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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Clinically relevant cerebral ischemia is encountered most frequently as a car-
diac arrest or as single or multiple occlusions of the intracranial or extracranial cerebral arter-
ies.1 Yamaguchi et al.2 has introduced a one-stage anterior approach to occlude the common
carotid arteries (CCAs) and vertebral arteries (VAs). Methods : We used a 2-stage anterior
approach for producing transient global ischemia by 4-vessel occlusion (4-VO). Four to five
days after electrocauterization of two VAs using the anterior neck approach, two CCAs were
clipped for 10 min under anesthesia. Aminoguanidine (100 mg/kg) was administered intraperi-
toneally immediately after 4-VO, and then twice a day for three consecutive days. Cresyl vio-
let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for the expression of GFAP, CD11b, nitrotyro-
sine, iNOS, and Bax were performed, using brain slices obtained from the rats that were sac-
rificed 1, 3, 5 and 7 days after reperfusion. Results : Aminoguanidine reduced neuronal cell
death in the CA1 region of the hippocampus. Expression of GFAP, CD11b, nitrotyrosine, iNOS,
and Bax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A1 region of the hippocampus three days after
4-VO. Conclusions : We believe that modified 4-VO is a good method to study transient fore-
brain ischemia as it is simple and inexpensive to perform and can be utilized without stereotaxis,
a pivoting dissection microscope, EEG, a laser flowmeter or the use of Mongolian gerb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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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의 4-혈관폐쇄를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앞목접근법

- 해마의 면역조직학적 변화와 Aminoguanidine이 신경세포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

동물실험에서 임상적인 현상과 유사한 뇌허혈은 흔히 심정

지를 유발하거나 두개골 내외의 뇌혈관들을 막아서 실행된다.

비록 국소적인 뇌허혈을 유발하는 동물 모델이 인간의 뇌졸중

과 아주 흡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시간 동안 혈관을 폐쇄한

후 괴사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허혈부위(penumbra)를 정량

화하는데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1,3,4

괴사부위를 정량화하는데 penumbra에 의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가역적인 전뇌허혈(global ischemia) 모델들이 만들

어졌으며 형태학적, 생화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연구

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다음과 같다.1

1. 심정지/소생술(Blomqvist et al., 1985)3

2. 뇌압의 증가에 의한 전뇌허혈

3. 목조르기(neck tourniquet) 

4. 단두(decapitation) 

5. 빗장밑동맥-온목동맥 폐쇄

6. 온목동맥의 폐쇄와 출혈이나 약물에 의한 저혈압(com-

mon carotid artery occlusion+Hypotension) 

7. 뇌바닥동맥과 온목동맥 폐쇄, 혹은 3-혈관 폐쇄(3-ves-

sel occlusion; 3VO) 모델

8. 온목동맥과 척추동맥 폐쇄, 혹은 4-혈관 폐쇄(4VO)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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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뇌바닥동맥, 날개입천장동맥(pterygopalatine artery),

바깥목동맥, 그리고 온목동맥 폐쇄, 혹은 7-혈관 폐쇄

(7VO) 모델. 

뇌졸중 모델 중 중간 뇌동맥폐쇄법을 이용할 경우 뇌경색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객관적이지만 경색부위

가 너무나 다양하고 예측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연구자는

뇌조직의 허혈-재관류에서 신경세포의 변화를 비교적 객관적이

고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4-혈관 폐쇄법을 이용하고자

하 다. 짧은 시간동안 뇌 전체의 혈류를 차단하면 허혈에 민

감한 해마의 CA1 부위에서 신경세포사를 볼 수 있는데 뇌의

일정 부위를 관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 뇌허혈시 병변의

진행과 기전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자는 Yamaguchi 등2이 만든“one-stage anterior app-

roach for 4-vessel occlusion in rat”에 흥미를 갖고 본 실험을

시작하 다. 기존의 흔히 이용되는 방법에서는 날개구멍(alar

foramen)을 통하여 척추동맥을 전기로 소작하고 하루 지나서

양측의 온목동맥을 일시적으로 막는데, 척추동맥을 소작할 때

뇌척수액이 누출될 때가 있고 제 로 척추동맥이 완전히 끊어졌

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일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Yam-

aguchi 등2의 수정된 4-혈관폐쇄법(4-vessel occlusion: 4-VO)

은 한번에 전뇌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쥐에 스트레스를 덜 주고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

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방법을 실행해 보고 뇌허혈에 한 연

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 다. 

Yamaguchi 등2의 수정된 4-VO을 시행해 보았으나 그들의

결과와 같이 나오지 않았다. 우선 척추동맥을 clipping할 수 없

었고, 그 신 척추동맥을 눈으로 확인하고 전기로 소작하여 끊

은 후 양측의 온목동맥을 막았으나 쥐가 죽어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폐부종으로 죽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척

추동맥을 절단한 후 4-5일 후에 온목동맥을 일시적으로 막으니

실험동물을 덜 잃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ami-

noguanidine을 쥐의 복강내에 투여한 다음, 해마의 CA1 및 CA2

의 신경세포사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뇌의 절편을

이용하여 GFAP, CD11b, nitrotyrosine, iNOS 그리고 Bax에

한 면역염색을 시행하여 일시적인 전뇌허혈 후 그들의 발현을

관찰하고, 본 실험모델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동물과 수술

몸무게가 250-350 g인 수컷 Sprague-Dawley 흰쥐 45마리를

사용하 다. 부드러운 톱밥을 깐 플라스틱 상자에 쥐들을 2-3마

리씩 넣고, 항상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 다. 실험

과정은 한의학회가 제정한 동물실험지침에 따랐다. 

엔플루오렌(Enfluorene)으로 흡인마취를 시행하 으며, 쥐를

뒤로 눕히고 앞목의 중간선으로 피부를 절개한 후 피하 결체조

직과 근육을 조심스럽게 젖히고 방패샘과 기관을 노출시켰다. 양

쪽 온목동맥(common carotid artery)을 노출시키고 그 주위의

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긴목근(Longus colli muscle)을 기

관과 식도를 왼쪽으로 젖혀서 노출시키고 이 근육의 중간을 양

쪽으로 젖혀서 환추(atlas)에서 네번째 경추체의 상부 반을 노출

시켰다. 두번째와 세번째 경추의 횡돌기 사이의 양쪽 척추동맥

을 눈으로 확인한 후 forcep으로 잡고 전기로 소작하 다. 피부

를 봉합하고 4-5일이 지나서 상기 방법으로 마취하고 다시 절개

한 후 양쪽 온목동맥을 microclip으로 10분간 막은 다음 재관류

시켰다(Fig. 1). 온목동맥을 막고 5분 안에 동공이 완전히 열리

고 동공반사가 소실된 쥐만을 이 실험에 포함하 으나 수술 후

발작을 하거나 심한 행동장애가 있는 쥐들은 제외하 다. 

실험군은 다음과 같이 하 다:

1. 정상군(Normal):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았다(n=5). 

2. Sham군: 양쪽 척추동맥을 소작한 후 24시간에 희생시

켰다(n=5). 

3. 조군: 상기 방법으로 양쪽 척추동맥과 온목동맥을 막

았다. 

4. AG군: 조군과 같으나 이 혈관들을 막은 후 aminogu-

anidine hydrochloride (100 mg/kg, Sigma-Aldrich,

St. Louis, USA)을 복강 안으로 준 다음 3일 동안 하루

에 2번 주었다. 

조군에서 이용된 쥐는 수술 후 1, 3, 5 그리고 7일에 희생되

었으며 AG군에서는 재관류 후 1, 3, 7일에 희생되었고, 각 시간

마다 5마리의 쥐를 사용하 다. 

고정액의 관류

Pentobarbital sodium 4 mg/kg을 쥐의 복강 내로 주사하여

마취한 후 흉벽을 제거하고 왼쪽 심실에서 동맥 방향으로 18

게이지 주사바늘을 삽입하 다. 그 다음 오른쪽 심방귀를 가위로

절단한 뒤 50 mL/min의 속도로 연동펌프(peristaltic pump)를

이용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관류시켜 혈액

을 제거하 다. 그리고 4% paraformaldehyde용액 250-300 mL

를 관류시켜 고정을 시행하 다. 제거된 뇌는 4℃에서 24시간

동안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후고정을 시행한 후 30%

sucrose 용액에 4℃에서 하루 이상 방치하 다. 절제된 뇌의

정수리점(bregma)에서 뒤로 3.6 mm에서 4.5 mm 떨어진 곳

에 해당하는 부위를 동결절편기를 이용하여 두께가 40 m가

되게 관상으로 박절한 후, 조직 절편을 보존액(cryoprotectant

solution)이 들어있는 24-well 배양기에 조직 절편을 매 절편마

다 각 well에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넣은 후 하 20℃에서 보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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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yl violet 염색

상기 조직절편을 조심스럽게 꺼낸 다음 0.05 M PBS으로 3회

씻어내고 젤라틴을 입힌 유리 슬라이드 위에 적당하게 올렸다.

30℃ 전기오븐에서 1시간 정도 말려서 조직절편이 슬라이드에

적절히 부착하게 하 다. 조직이 부착된 슬라이드를 꺼내어 증

류수로 3회 씻어내고 0.5% cresyl violet용액으로 30분간 염색

하 다. 이 슬라이드를 증류수에 3-5분간 담근 다음 70%에서

100% 알코올로 탈수하고 carbo-xylene으로 투명화한 후 캐나

다 발삼으로 봉입시켰다. 

광학현미경적 검사

Cresyl violet로 염색된 조직슬라이드를 이용하여 해마의 피

Fig. 1. Rats were anesthetized and placed in the supine position. A 2.5-cm midline skin incision was made on the neck, and with the aid
of a dissection microscope, the subcutaneous connective tissue and muscles were gently retracted to expose the trachea and thyroid (A,
B). The longus colli muscle was then exposed by retracting the trachea and esophagus to the left side (B, C). This allowed for the anteri-
or tubercle of the atlas to be identified through the muscle, thereby verifying the operating location (D). By exposing the cervical vertebral
bodies from the atlas to the upper half of the fourth cervical vertebral body, the bilateral VAs were visualized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transverse processes (D). The vertebral arteries were then isolated carefully without interrupting blood flow and electrocauterization
was performed (D) (arrow). The skin was closed with suture silk and the rat left for 4 days. And then the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ies
(CCA) were isolated and 2-0 silk surgical sutures were loosely placed around the arteries as landmarks for applying microvascular clips
(F, G) The right and left CCAs were occluded in turn with microvascular clips (H). The arteries were allowed to reperfuse 10 min after occlu-
sion. Animals with sham operation underwent the same procedures with the exception of the application of microvascular clips. 

A B C

D E

G H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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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드세포수를 CA1의 내측과 외측 두 부위, CA2 한 부위5를

400배 배율로 양측에서 각각 측정하여 평균치를 이용하 다. 따

라서 CA1에서 4부위를 측정하 고 CA2에서 2부위를 측정하

다(Fig. 2). 

면역조직화학염색

본 연구에 사용한 일차 항체는 단클론 항체인 GFAP(G3893,

Sigma, St. Louis, USA), CD11b (MCA275R, Serotec, Ox-

ford, UK), Bax (SC-7480, SANTA CRUZ BIOTECHNO-

LOGY, INC. Europe)과 다클론 항체인 iNOS (#610329, BD

Bioscience Pharmingen, San Diego, USA), nitrotyrosine (#06-

283, Upstate, NY, USA) 다. 이들을 각각 1:1,000, 1:1,000,

1:500, 1:500,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이차항체는 bio-

tinylated anti mouse IgG (BA-2000, VECTOR, Ingold Road,

Burlingame, USA)와 biotinylated anti rabbit IgG (BA-1000,

Vector, Ingold Road, Burlingame, USA)이고 각각 1:200과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보관된 조직을 이용하 으며 자유부유

면역조직학법(free floating ABC법)으로 하 다. Vectastain

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를 사용하 으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절편을

Fig. 2.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pyramidal neurons in CA1 and CA2 of the hippocampi of rats suffered from transient ischemia.
The rats were subjected to global ischemia for 10 min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Coronal sections (40 m in thickness) were
stained with cresyl violet. Neuronal damage increased with an recovery-time. Cells (probably microglial cells and macrophages) in Stra-
tum radiatum increased with an recovery-time. N, normal; S, sham operation (bilateral vertebral artery occlusion only with one-day recov-
ery); C1. C3, C5 and C7,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s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respectively; SR, Stratum radiatum.

N

HP CA1 CA2

SR

S

C1

C3

C5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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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well 배양기에 5-10개씩 넣고, 0.05 M PBS 용액으로 10분

씩 3회 교반기를 이용하여 세척하 다. 15-20분간 1.0% H2O2

로 반응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 후 0.2% Triton X-100

용액에 20분 반응시키고 PBS 용액으로 세척하 다. 이어서 여

기에 말 혈청과 정상 염소 혈청을 1:100으로 희석시킨 차단항체

를 실온에서 0.5-1시간 반응시킨 후 PBS 용액으로 세척하고,

48시간 동안 4℃에서 일차항체를 가한 후 PBS 용액으로 세척

하 다. 그리고 2시간 실온에서 이차항체(horse anti-mouse

IgG, goat anti-rabbit IgG, 1:100)를 가한 후 PBS 용액으로

세척하 다.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와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키고 PBS 용액으로 세척한 후 0.05% 3,3′-diami-

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Sigma Chemical Co., St.

Louis, USA)로 발색시켰다. 그 다음 조직 절편을 30분 전에 꺼

내놓은 gelatin coated slide에 올린 후 실온에서 두 시간 말렸다.

이어서 슬라이드를 증류수에 10분 동안 담근 후 alcohol로 탈수

시키고 xylene으로 투명화한 후 캐나다 발삼으로 봉입시키고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자료 분석과 통계

본 연구에 사용한 숫자는 평균치±SEM으로 이루어졌다. 각

군 및 아군(subgroup) 사이에서 해마의 CA1 및 CA2에서 신

경세포수의 차이는 t-검정 및 Mann-Whitney rank sum 검정

과 one-way ANOVA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계학적으로 p값

이 0.05 이하이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일시적인 전뇌허혈 후 해마의 뇌세포사

전뇌허혈 후 하루가 지나서 해마의 CA1의 내측에서 피라미

드세포핵의 분절화, 핵농축, 핵용해 등이 관찰되었고 전뇌허혈

후 7일에서는 거의 살아있는 신경세포를 볼 수 없었다. 또한 허

혈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향층(Stratum oriens), 피라미드층

(Stratum pyramidale), 방사층(Stratum radiatum)에서 현저

한 아교세포의 증식을 볼 수 있었다(Fig. 2-4).

양측 해마의 CA1에서 고배율(×400)로 측정한 평균 피라미

드세포 수는 다음과 같다.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정상군에서는

200.6±4.6이고 척추동맥만을 전기로 소작하고 24시간이 지난

Sham군에서는 173.5±1.6이었다. 4-VO 후 1일, 3일, 5일, 그

리고 7일에 희생한 군(Control: C1, C3, C5, C7)에서 피라미드

세포 수는 각각 130±2.7, 37.9±4.4, 14.4±4.5, 그리고 4.1±0.5

이었다. 신경세포사는 정상군과 Sham군 사이에서, C1, C3, 그

리고 C5군 사이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있었으나(p<0.05) C5군
과 C7군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5)(Fig. 5). 
그리고 CA2에서 평균 피라미드세포 수는 정상군, Sham군,

C1, C3, C5, C7군에서 각각 151.2±5.1, 152.5±3.8, 116.5±2.1,

79.9±2.8, 78.0±2.6, 55.6±3.7이었다. 신경세포사는 Sham군과

C1군, C5군과 C7군 사이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있었으나(p<0.05)
정상군과 Sham군 사이에서, 그리고 C3군과 C5군 사이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5) (Fig. 6). 

Aminoguanidine의 투여가 해마의 피라미드세포사에 미치는

향

Aminoguanidine 투여군에서 4-VO 후 1일, 3일, 7일에 희생

N

HP CA1

S

C1

C3

C5

C7

Fig. 3.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CA1 subfield of rats suf-
fered from transient ischemia. The rats were subjected to global
ischemia for 10 min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Coronal
sections (40 m in thickness) were immuno-stained with GFAP.
The expressions of GFAP begun to increase in C3 and increased
with an recovery-time. N, normal; S, sham operation (bilateral ver-
tebral artery occlusion only with one-day recovery); C1. C3, C5
and C7,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a with recov-
ery for 1. 3. 5 and 7 days respectively. 



한 군(A1, A3, A7)에서 CA1의 평균 피라미드세포 수는 각각

155±10.6, 54±9.0, 35.9±3.1이었다. 그리고 A1, A3, A7군에

서 CA2의 평균 피라미드세포 수는 각각 114±3.1, 88.3±4.5,

104.5±3.7이었다. CA1에서 Aminoguanidine의 투여로 C1군과

A1군, C7군과 A7군 사이에서 각각 조군에 비하여 19%와 77%

의 신경세포사가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p<0.05) C3군과

A3군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다(Fig. 7). 또한 CA2에서 Ami-

noguanidine의 투여로 C7군과 A7군 사이에서 각각 조군에

비하여 87%의 신경세포사가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p<
0.05) C1군과 A1군 사이와 C3군과 A3군 사이에서 차이가 없

었다(Fig. 8). 

GFAP 면역염색

GFAP 면역염색에 의하면 별아교세포질에 갈색으로 염색이

되었으며 특히 정상군, Sham군, C1군에서 세포질돌기가 가늘

고 미세하게 보 다. 그러나 C3군에서 상기 군들에 비하여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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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gh-power view of GFAP-positive astrocytes in CA1 regions of the hippocampus. The astrocytes in C1 (A) show slender and fine
cytoplasmic processes. The processes are thick and darkly stained in C7 (B). Also seen are cytoplasmic vacuoles (arrows). C1 and C7,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a with recovery for 1 and 7 days respectively. 

BA

Fig. 5. The number of neurons in the hippocampal CA1 region.
Neurons were counted per high-power field (×400) in the CA1
region. Values given as means±S.E.M. represent 4 measure-
ments in the CA1 hippocampal region per animal (n=5). The rats
were subjected to global ischemia for 10 min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Viable neurons decreased with a recovery-time
(p<0.05), bu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5 and C7 (*p>0.05). Neuronal death is increased in sham group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N, normal; S, sham oper-
ation (bilateral vertebral artery occlusion only with one-day recov-
ery); C5 and C7,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a with
recovery for 5 and 7 day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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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number of neurons in CA2. Neurons were counted per
high-power field (×400) in the CA2 region. Values given as means
±S.E.M. represent 2 measurements in CA2 per rat (n=5). The rats
were subjected to global ischemia for 10 min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Viable neurons decreased with an recovery-time
(*p<0.05), bu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3 and C5 (p>0.05). Neuronal death was not increased in sham
group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N, normal; S, sham
operation (bilateral vertebral artery occlusion only with one-day
recovery); C3 and C5,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a
with recovery for 3 and 5 day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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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1 부위에 있는 별아교세포질의 돌기가 보다 굵고 진하게

보 다. C5군과 C7군에서 세포질과 그 돌기들이 매우 진하고

굵게 면역염색반응을 보 다(Fig. 3, 4). 

CD11b 면역염색

미세아교세포는 정상군, Sham군, C1군에서 세포질돌기가 가

늘고 미세하고 과립상으로 보 다. 일시적인 전뇌허혈 후 3, 5,

7일에 해마의 CA-1에 있는 미세아교세포의 돌기는 짧아지고

굵어져 보 으며, 세포 몸체(cell body)는 둥 고 켜져 보 고

CD11b에 한 강한 면역반응을 보 다(Fig. 9, 10). 

iNOS 면역염색

iNOS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은 해마의 CA-1에 있는

흰쥐의 4-혈관폐쇄를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앞목접근법  399

Fig. 7. The effect of aminoguanidine (AG) on the survival of the
hippocampal pyramidal neurons after 1, 3 and 7 days of reperfu-
sion. AG group of animals (n=15) was administered aminoguani-
dine at a dose of 100 mg/kg i.p. immediately after 4-vessel occlu-
sion and then twice per day for three consecutive days. Viable
pyramidal cells were bilaterally counted per high-power field (×
400) in 2 areas in CA1 of the hippocampus at the level of the coro-
nal sections. Values given as means±S.E.M. represent 4 mea-
surements in CA1 hippocampal regions per animal (n=5). Amino-
guanidine reduced neuronal death 1 and 7 days post-reperfus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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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effect of aminoguanidine (AG) on the survival of the
hippocampal pyramidal neurons after 1, 3 and 7 days of reperfu-
sion. AG group of animals (n=15) was administered aminoguani-
dine at a dose of 100 mg/kg i.p. immediately after 4-vessel occlu-
sion and then twice per day for three consecutive days. Viable
pyramidal cells were bilaterally counted per high-power field (×
400) in one area in CA2 at the level of the coronal sections. Val-
ues given as means±S.E.M. represent 2 measurements in CA3
hippocampal regions per animal (n=5). Aminoguanidine reduced
neuronal death 7 days post-reperfus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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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CA1 subfields of rats suf-
fered from transient ischemia. The rats were subjected to global
ischemia for 10 min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Coronal
sections (40 m in thickness) were immuno-stained with CD11b.
The expressions of CD11b begun to increase in C3 and increased
with a recovery-time. N, normal; S, sham operation (bilateral verte-
bral artery occlusion only with one-day recovery); C1. C3, C5 and
C7,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a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respectively. 



피라미드세포들이었다. 정상군, Sham군, C1군, A1군에서 iNOS

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세포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C3, C5,

C7, A3, A7군에서 iNOS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신경세포들이

관찰되었다. C3와 A3군에서 가장 iNOS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수가 많았다. 그리고 조군과 AG 투여군 사이에 면역반

응의 차이를 알 수 없었다(Fig. 11). 

Nitrotyrosine 면역염색

Nitrotyrosine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세포는 주로 CA-1의 Stra-

tum oriens와 Stratum radiatum에 있는 별아교세포들이었다.

Nitrotyrosine-양성반응은 C3와 A3군에서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C5, C7, A7군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군과 AG 투여군 사이에 면역반응의 차이를 알 수 없었다

(Fig. 11).

Bax 면역염색

Bax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은 해마의 CA-1에 있는 피

라미드세포들이었다. 정상군, Sham군, C1군, A1군에서 Bax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세포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C3, C5, C7,

A3, A7군에서 Bax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신경세포들이 관찰되

었다. C5, C7, A7군에서 Bax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은

무형의 과립상을 보 다. 그리고 조군과 AG 투여군 사이에

면역반응의 차이를 알 수 없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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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pyramidal neurons in
the CA1 subfield of rats suffered from transient ischemia. The rats
were subjected to global ischemia for 10 min with recovery for 1,
3, 5 and 7 days. Coronal sections (40 m in thickness) were im-
muno-stained with iNOS (IN), nitrotyrosine (NT) and Bax (BX).
iNOS-positive neuronal cells are seen in CA1 of the hippocam-
pus (C3). The expressions of nitrotyrosine begun to appear in
C3 and increased with a recovery-time. It was thought that the
notrotyrosine-positive cells were astrocytes. The expressions of
Bax begun to appear in C3. Degenerated cells and necrotic cell
debris are Bax-positive (C5, C7). C3, C5 and C7,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a with recovery for 3, 5 and 7 days
respectively. 

Fig. 10. High-power view of CD11b-positive astrocytes in CA1
regions of the hippocampus. The microglial cells in C1 show slen-
der and finely granular cytoplasmic processes. The processes
are short and darkly stained in C7. The microglial cells are plump
and bushy; C1 (A) and C7 (B), control groups of transient global
ischemia with recovery for 1 and 7 day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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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현재 양측 뇌반구 허혈을 유발하는 모델로 가장 흔히 쓰이

는 방법 중 하나는 Pulsinelli와 Brierley6가 개발한 4-혈관폐쇄

법(4-VO)으로 약술하면 제1경추의 날개구멍을 통하여 척추동

맥을 전기지짐술로 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서 미리 느슨하게 묶

어놓은 양측 온목동맥을 10, 20, 30분간 클립한다. 그들은 4-VO

을 시행할 때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 수준, 각막반사

(corneal reflex)와 걷고 기어오르는 능력의 유무를 임상적으로

관찰하 다.6 연구자는 Pulsinelli와 Brierley의 방법으로 4-VO을

시행하 으나 온목동맥을 클립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의

완전한 소실이나 동공반사의 소실을 관찰할 수 없었고 사지의 경

직과 함께 발작을 하며 쥐가 죽었다. 이것은 완전한 전뇌허혈을

유발하지 못하여 쥐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뒷목으로 접근하여 척추동맥을 육안적으로 확인하여 실로 묶어도

보고 끊어도 보았으나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쥐

의 아종에 따른 목혈관의 변이(variation)가 이 실험에 향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하여 Sprague-Dawley 쥐에서 Wistar 쥐로

바꾸어 보았으나 실험성적이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척추동맥을

완전히 폐쇄시키지 못해서 실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Pulsinelli와 Buchan6은 그들의 모델이 실행하기 쉽고, 허혈성

신경세포손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 발작이 덜 일어나며 마

취가 필요치 않는 등 이점이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제1경추의

날개구멍을 통하여 척추동맥을 전기로 지져서 완전히 막힌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Pulsinelli6의 4-VO에

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취를 한 쥐의 머리를 정위기의 귀

막 (stereotactic ear bars) 안에 놓고 수술 에 붙여놓은 고무

밴드를 이용하여 쥐꼬리에 장력을 가해 경추머리를 수평에서 약

30°아래로 떨구는데, 이 단계는 제1경추를 안정화시키고 회전

시킬 수 있게 하여 날개가 수술 에 수평으로 있게 하여 날개구

멍의 전체 둘레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 으며, 그들은 렌즈를

통한 광원과 축이 있는 해부현미경(pivoting dissection micro-

scope)의 사용이 필수적이다.6 연구자는 Pulsinelli와 Buchan7의

지적처럼 정위기를 이용하지 않았고 상기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

아 시야확보가 힘들었고 적절하게 척추동맥을 전기로 지지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술 중이나 후에 합병증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하 다. Pulsinelli와 Buchan6에 의하면 4-VO을 실패하는

원인으로 막히지 않은 척추혈관이 있거나 쥐의 혈통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 다. 4-VO의 실패 원인으로는 하나의 온전한 척추동

맥이 있어도 충분한 양의 혈액을 뇌로 보낼 수 있고, 또한 목동

맥의 곁순환의 다양성으로 척추동맥과 온목동맥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척추동맥(anterior spinal artery)과 목 및 척추주위

근육에 있는 곁동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라 하 다.6

Kameyama 등8이 고안한 3-VO 모델은 뇌바닥동맥(basilar

artery)을 전기로 지져 끊고 깨어나게 한 다음 하루가 지나서

양측 온목동맥을 클립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Pulsinelli와 Brier-

ley5의 4VO에서 허혈 상태가 일정치 않은 것은 척추동맥이 완

전히 전기로 지져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앞척수동맥(anterior

spinal artery)으로부터 곁순환이 있기 때문이라 하 다. 이 모

델은 급성허혈 동안과 재관류 후에 일어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뇌 변화를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하 다.8 또한 Shirane

등9은 곁순환을 막기 위해 7-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을 고안했는

데 우선 뇌바닥동맥과 양측 바깥목동맥 및 날개입천장동맥을 전

기로 지져 5개 혈관을 막은 후 양측 온목동맥을 클립으로 일시

적으로 폐쇄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일시적인 전뇌허혈 후 관찰되는 세포 수는 해마

의 CA1과 CA2에서 감소되는 양상이 달랐다. CA1 부위에서

정상군, Sham군, 일시적인 허혈 후 1, 3, 5일에서 피라미드세포

의 감소에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으나 5일군과 7일군 사이에 차

이가 없었다. 이는 본 모델에서 정상군과 Sham군 사이에 관찰

되는 세포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처음 척추동맥을 소작할 때 뇌

에 허혈성 손상을 준 것이고, 5일군과 7일군 사이에 차이가 없

는 것은 이미 신경세포사가 5일에 최고점에 이른 것이라고 추측

하 다. 흥미롭게도 CA2 부위에서 정상군과 Sham군 사이, 그

리고 일시적인 허혈 후 3일군과 5일군 사이에서 잔존 신경세포

수의 차이가 없음은 허혈 후 5일군과 7일군 사이에 이차적인 세

포사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본 실험모

델에서 CA1과 CA2 부위에서 신경세포사의 양상이 다른 것으

로 사료되었다. 연구자는 허혈손상의 양상에 따라 CA2 부위에

서 세포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허혈의 초기에는 신경세포의

괴사성 죽음(necrotic death)이 주가 되고 후기에는 세포자멸사

가 주가 된다고 생각하 다. 

본 실험에서 iNOS의 억제제로 알려진 aminoguanidine의 투

여로 신경세포사의 감소를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일과성 전뇌

허혈 후 1일군들과 7일군들 사이에 의미 있는 잔존 세포 수의 차

이가 CA1에서 관찰되었으나 CA2에서는 7일군들 사이에서만 의

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는 해마의 CA1에서 1일군들 사

이에 잔존 세포 수의 차이가 있음은 aminoguanidine의 iNOS 억

제제 외의 다른 약리기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아마도

aminoguanidine의 지연성 신경세포사의 억제에 관여할 것이라

고 생각하 다. 그런데 Cash 등10에 의한 MCAO 모델을 이용

한 실험에서 aminoguanidine의 투여로 T2 강조 자기공명 상

으로 측정한 뇌경색 부피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병변이

증가하는 속도는 감소하 으며, NO 농도와 iNOS 활성도에 향

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aminoguanidine이 iNOS 억제 외에 다

른 사경로에 향을 주어 신경보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하 다.

유발가능산화질소합성효소(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는 독성을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NO를 생산하는 효소

로 뇌허혈을 포함한 수많은 뇌의 병리학적 상태에서 발현된다.

Iadecola 등11은 허혈성 뇌손상에서 iNOS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

하여 iNOS 유전자의 기능소실 돌연변이가 있는 생쥐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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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간 뇌동맥폐쇄(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

AO)로 국소적인 뇌허혈을 일으켰다. 야생형 생쥐에서 iNOS

mRNA 발현이 MCAO 후 24시간과 48시간 사이에 관찰되기

시작하여 7일에 사라졌다 또한 iNOS mRNA의 유도는 iNOS

단백의 발현과 효소활성도와 관련이 있었다. 조적으로 iNOS

유전자의 결핍이 있는 생쥐에서 MCAO 후 iNOS mRNA나

단백의 발현이 없었다. MCAO로 만들어진 뇌경색과 운동기능

결핍은 야생형보다 iNOS 유전자적중생쥐(knockout mouse)에

서 더욱 작았다. 야생형과 knockout형의 생쥐들 사이에서 허혈

정도( 뇌혈류)나 혈관의 반응성(혈압)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iNOS 발현은 허혈 후에 일어나는 뇌손상의 확장에 기여

하는 인자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 하 다.

Niwa 등12은 쥐에게 2주 동안 만성 저산소증에 노출시킨 실

험에서 CA1 해마를 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농축핵을 가진 호산성 신경세포와 현저한 혈관신생을 관

찰하 으며, 신경세포, 아교세포, 그리고 혈관벽에서 iNOS의 발

현을 확인하 다. 그리고 aminoguanidine의 투여로 의미 있게

허혈성 변화와 혈관신생이 감소하 으며 iNOS에 면역반응을 보

이는 세포 수가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 iNOS에 면역반응을 보

이는 세포는 CA1 해마에 있는 피라미드세포 다. 미세아교세포

가 iNOS에 면역반응을 주로 보일 것이라 기 하 으나 일시적

인 전뇌허혈 후 3일부터 면역염색에 양성을 보이는 신경세포들

이 나타났으며 3일에 최고점에 이르 다. 이것은 5일과 7일이

지나면 CA1에 있는 부분의 신경세포들이 죽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 다. 사용된 시약이 iNOS에 한 다클론항체이기는하나 신

경세포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은 비특이적으로 nNOS 단백에 양

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측하 다. 또한 Niwa 등12의 보고에서

도 신경세포가 iNOS에 하여 면역양성반응을 보 다.

Sasaki 등13은 일시적인 전뇌허혈 후 NO 생산과 지연성 신경

세포사(delayed neuronal death)에 관한 연구에서 기본구성산

화질소합성효소(constitutive NO synthase) 억제제인 L-NAME

(N-nitro-L-arginine methyl ester)와 신경세포산화질소합성효

소(neuronal NO synthase, nNOS)의 선택억제제인 7-nitroin-

dazole의 투여로 NO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 고 CA1에 있

는 신경세포의 생존율이 의미 있게 조군에 비하여 높았으며,

따라서 허혈과 재관류 동안 nNOS의 NO 생산으로 쥐 해마의

CA1 부위에서 지연성 신경세포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결론지

을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Lei 등14에 의하면, 모래쥐(Mongo-

lian gerbil)를 이용한 일과성 앞뇌허혈을 유발한 실험에서 7-

nitroindazole (7-NI)의 투여로 전체 NO 사물(NOx
-, NO2

-

plus NO3)의 기초량을 억제하지 않았고 5분간 허혈을 유발한

쥐에서도 NOx
- 양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7-NI

는 10분이나 15분간 허혈을 유발한 쥐에서 증가된 NOx
- 양을

억제하 다. 따라서 허혈 후 해마의 CA1 부위에서 증가된 NO

량은 부분 nNOS에 의하여 생성되고, NO의 기초량은 주로

내피산화질소합성효소(endothelial NO synthase, eNOS)에 의

해서 생성된다고 하 다. 그러나 허혈 후 48시간이 지나서 증가

된 NO 양은 aminoguanidine의 투여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iNOS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15

단백질이나 조직에 있는 티로신의 질화(니트로화) 산물인, 니

트로티로신(nitrotyrosine)은 여러 가지 병리학적 상태나 질병에

서 관찰된다. NO (nitric oxide)는 티로신의 질화반응의 주된

분자로 뇌의 허혈-재관류에서 세포독성을 갖는다. 뇌경색 면

적은 NOS 억제제의 투여로 감소하고, iNOS나 nNOS 유전자

가 파괴된 생쥐에서 감소한다.16-18 Nitrotyrosine은 특히 량으

로 존재할 때 peroxinitrite 형성에 한 비교적으로 특이적이고

안정된 생화학적 표지자이다. Peroxinitrite의 침착은 반응성 질

소종과 산소종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생

성은 한 세포에 모여질 수 없지만, 이것이 조직에 있을 때에는

NO 및 O2-의 존재를 의미한다.18 연구자는 재관류 후 생성된

자유기에 의한 신경세포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니트로티로신에

한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 니트로티로신에 양성반응을 보이

는 세포가 피라미드세포나 미소아교세포일 것으로 예상하 으나

주로 해마의 CA-1 부위에 있는 아교세포이었다. Nitrotyrosine-

양성 세포들은 일시적인 전뇌허혈 후 3일에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5일과 7일에 강하게 발현되었다.

연구자는 신경세포의 세포자멸사에 관여하는 Bcl-2와 Bax에

한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 뇌세포에서 Bcl-2

는 발현되지 않았고, Bax는 허혈-재관류 후 3일에 CA1 부위의

피라미드세포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되었다. Antonawich 등20에

의하면 몽고 gerbil을 이용한 일시적인 전뇌허혈에서 면역탁본법

을 시행한 결과 Bcl-2와 Bcl-xl의 변화가 없었다. Bax 양은 허

혈 후 6시간에 급작스럽게 증가하 으며 72시간이 지나서도 증

가되어 있었다. 이들 세포자멸사 조절단백 중 이합체의 상호작

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면역침전법을 시행하 는데 Bcl-xl과 Bax

의 이합체가 허혈 후 증가하 다. 그들은 Bax의 증가가 신경보

호작용이 있는 Bcl-xl (Bcl-2)이 그 자신 혹은 다른 단백과 결합

하는 것을 방해하여 허혈성 세포사에 관여하고, 따라서 해마의

신경세포를 허혈성 세포사에 민감하게 할 것이라 하 다. Kra-

jewski 등21은 일시적인 심정지로 유발한 쥐의 전뇌허혈을 10분

간 유발하기 전후에 성숙한 쥐의 뇌세포를 면역조직화학적으로

Bcl-2와 Bax의 발현을 시행하 는데 소뇌의 Purkinje 세포와

해마의 CA1과 같은 일과성 전뇌허혈으로 야기된 세포사에 민감

한 신경세포에서 세포사 촉진단백인 Bax의 발현은 증가하고 세

포자멸사 억제단백인 Bcl-2의 발현은 감소하 다고 하 다. 특히

Bax는 세포자멸사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된 세포에서 관찰되었다.

Dixon 등22에 의하면 전뇌허혈과 NF- B의 활성화가 있은 후

해마의 CA-1에서 bcl-x mRNA가 증가하는데 bcl-x의 세포자

멸사형인 bcl-sx가 증가하 고, 따라서 NF- B의 활성화로 bcl-

x의 짧은 형의 증가로 나타나는 bcl-x의 발현이 증가하 다.

세포배양에서 별아교세포는 산소결핍에 하여 해당량(gly-

colytic capacity)을 상향조절하여 신경세포보다 무산소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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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을 갖는다. 허혈상태에서 별아교세포는 루탐산 섭취,

K+ 완충작용, 기질생산, 그리고 자유기의 제거와 같은 방어기능

을 잃게 된다. 더욱이 루탐산 섭취 기전의 역전으로 세포외

공간에 이 신경전달물질이 더욱 증가한다. 국소적이 뇌허혈

후 별아교세포의 종창을 흔히 관찰하는데, 이것은 루탐산, K+

이온과 젖산의 섭취 증가에 따른 삼투압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는 세포외 공간 안에 이들 분자들의 축적을 완화하려는 것이

다. 별아교세포의 종창은 허혈에 한 초기반응으로 뇌내압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관류를 감소시키고, 허혈로 인한 조직손상

을 악화시킨다. 별아교세포의 종창은 더욱 루탐산을 유리시킬

것이고, 세포외 공간의 감소로 신경세포와 별아교세포의 흥분성

에 향을 줄 수 있는 이온 농도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루

탐산 전달체의 역전된 작동으로 일어난 루탐산의 유리와 감소

된 섭취는 루탐산 수용체의 활성화에 잇따른 Ca2+의 유입과

같은 흥분독성기전에 기여한다. 루탐산-작동통로와 전압-작동

통로, 모두를 통한 Ca2+의 유입과 세포내 저장소로부터의 Ca2+

의 유리로 신경세포의 단백 키나제, 인지질분해효소, 단백분해

효소, 그리고 NO 합성효소를 포함하는 많은 효소들이 활성화된

다. 루탐산의 세포외 증가는 별아교세포를 자극하여 ATP뿐

아니라 더 많은 루탐산을 유리시킬 것이다. 더욱이 세포내

Ca2+에 한 완충작용은 에너지-의존적이기 때문에 Ca2+이 독

성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23 별아교세포는 NO와

ONOO- 생성의 주세포이지만 뇌의 항산화 방어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세포는 고농도의 항산화제를 가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신경세포에 루타티온과 같은 중요한 항

산화제에 한 기질을 제공해 준다. 루타티온은 세포의 항산

화 방어에 중심적인 성분이고 ROS를 직접 해독하고 여러 가지

과산화효소에 한 기질로서 작용한다.23

Sulkowski 등24은 심정지-재관류 모델을 이용하여 별아교세

포의 변화에 하여 연구하 는데 별아교세포의 세포분획인 아

교세포막소포를 세포학적 및 면역화학적 방법으로 조사해 본 결

과 재관류 후 7일에 의미있게 GFAP의 증가와 전체 루타티

온의 감소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별아교세포의

루타티온계가 허혈-재산화 동안 형성되는 자유기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뇌 신경세포의 손상이 초

래될 것이라 하 다. 신경손상, 뇌의 외상,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에서 별아교세포의 활성화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신경보호작

용에 관여하는지 아니면 신경독성작용을 하는지는 좀 더 연구하

여야 할 것이다.4 본 실험에서 GFAP에 한 면역염색한 조직

에서 해마의 CA1 부위에서 일시적이 전뇌허혈 후 7일에 별아

교세포의 현저한 비 를 볼 수 있었으나 Fortuna 등25의 보고처

럼 별아교세포의 현저한 증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미세아교세포는 수많은 수용성 및 막-결합 생체분자를 합성

할 수 있는데, 이들 중 어떤 것은 신경보호작용을 어떤 것은 신

경독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아교세포가

이 분자들을 활성화하는 기전은 허혈 연구에 중요한 분야가 되

었다. 뇌에 허혈이 일어나면 염증촉진 유전자들이 활성화하여

혈액뇌장벽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말초 큰포식세포가 뇌실질로

침윤한다. 그러나 뇌허혈에 처음으로 반응하는 염증세포는 뇌에

있는 미세아교세포이다. 이 세포는 뇌의 선천면역에 관여하고

쓸모없는 병원체와 세포파편을 탐식하고 제거하여 죽어가는 뇌

세포로부터 유리되는 독성물질이나 감염에 항한다. 정상적인

뇌에서 미세아교세포는 보통 세포체로부터 길게 뻗은 돌기들을

가진 분지상태로 존재한다. 이 세포의 막에 있는 감응장치가 병

원체-기원의 분자나 다른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하는 물질과 결

합하면 이 세포는 활성화되어 아메바모양으로 변하고 염증에 관

여하는 유전자들을 발현한다. 미세아교세포는 시토카인, 케모카

인, 그리고 성장인자들과 같은 면역조정자들을 합성하고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의 과활성화가 신경염증성 질환과 퇴행

성 신경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유사하게도

뇌허혈과 같은 급성뇌손상에서 미세아교세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허혈손상의 만기에서

자유기에 의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가 허혈 중심부를 싸고 있

는 주변부에서 이차적인 세포사의 주원인이라고 제시하 다. 그

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뇌허혈의 동물모델에서 미세아교세포는

산소공급의 감소에 반응하여 혈관폐쇄 후 몇 분 안에 활성화되

고, 심지어 신경세포사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하다

고 보고하 다. 이것은 미세아교세포가 허혈 초기에 발생하는

신경세포사를 조절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더욱이 염증-촉진 시토카인과 산화질소와 같은 일반적인 면역조

정자에 더하여 미세아교세포는 수많은 향신경성 인자를 합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뇌허혈에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가 반드

시 해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향신경성 인자의 합성 및 분비가

미세아교세포-의존성 신경보호의 주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세아교세포에 의한 신경보호의 또 따른 수단은

이 세포의 루탐산 전달체를 통하여 과량의 세포외 루탐산염

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세아교세포는 루탐산염 전달체를 가지

고 있을 뿐 아니라 향이온성 루탐산염 수용체를 발현한다. 신

경세포의 루탐산염 수용체가 뇌허혈에서 관찰되는 흥분독성과

관련이 있으나 미세아교세포에 있는 루탐산 수용체가 하는 역

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26

Soltys 등27은 허혈손상을 받은 쥐의 뇌에서 미세아교세포의

형태학적인 연구에서 이 세포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분지형

세포는 세포체가 둥 고, 가늘고 규칙적으로 가지를 친 세포돌

기를 가졌고, 비 형 세포는 세포체가 보다 크고 불규칙적이고

세포돌기가 보다 두껍고 불규칙적이고, 덤불형(bush) 세포는

세포체가 크고 많긴 하지만 가지가 빈약한 세포돌기를 가졌으

며, 아메바형 세포는 세포돌기가 없거나 매우 적고 불규적이고

아메바모양의 세포체를 가졌다.27 본 실험에서 정상에서 전뇌허

혈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분지형<비 형<덤불형<아메바형의 순

으로 미세아교세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리학적 상태에서 미세아교세포가 특징적인 분지모양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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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기 때문에 미세아교세포와 혈액에서 유래한 큰포식세포는

OX42 염색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Sugawara 등28은 포식세

포의 활성도 표지자인 CR3에 한 OX42를 이용하여 미세아교

세포/큰포식세포를 관찰하 다. 10분 동안 전뇌허혈 후 5일이

지나서 CA1의 추체세포층 근처에서 면역반응세포들이 관찰되

었고 이들은 적은 수의 세포돌기와 통통한 세포체를 가지고 있

었다. 이 세포들은 활성화된 상재 미세아교세포로 생각된다고

하 고 허혈 후 14일이 지나서 CA1 부위에서 축적된 많은 세

포들이 cresyl violet 염색상 관찰되었으며 이 세포들은 막 모

양의 핵을 가지고 있었다. 세포사 후 14일에서 면역양성 부위는

증가하 으나 OX42-양성 세포의 증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

고 이 소견들은 부분의 OX42-양성 세포들은 혈액에서 유래

한 큰포식세포이고 이들의 역할은 주로 포식작용이라는 것을 시

사해 준다고 하 다.28 본 실험에서도 해마의 CA1 부위에서 허

혈 후 7일에 cresyl violet로 염색된 조직을 관찰한 결과 막 모

양의 핵을 가진 세포들이 매우 증가함을 볼 수 있었으나 CD11b

에 면역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Sugawara 등28의 보고에 동의하

며 신경세포사가 일어난 후 증가된 부분의 세포들은 혈액에서

온 큰포식세포일 것이라고 생각하 다.

연구자는 축이 있는 해부현미경과 정위기를 사용하지도 않았

고, 값이 비싼 모래쥐를 이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한 해부현미

경을 이용하여 4-혈관폐쇄법(4-vessel occlusion: 4-VO)을 시

행하 다. 앞목접근법으로 척추동맥을 폐쇄시켰고 모래쥐룰 이용

한 2-혈관폐쇄법(2-vessel occlusion; 2 common carotid arter-

ies)과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인 전뇌허혈을 유발하 다. 그런데

척추동맥을 폐쇄시키고 24시간이 지나서 희생시킨 Sham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해마 CA1 부위의 신경세포가 감소한 것은 수

술 중 뇌에 허혈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하 다. 따라서 척추동맥

을 막는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연구자가

이용한 방법은 모래쥐의 2-VO에서처럼 쥐에게 덜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 다. 실험의 성공 여부는 동공의 완전한 산 와

빛반사의 소실로 판단하 으며 뇌혈류측정기와 뇌파계를 사용하

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 방법으로 해마의 CA1 부위에서 신경세

포의 소실, 아교세포의 증가, 신경세포에서 iNOS 및 Bax의 발

현, 아교세포의 nitrotyrosine 발현, GFAP에 면역반응으로 확

인한 별아교세포의 활성화, CD11b에 면역반응으로 확인한 상존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aminoguanidine의 투여로 인한

신경세포소실의 감소 등을 관찰하 다. 또한 이 4-VO을 위한

앞목접근법은 간단하고 저렴하게 실행될 수 있어 쥐의 전뇌허혈

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 다. 

참고문헌

1. Melgar MA, Park H, Rafols JA, Diaz FG. A model of global fore-

brain ischemia/reperfusion in the awake rat. Neurol Res 2002; 24:

97-106. 

2. Yamaguchi M, Calvert JW, Kusaka G, Zhang JH. One-stage anteri-

or approach for four-vessel occlusion in rat. Stroke 2005; 36: 2212-4. 

3. Blomqvist P, Wieloch T. Ischemic brain damage in rats following

cardiac arrest using a long-term recovery model. J Cereb Blood

Flow Metab 1985; 5: 420-31. 

4. Lee JH, Hur B. Expression of c-fos, p53, transforming growth fac-

tor-1 and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in hippocampus following

transient forebrain ischemia in Mongolian gerbil. Korean J Pathol

2001; 35: 60-70. 

5. Lein ES, Callaway EM, Albright TD, Gage FH. Redefining the bound-

aries of the hippocampal CA2 subfield in the mouse using gene ex-

pression and 3-dimensional reconstruction. J Comp Neurol 2005;

485: 1-10. 

6. Pulsinelli WA, Brierley JB. A new model of bilateral hemispheric

ischemia in the unanesthetized rat. Stroke 1979; 10: 267-72. 

7. Pulsinelli WA, Buchan AM. The 4-vessel occlusion rat model: me-

thod for complete occlusion of vertebral arteries and control of col-

lateral circulation. Stroke 1988; 19: 913-4. 

8. Kameyama M, Suzuki J, Shirane R, Ogawa A. A new model of bilat-

eral hemispheric ischemia in the rat-Three vessel occlusion model.

Stroke 1985; 16: 489-93. 

9. Shirane R, Shimizu H, M Kameyama, Weinstein PR. A new method

for producing temporary complete cerebral ischemia in rats. J Cereb

Blood Flow Metab 1991; 11: 949-56. 

10. Cash D, Beech JS, Rayne RC, Bath PM, Meldrum BS, Williams SC.

Neuroprotective effect of aminoguanidine on transient focal ischae-

mia in the rat brain. Brain Res 2001; 905: 91-103. 

11. Iadecola C, Zhang F, Casey R, Nagayama M, Ross ME. Delayed

reduction of ischemic brain injury and neurological deficits in mice

lacking the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gene. J Neurosci 1997;

17: 9157-64. 

12. Niwa K, Takizawa S, Kawaguchi C, Kamiya U, Kuwahira I, Shino-

hara Y.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mmunoreac-

tivity in rat brain following chronic hypoxia: effect of aminoguani-

dine. Neurosci Lett 1999; 271: 109-12. 

13. Sasaki T, Hamada J, Shibata M, Araki N, Fukuuchi Y. Inhibition of

nitric oxide production during global ischemia ameliorates ischemic

damage of pyramidal neurons in the hippocampus. Keio J Med

2001; 50: 182-7.

14. Lei B, Adachi N, Nagaro T, Arai T, Koehler RC. Nitric oxide produc-

tion in the CA1 field of the gerbil hippocampus after transient fore-

brain ischemia: effects of 7-nitroindazole and G-nitro-L-arginine

methyl ester. Stroke 1999; 30: 669-77. 

15. Fassbender K, Fatar M, Ragoschke A, Picard M, Bertsch T, Kuehl S,

 404 안 준∙최기용∙강 구외 4인



Hennerici M. Subacute but not acute generation of nitric oxide in

focal cerebral ischemia. Stroke 2000; 31: 2208-11. 

16. van der Veen RC, Hinton DR, Incardonna F, Hofman FM. Exten-

sive peroxynitrite activity during progressive stages of central ner-

vous system inflammation. J Neuroimmunol 1997; 77: 1-7.

17. Cross AH, Manning PT, Keeling RM, Schmidt RE, Misko TP. Per-

oxynitrite formation with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in active

multiple sclerosis. J Neuroimmunol 1998; 88: 45-56. 

18. Hirabayashi H, Takizawa S, Fukuyama N, Nakazawa H, Shinohara

Y. Nitrotyrosine generation via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

vascular wall in focal ischemia-reperfusion. Brain Res 2000; 852:

319-25.

19. Liu JS, Zhao ML, Brosnan CF, Lee SC.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nitrotyrosine in multiple sclerosis lesions. Am J

Pathol 2001; 158: 2057-66. 

20. Antonawich FJ, Krajewski S, Reed JC, Davis JN. Bcl-x(l) Bax interac-

tion after transient global ischemia. J Cereb Blood Flow Metab 1998;

18: 882-6. 

21. Krajewski S, Mai JK, Krajewska M, Sikorska M, Mossakowski MJ,

Reed JC. Upregulation of bax protein levels in neurons following

cerebral ischemia. J Neurosci 1995; 15: 6364-76. 

22. Dixon EP, Stephenson DT, Clemens JA, Little SP. Bcl-Xshort is ele-

vated following severe global ischemia in rat brains. Brain Res

1997; 776: 222-9. 

23. Anderson MF, Blomstrand F, Blomstrand C, Eriksson PS, Nilsson

M. Astrocytes and stroke: networking for survival? Neurochem Res

2003; 28: 293-305. 

24. Sulkowski G, Bubko I, Struzynska L, Januszewski S, Walski M,

Rafalowska U. Astrocytic response in the rodent model of global

cerebr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Exp Toxicol Pathol 2002;

54: 31-8. 

25. Fortuna S, Pestalozza S, Lorenzini P, Bisso GM, Morelli L, Michalek

H. Transient global brain hypoxia-ischemia in adult rats: neuronal

damage, glial proliferation, and alterations in inositol phospholipid

hydrolysis. Neurochem Int 1997; 31: 563-9. 

26. Lai AY, Todd KG. Microglia in cerebral ischemia: molecular actions

and interactions. Can J Physiol Pharmacol 2006; 84: 49-59. 

27. Soltys Z, Orzylowska-Sliwinska O, Zaremba M, et al. Quantitative

morphological study of microglial cells in the ischemic rat brain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J Neurosci Methods 2005; 146:

50-60. 

28. Sugawara T, Lewen A, Noshita N, Gasche Y, Chan PH. Effects of

global ischemia duration on neuronal, astroglial, oligodendroglial,

and microglial reactions in the vulnerable hippocampal CA1 sub-

region in rats. J Neurotrauma 2002; 19: 85-98. 

흰쥐의 4-혈관폐쇄를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앞목접근법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