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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질은 대뇌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흥분에 따른 급격
하고 불수의적이며 가역적인 신경 기능의 장애인 경련이 반복적이
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1). 이 질병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
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전체 환자 가운데 
70％ 이상은 20세 이전에 첫 발작이 생긴다2). 간질 발작은 억제성 
및 흥분성 신경전달, 이온 채널, 신경조절자 등의 기능 이상이 신경 
세포 흥분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gamma-aminobutyric acid(GABA)와 관련된 신경계의 이상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BA 수용기 길항제 투여, 
해마 신경세포의 파괴 등으로 인해 뇌 내 GABA 신경계에 장애가 
발생하면 glutamate성 신경의 과방전이 야기되고, 이것이 전파되면
서 간질 발작 증상이 나타난다3). 따라서 간질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서는 GABA 신경계의 이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의학 문헌에서는 간질을 癲癎, 癲疾, 癎症 등으로 표현하였으
며, 그 발병 기전은 腎虛하여 肝을 養護하지 못하게 되거나, 脾虛하
여 痰이 생겨 情志가 失調하게 되거나, 肝風內動하여 발병 하게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간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침과 
한약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사용해왔으며, 실제로 한의학적 치료법
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상당수 보고되어 있다. 침의 경우 
pentylenetetrazol을 이용한 간질 동물 모델에서 전침 자극이 간질 
소발작을 억제하며4), kainic acid(KA)를 이용한 간질 동물 모델에
서 소부(HT8) 자침이 간질발작을 억제하고 해마 치상회의 신경세포
를 보호하고2), 곡지(LI11) 자침이 kainic acid 투여로 인한 해마의 
신경세포 파괴 및 염증 관련 인자의 발현을 억제한다5)는 연구 내용
이 발표되었으며, 한약의 경우 가미곽향정기산 투여가 소아간질을 
호전시킨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다1).

Kainic acid로 유도된 생쥐의 간질 발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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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gastrodia elata)는 난초과에 속하는 약용식물로 息風止痙
의 효능이 있어 오래전부터 중풍 등 뇌혈류장애에 기인된 질환, 치
매, 간질 등 뇌신경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왔으며6), 항경련, 항
산화, 항염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통, 현기증, 류머티즘, 
신경통, 마비, 고혈압 및 신경통 질환의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7). 
이중에서도 천마의 항경련 작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천마가 흰
쥐에 pentylenetetrazol을 투여하여 나타난 경련6) 및 ICR계 생쥐에 
strychnine 투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강직성 경련과 picrotoxin 투
여로 인한 경련8)에 대하여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GABA 신
경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9,10). 이외
에도 천마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손상을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억
제하며6,11-14), 염증 유발 물질 중 하나인 prostaglandin을 합성하는 
효소 COX-2의 생성을 감소시켜 염증을 억제하기도 한다7,15). 이러
한 결과는 천마가 간질로 인한 경련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
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천마가 실제로 간질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떠한 기전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Glutamate decarboxylase(GAD)-67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glutamate를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와 CO2로 분해함으로써 
GABA의 양을 조절하는 효소로, 간질 발작이 발생하면 이 효소의 
해마 내 발현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한 K+-Cl- 
cotransporter 2(KCC2)는 세포 내의 Cl-의 농도를 낮게 유지시키
는 수송체로, 신경의 과흥분으로 인한 세포의 파괴를 억제하고 신경
의 가소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6), 신경 
손상으로 인한 KCC2의 감소는 발작을 야기하기도 한다17). 하지만 
천마가 GAD-67 및 KCC2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glutamate 유사 화합물로 glutamate와 GABA
로 중계되는 신경 전달을 왜곡시켜 간질 발작을 유도하는 KA를 이
용하여5) 간질 발작 동물 모델을 제작하고, 천마가 KA 주입으로 인
한 GABA 신경계의 이상을 GAD-67 및 KCC2의 발현을 회복시킴으
로써 간질 발작을 억제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되었다(PNU-2014-0538). 실험동물은 체중 20~25 g의 8주령 
C57/BL6계 수컷 검정 생쥐(오리엔트바이오, 한국)를 사용하였으며, 
실험기간동안 스트레스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 1주일 전부터 한국 실험동물 관리 수칙(Guidelines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에 따라 실온(22 ± 3 
℃)에서 12시간씩 낮과 밤이 바뀌는 환경에서 물과 실험동물용 고형 
사료(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한국)를 자유롭게 섭취하게 하였다.

2.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천마는 광명당 제약(울산, 한국)에서 규격품

을 구입하였으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부에서 기
원의 진위와 품질의 상태를 감정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100 g
의 천마를 메탄올 500 ml에 넣고 30분간 초음파로 진탕한 다음 실
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 상층액을 별도로 덜어내고 남은 약
재에 다시 메탄올 500 ml를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추출하였
다. 상층액을 모은 후 와트만지(No. 20)로 2회 거른 다음 감압농축
기(EYELA,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였으며, 농축액은 다시 동결건
조기(Labconco, Kansas City, MO, 미국)를 이용하여 -150℃에서 
건조시켜 동결건조 분말 530 mg을 얻었으며, 이 분말을 물에 녹여 
실험 동물에 경구투여 하였다.

3. 실험군 분류 및 천마 투여
    동물을 무작위로 정상군(normal group), 대조군(control 
group), 천마투여군(GE groups)으로 나누었다. 정상군(n=6) 및 대
조군(n=6)에는 존데를 이용하여 물을 1일 1회씩 3일간 경구 투여하
였으며, 천마투여군에는 존데를 이용하여 각각 50 mg/kg(n=6) 또
는 500 mg/kg(n=6) 용량의 천마를 1일 1회씩 3일간 경구 투여하
였다.

4. KA 주입 및 행동 실험
    마지막으로 물 또는 천마를 경구 투여를 한 후, 30분 뒤에 정
상군에는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30 게이지 BD ultra-Fine II 
insuline syringe를 이용하여 복강 내 주사하였고, 나머지 군에는 
30mg/kg의 KA(Sigma, St. Louis, MO, USA)를 멸균된 생리식염
수에 적정 농도로 용해시킨 후 같은 종류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
강 내 주사하였다. KA 주입 직후부터 간질발작의 심한 정도를 보기 
위하여 생쥐들의 행동 변화를 90분 동안 관찰하였다. 발작의 정도는 
Morrison18)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점수화했다. 이 점수는 0에서
부터 6까지 있는데, 정상은 0점, 20초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1점, 
경직된 자세를 취하면 2점, 반복적으로 긁거나 빙빙 돌거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행동을 하면 3점, 앞다리의 경련이 일어나거나 강직성간
대발작이 일어나면 4점, 10분간 앞다리의 경련 또는 강직성간대발
작이 2회 이상 일어나면 5점, 강직성간대발작이 심하게 발생하여 데
굴데굴 구르거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6점을 부여한다. 발작의 
정도는 처음으로 20초 이상 제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있는 시점인 
발작 시작 시간, 90분 간 최대 발작 점수, 90분 간 3점 이상의 심
한 발작이 발생한 횟수로 평가하였다. 

5. 조직 절편
    KA 주입 6시간 후, isoflurane(포란액, 중외제약, 한국)을 이용
하여 생쥐들을 마취시키고, 0.05 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로 관류하여 체내의 혈액을 제거시켰으며, 0.1 M 
phosphate buffer에 4 % paraformaldehyde(PFA)를 녹인 용액을 
관류시켜 조직을 고정시켰다. 그 후 생쥐의 뇌를 적출하여 하루 동
안 PFA에 담가 조직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30 %의 sucrose 용액
에 담근 후 조직을 절편할 때 까지 4 ℃ 냉장 보관하였다. 뇌 조직
은 40 ㎛의 두께로 cryotome(Leica Microsystems, Wetzlar, 독
일)을 사용하여 절편하였으며, 조직 중 해마 부분(-1.82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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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regma)을 선정하여 이 부위를 주로 사용하였다. 

6. 면역조직염색화학법 (Immunohistochemistry)
    뇌 조직 중의 GAD67, KCC2 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면
역조직염색화학법을 실시하였다. GAD-67과 KCC2 일차 항체(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미국)를 각각 0.05 
M PBS에 희석한 용액에 1:100의 비율로 희석시키고, 조직과 4 °C
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0.05 M PBS로 5분간 3번씩 세
척한 후, 이차 항체인 biotinylated anti-rabbit IgG(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 미국)를 조직과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Avidin Biotin Complex(Vector 
Laboratories Inc.)를 만들어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이것
을 diaminobenzidine을 이용하여 5분간 발색시키고, 조직을 슬라
이드에 부착한 후 알코올을 이용하여 탈수시켰으며, mounting 
fluid를 이용하여 커버글래스를 붙였다. 현미경(Axio Scope.A1 
microscope, ZEISS, 독일)과 카메라(AxioCam ICc3 camera, 
ZEISS)를 이용하여 해마의 cornu ammonis (CA) 1, CA3 부위를 
촬영한 후, Image-pro plus 5.1(Media cybernetics, MD, 미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ptical density(OD)를 평가함으로써 
GAD-67, KCC2의 발현정도를 측정하였다.

7.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통계는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간질발작 정도의 그룹간 차이 및 
GAD-67, KCC2의 발현 정도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한 후 Scheffe post-hoc test를 사용해 
사후 검정하였다. 유의수준은 p 값이 0.05보다 적은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천마가 KA로 유발된 간질 발작에 미치는 영향
    발작 시작 시간인 생쥐가 KA 투여 직후부터 처음으로 20초 이
상 제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있는 시점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의 경
우 관찰하는 동안 발작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조군의 경우 
167.00 ± 14.88초에서 발작이 시작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천마투
여군의 경우 50 mg/kg를 투여하면 207.75 ± 13.83초, 500 
mg/kg을 투여하면 238.80 ± 6.69초 후 발작이 시작되는 것을 관
찰하였으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발작 시작 시간이 늦추어
졌다(50 mg/kg: p<0.05; 500 mg/kg: p<0.01; Fig. 1A). 
    다음으로 KA 투여 후 90분간 최대 발작 점수를 평가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최대 발작 점수가 평균 5.25 ± 0.25점이었으나, 천
마투여군의 경우 50 mg/kg를 투여한 경우 3.50 ± 0.87점으로 감
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500 
mg/kg를 투여한 경우 1.50 ± 1.19점으로 대조군에 비해 최대 발
작 점수가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Fig. 1B).
    마지막으로 KA 투여 후 90분간 3점 이상의 심한 발작을 일으
키는 횟수를 평가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90분 간 심한 발작이 

10.67 ± 2.87회 관찰되었으나, 천마투여군의 경우 50 mg/kg 투여 
시 3.40 ± 1.69회, 500 mg/kg 투여 시 2.60 ± 1.14회로 두 용량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p<0.05) 심한 간질 발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C).

Fig. 1. Effect of GE on kainic acid (KA)-induced epileptic seizure. (A) 
Onset of immobility after KA administration. (B) Biggest seizure score and 
(C) Number of severe seizures during 90 min after KA administration. 
Normal, saline-injected group; Control, KA-injected group; GE, gastrodia 
elata-administrated and KA-injected group. Data are shown as means ± 
SEM.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2. 천마가 KA로 유도된 해마 CA1, CA3에서의 GAD-67 발현에 미
치는 영향
    천마를 복용시킨 KA 유도 간질 생쥐의 해마 CA1과 CA3 영역
에서 GAD-67의 발현 변화를 optical density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CA1 영역의 경우 정상군(100.00 ± 5.75%)에 비해 GAD-67
의 발현이 유의하게(75.71 ± 4.52%, p<0.05) 감소하였으나, 천마를 
투여한 경우 GAD-67의 발현이 정상군 대비 50 mg/kg의 경우 
95.01 ± 3.43%, 500 mg/kg의 경우 102.00 ± 6.66%로 나타났으
며, 두 용량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p<0.05) 발현이 증가하였
다. CA3 영역의 경우 GAD-67의 발현 또한 KA 투여 시 정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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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5.02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78.10 ± 0.49%, p<0.05)
하였으며, 천마 투여 시 GAD-67의 발현이 50 mg/kg의 경우 정상
군 대비 88.38 ± 3.97%로 회복되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고, 500 mg/kg의 경우 정상군 대비 107.70 ± 8.06%
로 GAD-67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p<0.01) 상승하였다
(Fig. 2).

Fig. 2. Effect of GE on kainic acid (KA)-induced glutamate 
decarboxylase (GAD)-67 immunoreactivity in CA1 and CA3 of the 
hippocampus. (A) Results of GAD-67 immunostaining in the CA1 and CA3 
of the hippocampus. (B) Relative values of GAD-67 expressions in the CA1 
and CA3. Scale bar represents 100 μm. Normal, saline-injected group; 
Control, KA-injected group; GE, gastrodia elata-administrated and 
KA-injected group. Data are shown as means ± SEM. *p<0.05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3. 천마가 KA로 유도된 해마 CA1, CA3 세포에서의 KCC2 발현에 
미치는 영향
    천마를 복용시킨 KA유도 간질 생쥐의 해마 CA1과 CA3 영역
에서 KCC2 발현의 변화를 optical density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
과, CA1 영역의 경우 KA 투여 시 KCC2의 발현이 정상군(100.00 
± 16.96%)에 비해 감소(69.11 ± 10.96%)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으며, 50 mg/kg의 천마 투여 시에는 KCC2 발현이 정상군 
대비 77.46 ± 2.72%로 회복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500 mg/kg의 천마 투여 시에는 발현이 정상군 대비 
133.46 ± 13.58% 증가하였으며, 이는 KA를 투여한 대조군 및 50 
mg/kg의 천마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p<0.05) 증가한 것이다. 
CA3의 경우 KA를 투여한 대조군의 KCC2 발현이 정상군(100.00 ± 
7.93%)에 비해 감소(81.76 ± 10.37%)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
었으며, 50 mg/kg의 천마 투여 시에는 KCC2 발현이 정상군 대비 
116.07 ± 14.22%로 회복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
었다. 500 mg/kg의 천마 투여 시에는 KCC2의 발현이 정상군 대비 
135.78 ± 14.16% 증가하였는데, 이는 KA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p<0.05) 증가한 것이다(Fig. 3). 

Fig. 3. Effect of GE on kainic acid (KA)-induced KCC2 
immunoreactivity in CA1 and CA3 of the hippocampus. (A) Results of 
KCC2 immunostaining in the CA1 and CA3 of the hippocampus. (B) 
Relative values of KCC2 expressions in the CA1 and CA3. Scale bar 
represents 100 μm. Normal, saline-injected group; Control, KA-injected 
group; GE, gastrodia elata-administrated and KA-injected group. Data are 
shown as means ± SEM.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
p<0.05 compared with the 50 mg/kg GE-administrated group.

고    찰

    간질은 병적 뇌신경원의 과도한 방전으로 인하여 발작이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이온 채
널, 이온의 항상성, 호르몬, 및 신경조절자등의 이상 등으로 발병하
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뇌신경에서 신호의 전달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물질인 GABA와 관련된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과흥분 상태가 
주요한 발병 기전 중 하나이다19).
    천마는 예로부터 중풍, 치매, 간질 등 뇌신경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왔으며, 실험적 연구를 통해 뇌경색 및 뇌부종 감소 효과21)

와 뇌 내 신경세포 보호 효과12)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간질 발작 
동물 모델에서는 GABA 수용체의 활성화9)를 통해 간질 발작의 시작 
시간을 늦추고 발작의 강도를 낮추는 등의 항경련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22,23). 또한 천마는 pentylentetrazole을 투여하여 간질 
발작을 유도한 흰 쥐의 뇌 조직에서 glutamate를 감소시키고 
GABA를 증가시키며8), AlCl3 투여로 기억 장애를 유발한 흰 쥐의 
뇌 조직 내 glutamate와 GABA의 수준을 정상범위로 조절하는24) 

등 glutamate와 GABA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발작, 기억 장애 등 
뇌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을 개선시킨다. 종합하면 천마가 
glutamate와 GABA의 양을 조절하고 GABA 수용체를 활성화함으로
써 간질 발작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천마가 glutamate와 
GABA의 양을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 조절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천마가 glutamate를 GABA로 전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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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67의 발현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GAD-67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glutamate를 억제성 신경전
달물질인 GABA로 전환시키는 효소로써, 이 효소의 발현이 증가하
게 되면 중추신경계 내 GABA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증가된 GABA
가 세포막에 있는 수용기에 결합하면 이로 인해 음이온인 Cl- 이온
이 GABA 수용기를 통해 세포내로 유입되어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억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간질을 유발시키기 위해 사용한 KA는 
glutamate 유사 화합물로, 투여 시 뇌 내 glutamate 수용기를 과
도하게 자극하여 glutamate 및 GABA성 신경 전달 체계의 기능 이
상을 발생시키고 GAD-67의 발현을 감소2)시키는데, 이러한 뇌 내 
신경 기능의 변화는 간질 발작을 야기하게 된다5). 하지만 KA 투여
로 인한 간질 발작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해마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침 치료2)와 KA 투여로 인한 치사율 및 발작기간을 감소시키는 타
우린 투여19)의 경우 모두 KA 투여로 인한 GAD-67의 발현 억제를 
회복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GAD-67의 발현 조절이 KA 
투여로 인한 간질 발작의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 투여 후 해마 CA1 및 CA3에서의  
GAD-67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천마를 투여하면 KA 투여로 인한 
GAD-67 발현의 억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천마
가 해마 내 GAD-67의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인 glutamate를 감소시키고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를 증가
시켜 KA 투여로 인한 신경의 과흥분을 억제함으로써 간질 발작 증
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KCC2는 세포막의 Cl- 이온 기울기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GABAA 수용기의 작용을 돕는다. 이 단백질은 세포 내의 Cl-를 세
포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세포 내 Cl--의 농도를 낮추는데, 이러한 
KCC2의 Cl- 이온 기울기 조절 기능은 연접 후 억제(postsynaptic 
inhibition) 및 흥분세포독성(excitotoxicity)으로 인한 신경 네트워
크의 파괴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5). 본 연구에서는 간질 
동물 모델에 천마를 500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하자 CA1 및 CA3
에서 KCC2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이러한 천마 복용으로 인한 KCC2 발현의 증가는 Cl-를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세포막이 과분극 되어 CA1 및 CA3 신
경세포의 과흥분 상태를 억제시킴으로써 KA 투여로 인한 흥분세포
독성을 억제하고 GABA의 작용을 보조함으로써 간질 발작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천마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6,27), 이러한 천마의 신경세포 보호 기전
에 천마 투여로 인한 KCC2의 발현 증가가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
로 추측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천마가 CA1 및 CA3 부위의 GAD-67의 발현
을 증가시킴으로써 GABA 신경계를 조절하고, KCC2 발현을 증가시
킴으로써 흥분세포독성을 억제하여 간질 발작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천마의 어떠한 유효성분이 GAD-67 및 KCC2의 
활성화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이 기전 이외에 다른 간질 발작 억제 
기전이 존재하는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다. 실제
로 본 연구에는 천마를 50 mg/kg 투여했을 때 간질 발작의 시작 
시간 및 심각한 발작의 횟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GAD-67 및 
KCC2의 발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에, GABA 신경세포의 활성 

회복 이외에 다른 간질 발작 억제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간질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천마의 간질의 치료 효과 및 기전
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KA로 유발된 생쥐의 간질 발작 정도를 Morrison의 방법을 이
용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천마가 간질 발작의 시작 시간을 늦추고, 
발작의 강도 및 심한 발작의 횟수를 감소시켰다.
    KA를 주입한 동물의 경우 해마 CA1과 CA3에서 glutamate를 
GABA로 전환시키는 GAD-67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었으나, 천마를 복용한 경우 GAD-67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되었다.
    천마 복용 후 KA가 주입된 동물의 해마 CA1과 CA3에서 세포 
내의 Cl-를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는 KCC2의 발현이 천마를 복용하
지 않고 KA가 주입된 동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천마는 GAD-67과 KCC2의 발현을 증가
시킴으로써 KA 투여로 인한 GABA 신경세포의 활성 저하를 회복시
키고, 해마 신경세포의 과흥분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간질 발작의 시
작 시간을 늦추고, 발작의 강도 및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천마의 간질 발작 억제 효과는 추후 간질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신약 개발 및 천마 약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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