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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22 신경세포에서 금은화 추출물에 의한 글루타메이트
유도 산화적 스트레스 및 세포사멸 억제 효과
전창환 ㆍ송춘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Inhibitory Effect of Lonicera japonica Thunb. Flower Buds against
Glutamate-Induced Cytotoxicity in HT22 Hippocampal Neurons
Chang-Hwan Jun, Choon-Ho Song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f ethanol extract of Lonicera japonica flower buds (EELJ)
on glutamate-induced neurotoxicity in mouse hippocampus-derived neuronal HT22 cells. Methods : After analyzing the
cytoprotective effect of EELJ on glutamate in HT22 cells, the inhibitory effect of apoptosis was studied using flow cytometry. In
order to analyze the antioxidant efficacy of EELJ, the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glutathione (GSH) were
investigated, and the effects on the activities of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catalase (CAT) were also analyzed. Furthermore,
the effect of EELJ on the expression of apoptosis regulators such as Bax and Bcl-2 in glutamate-treated HT22 cells was investigated.
Results : According the current results, pretreatment with EELJ significantly reduced glutamate-induced loss of cell viability and
release of lactate dehydrogenase. EELJ also markedly attenuated glutamate-induced generation of intracellular ROS, which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s of GSH, and activity of SOD and CAT in glutamate-stimulated HT22 cells. In addition, EELJ was
strikingly inhibited glutamate-induced apoptosis in HT22 cells. Furthermore, the expression of pro-apoptotic Bax was increased
and the expression of anti-apoptotic Bcl-2 was decreased in glutamate-treated HT22 cells, while in the presence of EELJ, their
expressions were maintained at the control levels. Conclusions :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ELJ protects glutamate-induced
cytotoxicity in HT22 hippocampal neurons through antioxidant activity. Therefore, although identification of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of EELJ and re-evaluation through animal experiments is necessary, this natural substance is a promising candidate
for further research in preventing and treating oxidative stress-mediated neurodegenerative diseases.
Key words : Lonicera japonica Thunb., glutamate-induced cytotoxicity, HT22 hippocampal neurons

서

론

는 산화 환원 항상성(redox homeostasis)의 불균형으로 설명되는
데, 이는 세포 내 자유 라디칼(free radicals)의 제거 능력 저하에
2)

뇌와 연관된 신경 퇴행성 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s)의

따른 것이다 . 신경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과잉의 반응성

발병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지만,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핵산, 단백질 및 지질의

1)

stress)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 산화적 스트레스

산화적 변형을 포함한 세포 내 거대 분자들의 손상을 유발하여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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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세포사멸(apoptosis)을 초래한다3). 신경계 중에서, 특히
산소 소비에 크게 의존적인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4)

재료 및 방법
1. 금은화 에탄올 추출물의 준비

CNS)는 산화적 손상에 매우 민감하다 .
뇌의 주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excitatory neurotransmitter)

금은화(The flower buds of L. japonica THUNB.)는 ㈜대한생

인 글루타메이트는 다양한 CNS 장애 및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신

약제품(Busan, Republic of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에탄올 추

5,6)

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중요한 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 즉

출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분쇄한 금은화 분말 100 g을 70% 에탄올

글루타메이트의 과도한 축적은 ROS 생성 및 산화성 신경독성(흥

1 L를 첨가하여 60℃에서 150 rpm으로 3일간 교반시켰다. 그 후

분독성, excitotoxicity)을 활성화시켜 신경세포의 죽음을 유도할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한 후, 상층액

뿐만 아니라 허혈성 뇌졸중, 간질, Parkinson 병 등을 포함한 급성

을 여과지(Whatman No. 3 filter paper, Whatman Interna-

2,3,7,8)

. 따라

tional Ltd., Maidstone, UK)로 여과한 후 40℃ water bath에

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연관 신경세포의 사멸

rotary evaporator을 사용하여 농축하였다. 농축물은 동결 건조하

억제는 신경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접근법으로 적용

여 분말화하였으며 최종 수율은 29.7%였다. 획득된 고형성분인 금

될 수 있다.

은화 에탄올 추출물(이하 금은화 추출물, EELJ)은 실험에 사용하기

및 만성 신경 퇴행성 질환 유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중요한 치료 전략 중의 하나로서 해마

전, −20℃에 보관하였다.

의 기능 유지 및 손상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해마의
기능 유지는 기억 장애 치료에 중요하며, 해마 유래 HT22 신경세

2. 세포배양 및 금은화 추출물 처리

포는 쥐 해마로부터 유래된 세포주(immortalized mouse hippo-

해마 유래 HT22 신경세포(mouse hippocampus-derived

campal HT22 cells)로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해 유발된 뉴런 독성

neuronal cells)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의 연구와 기억 장애를 포함한 뇌 손상 모델로서 광범위하게 사용

V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9,10)

되고 있다

.

serum (FBS, Welgene Inc., Gyeongsan, Republic of Korea),

인동과(忍冬科, Caprifoliaceae family)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

100 U/ml의 penicillin 및 100 mg/ml의 streptomycin (Welgene

성 식물인 인동(忍冬, Lonicera japonica Thunb.)은 한국, 중국,

Inc.)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약초의 일종이다. 금은화(金

Welgene Inc.)을 이용하여 37°C에서 5%의 CO2가 유지되는 세포

銀花)는 인동의 꽃 봉오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통 의학에서 열병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독성에 미치는

11)

및 염증성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특히 최근 Yang
12)

금은화 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HT22 신경세포에 적정

등 은 금은화 추출물이 노화를 지연시키고 노화 관련 질병을 치료

농도의 금은화 추출물 또는 글루타메이트(Sigma-Aldrich Chem-

하는 데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에

ical Co., St. Louis, MO, USA)를 24시간 동안 단독으로 처리하거

서 CNS 장애 및 신경 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 금은화 추출물을 12시간 처리 후 글루타메이트를 24시간 처리

13-16)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

하였다. 금은화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dimethyl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화 추출물에 의한 HT22 신경세포의 보

sulfoxide (DMSO, Sigma-Aldrich Chemical Co.)를 이용하여

호 효과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100 mg/ml의 농도(stock solution)로 만든 다음 이를 DMEM에

에서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금은화 추출물의 HT22 신경세포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보호 기능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HT22 신경세포를 이용하여 금은화
에탄올 추출물(ethanol extract of Lonicera japonica flower
buds, EELJ)의 신경보호 효과를 조사하였다.

3. 세포 생존율 측정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분석법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배양된 HT22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정 농도의 금은
화 추출물(0∼20 μg/ml) 및 글루타메이트(0-20 mM의 처리가 완
료된 후 배지를 제거하고 0.5 mg/ml의 MTT (Sigma-Aldrich
Chemical Co.) 용액을 37℃, 암하에서 처리하여 각 well에 형성된

www.kjacupuncture.org

33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전창환ㆍ송춘호

formazan을 DMSO에 용해시켰다. 3시간 후, 96 well plate에 반

변화는 Biovision, Inc. (San Francisco CA, USA)에서 구입한 kit

응액을 200 μl씩 옮겨서 Enzyme-Linked ImmunoSorbent

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HT22 신경세포에 금은화

Assay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추출물(10 μg/ml)을 12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글루타메이트(5

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군에

mM)가 함유된 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배지

대한 세포 생존율은 아래와 같이 대조군 기준으로 백분율로 나타

를 제거하고 세포들을 모은 후 PBS로 수세하고 5분간 700 ×g로

내었다.

원심분리하였다. 모아진 세포 pellet에 각 kit에서 제공된 ice-cold

Cell viability (%)=

Mean OD in EELJ and/or glutamate-treated cells
×100
Mean OD in untreated cells

assay buffer를 500 μl씩 첨가하여 재현탁시켰다. 세포들을
vortex mixing을 통하여 용해시킨 후 상층액을 각 ELISA reader
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측정은 SOD 활성을 위

4. Lactate dehydrogenase (LDH) 유리의 정량적 분석

해서는 450 nm를, GSH 함량 측정을 위해서는 405 nm를, 그리고

세포독성에 의해 손상된 세포에서 세포 외로 분비되는 LDH의

CAT 활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570 nm를 사용하였다. 실험값은 대

17)

양은 세포독성의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며 , LDH

조군에 대해 각각의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

assay kit (CytoTox96 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

7. 세포사멸 유도 평가를 위한 핵의 형태 변화 관찰

여 적정 시간 동안 금은화 추출물(0-20 μg/ml)과 글루타메이트(5

글루타메이트 처리에 의한 세포사멸의 유발 확인과 금은화 추출

mM)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처리된 배지에서 배양된 HT22 신경세

물의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배양된 HT22

포를 kit에서 제공된 lysis 용액을 이용하여 50분 정도 용해시켰다.

신경세포를 PBS로 2회 수세 후 0.1 M phosphate buffer (pH 7.2)

그 용해 산물을 96 well plate로 옮겨 각 샘플에 LDH 기질 용액

에 희석된 3.7% paraformaldehyde 용액(Sigma-Aldrich Chem-

(substrate solution)을 첨가하였다. 30분 동안 실온의 암하에서

ical Co.)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고정시켰다. 고정된 세

반응한 후 반응정지액을 넣어 반응을 종결시킨 후 plate를 ELISA

포들을 PBS로 다시 수세한 후 0.05 M phosphate buffer (pH 7.2)

reader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값은

에 2.5 μg/ml의 농도로 희석된 4,6-diamidino-2-phenylindole

LDH 분비량의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DAPI, Sigma-Aldrich Chemical Co.) 용액으로 상온 어두운 곳
에서 20분 동안 염색하였다. 이를 다시 PBS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5. ROS 생성량의 측정

후 형광현미경(Carl Zeiss, Oberkochen, Germany) 하에서 핵의

글루타메이트 처리에 의한 HT22 신경세포에서 ROS 생성과 이

형태를 비교하였다.

에 대한 금은화 추출물의 차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fluorescent probe인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8.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세포사멸 유도의 정량적 비교

(DCF-DA, Molecular Probes, Leiden, Netherlands)를 사용하였

다양한 조건에서 배양된 세포들에서 세포사멸의 빈도를 정량적

다. 이를 위하여 처리(10 μg/ml의 금은화 추출물 및 5 mM의 글루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메이트)가 끝난 세포들을 10 μM의 DCF-DA를 이용하여 37℃

금은화 추출물(10 μg/ml) 및 글루타메이트(5 mM)가 단독 또는

에서 1시간 염색하고 비특정의 착색(non-specific staining)을 제

복합 처리된 세포를 5분간 700 ×g로 원심분리하여 수집하였다.

거하기 위하여 생리식염수(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수집된 세포들을 PBS로 수세 후, 75% ethanol을 이용하여 12시간

수세한 후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들을 50 μg/ml의 propidium iod-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각 샘플 당 10,000개 이상의 세포

ide (PI, Sigma-Aldrich Chemical Co.) 용액으로 암하에서 10분

를 대상으로 ROS의 생성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간 염색시킨 후, 35 mm mesh를 이용하여 단일 세포로 분리하고
유세포 분석기에 적용시켜 세포사멸이 유발된 세포를 형광 반응에

6.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 (CAT)의

따라 분석하였다. 세포사멸이 유도된 세포들에 해당하는 세포주기

활성 및 glutathione (GSH)의 정량적 평가

분포도 중에서 sub-G1기에 해당하는 빈도를 산출하여 세포사멸

글루타메이트 처리에 대한 금은화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회복능

빈도로 제시하였다.

을 조사하기 위하여 SOD와 CAT의 효소적 활성화와 GSH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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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dUTP nick

1차 항체 중, Bax (sc-7480), Bcl-2 (sc-7382) 및 actin (sc-7210)

end labeling (TUNEL) 분석

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에서 구입하였다. 검출된 각

세포사멸 유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유세포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densitometric analysis)는 ImageJ

Ⓡ

분석기를 이용한 TUN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terminal

software (v1.48, NIH, Bethesda, MD,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deoxynucleotidyl transferase를 사용하여 절단된 DNA를 검출하

다.

18)

여 세포사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 이를 위하여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에서 구입한 In Situ Cell

11. 통계 처리

Death Detection kit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과정은 제조사가 제공

실험 결과 측정값은 SigmaPlot statistical program version

하는 설명서에 따랐다. 즉, 다양한 조건(10 μg/ml의 금은화 추출

11.2 프로그램(Systat Software, San Jose, CA, USA)을 사용하여

6

물 및 5 mM의 글루타메이트)에서 배양된 세포(2×10 개)를 모아

분석하였다. 각 실험 결과는 평균값(mean)과 표준오차(Standard

서 PBS로 수세후 PBS (200 μl)에 다시 현탁시켰다. 그 후 동량의

deviation, SD)로 나타냈으며, 실험군 간의 통계분석은 Prism 5

2% formaldehyde PBS 용액을 첨가하고, 세포를 교반시키면서 실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였고 one-

온에서 30분 동안 고정시켰다. 그리고 PBS로 세척한 후, 0.1%

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혹은 Student t-test를 통해 시행했

sodium citrate와 0.1% Triton X-100 용액에 5분간 4℃에서 반응

다. 실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p＜0.05

시켰다. 이어서, 세포들을 PBS로 다시 세척하고 PI 용액에서 재현

로 하였다.

탁시키기 전에 37℃에서 90분 동안 enzyme/FITC 표지 용액에
반응시킨 후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하여 세포사멸의 정도를 분석하
였다.

결

10. 단백질의 분리와 Western blot 분석

1. HT22 신경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물 및

금은화 추출물의 산화적 스트레스 보호에 따른 관련 유전자들의

과
글루타메이트의 영향

발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준비된 세포들을 lysis buffer [25

Fig. 1A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은화 추출물이 존재하는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thylene-

배지에서 증식된 HT22 신경세포는 금은화 추출물의 처리 농도가

diaminetetraacetic acid, 1% Nonidet-P40, 1 mM phenyl-

7.5 μg/ml까지 증가할수록 HT22 신경세포의 증식이 유의적으로

methylsulfonyl fluoride 및 5 mM dithiothreitol]를 첨가하여

증가하였으며, 최고 농도인 20 μg/ml 처리군에서는 대조군과 유

4°C에서 1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상층액에 있는 단백질을 분리하

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글루타메이트가 처리된 HT22 신

고 정량한 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

경세포에서는 글루타메이트의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의 생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한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였고,

존율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5 mM 처리군의 경우 58%의 생존율

gel에 함유된 단백질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을 보였으며, 10 mM 처리군에서는 32% 이하의 생존율을 나타내

(Schleicher & Schuell Bioscience Inc., Keene, NH, USA)으로

었다(Fig. 1B). 따라서 HT22 신경세포에 세포독성을 유발시키기

전이시켰다. Membrane은 PBST (PBS with Tween 20)로 만든 5%

위한 글루타메이트의 농도는 5 mM로, 이에 대한 금은화 추출물의

skim milk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검출하고자 하는

보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금은화 추출물의 농도는 10 μg/ml을

단백질에 해당되는 항체들로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

최고 농도로 설정하였다.

PBS-T 용액으로 세척하고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mouse 및 anti-rabbit 2차 항체(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 상온에서 1시간 정

2.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독성
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물의 영향

도 다시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암실에서 enhanced

Fig. 2A에 나타낸 MTT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은화 추

chemiluminescence (ECL) solution (Amersham Life Science,

출물의 전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생존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적용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

율의 감소가 유의적으로 회복되었으며, 대조군 대비 7.5 μg/ml

시켜 해당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및 10 μg/ml 처리군에서는 각각 75% 및 86%의 생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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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EELJ and glutamate on the cell viability in
hippocampal HT2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EELJ (ethanol
extract of Lonicera japonica flower buds, A) and glutamate (GLU,
B) for 24 h. The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an MTT reduction
assay.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2. Protective effect of EELJ on glutamate-induced cytotoxicity
in hippocampal HT22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EELJ for 12 h and then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5 mM glutamate for 24 h. (A)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an MTT reduction assay. (B) LDH release into the
extracellular medium was measured to determine cytotoxicit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glutamate-treated group).

이러한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금은화 추출물의 세포독성 억제 효과

금은화 추출물이 존재한 조건에서 글루타메이트가 처리된 세포를

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LDH 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 2B에서 보는

대상으로 DCF-DA 염색을 실시 후, 유세포 분석기에 적용시켰다.

바와 같이 대조군에서의 LDH의 유리는 5% 정도였으나, 글루타메

Fig. 3A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

이트 처리군에서 LDH의 유리가 대조군 대비 14배 증가된 69%로

트 단독 처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5배 이상 ROS 생성이 증가되었

나타났다. 그러나 7.5 μg/ml 및 10 μg/ml 농도의 금은화 추출물

으며, 금은화 추출물 단독 처리군에서는 대조군과 유사하였다. 그

전처리는 LDH의 양을 각각 32% 및 19%로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

러나 금은화 추출물이 전처리된 세포에서는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다. 이상의 결과는 금은화 추출물이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

ROS의 형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금은화 추출물의 HT22 신경세

이트에 의한 세포독성에 대해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

포 보호 효과가 ROS 형성의 저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는 것이다.

수 있었다.

3.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ROS 생성

4.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GSH 함량
감소와 SOD 및 CAT의 활성 억제에 미치는 금은화 추

의 증가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물의 영향
이상에서 관찰된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금

36

출물의 영향

은화 추출물의 세포독성 억제 효과가 산화적 스트레스의 억제와

이상에서 관찰된 금은화 추출물의 ROS 생성억제가 항산화 시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스템의 기능 회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세포 내 주요

ROS의 생성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항산화 효소인 SOD 및 CAT의 활성과 GSH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위하여 글루타메이트 단독 처리군, 금은화 추출물 단독 처리군 및

을 조사하였다. 먼저 SOD 활성의 경우, 글루타메이트가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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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EELJ on the levels of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and activities of SOD and CAT, and levels of GSH in glutamate-treated
hippocampal HT22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10 μg/ml EELJ for 12 h and then exposed to 5 mM glutamate for 1 h (A) or 24 h (B∼D).
(A) The medium was removed, and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20 min with medium containing 10 μM DCF-DA for 30 min. The intracellular
ROS level was quantitated using a flow cytometer. (B∼D) The activity of SOD and CAT, and levels of GSH were determined by the
commercially available assays and expressed as percentages of the corresponding values for the control group. (A∼D) Each bar represents
#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glutamate-treated group).

처리된 HT22 신경세포에서 대조군 대비 45%가 감소되었다(Fig.

(apoptotic body)의 형성을 DAPI 염색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Fig.

3B). 그러나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SOD의 활성 감소는 금은화 추출

4A에 나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메이트가 단독 처리된

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대조군 대비 90% 이상 회복되었다. 이

HT22 신경세포에서는 세포사멸이 유발되었음을 의미하는 세포사

와 유사하게 글루타메이트에 의하여 감소된 GSH의 수준과 CAT의

멸 사체 및 염색질 응축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금은화 추출물이

활성 또한 금은화 추출물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존재하는 조건에서 배양된 세포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변이가 거의

(Fig. 3C, D). 이상의 결과는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관찰되지 않았다.

의한 금은화 추출물의 ROS 생성 억제 효능이 세포 내 주요 항산화
효소의 활성 유지와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은화 추출물의 세포사멸 억제 효과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PI 염색을 통한 유세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세포사멸이 일어난 세포의 집단에 해당되는 sub-G1기에 속하는

5.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사멸

세포의 빈도가 글루타메이트 단독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9

의 유도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물의 영향

배 이상 증가되어 글루타메이트 처리에 따른 HT22 신경세포의 증

이상에서 관찰된 글루타메이트가 처리된 HT22 신경세포에서

식억제가 세포사멸 유도에 의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금은화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연관된 세포독성의 차단이 세포사

(Fig. 4B, C). 그러나 금은화 추출물이 전처리된 조건에서는 글루타

멸 유도의 억제와 연관성이 있지는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

메이트에 의한 세포사멸의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아울러

하여 세포사멸이 일어난 세포의 핵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염색

핵 내 DNA의 단변화를 검출하는 TUNEL 분석법에 의한 결과에서

질의 응축(chromatin condensation)에 따른 세포사멸 사체

도, 글루타메이트가 처리된 세포에서는 TUNEL에 양성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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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ory effect of EELJ on glutamate-induced nuclear
morphological changes and increase of sub-G1 cells in hippocampal HT22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10 μg/ml EELJ for 12
h before treatment with 5 mM glutamate for 24 h. (A) The cells
were stained with DAPI solution and stained nuclei were observ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original magnification, ×200).
Each image is representativ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cale bar=200 μM. (B and C) The cells were stained
with PI solution for flow cytometry analysis. (B) PI fluorescence
intensity was detected to measure the frequency of cells in each
phase of the cell cycle using a flow cytometer. (C) Sub-G1% was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of the number of cells in the sub-G1
population relative to the number of total cell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glutamate-treated group).

Fig. 5. Suppressive effect of EELJ on glutamate-induced apoptosis in hippocampal HT22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10 μg/ml EELJ for 12
h before treatment with 5 mM glutamate for 24 h. (A) The efficacy
of inducing HT22 cell apoptosis was measured by the TUNEL
assay on a flow cytometer. (B) The percentages of TUNEL-positive
cells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glutamate-treated group).

위하여 글루타메이트와 금은화 추출물의 단독 또는 복합 처리된
이는 세포의 빈도가 대조군에 비하여 19배 증가되었으나, 금은화

조건에서 배양된 HT22 신경세포의 단백질을 추출하여 Bax 및

추출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Fig. 5).

Bcl-2의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blotting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

이러한 결과는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의 산화적 스트

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

레스에 대한 금은화 추출물의 세포독성 보호 효과가 세포사멸 억

메이트가 단독 처리된 배지에서 배양된 HT22 신경세포에서 대표

제와 직접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인 세포사멸 유도(pro-apoptotic) 단백질에 속하는 Bax의 발현
이 증가된 반면, 세포사멸 억제(anti-apoptotic) 단백질군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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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Bcl-2 family

는 Bcl-2의 발현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금은화 추출물의 전처리에

단백질 발현 변화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물의 영향

의해서는 두 Bcl-2 family 단백질들의 발현은 대조군 수준으로 유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세포사멸 유도

지되었다. 따라서 금은화 추출물에 의한 글루타메이트 유도 세포

와 금은화 추출물에 의한 억제 과정에서 세포사멸 조절에 핵심적

사멸의 억제에는 Bcl-2 family 인자들의 발현 변화를 억제함으로

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Bcl-2

써 세포사멸 유도를 차단하여 HT22 신경세포에 대한 보호 작용을

family 단백질에 속하는 Bax 및 Bcl-2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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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입증되었다2,21). 포유동물의 CNS에
서 글루타메이트는 주요 내인성 신경 전달물질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장기간의 노출 또는 고농도에서는 신경독성을
유발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의 죽음을 초래하여 다
6,22)

양한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에 기여한다

. 특히 해마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과도한 ROS의 생성이 세포사멸의 진행에 주
요 요인임이 밝혀졌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T22 신경세포를 대상으로 글루타메이
트에 대한 세포독성 반응에 따른 세포사멸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
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HT22 신경세포에 신경독성
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5 mM의 글루타메이트를 처리하였다. 금
은화 추출물의 경우, 비록 7.5 μg/ml 처리군에서 HT22 세포의
증식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지만 10 μg/ml 처리군에서는 HT22
Fig. 6. Effects of EELJ on the expression of Bax and Bcl-2 in
glutamate-treated hippocampal HT22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10 μg/ml EELJ for 12
h, and then treated with or without 5 mM glutamate for 24 h.
(A) The equal amounts of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and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B) The expression
of each protein was indicated as a fold change relative to the
control. Quantitative analysis of mean pixel density was performed
Ⓡ
using the ImageJ software.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5 compared with
the glutamate-treated group).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10 μg/ml 이하로 선정하
였다(Fig. 1). 본 연구에서 수행된 MTT 분석 및 LDH 유리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금은화 추출물이 전처리된 조건에서 글루타메이트
에 의한 세포독성은 금은화 추출물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
었다(Fig. 2). 이러한 금은화 추출물의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HT22
신경세포 보호 작용에는 ROS 생성의 억제 작용이 동반되었다(Fig.
3A). 따라서 금은화 추출물의 항산화력이 세포독성의 차단과 밀접
한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HT22 신경세포에서
의 ROS 차단 효과는 한약재 유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에 의한
23)

연구 결과 와 잘 일치된다.

고

찰

한편, ROS의 제거를 통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포에는 SOD와 CAT을 포함한 다양한 항산화 방

신경 퇴행성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현재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어 시스템이 존재한다. SOD는 과산화물 음이온(superoxide

사용되고 있는 합성 약물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

anion)을 과산화수소(H2O2)로 변환시키는데 관여하며, 이 생성물

19)

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들은 CAT에 의해 제거된다24). 즉 SOD와 CAT은 뇌 조직을 포함한

새로운 치료 목표와 전략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재 유래

광범위한 인체 조직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antioxidant en-

화합물들은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우수한 효능과 최소한

zyme)로서 ROS의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그리고, GSH는

의 부작용으로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포 내 가장 풍부한 내인성 항산화제로서 SOD 및 CAT의 활성뿐

치료의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 의약자원으로부터 신

만 아니라 증가된 GSH 수준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작용

경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유의적인 후보물질을 도출하기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특히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

위하여 금은화 추출물의 효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HT22

트는 N-acetyl-cysteine의 흡수를 억제하여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

신경세포를 대상으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독성 억제에 대한

을 하는 GSH의 세포 내 농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산화적 스트

금은화 에탄올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기전 연구를 수행하

레스와 세포사멸을 일으킨다

였다.

에서 글루타메이트 처리에 의한 ROS 생성 억제와 함께 SOD 및

25)

26)

3,21)

. 금은화 추출물은 HT22 신경세포

신경 변성에서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병리학

CAT의 효소 활성 억제를 유의적으로 차단시켰다. 아울러 GSH의

적 요인 중 하나는 산화적 스트레스이며, ROS의 과도한 생성에

감소 또한 금은화 추출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하여(Fig. 3B∼

의한 세포사멸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은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발

D),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HT22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금은화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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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항산화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은화 추출
물에 의한 GSH 감소의 차단 효과에 글루타메이트-시스테인 연결

결

론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금은화 추출물은 글루타메이트에 의해

효소가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은 금은화 추출물의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항산화 활성과

유도된 HT22 신경세포의 증식억제를 유의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연관된 세포증식력 회복이 세포사멸 억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

이는 ROS 생성의 억제와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글루타메이트에

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핵의 형태적 변화와 sub-G1기 세포의 빈도

의해 감소된 SOD와 CAT 활성 및 GSH 수준이 금은화 추출물 처리

및 TUNEL 양성 반응의 빈도를 유세포 분석기를 통하여 정량적으

에 의하여 회복었으며, 이는 금은화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재확인

로 분석하였다. 금은화 추출물에 의하여 글루타메이트 유도 HT22

하여 주는 결과이다. HT22 신경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

신경세포의 생존력 저하 차단 효과에서 예측이 가능하듯이, 금은

포독성은 세포사멸 유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금은화 추출

화 추출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사멸이

물을 이를 유의적으로 차단하였다.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HT22 신

거의 대조군 수준으로 억제되었다(Fig. 4, 5). 세포사멸의 촉진과

경세포의 세포사멸 유도에는 Bax의 발현 증가와 Bcl-2 발현의 억

억제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구성된 Bcl-2 family 단백질들(Bcl-2

제가 관여하고 있었으며, 금은화 추출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

family proteins)은 세포사멸의 진행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

들 단백질은 대조군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HT22 신경세포

을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포사멸의 촉진자인 Bax는 미토콘드

에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사멸은 ROS 생성에 따른 미토콘드

리아 외막에 위치하며 미토콘드리아 투과성 전이를 촉진하거나 미

리아 기능 손상과 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은화 추출물은

토콘드리아 외막의 장벽 기능을 약화시켜 세포사멸 촉진 인자의

이러한 손상을 억제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은화 추출

방출을 유도한다. 반대로, Bcl-2와 같은 세포사멸 억제 단백질들은

물은 HT22 신경세포의 퇴행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세포사멸 촉진 인자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투과성

있음을 의미한다.

27)

및 막 장벽 안정화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 그러므로, Bax 계
열 단백질과 Bcl-2 계열 단백질 사이의 발현 균형은 세포사멸 유도
및 억제의 중요한 결정 인자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Bax 및 Bcl-2 단백질의 발현 변화에 미치는
금은화 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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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None.

되었다(Fig. 6). 따라서 HT22 신경세포에서 금은화 추출물은 ROS
생성의 억제와 함께 Bax 및 Bcl-2의 발현 변화를 감소시켜 세포사
멸 개시를 차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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