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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 많은 사람들이 직업, 학업, 자기개발, 스트레스, 질
병 등 여러가지 이유로 수면부족,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다. 수면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이 부족하면 학습•인지능력
과 집중력 저하, 심장질환이나 당뇨, 비만 등의 질병 증가, 염증반
응 이상, 성기능 저하와 불임 증가, 우울증, 자율신경계 변화 등이 
발생하게 된다1,2). 수면박탈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Reimund의 '자유기 유동 이론(The free radical flux theory)'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낮 동안의 활발한 대사활동은 높은 산소 소
모를 필요로 하고, 이에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된다3). 특

히 신경세포들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경 대사에
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뇌의 세포간 공간에서 
제거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각성 동안 세포 활동에서 생겨
나는 베타 아밀로이드 올리고머와 아밀로이드 침착물 같은 노폐물
들은 시냅스간 전달과 세포질의 Ca2+ 농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신경활성의 부산물이 각성 동안에 축적되었다가 수면
하는 동안에 청소된다고 보고되어 있다4). 이렇듯 수면은 잠재적 독
성 중추신경계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기능에 도움을 준다. 
    백합(Lilii bulbus)은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Thunberg, 
백합(百合) Lilium brownie var. viridulun Baker 또는 큰솔나리 
Lilium pumilum DC. (백합과 Liliaceae)의 비늘줄기로5) 맛이 감

수면박탈로 유도한 Hippocampus Dentate gyrus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백합, 연자육의 신경세포보호효과

최미혜·박인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Neuroprotective Effect of Lilii bulbus, Nelumbins semen on the Sleep 
Deprivation-induced Oxidative Stress in the Hippocampus Dentate Gyrus

Mi Hye Choi, In Sik Park*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leep deprivation is an extremely common event in today’s society. It has caused learning cognitive skill 
deterioration and poor concentration, increased disease such as heart disease, diabetes and obesity, sexual function 
decrease, infertility increase, depression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disorder. Sleep deprivation-induced stress 
caused NADPH oxidase and oxidative stress. And this oxidative stress induces apoptosis. Lilii bulbus and Nelumbins 
semen are known to mental and physical relaxation effects. In this study, we induced sleep deprivation(SD) in 
Sprague-Dawley rats in water for 5 days and thereafter administered orally L. bulbus and N. semen for 5 days. Brain 
tissues were observed by histochemical, immunohistochemical and tunel staining. The immunoreactives of Tumor 
necrosis factor α,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s, Phospho-SAPK/JNK and gp91-phox of the L. bulbus administered 
group and N. semen administered group were weaker than those of sleep deprivation group. In the L. bulbus 
administered group and N. semen administered group, apoptosis was decreased than that of sleep deprivation group. 
Proapoptotic p53, Bax, Cleaved caspase 3 immunoreactives of the administered group were weaker than those of sleep 
deprivation group, whereas anti-apoptotic Bcl-2 immunoreactity was stronger in the L. bulbus administered group and 
N. semen administered group. Antioxidant mechanism such as DJ-1, superoxide dismutase 1, Nuclear factor-like 2 
immunoreactives of the L. bulbus and N. semen administered group were stronger than those of sleep deprivation 
group.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L. bulbus, N. semen had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n the sleep 
deprivation-induced oxidative stress in the hippocampus.
keywords : Sleep deprivation, Lilii bulbus, Nelumbins semen, Oxidative stress, Apoptosis, Neuroprotective effect

* Corresponding author

In Sik Park,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Korea medicin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123, Dongdae-ro,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 inspark@dongguk.ac.kr  ·Tel : +82-54-770-2662

·Received : 2016/09/26  ·Revised : 2016/11/29  ·Accepted : 2016/11/30

ⓒ The Society of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The Physiological Society of Korean Medicine 

pISSN 1738-7698  eISSN 2288-2529  http://dx.doi.org/10.15188/kjopp.2017.02.31.1.65

Available online at https://kmpath.jams.or.kr



66 M. H. Choi et al

(甘)하고 성질은 한(寒)하며 심(心)과 폐(肺)로 귀경한다. 양음윤폐
(養陰潤肺), 청심제번(淸心除煩)하여 심신을 안정시키는(寧心安神) 
작용을 한다6).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합은 항피로, 항우울, 항
종양, 혈당강하, 항염, 항균, 항산화, 면역조절, 지해(止咳)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7-9).
    연자육(Nelumbins semen)은 연꽃 Nelumbo nucifera 
Gaertner (수련과 Nymphaeaceae)의 잘 익은 씨로서 그대로 또는 
연심을 제거한 것으로5) 맛이 감(甘), 삽(澁)하고 성미는 평(平)하다. 
비(脾), 신(腎), 심(心)으로 귀경한다. 비를 보하여 설사를 완화하여 
주고(補脾止瀉), 신장을 강화하여 강장작용과 대하를 완화(益腎澁
精, 止帶)하는 작용을 한다. 또 심을 보양하여 신경을 안정(養心安
神)시키는 작용을 한다6).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자육은 고혈압
과 부정맥 같은 심장혈관 질환 치료 작용과 항암제, 이뇨제, 피부
질환 치료 효능, 멜라닌 합성 저해효과, 항산화 효과와 뇌신경 보
호 활성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9,14-16).
    백합과 연자육은 수면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이와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역시 유의적인 결과
가 도출된 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면박탈을 유도하여 백합과 
연자육을 실험동물에게 각각 경구 투여한 후 수면박탈로 인한 
Hippocampus Dentate gyrus구역에서의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뇌
신경보호효과를 관찰하였으며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동물 및 약재
 1) 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체중 150g 전후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5주령)를 오리엔트바이오에서 구입하였다. 수면박탈을 유
도하지 않는 정상군 3마리는 한 cage에서 같이 1주일동안 적응시
켰고, 수면박탈을 유도하는 실험군은 한 마리씩 cage에 넣어 1주
일 동안 적응시켰다. cage의 바닥에는 위생 처리된 깔짚을 깔아주
고, 자유롭게 물과 사료를 먹을 수 있게 조절하였다. 온도 22±1℃, 
습도 55±3%인 실험실 환경에서 12시간 밤낮 주기로 적응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동물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atio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 2002에 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IACUC-2016-004)을 받았다.
 2) 약재
    연자육(kr-ro-140314)은 원산지가 베트남인 계림제약의 것을 사
용하였고. 백합(BBH 130812-02)은 원산지가 중국인 미륭생약의 백합
(Lilium brownie var. viridulun Baker)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백합과 연자육 각각 100g에 물 1000ml을 넣어 90℃에서 3시
간 달인 후 100ml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백합과 연자
육 건조분말을 각각13.58%, 18.25%을 수득하였다. 백합과 연자육 
분말의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 는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Hazardous Substance Research Team
에서 6890N GC/ 5975i MS (Agilent Technologies Inc.,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검액 투여
    연자육 추출물과 백합 추출물은 각각 400mg/kg을 생수에 혼
합하여 실험쥐에게 1일 1회 2ml씩 구강 투여하였다. 대조군에는 
생수를 1일 1회 2ml씩 구강 투여하였다.

2. 실험군 배정
    실험군은 수면박탈을 진행하면서 생수를 투여한 군(SD, n=4), 
수면박탈을 진행하면서 연자육을 투여한 군(NS, n=4), 수면박탈을 
진행하면서 백합을 투여한 군(LB, n=4)으로 나누었으며, 수면박탈을 
유도하지 않은 정상군(Nor, n=3)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Nagoya University, Hiroshi Kiyama(Japan, 2013)5)의 실험방법에 
따라 수면박탈을 유도하였다. 23℃ 정도의 물을 1.5cm 높이로 넣
어주고 5일동안 1일 1회 cage의 물을 교체하여 주었다. 이는 물을 
싫어하는 rat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면 박탈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이 실험방법은 5일동안 24시간 내내 cage에 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수면박탈이 유발된다.

3. 실험방법
 1) 체중과 물, 사료의 섭식량 측정
    실험기간 동안 1일 1회(오후 6시) cage의 물 교체와 함께 약
물을 구강 투여하면서 몸무게와 물, 사료의 섭식량을 측정하여 변
화를 관찰하였다. 
 2) 조직표본 준비 
    실험동물을 sodium pentobarbital로 마취시킨 후 희생시키고, 
심장관류고정을 시행한 후 얻어진 Brain조직을 10% 중성 포르말
린에 12시간 고정시켰으며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탈수화과정을 거
쳐 파라핀에 포매시킨 후 6㎛ 두께로 연속 절편하였다. 이 절편들
은 조직화학적,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그리고 tunnel 염색하는데 이
용하였다.
 3) 조직화학 및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절편된 조직 표본을 xylene을 이용하여 탈파라핀한 후 가수화
(rehydration)하였다. 조직화학적 염색은 Cresyl violet 염색을 진
행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은 탈파라핀하여 가수화시킨 표본을 
proteinase K (20㎍/ml)에 5분 동안 proteolysis 과정을 거친 후
에 3% H2O2로 5분간 처리하여 조직내의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
거하고, 1차 항체를 처리한 후 4℃ humidified chamber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차항체 중 Cleaved caspase 3, Bax, 
Phospho-SAPK/JNK(p-JNK)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를 사용하였으며, Superoxide dismutase 
1(SOD1), Bcl-2, Nuclear factor-like 2(Nrf-2), p53, DJ-1, 
Tumor necrosis factor α(TNFα), gp91-phox,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s(nNOS, NOS1)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exas, USA를 사용하였다. 이후 PBS로 충분히 수세
하고 2차 항체를 처리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ABC 
용액 (ABC kit,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a, CA. 
USA)에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0.05%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 Sigma)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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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하여 광학현
미경 (Olympus BX50, Japan) 으로 비교 관찰한 후 디지털 카메라 
(Nikon E995, Japan)로 촬영하였다.
 4) Tunel stain
    Apoptosis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 (Apoptag, Intergen, USA)를 이용하여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 tra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end labeling) 염색을 실시하였다. 절편된 조직을 탈파라핀한 
후 proteinase K에 5분동안 proteolysis 시킨 다음 equilibration 
buffer에서 15초 동안 처리하였다. Strength TdT enzyme을 37℃
에서 1시간 반응시켜 strength stop/wash buffer을 10분, 
anti-digoxigenin-peroxidase을 1시간 처리한 후 DAB로 발색 반
응을 확인하고 eosin으로 대조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5) 영상분석 및 통계처리
    조직 표본 샘플은 400배 배율에서 각각 그 발현 값을 pixel 
count로 영상분석 (Image-Pro Plus, ver. 7.0)하고, means±S.E 
값을 사용하여 그래프 (SigmaPlot, 2000)에 나타내었다. 각 조직표
본에서 3곳을 측정해서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
을 위해 SPSS (ver. 2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Tukey로 사후 검증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에서 판별하였다.

결    과

 1. 체중 변화와 사료, 물 섭식량 변화 
    Nor군은 1일에 비해 5일 후 체중이 24% 증가했고, SD군, LB
군, NS군은 각각 4.8%, 3.6%, 1.7% 감소하였다. 이는 Nor군에 비
해 체중이 감소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각각 p=0.583, 0.641, 
0.635)은 없었다. LB군과 NS군이 SD군에 비해 체중이 각각 1.2%, 
3.1% 더 증가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1.000)은 없었다(Fig. 
1A). SD군, LB군, NS군은 Nor군에 비해 사료 섭식량이 각각 통계
적으로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LB군과 NS군 SD군에 비해 사료 
섭식량이 더 증가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각각 p=0.905, 
0.508)은 없었다(Fig. 1B). SD군, LB군, NS군은 Nor군은 비해 사
료 섭식량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LB군과 NS
군이 SD군에 비해 음용량이 증가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각
각 p=0.871, 0.930)은 없었다(Fig. 1C).

A.

B.

C.

Fig. 1. (A) Comparison of body weight of rats for 5days. A:Normal 
group, B:sleep deprivation group, C:sleep deprivation+L. bulbus group, 
D:sleep deprivation+N. semen group. (B) Comparison of diet-intake of 
rats for 5days. A:Normal group, B:sleep deprivation group, C:sleep 
deprivation+L. bulbus group, D:sleep deprivation+N. semen group.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1 vs. Normal, *P<0.05 vs. 
Normal. (C) Comparison of water-intake of rats for 5days. A:Normal 
group, B:sleep deprivation group, C:sleep deprivation+L. bulbus group, 
D:sleep deprivation+N. semen group.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Normal.

2. 약재분석
    백합(L. bulbus)의 QC/MS 분석 결과 항균효과, 항산화효과,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와 혈전증 치료효과, 혈당 저하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진1,4-dideuterio-2-methylbutane, Propenoic acid, 
2-acetyl cyclopentanone, 2-Pentanamine Cyclohexanol, 2,3-
dihydro-Benzofuran, Dihydrocoumarone, 4-vinyl-2- methox
y-phenol, Cyclopentanol, 2,5-Dimethyl-1,3,5-dithiazine, Pro
panamide 등이 확인되었다10-12). 3-Hydroxypiperidine은 중추신
경 억제작용과 수면증강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Table 1).

Table 1. Total ion chromatogram Lilii Bul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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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in) Area(%) Library RT(min) Area(%) Library

3.238 4.72 1,4-dideuterio-2-met
hylbutane 8.518 2.66 3-Hydroxypiperidin

e

5.165 4.63 Propenoic acid 9.188 2.09 4-vinyl-2-methoxy-
phenol

5.601 4.23 2-acetyl 
cyclopentanone 10.680 18.18 Cyclopentanol

6.506 2.67 2-Pentanamine 
Cyclohexanol 12.558 25.97 2,5-Dimethyl-1,3,5-

dithiazine

7.764 14.91
2,3-dihydro-Benzofu

ran, 
Dihydrocoumarone

12.910 10.47 Propanamide

    연자육(N. semen) QC/MS 분석 결과 항균효과, 항산화효과, 
피부질환 치료효과, 항암효과, 미백효과와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효
과가 있다고 알려진 α-D-glucopyranose, 2-(acet ylamino) -2-
deoxy-, 2-Hydroxy-2-cyclopenten-1-one, 1,2,3-Propanetriol, 
1,2,3-Trihydroxypropane, 4H-Pyran-4-one, 2-hydroxy-3-met
hyl-, 2-[(Methyl amino)methyl]cyclohexanol, 2-Pyridinepropa
noic acid, .alpha.- methyl-.beta.-oxo-, ethyl ester Guanosin
e 등이 확인되었다17-22)(Table 2).

Table 2. Total ion chromatogram Nelumbins semen

RT(min) Area(%) Library RT(min) Area(%) Library

3.221 6.36
α-D-glucopyranose, 

2-(acet 
ylamino)-2-deoxy-

10.731 27.69 Cyclopentanol

3.556 9.89 2-Hydroxy-2-cyclopent
en-1-one 12.541 8.50 tetrahydro-2h-pyra

n-4-ol

4.076 5.04 1,2,3-Propanetriol, 
1,2,3-Trihydroxypropane 12.742 2.12

Benzoic acid, 
2-(1-oxopropyl)- 

3-(o-Azidophenyl)
propanol

5.584 3.13 4H-Pyran-4-one, 
2-hydroxy-3-methyl- 12.910 5.18 3-Deoxy-d-manno

nic acid

6.523 4.47
2-[(Methyl 

amino)methyl]cyclohex
anol

14.569 13.34 Propanamide

7.915 1.07

2-Pyridinepropanoic 
acid, .alpha.- 

methyl-.beta.-oxo-, 
ethyl ester Guanosine

3. 조직학적 염색
    Cresyl violet 염색결과 Nor군에서 hippocampus dentate 
gyrus(DG)의 granule cell layer(GCL), subgranular zone(SGZ)
에서 다량의 정상적인 granule cell과 소량의 astrocytes, 
microglial cells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A). 
    SD군의 DG의 GCL가 Nor보다 얇아지고, GCL, SGZ에서 소량

의 granule cell과 다량의 짙게 pyknosis nucleus 뿐만 아니라 
astrocytes, microglial cells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B). 
    LB군과 NS군에서 DG의 GCL이 SD군보다 두껍고 Nor군과 비
슷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 GCL, SGZ에서 다량의 정상적인 
granule cell과 소량의 pyknosis nucleus, astrocytes, 
microglial cells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C, 2D).

Fig. 2. (A, C, D) A photomicrograph of a section in dentate gyrus of 
Normal(A), L. bulbus (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showing the thick granule cell layer containing numerous mature 
granule cells appear with rounded vesicular nuclei in granule cell 
layer. Some pyknosis nucleus (thick arrows), astrocytes(arrows) and 
microglial cells(arrow heads) are also seen. (B) A photomicrograph of a 
section in dentate gyrus of sleep deprivation group(B) showing the thin 
granule cell layer containing numerous apoptotic cells with dark pyknotic 
nucleus(thick arrows). astrocytes(arrows) and microglial cells(arrow heads) 
in granule cell layer. Cresyl violet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apoptotic cells of sleep deprivation 
group. M: molecular layer, H: hilus

3. 면역조직학적 염색
 1) 활성산소(ROS),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생성
    SD군에서의 TNFα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LB군과 NS군에서 TNFα 발
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
소를 보였고, LB군은 NS군에 비해 더 감소를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925)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3). 
    SD군에서의 gp91-phox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LB군과 NS군에서 
gp91-phox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LB군은 NS군에 비해 더 감소를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383)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3). 
    SD군에서의 pJNK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LB군과 NS군에서 pJNK 발현
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
를 보였고, LB군이 NS군에 비해 더 감소를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성(p=0.723)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3). 
    SD군에서의 nNOS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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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LB군과 NS군에서 nNOS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NS군이 LB보다 더 감소를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성(p=0.980)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3). 

Fig. 3. TNFa, gp91-phox, pJNK, nNOS are present in the granular 
layer of Hippocampus Dentate gyrus. Expression is increased in sleep 
deprivation group(B). Weaker expression of TNFa, gp91-phox, pJNK, nNOS 
are seen by L. bulbus (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Also 
note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L. bulbus(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x400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sleep deprivation group.

 2) 세포사멸
    SD군에서의 apoptosis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Fig. 4B) LB군과 
NS군에서 apoptosis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LB군이 NS군보다 더 많이 감소
를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433)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4C, 4D). 

Fig. 4. The TUNEL staining was performed present in the granular 
layer of Hippocampus Dentate gyrus. Expression of Apoptotic nuclei 
are increased in sleep deprivation group(B). Weaker expression of 
apoptotic nuclei are seen by L. bulbus(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Also note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L. bulbus(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x400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sleep 
deprivation group.

   또한 SD군에서의 p53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LB군과 NS군에서 
p53의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감소를 보였고, LB군이 NS군보다 더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925)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5(1)). 
    SD군에서의 proapoptosis인 Bax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
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LB군과 
NS군에서 Bax의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LB군이 NS군보다 더 많이 감소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980)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5(1)). 
    SD군에서의 anti-apoptosis인 Bcl2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
다. LB군과 NS군에서 anti-apoptosis인 Bcl2의 발현은 SD군에 비
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LB
군이 NS군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924)은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LB군과 NS군에서 Bcl2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5(2)). 
    SD군에서의 cleaved caspase3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LB
군과 NS군에서 cleaved caspase3의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LB군보다 
NS 군이 더 많이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382)은 없었
다(Fig. 5(1)). 

Fig. 5. (1) p53, Bax, Cleaved caspase3 are present in the granular 
layer of Hippocampus Dentate gyrus. Expression is increased in sleep 
deprivation group(B). Weaker expression of p53, Bax, Cleaved caspase3 
are seen by L. bulbus (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Also 
note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L. bulbus(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x400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sleep deprivation group. (2) 
Bcl2 are present in the granular layer of Hippocampus Dentate gyrus. 
Expression is increased in L. bulbus (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Weaker expression of Bcl2 is seen by sleep deprivation group(B). 
x400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sleep deprivation group. / **p<0.01 vs. Normal  / *p<0.05 
vs.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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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산화 기전
    SD군에서의 DJ-1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LB군과 NS군에
서 DJ-1의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LB군에서의 DJ-1발현은 NS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적 증가를 보였다. 또한 LB군에서 DJ-1의 발
현은 Nor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고, NS군에서 
DJ-1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6(1)). 
    SD군에서의 SOD1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LB군과 NS군
에서의 SOD1의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LB군이 NS군보다 더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p=0.979)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6(2)). 
    SD군에서의 Nrf2의 발현은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LB군과 NS군에
서의 Nrf2의 발현은 SD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NS군이 LB군보다 더 증가했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성(p=0.079)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6(3)). 

Fig. 6. (1) DJ-1 are present in the granular layer of Hippocampus 
Dentate gyrus. Expression is increased in L. bulbus (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Weaker expression of DJ-1 is seen by sleep 
deprivation group(B). x400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sleep deprivation group. / **p<0.01 L. 
bulbus vs. N. semen  / *p<0.05 vs. Normal (2) SOD1 are present in the 
granular layer of Hippocampus Dentate gyrus. Expression is increased in 
L. bulbus (C),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and sleep deprivation 
group(B). Also note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L. bulbus(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x100 and x400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 **0<0.01 
Normal vs. sleep deprivation group / *P<0.05 vs. sleep deprivation group. 
(3) Nrf2 are present in the granular layer of Hippocampus Dentate gyrus. 
Expression is increased in L. bulbus (C),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and sleep deprivation group(B). Also note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L. bulbus(C) and N. semen(D) administered 
groups. x100 and x400 / Scale bars=100μ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n=3). ***P<0.001 vs. sleep deprivation group

고    찰

    Hippocampus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주요 표적기관이다. 이런 
새로운 세포들은 GCL(granular cell layer)의 경계나 hilus(SGZ, 
subgranular zone)에 위치한다.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 스트레
스에 의해 분비되는 glucocorticoids 수치가 증가하고 
hippocampal glutamate release를 자극하여 dentate gyrus에서 
신경세포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granule cells의 증식을 억
제하게 된다23,24).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박탈로 스트레스가 유발되
면 다량의 글루타메이트가 유리되거나,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반
응 감도가 상승하게 되어 신경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활성산소의 과도한 증가 또는 세포의 항산화력의 감소하게 되면, 
세포내의 항산화적 방어기작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활성산소의 양보
다 훨씬 많이 존재할 때, oxidative stress가 유발된다25,26).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하게 되면 DG의 GCL 두께가 얇
아지고 GCL, SGZ에서 소량의 granule cell과 다량의 pyknosis 
nucleus 뿐만 아니라 별아교세포(astrocytes), 미세아교세포
(microglial cells)가 관찰되었다. 수면박탈을 유도하면서 백합과 연
자육을 경구투여하면 DG의 GCL의 두께가 Nor군과 비슷하고 
GCL, SGZ에서 다량의 정상적인 granule cell과 소량의 pyknosis 
nucleus, astrocytes, microglial cells이 관찰되는 조직학적인 변
화를 볼 수 있었다. 별아교세포(astrocyte)는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신경세포의 이온농도 조절, 신경세포 지지, 
노폐물 제거, 식세포 작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27).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면 글루탐산(glutamic acid)의 
유리가 증가하게 되고 별아교세포에 의한 재흡수가 감소하여 글루
타메이트가 신경연접부위에 축적하여 독성 유발, cytokine 증가, 
활성산소종 생성 및 산화적 스트레스 등을 유도하여 신경세포의 손
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28). 미세아교세포(microglial cells)는 뇌
에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원세포로서 노폐물처리를 담당하는 
기능 외에 활성산소, 일산화질소,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프로스타
글란딘 을 생산하여 염증세포로의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TNF-a
는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에 의해 분비된다29). 본 연구에서 수면박
탈로 인한 미세아교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하여 ROS와 NO를 
생산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적 생리환경에서 면역체계의 포식들은 초과산화이온, 과산
화수소, 수산화 라디칼과 같은 활성산소를 생성하려면 세포막 효소 
단백질(membrane bound enzyme complex)인 NADPH oxidase
가 있어야 한다. NADPH oxidase는 원래 면역계의 대식세포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이물질을 손상시키고 죽이는 작용을 하며 주로 미
생물에 대항하는 방어 기작으로 superoxide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NOX 상동체가 알려져 있지만 NOX의 종류는 크
게 phagocytic form과 non-phagocytic form 두 가지로 구분된
다. phagocytic form의 gp91-phox(NOX2)는 catalytic subunit
으로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non-phagocytic form은 지금까
지 6종류의 NOX 상동체(homologue)가 알려져 있다(NOX1, 
NOX3, NOX4, NOX5, DUOX1, DUOX2)30).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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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한 DG의 GCL, Skinase (JNK/SAPK), p38 kinase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JNK는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 
(SAPK)라고 불릴 정도로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활성화 되고 
apoptosis의 유도에 관련되어 있다31).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
도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의 pJNK발현은 증가하였기에 수면
박탈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백합
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 pJNK의 발현
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Nitric oxide(NO)는 신경계통 및 비신경계통 조직에서 작용하
는 신경전달물질, 신경조절물질 또는 신경독성물질로서 연접형성성
(synaptic plasticity)의 기전에 관여하며, 특히 학습과 기억에 관여
하는 해마의 장기적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free 
radical이다. 신경독소에 의해 glutamate의 유리가 많아져 연접에
서 nNOS가 GZ에서의 gp91-phox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면박탈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활성화 된 것으로 판단된
다.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 
gp91-phox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NADPH oxidase는 TNFα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활성산소를 생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33).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의 TNFα 발현은 증가하였고, 백합과 연
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 TNFα의 발현이 감
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MAPKs는 여러 외부자극에 의해 세포의 성장, 사멸, 분화 등
에 관여하며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c-Jun N-terminal 과도하게 자극되면 다량으로 합성된 NO가 주
변 세포에 독성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NO는 생체내에서 
낮은 농도로 존재하면서 신경세포 보호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높아
지면 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34,35). 세포 내에 Ca2+이 쌓이면 
Calpain(calcium-activated neutral protease family) 등의 고분
자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거나, nitric oxide 
synthase(NOS)가 활성화 되어 NO가 생성되고, NO는 superoxide
와 반응하여 peroxinitrite(ONOO-)를 만들어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36).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의 nNOS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 nNOS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백합과 연자육이 수면박탈
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포자멸사의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되어 왔다. 사망수용체
(death receptor, Fas/FasL, TNF-a 등)를 통한 외인성 세포사멸 
경로와 항암화학제, 활성산소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유발되는 
oxidative stress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매개성(내인성) 세포사멸 경
로가 있다37).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하여 활성산소가 증가하
게 되면 hippocampus dentate gyrus의 GCL, SGZ에서의 
apoptosis 발현이 증가하고,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
의 GCL, SGZ에서 apoptosis 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NO가 apoptosis를 일으키는 기전은 미토콘드리아 의존적이며 
NO에 의한 DNA 손상은 p53 단백질의 축적을 일으키고 이는 미토

콘드리아의 막전위를 파괴하며 cytochrome c의 세포질 내 배출을 
유도한다. 배출된 cytochrome C는 apoptosome을 형성하여 
caspase-9를 절단 활성화시킨 후 다시 caspase-3를 절단 활성화시
킨다. 또한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Bcl-2 계열 단백질인 Bax의 발현
을 증가시키고 Bcl-2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apoptosis를 유도한
다38).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의 
p53 발현이 증가하였고,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 p53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내인성 세포사멸 기전을 살펴보면 Bax는 
평상시에는 monomer로 존재하면서 anti-apoptosis 단백질인 
Bcl-2에 의해 그 작용이 저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수면박탈로 인
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oxidative stress
가 상승하게 되면, apoptosis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Bax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 cytochrome C와 같은 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하위의 caspase를 활성화시켜 apoptosis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39,40). Bax는 미토콘드리아의 칼슘섭취를 조장하여 막 
전압이 감소되어 apoptosis를 매개하는 단백질들이 미토콘드리아
에서 세포질로 유출되는 과정을 촉진하여 apoptosis를 유발하고 
caspase를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증가로 인해 
oxidative stress가 상승하여 apoptosis 신호가 들어왔을 때 
Bcl-2는 비정상적인 칼슘유리를 방해하여 apoptosis를 억제한다
31,37,39).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oxidative stress가 상승하고, 
apoptosis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DG의 GCL, SGZ에서의 Bax, 
Cleaved caspase3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Bcl2 발현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 
Bax, Cleaved caspase3의 발현이 감소하였고 Bcl2의 발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세포사멸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상염색체 열성 유전자인 DJ-1은 세포 내
에서 항산화성 샤페론의 기능을 통해 세포 사멸로부터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조절하여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시킨
다.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면 DJ-1이 anti-oxidant 또는 oxidative 
stress를 감지하는 역할 또한 보고되고 있다. 또 DJ-1 스스로 
oxidation 되어 과산화수소를 청소하는 것이 관찰된 연구결과도 보
고되어 있다40,41).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의 DJ-1발현이 감소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 DJ-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백합과 연자육이 
세포 내에서 항산화성 샤페론의 기능을 통해 세포를 사멸로부터 보
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박탈로 유발된 스트레스로 인한 oxidative stress의 인체 
방어기구는 효소성 방어기전과 비효소성 방어기전이 있다. 효소성 
방어기전은 SOD가 있다. 미토콘드리아 내 호흡작용의 부산물로써 
생성되는 superoxide 분자는 미토콘드리아 효소인 SOD에 의해 빠
르게 과산화수소로 전환된다. 그 후 과산화수소는 세포질 내로 확
산되어 peroxisome 내에서 catalase에 의해 물과 산소로 전환하
여 독성을 제거해준다31,42,43).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 
DG의 GCL, SGZ에서의 SOD1발현이 증가하였고 또한 백합과 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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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의 SOD1 발현보다 
더 많은 발현이 일어났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SOD1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초과산화이온을 과산화수소로 변환시켜 활성산
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화적 손상에 의
해 감소하고 항산화 작용에 의해 증가되어야 하지만 활성산소가 존
재할 경우 산화스트레스가 내재적인 항산화 기전을 증가시켜 
SOD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본 연구에서도 활
성산소로 인해 SOD1이 증가한 이후 백합과 연자육으로 인하여 
SOD1 발현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효소성 방어기전은 전사인자 Nrf2와 센서인자 keap1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성산소에 오래 노출되면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의 
세포 내 중요한 물질들이 비가역적으로 산화되게 된다. 세포는 이
러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에서도 Nrf2 전사 인자에 의한 항산화 반응은 중요한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47). 본 연구에서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
우 DG의 GCL, SGZ에서의 Nrf2 발현이 증가하였고, 백합과 연자
육을 경구투여한 경우에도 수면박탈을 유도한 경우의 Nrf2 발현보
다 더 많은 발현이 일어났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상시 Nrf2가 
매개하는 전사는 음성조절자인 keap-1에 의하여 억제되어 있다가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oxidative stress 발생할 경우 Nrf2는 keap1
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핵 안으로 이동하여 항산화 효소들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포 내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Nrf2의 ubiquitination
을 촉진하는 인자들의 활성을 줄임으로써 Nrf2의 안정성이 높아지
게 된다. 이와 같이 Nrf2 경로의 활성 활성산소가 존재할 경우 
Nrf2의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48,49). 이에 본 실험에서도 활성산소로 
인한 Nrf2가 발생하게 되고 이후 백합과 연자육의 항산화효과 때
문에 더 많은 Nrf2 발현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수면박탈로 유도한 Hippocampus Dentate gyrus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백합과 연자육의 신경보호효과는 다음과 같다. 
    수면박탈을 유도하게 되면 DG의 GCL 두께가 Nor군에 비해 
얇아지고 GCL, SGZ에서 소량의 granule cell과 다량의 pyknosis 
nucleus, 별아교세포, 미세아교세포가 관찰되었다. 수면박탈을 유
도하면서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하면 DG의 GCL의 두께가 Nor
군과 비슷하고 GCL, SGZ에서 다량의 정상적인 granule cell과 소
량의 pyknosis nucleus, 별아교세포, 미세아교세포가 관찰되는 조
직학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수면박탈을 유도하면 Nor군에 비해 DG의 GCL, SGZ에서 
NADPH oxidase, ROS와 oxidative stress 생성과 관련된 TNFα, 
gp91-phox, pJNK, nNOS가 증가하였다. 또한 DG의 GCL, SGZ에
서 apoptosis 발현과 관련된 p53, Bax, Cleaved caspase3가 증
가하였고 Bcl2가 감소하였다. 항산화 기전과 관련된 DJ-1, SOD1, 
Nrf2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반면 수면박탈을 유발하면서 백합과 연자육을 경구투여한 경우 
수면박탈을 유발한 그룹보다 DG의 GCL, SGZ에서 TNFα, 

gp91-phox, pJNK, nNOS가 감소하였다. 또한 DG의 GCL, SGZ에
서 p53, Bax, Cleaved caspase3가 감소되었고 Bcl2가 증가하였
다. DJ-1, SOD1, Nrf2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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