적과 체적 및 뇌부종의 크기 측정

재관류 개시 3시간과 48시간 후에 각 군의 실험동물을 희생

한 후, brain matrix (ASI, USA)를 이용하여 2 mm의 두께로 6개

의 절편을 만들었다. 이 6개의 뇌절편을 2% TTC 용액에 넣어 3

7℃의 incubator에서 30분간 염색을 시행하였다. 뇌절편 사진촬

영 후 영상분석용 "Axiovision LE" software (Carl Zeiss Vision,

Ver.4.2, USA)를 사용하여 각 뇌절편에서 뇌허혈 손상 면적을 측

정하였다. 뇌허혈 손상 면적은 부종에 의하여 손상면적이 늘어난

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먼저 정상측 대뇌반구의 면적(C)을 측정

하고 손상 측 대뇌반구 정상조직 면적(B)를 측정한 다음 정상 측

대뇌반구 면적에서 손상측 대뇌반구의 정상조직 면적을 감하는

방법(C-B)으로 계산하였다. 측정된 각 절편의 면적을 아래와 같

은 식을 이용하여 뇌허혈 손상 체적을 계산하였다24).

Total infarct volume =
∑area(mm2) per side

×12mm(Max. extent of infarct)
No. of sides analyzed

뇌부종의 크기는 TTC 사진상 손상받지 않은 측 대뇌반구 면

적에 대한 손상측 반구 면적의 비율로 하였으며, 각각의 6개 뇌

절편에 대한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3) MMP-9와 iNOS의 면역조직화학염색과 결과의 관찰

20 ㎛의 두께로 냉동 절편한 뇌조직을 0.05M PBS로 5분간 3

회 씻어내고, 1% H2O2에서 10～15분정도 반응시킨 다음 다시 3

회 씻어낸 뒤 10% normal goat serum과 bovine serum albumin

을 PBS에 섞은 blocking solution에 한 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이

후 3회 씻어 낸 후, primary antibody를 처리하였다. Primary

antibody는 anti-MMP-9(AB7299, 1:500 dilution,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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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lonal; ABCAM), anti-iNOS (610329, 1:500 dilution, mouse

monoclonal; BD Bioscience.)으로 PBS와 Triton X-100을 섞은 용

액으로 희석한 후 4℃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조직을 PBS

로 씻어내고, abidin-biotin immunoperoxidase의 방법 (ABC

Vectastain Kit)에 따라 각각 1시간씩 반응시켰다.

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 (Sigma, USA) 용액에서 5～10분

간 발색 반응시키고, 조직을 poly-L-lysine 코팅된 슬라이드에 붙

인 후 2～3시간 건조시킨 다음 탈수, 봉합하여 조직표본을 제작

하였다. 면역반응의 결과를 정량화 하기위해 뇌경색 경계부위에

서 동일한 일정면적 내의 면역 양성반응 세포 수를 측정하고

100,000㎛2 당 세포 수로 계산하여 수치화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분석은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위험도

P<0.05 및 P<0.01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

재관류 이후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는 재관류 개시 3시간에

서 Control군이 2.3±0.2, Sample군이 2.4±0.2이었으며, 48시간 후

에는 Control군이 2.2±0.2, Sample군이 2.4±0.1로 Sample군이 재

관류 개시 3시간과 48시간에서 Control군에 비해 약간의 개선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뇌손상 면적과 체적에 미치는 영향

재관류 개시 48시간 후 Control군은 뇌조직 절편 6개에서의

뇌경색 면적이 각각 20.0±2.0 mm2, 29.5±2.9 mm2, 36.7±2.8 mm2,

38.3±2.6 mm2, 30.5±1.9 mm2, 16.2±1.6 mm2였으며, Sample군에

서는 18.7±2.5 mm
2
, 29.1±2.7 mm

2
, 33.0±2.3 mm

2
, 30.2±2.0 mm

2
,

22.8±2.6 mm2, 13.0±1.6 mm2로 측정되어 전반적으로 Sample군

이 Control군에 비해 뇌경색의 면적이 감소되었다. 특히 4번째와

5번째 뇌조직 절편에서 뇌경색 면적의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

내었다(Fig. 1. P<0.05). 뇌손상 체적의 비교에서도 Control군은

342.6±26.9mm3인데 반해 Sample군에서는 293.6±23.6mm3로

Control군에 비해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3. 뇌부종 크기에 미치는 영향

Control군과 Sample군에의 뇌부종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

과, 재관류 개시 3시간후에 Control군이 1.1±0.05, Sample군이

1.06±0.06으로 Sample군이 Control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재관류 개시 48시간에서는

Control군이 1.3±0.08, Sample군이 1.17±0.05으로 Sample군이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2, P<0.05).

4. MMP-9의 면역조직화학염색

재관류 개시 3시간 후 MMP-9의 발현은 Control군의 경우

뇌허혈 손상측의 경계영역에서 신경세포과 혈관주위의 성상아교

세포에서 면역반응이 관찰되었다. Sample군은 Control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현이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재관류 48시간에서는

Control군에서 MMP-9의 면역반응이 현저히 증가되었는데,

Sample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이

관찰되었다(Fig. 3).

Fig. 1. Changes of total infarct volume in Control and Sample

groups 48 hrs after reperfusion. Mean ± S.E.(* ; P<0.05, n=5)

Fig. 2. Changes of edema indexes in Control and Sample groups

3 and 48 hrs after reperfusion. Mean ± S.E.(** ; P<0.01, n=5)

Fig. 3.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Immunoreactivity. MMP-9 were observed in Neuron and glial cell
after 3 hrs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A). MMP-9 immunoreactivities increased

after 48 hrs reperfusion (C). Sample group showed the decrease of MMP-9

immunoreactivities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 D). Scale Bars = 25 ㎛

5. iNOS의 면역조직화학염색

재관류 개시 3시간 후에 iNOS의 발현은 Control군과

Sample군에서 모두 면역반응이 미약하게 관찰되어 Control군과

Sample군 간의 명확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재관류 개시 4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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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Control군에서 iNOS의 발현이 뇌손상 경계영역의 신경

세포과 성상아교세포를 중심으로 증가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반

면, Sample군의 경우는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의 정도가 감소되

었다(Fig. 4). 재관류 개시 48시간에서의 뇌손상의 경계영역에서

일정 면적 내에 존재하는 iNOS 양성반응 세포수는 Control군의

경우 26.9±1.48개/100,000 ㎛
2
였으며, Sample군의 경우는

23.1±0.84개/10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5, P<0.05).

Fig. 4.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Immunoreactivity. iNOS immunoreactivities were slightly
observed after 3 hrs reperfusion in Control and Sample group (A, B). iNOS

immunoreactivities increased after 48 hrs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C). Sample

group showed the relative decrease of iNOS immunoreactivities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D). Scale Bars = 100 ㎛.

Fig. 5. Effect of Rhei Rhizoma on MMP-9 and iNOS positive cells

in penumbra region after 48 hrs reperfusion in Control and Sample

Group. Sample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 of MMP-9 and iNOS
positive cells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Mean ± S.E.(*; P<0.05,)

고 찰

淸熱攻河, 瀉火解毒, 活血祛瘀 등의 효능이 있는 大黃은 大

便秘結, 神昏譫語, 食積痞滿, 裏急後重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이용되며, 임상적으로 다양한 처방을 통해 중풍급성기에 많이 활

용되고 있다
1)

. 본 실험에서 일시적 중대뇌동맥 폐쇄 후 大黃 추

출물이 뇌허혈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하였는데, 재관류

이후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재관류 개시 후 3시간

에서 Control군이 2.3±0.2, Sample군이 2.4±0.2이었으며, 48시간

에는 Control군이 2.2±0.2, Sample군이 2.4±0.1로 Sample군이 재

관류 개시 후 3시간과 48시간에서 모두 Control군에 비해 신경학

적 증상의 개선을 보였다. 또한, 뇌손상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재관류 개시 후 48시간에 뇌조직 절편에서 전반적으

로 Sample군이 Control군에 비해 뇌경색의 면적이 감소되었으

며, 일부 뇌조직 절편에서는 뇌경색 면적의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 뇌손상 체적의 비교에서도 Control군은

342.6±26.9 mm
3
인데 반해 Sample군에서는 293.6±23.6 mm

3
로

Control군에 비해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대황추출물

이 뇌허혈 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의 개선과 뇌손상크기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뇌부종은 세포독성 뇌부종과 혈관성 뇌부종으로 분류되며10),

실험적으로 일시적 뇌허혈 손상은 혈관성 뇌부종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성 뇌부종은 뇌-혈관장벽의 파

괴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11,12), 뇌-혈관장벽은 신경조

직의 모세혈관이 다른 조직에 비해 혈관투과성이 낮기 때문에

형성된 구조로, 특정한 물질들이 혈관으로부터 신경조직으로 이

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한다25). 이러한 뇌-혈

관장벽을 이루는 주된 구조는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폐쇄연

접(tight junction)과 기능적인 신경혈관단위(neurovascular unit)

로 알려져 있다26). 실험동물에서의 일시적 중대뇌동맥 폐쇄에 있

어 재관류는 뇌부종의 형성에 뇌-혈관장벽의 이중개방(biphasic

opening)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27)

, 중대뇌동맥의 폐쇄시

간이 길면 길수록, 초기 뇌-혈관장벽이 누출되기까지 시간이 짧

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흰쥐에서 2시간동안의 중대

뇌동맥 폐쇄 후 재관류 하였을때, 3시간 후에 1차 뇌-혈관장벽의

누출이 발생하고, 48시간에 2차적인 뇌-혈관장벽의 누출이 일어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본 실험에서 大黃이 일시적 중대뇌동

맥 폐쇄로 인한 뇌부종 미치는 영향을 재관류 개시 후 3시간과

48시간에서 관찰한 결과, 3시간과 48시간에서 모두 Sample군이

Control군에서 비해 뇌부종의 크기가 감소되었다. 특히 48시간에

서 Control군의 경우 뇌부종의 크기가 상당히 증가한 반면,

Sample군은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2). 위의 결과로 대황추출물이 뇌허혈손상에 의한 뇌부종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s : MMPs)

는 23 zinc dependent protease의 집단으로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 ECM)의 거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분해하

는 작용을 한다28). MMP는 뇌혈관 질환과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

는 조직손상과 염증반응을 유발하며, 특히 재관류에 의한 손상에

있어 기저판의 파괴에 관여하여 뇌-혈관장벽의 붕괴를 일으켜

뇌부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 뇌허혈 유발 수시간 내에

내피세포와 염증세포들이 뇌허혈에 반응하여 MMP-2과 MMP-9

를 분비하고 기저판를 분해하여 결국 뇌-혈관장벽의 약화를 유

발하고 뇌부종을 일으킨다29,30). 이처럼 MMP-9은 뇌-혈관장벽의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경세포사에도 관여하게 된다. 흰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일시적 뇌허혈손상 후 MMP-9의 발

현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31), MMP-9의 실험적 저해는

뇌부종의 형성을 감소시키고 중풍의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것으

로 밝혀졌다
32)

.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흰쥐에서의 2시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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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동맥 폐쇄 후 3, 6, 15, 24, 48시간에 MMP-9의 발현을 관찰

한 결과, 15시간까지는 MMP-9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48

시간에 발현이 급격히 상승한 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4). 본 실험에서 2시간동안의 중대뇌동맥 폐쇄 이후 재관류

개시 후 3시간과 48시간에 MMP-9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재관

류 개시 후 3시간과 48시간에서 MMP-9의 발현은 Control군의

경우 뇌허혈 손상측의 경계영역(penumbra region)에서 신경세

포(neuron)와 혈관주위의 성상아교세포(astrocyte)를 중심으로

면역반응이 관찰되었으나, Sample군은 Control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발현이 감소됨이 관찰되었다(Fig. 3). 특히, 재관류 48시간에

서는 Control군에서 MMP-9의 면역반응이 현저히 증가되었는데,

Sample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는 감소가

관찰되었다(Fig. 5). 이러한 결과를 통해 大黃 추출물이 일시적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MMP-9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

써 뇌-혈관장벽의 손상을 막아 뇌부종의 크기를 감소시킨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일시적 국소 뇌허혈은 뇌조직에서의

NO(nitric oxide)를 포함한 free radical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특

히 iNOS(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에 의해 생성된 NO는

뇌손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18). MCAO 후의 iNOS의

활성이 증가됨이 관찰되었으며19), 뇌허혈 후의 iNOS 발현에 의

해 생성된 NO가 허혈성 뇌손상의 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0). 본 연구에서 면역화학염색법을 이용하여 뇌허혈손

상 이후 재관류 개시후 3시간과 48시간에서 iNOS 단백질의 발현

을 관찰한 결과, 재관류 후 3시간에 iNOS의 발현은 Control군과

Sample군에서 모두 면역반응이 미약하여 Control군과 Sample군

간의 명확한 차이는 없었으나, 재관류 개시 48시간에서 Control

군의 경우 iNOS의 발현이 뇌손상경계영역의 신경세포와 성상아

교세포들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반면,

Sample군의 경우는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의 정도가 유의성 있

게 감소되었다(Fig. 5).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大黃이 뇌허혈 손상에 따른 뇌부종

을 감소시키는 효능은 MMP-9와 iNOS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

써 뇌-혈관장벽의 손상을 방어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

관류 개시 후 3시간에서는 Control군과 Sample군 간의 MMP-9

과 iNOS의 발현이 모두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48시

간에서는 Sample군이 Control군에 비해 현저한 발현감소를 나타

낸 것으로 보아(Fig. 5), 大黃의 이러한 뇌부종 감소효과는 일시

적 뇌허혈손상에 의해 2차적인 뇌-혈관장벽의 누출이 발생하는

뇌허혈 후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大黃이 뇌허혈 손상에 따른 뇌부종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기 위하여 흰쥐의 중대뇌동맥을 2시간동안 일시적으로 폐쇄한

후 大黃 물추출 엑기스를 투여하고 신경학적 행동지표와 뇌경색

및 뇌부종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뇌-혈관장벽 관련 단백질인

MMP-9과 iNOS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흰쥐에 일시적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허혈 손상을 일으

킨 후, 신경학적 행동증상을 관찰한 결과, 大黃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되었다. 뇌허혈 손

상에 따른 뇌경색 면적 크기를 관찰한 결과에서는 실험군이 대

조군에 비해 뇌경색 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일부 절편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뇌경색 체

적과 뇌부종의 크기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통해 뇌경색 경

계부위통해 뇌MMP-9와 iNOS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大

黃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大黃이 뇌허혈손상에 의한 신경세포 자연사

기전을 억제하고, 뇌-혈관장벽과 신경혈관단위구조의 조절을 통

하여 뇌부종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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