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33(6):356~362, 2019

서    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과정 뿐 만 아니라 세포
막의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산화효소에 
의해서 과산화수소수 (H2O2), 수산화라디칼 (OH-) 및 과산화물 
(O2

-) 등과 같은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된다. ROS은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화학적인 반응도가 매우 높
아서 세포들은 ROS를 억제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세포에서 항산화 능력을 초과하는 ROS가 생성되면,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가 유발된다. 즉, 과량의 ROS
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단백질, 지질 등과  반응하여 제 
기능을 못하게 하여 세 포손상이 초래된다. 따라서 ROS에 의한 산

화적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환들의 주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이다1). 
    신경세포는 평소 에너지 대사가 많기 때문에서 ROS 발생이 
잘 되고 항산화능력이 다른 세포보다 낮아 ROS에 의한 산화적 스
트레스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2). 특히, 혈류가 저하된 허혈 상태 
자체와 이후 재관류 과정에서 ROS가 현저하게 발생되어 뇌졸중과 
같은 급성 허혈성 뇌 질환에서 신경세포의 손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더불어, 노화에 따른 만성 뇌 혈류장애로 인한 치매 및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이 호발하는 데, ROS에 의한 산화
적 스트레스가 주요 병태 생리로 알려 져 있다1,3). 
    황금(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은 속썩은풀과 식물로 황
금의 주피를 벗긴 뿌리로서 소항염증, 항당뇨, 항균,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항고혈압 등과 같은 다양한 약리적 효능이 있다4).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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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tellaria baicalensis (SB) has widely used in the treatment for various brain diseases in the field of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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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F that had 200 μM H2O2, respectively. Oxidative stress by the treatment of H2O2 resulted in decrease of the 
induction rate of LTP in the CA1 area with a dose - dependent manner. However, the ethanol extract of FSB 
prevented the reduction of the induction rate of LTP caused by H2O2 - induced oxidative stress with a dose - 
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may support a potential application of FSB to ameliorate impairments of 
hippocampal dependent neural plasticity or memory caused by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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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성분은 baicalein, baicalin, oroxylin, wogonin 등의 주요 
약리활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으며5),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
스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소염작용 및 허
혈성 세포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황금은 신경세포에서 산
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였을 뿐 만 아
니라 허혈성 뇌 손상 모델에서 뇌 손상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6). 
황금의 약리적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발효법이 응용되고 있
는데, 발효된 황금(fermented Scutellaria baicalensis, FSB)은 발
효과정에서 황금의 주요성분인 baicalein 및 wogonin 농도가 증가
된다7). 특히 baicalein은 baicalin보다 뇌혈관장벽을 쉽게 통과하
며 뇌에서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8). 이와 함께 baicalein와 
oroxylin은 신경가소성에 관여하는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다9,10).
    해마(hippocampus)는 대뇌 및 편도체 등과 신경망을 이루고 
기억의 형성 및 저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해마는 Cornus 
ammons (CA)와 치상핵으로 구성되고 이들 사이에 매우 많은 시
냅스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시냅스에 흥분성 자극을 가하면 흥분
성 후시냅스전위(field evoked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s, fEPSPs)가 쉽게 발생한다. 또한 시냅스에 강한 전기자
극을 반복하면 fEPSPs의 크기가 커지고 100분 이상 지속되는 현
상이 되는데, 이를 장기강화(long - term potentiation, LTP)라 
한다. 한편 해마 CA1 영역에서 LTP 현상은 기억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신경생리학적 기전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가소성을 관찰하는 
중요한 전기생리학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1). 
    만성 저혈성 흰쥐모델 및 급성 허혈 손상 동물실험에서 황금 
추출물 및 황금의 주요성분인 baicalein와 oroxylin이 행동학적 검
사에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10,12). 본 연구진의 
사전 연구13)에서 발효황금 및 조구등 혼합 추출물이 해마절편에서 
fEPSPs의 진폭 및 LTP를 증가시켰다. 또한 해마 절편에 H2O2에 
의한 산화성 스트레스를 초래하였을 때 LTP 유발율의 감소를 발효
황금 및 조구등 혼합 추출물이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기
억력에 영향에 미치는 황금의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발효
황금 추출물이 해마에서 LTP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Baicalein 성분이 해마의 CA1 영역에서 LTP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 되었 으나14) 황금 추출물 및 발효황금 추
출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H2O2로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태의 해마 CA1 영역에서 
LTP 현상에 대한 발효황금 추출물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체중 100~150 g의 Sprague - Dawley계 수컷 흰쥐
(Saemtaco Biokorea Co, Korea)로서 일상생활에 적합한 환경에
서 사육하고(온도: 22 ± 2℃, 습도: 45~55%) 동물 고형사료
(Saemtaco Biokorea Co, Korea)와 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원광대학교 실험동물 윤리위원회의 규정

을 준수하였다.
    실험군은 정상 뇌척수액만 투여한 정상 대조군(n=5),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하여 H2O2를 투여한 H2O2 투여군(n=5), 그
리고 H2O2와 발효황금 추출물(n=5)을 같이 투여한 H2O2+발효황금 
추출물 투여군으로 구분하였다. 

2. 발효황금 추출물의 제조 및 투여
    발효황금의 제작 및 추출은 Kim 등13)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
였으며 발효과정은 발효전용공장에서 시행하였다. 즉, 효모균
(Saccharomyses sereviciae) 및 매실효소 혼합액을 분쇄한 황금에 
침지하고 발효용기에 넣고 3차 발효하였다. 이때 40~60℃에서 3 습
식과 건식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숙성단계를 진행하였다. 이후 추
출 과정은 세척이 끝난 발효황금을 추출기에 넣고 에탄올 추출방식
으로 3회 반복하여 추출하고 냉동건조로 고형 발효황금 추출물을 
획득하였다. 발효황금 추출물을 뇌척수액에 희석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13)에 근거하여 25, 50 ㎍/ml 농도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해마절편의 제작
    뇌 절편의 제작 및 뇌 척수액의 제조는 사전연구에 근거하였다
15). 간단하게 서술하면 뇌 절편 제작을 위하여 절단용 sucrose 뇌
척수액을 사용하였으며, LTP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정상 인공 뇌척
수 용액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을 과량의 urethane으로 마취 후 
대뇌를 적출하여 냉장 sucrose 용액 (1～2℃)에서 대뇌 반구를 2
0～30°로 기울여 고정한 다음 조직절편기 (vibroslicer: Campden, 
UK)를 이용하여 뇌 절편을 제작한 후 해마영역만 분리하였다. 해마 
절편은 32℃ 인공 뇌척수액에 1시간 동안 방치 후 26℃ 인공 뇌척
수액으로 옮겨 회복하였다. 
    해마 절편의 CA1 영역에 산화성 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해 뇌척
수액에 H2O2를 희석하여 해마절편에 주입하였다. 실험 당일 H2O2 
원액 (30%)을 뇌척수액에서 200 μM, 400 μM 농도가 되도록 희석
하여 해마절편에 분당 2 ml 용량을 주입하였다. 
    또한 발효황금 추출물 원액을 40℃로 가열하여 유효성분들이 
잘 용해될 수 있도록 한 다음 뇌척수액 1 ml 당 25 ㎍, 50 ㎍의 
농도가 되도록 뇌척수액에 각각 희석하여 H2O2 투여전 30분간 전
처치하였다. 이후 다시 200 μM H2O2와 발효황금 추출물을 병행 
투여하였다. 

4. 해마 절편의 CA1 영역에서 흥분성 후 시냅스 유발전위 및 장기
강화 (long-term potentiation, LTP) 기록 및 분석
    해마절편에서 흥분성 후 시냅스 유발전위 (fEPSPs, field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s)의 유발 및 기록은 선행연구
를 근거하였다15). 해마 절편에서 fEPSP 및 LTP의 발생은 한국전자
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64채널 세포외기록시스템 (ETRI, 
Korea)을 사용하였다. CA1 영역의 방사층 중앙부가 64개 전극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64 채널 전극 프로브에 해마절편을 위치시킨 
다음 실버앵커로 고정하였다. fEPSPs의 발생을 위하여 Trigg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형파 전류를 발생시켜 CA1 영역의 방사층 
섀퍼 곁가지 - 교련섬유 (Schaffer's collateral - commiss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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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를 단일 전기자극하였다. fEPSPs 신호는 64채널 신호증폭시
스템에서 신호를 증폭하고 잡신호를 제거한 다음 Signal　 프로그
램으로 기록하면서 4채널을 On-line 상태로 fEPSPs의 기울기 및 
진폭을 분석하여 저장하였다. 
    기저기록(baseline recording)으로 fEPSPs의 최대진폭의 40～
50% 진폭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전기자극 강도로 20초 간격으로 
fEPSPs를 유발하여 30분 이상 기록하였다.
    기저기록 후 LTP 현상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은 세타파(20 Hz, 
4 pulses, 10 busts, interbust interval : 200 ms) 자극으로 20
초 간격으로 4회 자극하여 LTP 현상을 유도하고 1시간 이상 
fEPSPs를 기록하였다.
    각 해마절편에서 당 4채널의 fEPSPs의 기울기 및 진폭 값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TP 유발율을 다음과 같은 환산식으로 
분석하였다. [LTP 유발율 (%) = [(세타파 자극 후 fEPSPs 기울기 - 
기저기록 동안 fEPSPs의 기울기) / 기저기록 동안 fEPSPs의 기울
기)] X 100]. 한편 LTP 유발율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세타파 자극 후 
50~60 분 사이에 산출된 fEPSPs의 기울기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5. 통계분석
    각 해마절편으로부터 세타파 자극 후 50~60 분 사이에 산출된 
평균 LTP 유발율을 산출하였다. 각 실험조건에서 10개의 해마 절
편으로부터 LTP 유발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실
험조건 간의 통계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분석과 사후검정 Tukey's post - hoc test으로 통계적 유의성 분
석하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정상 해마절편의 CA1 영역에서 흥분성 후시냅스 유발전위
(fEPSPs) 및 LTP 현상 유발 
    해마절편 CA1 영역의 방사층을 전기자극하며 유발된 fEPSPs 
파형은 상사층 (SR)에서 잘 발생하였고 전기자극 채널에 가까운 기
록 채널에서 fEPSPs의 진폭이 크게 기록되었다. 
    fEPSPs의 전압 및 기울기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30 분간 기저기록을 실시하였다. 이후 세타파를 4회 자극하여 LTP 
현상을 유발하였으며 fEPSPs의 진폭이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세타파 자극 후 50~60분 사이에 분석하였
을 때 fEPSPs의 기울기로부터 산출된 LTP 유발율은 174.5 ± 
4.5% (n=10)였다(Fig. 1-3). 

Fig. 1. Typical recordings of field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s 
(fEPSPs) (A) and long-term potentiation (B) by using 64 channels in 
vitro multi-extracellular recording system. A-a, photograph showing 
location of hippocampal Cornu ammonis (CA1) area on the recording 
probe having 64 recording electrodes. A-b, Regional distributions of 
fEPSPs evoked by an application of single pulse electrical shock to Schaffer 
collaterals-commissural fibers (dark dot) in the CA1 area of the 
hippocampus. B, Typical changes of fEPSPs traces and temporal changes in 
slope and amplitude of fEPSPs in two recording channels of the recording 
probe following theta-burst stimulation consisting of 5 trains of 5 pulses 
at 100 Hz delivered at 200ms intervals. SM, stratum lacunosum moleculare; 
SR, stratum radiatum; SP, stratumpyramidale; SO, stratum orience.

Fig. 2. Representative examples for potentiation of fEPSPs traces in 
CA1 area following the induction of LTP by theta burst stimulation to 
the Schaffer collateral axons under 4 experimental conditions. Control 
indicates changes of fEPSPs in normal animal. Other lower 3 traces 
indicate changes of fEPSPs traces by the treatments of 0 ㎍/ml, 25 ㎍/ml, 
and 50 ㎍/ml concentrations of fermented Scutellaria baicalensis (FSB) 
under 200 μM concentration of H2O2 in artificial cerebrospinal fluid 
(aCSF), respectively.

Fig. 3. Effect of H2O2 - induced oxidative stress on the induction and 
maintenance of LTP in the hippocampal CA1 area. A. Time-dependent 
changes in the slope of fEPSPs potentiation in the hippocampal CA1 area 
under 0 μM, 200 μM, and 400 μM concentrations of H2O2 in aCSF. B. Bar 
histographs showing comparison of the induction rate of LTP under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2O2 in aCSF. Values were calculated by 
average of slope values of fEPSPs recorded at last 10 minutes after the 
theta burst stimulation. Values at data points are means ± SEM of 
normalized slope of fEPSPs from 10 hippocampal slices. ‡De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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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200 or 400 μM concentration 
of H2O2, respectively (‡p<0.01).

2. 해마절편에서 H2O2 에 의한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한 LTP 유발
율 감소 및 발효황금 추출물의 효과
    기저기록 후 H2O2을 200, 400 μM 농도로 뇌척수액에 각각 희
석하였을 때, fEPSPs의 LTP 유발율이 H2O2 농도 의존적으로 통계
적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즉, LTP 유발율은 H2O2를 처치하지 않
은 정상 대조군의 경우 174.5 ± 4.5%였고, H2O2 200 μM 투여군
(n=10)은 107.8 ± 3.7% (†p<0.01), H2O2 400 μM 투여군(n=10)은 
70.5 ± 11.2% (‡p <0.01)이 였다(Fig. 2, 3).
    CA1 영역에서 200 μM H2O2에 의한 LTP 유발율 억제 현상에 
대한 발효황금 추출물의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효황금 추출물
을 농도 별로 30분간 전처치한 다음 200 μM H2O2와 발효황금 추
출물을 병행 투여하여 LTP 유발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00 μM 
H2O2 만 투여한 실험군과 비교하여 발효황금 추출물의 투여가 
LTP 유발율의 감소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세타자극 후 
50~60분 사이에 fEPSPs의 기울기를 근거로 LTP 유발율은 대조군
(n=10)은 174.5 ± 4.5%, 200 μM H2O2 투여군(n=10)은 107.8 ± 
3.7%, H2O2+발효황금 추출물 25 μg/ml 투여군(n=10)은 138.3 ± 
8.7%, H2O2+발효황금 추출물 50 μg/ml 투여군(n=10)은 155.7 ± 
5.7%을 보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발효황금 투여군에서 LTP 유발
율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p<0.05, ‡p< 0.01), 발효황금을 투여
하지 않은 실험군(0 μg/ml)과 비교하여 25 ug/ml 투여군 
(*p<0.05)과 50 ug/ml 투여군 (**p< 0.01)에서 LTP 유발율이 유
의하게 증가되었다(Fig. 2, 4). 따라서 발효황금 추출물의 투여는 
H2O2의 시냅스 가소성의 억제 현상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Fig. 4. Effect of FSB on H2O2 - induced the impairment of LTP in 
hippocampal CA1 area. A. Time-dependent changes in the slope of 
fEPSPs potentiation in hippocampal CA1 area by the treatments of 0 ㎍
/ml, 25 ㎍/ml, and 50 ㎍/ml concentrations of FSB under 200 μM 
concentration of H2O2 in aCSF following the induction of LTP, respectively. 
B. Bar histograph showing comparison of induction rate of LTP under 3 
different concentrations of FSB + 200 H2O2 in aCSF. Values were 
calculated by average of slope values of fEPSPs recorded at last 10 
minutes after the theta burst stimulation. Values at data points are means 
± SEM of normalized slope of fEPSPs from 10 hippocampal slices in each 
experimental conditions. *Denotes statistically difference between 0 ㎍/ml 
and 25 ㎍/ml or 50 ㎍/ml concentrations of FSB, respectively (*p<0.05, 
**p<0.01). ‡Denotes statistically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0 ㎍/ml, 
25 ㎍/ml, or 50 ㎍/ml concentrations of FSB, respectively (†p<0.05, ‡
p<0.01). 

고    찰

    본 연구에서 해마절편 CA1 영역의 방사층을 전기자극하며 유
발된 fEPSPs 파형은 방사층에서 잘 관찰되었으며, 세타파를 4회 
자극하여 fEPSPs 파형이 커지고 이러한 현상이 60분 이상 지속되
는 LTP 현상이 잘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저기록 후 H2O2를 200, 
400 μM 농도로 뇌척수액에 각각 희석하였을 때 fEPSPs의 LTP 유
발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Fig. 3). 
    LTP는 흥분 의존성 신경가소성의 유형으로 해마 및 뇌 여러 
영역에서 학습 및 기억의 생성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 해마 CA1 
영역에서 LTP 발생은 구심성 신경섬유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자극
하여 흥분성 시냅스인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의 
강한 흥분으로 세포내 칼슘이온의 증가와 세포내 신호전달계의 활
성화가 나타난다11). 이때 세포 내 2차 신호전달계로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ERKs),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 phosphoinositide 3-kinase 등이 활성
화되어 여러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단백질 합성
이 이루어지며 가지돌기 가시 (dendritic spine) 및 다양한 시냅스 
단백질의 증가가 나타나 LTP가 유지되고 이러한 현상이 기억의 생
성에 필수적이다16).  
    한편 BDNF 단백은 해마 및 대뇌 피질에 많이 존재하며 기억 
및 학습에 매우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LTP 유도를 위한 강
한 흥분에 의해 BDNF 단백이 축삭말단에서 분비되고 시냅스를 경
유하여 신경세포의 TrKB 수용체에 결합하여 LTP의 지속적인 유지
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17). 이와 함께 최근 실험연구에서 BDNF 
단백은 신경세포에서 sestrin2 단백의 기능을 강화시켜 항산화 효
과를 증가시켜 세포사멸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BDNF 단백의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 H2O2을 200, 400 μM 농도로 뇌척수액에 각각 희
석하였을 때 fEPSPs의 LTP 유발율이 H2O2 농도 의존적으로 통계
적 감소를 보였다(Fig. 2, 3).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19,20).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O2와 H2O2 
로 전환하는 superoxide dismutase을 전처치하는 경우에도 LTP 
유발율이 감소되었으며 이때 슈퍼옥사이드 억제제를 투여하면 LTP 
유발율의 감소가 없어지는 결과를 보였다21). 그러나 H2O2의 LTP 
억제효과에 대한 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만 
serine/threonine phosphatase 2A 효소의 억제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산화성 스트레스가 해마에서 LTP 생성 및 유지를 억제하고 이러한 
현상에 의해 해마가 관장하는 여러 유형의 기억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신경세포에서도 ROS의 산화성 
스트레스가 신경세포를 쉽게 손상시킬 수 있어 산화성 스트레스가 
만성 퇴행성 질환 및 급성 뇌 손상을 초래하는 뇌졸중, 외상성 손
상에서 신경세포의 손상의 주된 병태기전으로 인식되고 있다1,23).
    해마 CA1 영역은 여러 형태의 학습 및 기억에 관여하는 데
24,25), 뇌 혈류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혈류장애가 쉽게 일어나서, 산
화성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마는 
여러 유형의 대뇌 관련 질환에서 가장 쉽게 손상되는 영역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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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고 있다26). 해마 CA1 영역에서 200 μM H2O2에 의한 LTP 억
제 현상에 대한 발효황금 추출물의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효황
금 추출물을 농도별로 30분간 전처치한 다음 200 μM H2O2와 발효
황금 추출물을 병행 투여하여 LTP 유발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200 μM H2O2만 투여한 실험군과 비교하여 발효황금 추출물
의 투여가 농도 의존적으로 LTP 유발율의 감소를 유의하게 억제하
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4). 따라서 발효황금 추출물의 투여는 
H2O2의 활성산소가 유도하는 시냅스 가소성의 억제 현상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다양한 세포를 대상으로 한 in vitro 
실험들에서 황금 추출물들이 H2O2에 의한 산화성 스트레스로부터 
항산화 효과를 보여 DNA 손상을 막고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매개
되는 세포고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험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4,5,27,28). 한편, 황금의 주요 성분은 baicalein, baicalin, oroxylin, 
wogonin이며, 특히 baicalein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29). 황금의 약리적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발효법이 응용되고 있는데, 발효과정에서 황금의 주요성분들 중 
baicalin이 baicalein으로, wogonoside가 wogonin으로, 
7-O-glucoside oroxylin 이 oroxylin A 전환되어 baicalein, 
wogonin 및 oroxylin A농도가 더욱 증가된다7). 이때 발효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baicalin이 baicalein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90% 이상이다7,30). 즉, 발효과정에서 화학구조식에서 존재하는 포
도당이 제거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작은 형태로 전화됨으로써, 발효 
후 생성되는 유효성분들이 뇌혈관장벽을 쉽게 통과하며 뇌에 보다 
쉽게 작용 할 수 있다. 특히 oroxylin A 가 뇌혈관장벽을 가장 잘 
통과하여 뇌에서 이들 성분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8,31). 
    이와 더불어 황금의 발효된 성분들이 항산화 능력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baicalein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ROS
를 직접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화학적 구조에 기인
한다32). 이에 반하여 baicalin은 baicalein 보다 항산화 효과가 낮
다. SH-SY5Y 세포에서 H2O2에 의한 세포손상을 예방하는 능력이 
baicalein 보다 낮았다. 또한 baicalein은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 
및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여 항산화 효과를 더욱 증진한다9,29).
    Baicalein은 해마 절편에서 NMDA 수용체의 흥분성 증가에 의
한 LTP 유발율을 항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데, 이때 농도의존적으
로 종형(bell) 형태를 보였다. 또한 baicalein의 전처치에 의한 LTP 
유발율의 증가가 phosphoinositide 3-kinase의 억제제에 의하여 
감소되었다. Baicalein의 전처치가 LTP 유발 동안 ERK 및 CREB 
단백의 인산화를 통하여 세포내 신호전달계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baicalein의 경구투여가 흰쥐에
서 해마 의존성 기억 능력을 향상시켰다14). 따라서 baicalein이 해
마에서 LTP 발생을 촉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마에 의한 기억 
및 학습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성분임을 암시한다12). 
    Baicalein와 oroxylin은 in vitro 및 in vivo 실험에서 CREB 
신호전달계를 활성화시켜 BDNF 및 신경성장인자의 발현을 강력하
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신경세포의 분화 및 발생, 축삭성장을 촉
진할 수 있어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를 보였다13,9,33). 또한 신경세포 
내 ERK 신호전달계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

험동물연구에서 baicalein은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항우울 효과를 
보였으며34), orxoxylin A는 만성 허혈성 뇌질환 모델 및 
scopolamine 투여 모델에서 해마의존성 기억력 감소를 효과적으
로 예방하였다35,36). Orxoxylin A의 경구투여가 해마에서 BDNF 
mRNA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또한 피
질 신경세포를 대상으로 patch clamp 연구에서 oroxylin A가 
GABA에 의한 내향성 염소 전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 
oroxylin A가 γ-Aminobutyric acid (GABA) 수용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36).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해마 절편에 발효
황금 추출물의 투여가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
한 LTP 현상의 감소를 막는 효과는 첫째, 발효과정에서 baicalein 
및 oroxylin의 함량이 높아졌으며, baicalein의 항산화 능력, LTP 
유지 능력 및 BDNF 합성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oroxylin의 BDNF 합성 능력도 발효황금의 효능 중 중요한 역할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in vitro 연구에서 해
마 절편을 대상으로 발효황금이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한 LTP 장애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것뿐이다. 따라서 추가적 연구를 통하여 허
혈성 대뇌 질환 및 치매 모델에서 발효황금 추출물이 해마의 신경
가소성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지와 이와 관련된 분자생물학적 변
화 규명이 요구된다. 

결    론

    해마절편에서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하
면 신경가소성의 전기생리학적 지표인 LTP 현상이 용량 의존적으
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발효황금 추출물이 이러한 산화성 스트레스
에 의한 LTP 감소를 용량 의존적으로 예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황금 추출물이 해마의 신경가소성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험
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발효황금의 작용 기전 규명을 위한 추
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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