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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황의 급성코카인 투여에 의한

ERK, CREB 인산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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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hmannia glutinosa on phosphorylation of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 and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CREB) in the acute cocaine-treated rats. Rats

orally received vehicle or extract of Rehmannia glutinosa 1 h prior to saline (1 ml/kg, i.p.) or cocaine hydrochloride (20

mg/kg, i.p.) treatment. Rats were sacrificed 15 min after a singl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aline or cocaine. Rehmannia

glutinosa at dose of 50 mg/kg significantly decreased phosphorylation of ERK, CREB and Elk-1 in the nucleus

accumbens and striatum of the cocaine-treated rat brain by immunocytochemist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hmannia

glutinosa may contribute to the effects of cocaine on gene expression and 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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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카인은 정신적 의존 및 재발을 유발하는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약물중의 하나로 측핵(Nucleus accumbens)과 선도체

(Striatum)에서 도파민의 유리를 증가를 일으킨다
1,2)

. 도파민은

보행성 활동량(locomotor activity), 인지능력(cognition), 동기부

여(motivation), 보상(reward)과 관련있는 신경전달물질로 코카

인은 도파민 운반체(Dopamine transport, DAT)와 결합하여 도

파민의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중추 흥분작용을 나타낸다3). 코

카인 투여시 일어나는 증상으로는 도취감, 망상, 흥분, 심장박동

의 증가, 혈압상승, 체온상승, 생생한 환각, 체중감소, 긴장, 불안,

분노,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상동적 행동 등이 있다3).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중의 하나인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는 long-term

plasticity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4), 코카인에 의한 세포내

메카니즘의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급성 또

는 만성코카인 투여시 측핵과 선조체에서 ERK인산화가 증가되

며
5,6)

, ERK knockout mice는 코카인에 대한 행동적 및 보상 반응

(reward response)을 강화시키고7), ERK활성을 차단했을 시 코카

인에 의한 전사조절단계나 보상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
8)

.

cAMP 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CREB)은 cAMP

response elements(CRE) DNA sequence에 결합하는 전사조절인

자로써 급성 코카인 투여시 활성화되며, 신경활성도의 마커인

c-Fos의 발현을 야기시킨다고 알려져 있다9,10).

Elk-1(ETS-domain-containing protein) 역시 전사조절인자로

서 ERK의 활성에 의해 핵내에서 인산화되며, 이는 초기유전자인

c-Fos의 발현에 영향을 주며8,11), EKR 억제제인 SL327처리시 선

조체에서 Elk-1의 인산화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1)

.

건지황은 현삼과(Sacrophular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인 지황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12), 心, 肝, 腎經에 入하여 淸熱

凉血, 養陰生津하는 효능이 있는 약물이다
13)

. 지황의 성분으로는

catalpol (2.6~4.5%), leonuridol, aucubin 있고, 기타배당체로

rhemannioside A, B, C가 있으며10), 고혈당 생쥐의 혈당저하14),

간기능 개선
15)

, 면역증강효과
16)
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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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지황의 활성성분인 catalpol이 중추신경계 내에서 도파민

신경 보호 작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7.18). 특

히 지황이 도파민 신경보호 효과가 있음을 비추어 코카인 약물

중독으로 인한 행동적 및 신경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지황이 급성 코카인에 의한 ERK, CREB,

Elk-1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효창사이언스로부터 구입한 8주령 웅성

Sprague-Dawley계 흰쥐(250 - 300 g)를 주문하여 도착 후 각

cage에 두 마리씩 넣어 일주일 동안 실험실 환경(온도: 21±2℃,

습도: 55-65%, light-dark cycle: 12 h)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적응 기간 동안 물과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 하도록 하였

으며, 실험 시작 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일 동안 어루

만져 주었고, 실험 장소에 5시간 이상 적응시킨 후 시작하였다.

2) 시약

마취제는 (주)한림제약회사(서울, 한국) 제품인 엔토발

(sodium pentobarbital)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코카인은 (주)삼

응산업(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였으며, 실험 직전 0.9% 생리식염

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면역조직화학법을 위한 시약으로

paraformaldehyde(PFA), 3,3’-Diaminobenzidine(DAB), 30%

Hydrogen peroxide, sucrose는 sigma(St. Louis, MO, USA)사 제

품을 사용하였으며, bovine serum albumin(BSA)는 GENERAY

BIOTECH사 제품을, Permount(Toluene solution, Fisher

scientific, USA), PBS(phosphate buffer saline, pH7.2)는

Hyclone(Hyclone Laboratories, Inc., US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anti-pERK1/2, anti-pCREB, anti-pElk-1 일차항체는 Cell

Signaling(Cell Signaling Biotechnology, CA, USA)사 제품을,

biotinylated anti-rabbit antibody는 Santa cruz(Santa cruz

biotechnology, CA, US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Fig. 1. The schematic diagram illustrates the dissection of dorsal

striatum(CPu) and ventral striatum(nucleus accumbens shell and

core, AcbC/AcbS), according to the atlas of Paxinos and Watson

(1996).

2. 실험방법

1) 건지황 추출물의 준비 및 실험군의 분류

한국산 건지황 200 g을 대원한약방(대구, 한국) 구입하였으

며, 95% EtOH 2 L에 72시간 동안 추출하고 여과하여 감압농축

기(EYELA Co., Japan)로 농축한 후 건조하여 총 7.1 g, 수율

13.7%의 분말을 얻었다. 실험동물에 투여할 때에는 polyethylene

glycol:Tween 80:EtOH:saline(7:0.1:1:1.9; vehicle로서 사용)이 혼

합된 용액에 녹여 경구투여 하였다. 건지황의 농도는 본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50 mg/kg를 정하여 실험하였

다19). 실험 그룹은 vehicle+saline군(정상군), vehicle+cocaine군

(대조군), 그리고 건지황 50 mg/kg+cocaine군(실험군)으로 구성

하여 실험하였고, 먼저 vehicle 또는 건지황 추출물을 경구투여

하고 한 시간 뒤 생리식염수 또는 코카인 20 mg/kg를 복강주사

하였다.

2) 면역조직화학법

도파민신경계의 표적영역인 선조체와 측핵에서 ERK,

CREB, Elk-1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Vehicle 또는 건지황 50

mg/kg를 경구투여 하고 1 시간 뒤, 생리식염수 또는 코카인 20

mg/kg를 복강 주사하였다. 생리식염수 또는 코카인 투여 15분

후, sodium pentobarbital(80 mg/kg, i.p.)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

시킨 후, phosphate buffer saline(0.1 M PBS, pH 7.4)로 준비한

4% paraformaldehyde(PFA) 용액 300 ㎖을 심장의 좌심실을 통

해 arota로 관류하였다. 고정이 끝난 실험동물의 뇌는 꺼내어 고

정액인 4% paraformaldehyde로 10% sucrose를 만들어 2 시간

동안 후 고정시키고, 20% sucrose가 함유된 PBS에 넣어 4℃에서

overnight시켰다. 2~3일 보관 후, 뇌를 급속 냉동 한 후,

cryotome(Leica, Biosystems, Nussloch, Germany)으로 bregma

1.6 mm- 1.2 mm 위치를 30 um의 두께로 잘라 동결방지제(30%

ethyl glycol, 20% glycerol in PBS)에 넣어 –20℃에 보관하였다

(Fig. 1). 그 후 실험 진행시 뇌 조직을 PBS로 10분씩 3번 반복하

여 씻고, 1% Triton X-100에 10분 담궈 세포막의 지질을 제거하

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PBS로 10분씩 3번 반복하여 씻었다. 3%

BSA/PBS로 blocking한 후, anti-pERK(1:1000; Cell signaling

Technology, CA, USA), anti-pCREB antibodies(1:1000; Cell

signaling Technology, CA, USA), anti-pElk-1(1:1000; Cell

signaling Technology, CA, USA)을 0.1% BSA/PBS에 1:1000 비

율로 희석하여 4℃에서 20시간 반응시킨 후, 다음날 PBS로 10분

씩 3번 반복 씻었다. Endogenous peroxidase를 막기 위해 0.1%

H2O2 용액에 5분간 둔 후 PBS로 세척했으며, 그 후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1:1000 polycolonal

goat anti-rabbit IgG; Santa Cruz)에 반응 시켰다. PBS로 10분씩

3번 세척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Vextastain Elite ABC

Kit(Vector)로 반응시켰다. PBS로 세척 후, 발색제인

DAB(Diaminobenzidine)로 발색 시켰으며 발색이 끝난 조직은

gelatine coated slide에 얹어서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50, 70, 90,

100% 에탄올에 담궈 dehydrate시켰다. 다음 단계로 xylene에 넣

어 투명화시킨 다음 permonut로 봉입하였으며,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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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iCAM3000)가 부착된 LABOMED ligh

microscopes(LABO America Inc., Fremont, CA, USA) 현미경을

이용하여 ERK, CREB, Elk-1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데이타는 SPSS 16.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로 분

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post-hoc LSD test로 검정하였고, p

<0.05 이하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 과

1. 급성 코카인투여에 의한 측핵과 선조체에서의 ERK활성에 대

한 건지황의 효과

최근 ERK, CREB signaling은 코카인 중독과 관련하여 주목

을 받고 있다. 우선 급성 코카인에 의한 ERK의 활성을 검토하였

다. 그 결과, 정상군에 비해 코카인 투여군의 경우 측핵과 선초체

모두에서 ERK 인산화가 증가하였고, 건지황 50 mg/kg를 투여

한 군의 경우 코카인 투여군에 비해 ERK 인산화가 감소됨을 확

인하였다(Fig. 2).

Fig. 2. Effect of Rehmannia glutinosa(Rg) on acute cocaine-induced

phospho-ERK expression in the NAc and striatum(n=3-4/group). Rats
were sacrificed 15 min after saline or cocaine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phospho-ERK immunoreactive signals in rat NAc and striatum(X

100). * p<0.05 saline vs. cocaine-treated group, # p < 0.05 cocaine vs. Rg-treated

group. AC: anterior commissure

2. 급성 코카인투여에 의한 측핵과 선조체에서의 CREB활성에

대한 건지황의 효과

CREB은 기억이나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과 관련

된 다양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결합하는 전사인자로,

CREB의 활성화는 기억 형성 및 강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며 중독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ERK활성화 되면 CREB 활성화 에 영향을 주게 되고, 활성화된

CREB은 실험결과, 코카인 투여군은 정상군에 비해 측핵과 선조

체 두 곳 모두에서 CREB 인산화가 증가하였으며, 건지황 50

mg/kg투여군의 경우 증가한 CREB 인산화가 감소하였다(Fig. 3).

Fig. 3. Effect of Rehmannia glutinosa(Rg) on acute cocaine-induced

phospho-CREB expression in the NAc and striatum (n=3-4/group).
Rats were sacrificed 15 min after saline or cocaine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phospho-CREB immunoreactive signals in rat NAc and

striatum(X 100). * p<0.05 saline vs. cocaine -treated group, # p < 0.05 cocaine vs.

Rg-treated group. AC: anterior commissure

3. 급성 코카인투여에 의한 측핵과 선조체에서의 Elk-1 활성에

대한 건지황의 효과

Elk-1은 DNA의 SRE(serum-response element)에 결합하는

전사인자로 초기유전자 c-Fos발현의 전사조절에 관여한다고 알

려져 있으며, Elk-1은 ERK에 의해 활성화 되며, 코카인 투여시

Elk-1의 인산화 역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험결과, 코카인

투여군은 정상군에 비해 측핵과 선조체 두 곳 모두에서 Elk-1 인

산화가 증가하였으며, 건지황 50 mg/kg투여군의 경우 증가한

Elk-1 인산화가 감소하였다(Fig. 4).

Fig. 4. Effect of Rehmannia glutinosa(Rg) on acute cocaine-induced

phospho-Elk-1 expression in the NAc and striatum(n=3-4/group).
Rats were acrificed 15 min after saline or cocaine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phospho-Elk-1 immunoreactive signals in rat NAc and

striatum(X 100). * p<0.05 saline vs. cocaine -treated group, # p < 0.05 cocaine vs.

Rg-treated group. AC: anterior commi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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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급성 코카인 투여로 증가하는 ERK, CREB, Elk-1

의 인산화에 대한 건지황의 효과를 실험한 논문으로, 지황은 신

경세포사멸에 대한 보호효과20), 보혈작용21)의 효과가 있으며, 지

황의 성분 중 iridoid glycoside류는 항암효과와 진정작용 등의

생리적 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시상궁상핵(thalamic

arcuate nucleus)을 손상시킨 치매동물모델의 해마부위에서 신경

활성마커인 c-Fos발현과 신경성장인자(nerve growth facor,

NGF)발현의 증가를 통해 기억력 증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고22), 면역조직화합법을 이용하여 해마내에서의

NMDAR1(N-methyl D-aspartate receptor subtype 1)과

GABAR(Ɣ-aminobutyrate receptor) 농도 증가 및 신경전달물질

인 GABA와 glutamate의 농도 조절을 통해 학습과 기억력증진

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23)

. 최근 들어, 지황의 iridoid

glycoside계 주성분인 catapol은 도파민 신경과 관련하여 항산화

작용, β-amyloid에 의한 신경보호 작용이 있음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17,18,24)

. 또한, 코카인 중독증상인 도취감, 망상,

흥분, 심장박동의 증가, 혈압상승, 체온상승, 생생한 환각, 체중감

소, 긴장, 불안, 분노, 공격성인 성향 그리고 상동적 행동은 한의

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火)"의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黃帝內經은 火를 壯火와 少火의 개념으로 병리적인 火와

생리적인 火를 나타내고 있으며, 王冰은 火의 虛ㆍ實을 논하였

고, 宋代에는 腎에 眞元이나 眞火가 있다는 생리적인 면의 火를

논하여 暖補腎氣를 주장하였다25). 이와 같은 코카인 중독과 한의

학에서 말하는 "火"의 개념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감초
26)

, 황련
27)

, 인삼
28,29)

등은 劉河間의 實火나 李東垣의

脾胃氣의 부족으로 인한 陰火와의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

어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카인 중독

이 朱丹溪의 腎陰부족에 따른 虛火와도 연계성이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腎陰부족의 虛火를 다스리는 약물인 건지황을 이용하

여 코카인에 의한 중추신경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코카인은 뇌의 선조체(striatum)와 측핵(nucleus accumbens)

에서의 도파민 신경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0,31). 선

조체(striatum)는 dorsal striatum과 ventral striatum(=Nucleus

accumbens, NAc, 측핵)으로 나뉘어지며, ventral striatum인 측

핵은 Shell과 core로 나누어지며, Shell은 또다시 vertex

(NAcVER), arch(NAcARCH), cone(NAcCONE),

intermediate(NAcINT), ventrolateral(NAcLAT) 5부분으로 나누

어진다. 코카인을 비롯한 니코틴, 메스암페타민 투여시 시냅스

틈새로 분비된 도파민은 후시냅스의 도파민 D1 수용체와 결합

후 protein kinase A(PKA)의 활성을 통해 도파민 신경전달계의

표적영역인 선조체와 측핵에서 ERK(extracellular regulated

signaling kinase)와 CREB(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의 발현이 증가되며, 이는 중독의 강화작용 등 신경적응

반응(neuronal adaptive response)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32)

. 급성 코카인 투여시 측핵을 비롯한 뇌

의 여러 영역에서 ERK와 CREB의 인산화가 증가하며 이는

CPP(Conditioned place preference, 장소선호도)와 과도한 보행

성 활동량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ERK와 CREB의 경우 Fishcher rat의 측핵과 선조체에서 DA-D1

receptor와 연관하여 인산화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33,34).

DA-D1 수용체의 길항제(antagonist)는 측핵과 선조체에서 코카

인에 의한 ERK인산화를 차단하고35,36), ERK 상위단계인

MEK(MAPK/ERK kinase)의 차단제인 U0126을 처리 시 EKR의

인산화를 막음으로써 CREB의 인산화도 차단되며
37)

, U0126를 측

핵에 국소투여시에는 만성코카인에 의한 행동적 민감화 반응이

억제됨을 알 수 있다38). 또 다른 MEK 억제제인 SL327 처리 시에

는 측핵과 선조체에서 코카인에 의해 증가한 Elk-1과 Fos의 발현

이 차단된다39). 결과적으로, 코카인에 의한 DA-D1 수용체의 활

성은 ERK활성을 유도하며, 활성화된 ERK는 CREB, Elk-1을 활

성화시킴으로써 c-Fos의 발현을 강화한다. 급성 코카인 투여시

10분 이내에 인산화된 ERK는 핵 내로 이동하게 되고40), ERK 활

성화의 핵내 표적인 Elk-1에 작용하여 후에는 신경활성마커인

immediate early gene c-Fos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또한, 활성화된 ERK는 CREB 인산화에 작용하여 c-Fos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34,40-42). 결과적으로 후시냅

스에서의 DA-D1 receptor의 활성이 ERK 의존성 경로를 통해 급

성 코카인에 의한 신경가소성(neuronal plasticity)과 정신운동효

과(psychomotor effect)의 근원이 되는 초기 유전자 c-Fos의 발현

을 증가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결과, 정상군에 비해

코카인 투여군의 측핵과 선조체 모두에서 ERK, CREB, Elk-1의

세 전사조절인자의 인산화 발현이 증가하였고, 건지황 50

mg/kg 투여군의 경우 코카인 군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팀은 이전에 건지황이 급성 코카인에 의해 증가한

보행성 활동량과 c-Fos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 결과적으로, 건지황은 ERK/CREB/ElK-1의 신호전달을

통해 코카인에 대한 행동(behavior) 및 유전자발현(gene

expression)을 조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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