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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실험적실험적실험적실험적    간질에서간질에서간질에서간질에서    Matrix MetallMatrix MetallMatrix MetallMatrix Metalloproteinasesoproteinasesoproteinasesoproteinases의의의의    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    역할역할역할역할 

 

간질의 발생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징후성 부분간질의 경우에는 뇌 

손상으로 기인된 뇌세포 손실과 이를 보상하기 위한 뇌조직의 재구성이 중요한 기

전으로 생각되고 있다. Matrix metalloproteinase(MMP)는 조직의 재구성에 관여하

는 물질로써 몇몇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급성기에 이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

다. 본 연구는 간질의 병인과 관련되어 MMP의 발현과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간질 모델로는 C57/BL 6 마우스에서 pilocarpine 투여에 의한 급

성 중첩성 간질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급성 간질과 지연 간질의 임상 양상과 전기생

리학적인 특성을 동시에 관찰하기 위해 video-EEG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였다. 

급성 간질 발생 후 마우스 해마에서 MMP의 발현을 gelatin zymography와 

Western blotting으로 관찰하였고, 세포 손실은 cresyl violet 염색으로 관찰하였으

며 세포고사는 TUNEL 염색으로 관찰하였다. 발현된 MMP의 역할을 보기 위해 

MMP 억제제를 투여한 후 급성 간질의 양상을 관찰하였으며, 지연 간질에서의 

MMP의 역할을 알기 위해 급성 간질 유발 이후 MMP 억제제를 투여하고 2주 후 

지연 간질을 관찰하였다. 

 Pilocarpine을 복강으로 투여하였을 때 모든 마우스에서 간질중첩증이 관찰

되었다. Racine 분류 3의 간질이 나타나는 평균 시간은 8.6+3.3분 이었고 Racine 

분류 5의 간질이 나타나는 평균 시간은 29.4+7.4분 이었다. Racine 분류 5의 간질

의 평균 횟수는 6.6+2.2 회였다. 사망률은 10%였다. 급성 간질은 간질 유발 이후 

6시간까지 지속하다가 자발적으로 소실하였다. MMP-9 억제제를 간질 유발 전에 

투여한 경우에는 Racine 분류 3의 간질이 나타나는 시간이 연장되었으며 Racine 



 2 

분류 5의 간질은 관찰되지 않는 등 간질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Gelatin zymography에서 MMP-9의 발현 증가는 급성 간질 3일 후에 가장 

높았다가 그 후 감소하여 급성 간질 14일 후에는 MMP-9 발현이 간질 유발전의 

수준으로 환원되었으며 이러한 MMP-9 발현의 증가는 Western blotting에 의해서

도 확인되었다. MMP-2의 발현은 급성 간질 전후에 변화가 없었다. MMP-9 발현 

증가는 뇌실 내로 MMP-9 억제제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였는데 간질 유발 전에 투

여한 경우에서 간질 유발 후에 투여한 경우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급성 간질 유발 후 해마의 세포손실을 cresyl violet 염색으로 관찰하였을 

때 해마의 CA1 과 CA3 부위의 현저한 세포손실이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관찰

되었으며 이러한 세포손실은 14일 후에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세포고사를 

보기 위한 TUNEL 염색에서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CA1 및 CA3에서 TUNEL 

염색이 현저히 증가되었으나 14일 후에는 TUNEL 염색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MMP-9 억제제를 처치한 경우에는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CA1 및 CA3 세포손

실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TUNEL 염색증가도 억제되었다. 

이끼세포 발아를 보기 위한 Timm 염색에서는 급성 간질 유발 14일 후에 

마우스 해마의 이끼세포 발아가 관찰되었으며 MMP-9 억제제 투여한 경우에 이끼

세포 발아가 감소하였다. 

급성 간질 2주 후의 지연 간질은 급성 간질에서 생존한 75%의 마우스에서 

관찰되었으며 간질 횟수는 시간당 평균 0.24+0.80회였고, 평균 지속 기간은 

40.19+8.70초였다. MMP-9 억제제를 투여한 마우스에서는 지연 간질이 급성 간질

에서 생존한 마우스의 80%에서 관찰이 되며 간질 횟수는 18시간당 평균 

3.25+2.17회였고 평균 지속 시간은 38.15+17.17초로 지연간질의 양상이 MMP-9 

투여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pilocarpine 투여에 의한 마우스의 급성 간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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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의 MMP-9 발현의 증가와 세포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상태로 회복되며 이러한 세포손실의 회복은 신경재생(neurogenesis)에 의한 것으

로 추측되었다. MMP-9 억제제를 투여하여 MMP-9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마우스 

해마 세포의 손실과 세포고사의 감소가 관찰됨으로 간질 발생에 의한 MMP-9 발

현이 급성 간질에 의한 세포고사 및 세포손실의 기전에 관여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

다. 또한 MMP-9 억제제를 전처치한 모델에서 급성 간질의 발현 및 증상의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등 MMP-9 억제제가 pilocarpine모델에서 항 간질효과를 가지

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연 간질 발생의 중요한 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끼세포 

의 발아는 MMP-9 억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지연 간질의 발

생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끼세포 발아와 

MMP-9 발현 간에는 연관성이 있으나 이끼세포의 발아와 지연 간질의 발생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시사하였다. 

MMP 발현과 간질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간질 모델에서 

MMP 억제제에 의한 억제 이외에 유전자 조작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MMP 발현 조절 후 MMP와 간질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핵심되는 말: epilepsy, matrix metalloproteinase, pilocarpine 

    

    

    

    

    

    



 4 

실험적실험적실험적실험적    간질에서간질에서간질에서간질에서    Matrix MetalloproteinasesMatrix MetalloproteinasesMatrix MetalloproteinasesMatrix Metalloproteinases의의의의    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    역할역할역할역할 

 

<지도 교수 이병인이병인이병인이병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주주주주    민민민민    경경경경    

 

I. 서론 

 

간질은 갑작스러운 뇌의 방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그 

원인과 임상증상이 다양하다. 간질의 유병율은 여러 인구집단에서 약 1~3%로 보고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50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1,2,3 간질은 전신간질과 부분간질로 크게 분류하며 부분간질이 전체 

간질의 약 2/3을 차지하고 전체 간질 환자의 20~30%는 적극적인 항간질 약물 치

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다.3,4 측두엽을 포함한 변연계

에서 발생하는 복합부분간질은 사람에서 가장 흔한 간질의 유형이며5,6 항간질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대표적인 난치성 간질이다.7 난치성 간질의 경우에는 항긴질

약물 치료 이외에도 간질 병소의 제거나 분리를 위한 외과적 수술8,9, 간질 병소의 

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부뇌자극술10, 11 및 케토식이요법12 등이 사용되는데 이

들의 효과는 현재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까지 간질의 발생이나 진행

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13 

부분간질의 약 30-40%는 간질이 발생하기 이전에, 특히 주산기 혹은 그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뇌 외상, 뇌종양, 열성 경련과 같은 뇌손상의 기왕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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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뇌손상에 대한 뇌조직의 이상 반응 또는 과도한 반응에 의해 간질이 유발된다

고 알려져 있다.3,14 뇌조직의 이상 반응이란 신경세포의 사멸,14-17 신경 가소성에 의

한 신경회로의 재구성,18-23 교세포의 증식15,17과 같은 일련의 병리학적인 반응들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병태생리학적인 소견들은 간질의 발생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성의 근간에는 어떤 공통적인 작용 기전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간질 발생에 대한 기초연구는 주로 뇌 손상에 의한 신경세포의 

사멸과 신경회로의 재구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는 임상적으로 관찰된 

뇌 손상과 간질이 발생할 때까지의 잠복기간(silent period)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 즉 뇌 손상 후에 손상부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생리학적인 

변화는 수년에 걸친 잠복기 동안 서서히 성숙되어 결국 간질이 발생하게 된다.17 이

러한 간질 병소의 성숙에 어떤 요인이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

으나, 염증 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 반응들에 의해 간질 병소의 성숙이 이루어 

진다는 가설이 매우 신빙성 있게 재기되고 있다. 

Matrix metalloproteinase(MMP) 는 모든 종류의 세포 외 기질을 파괴시킬 

수 있는 단백 분해 효소로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MMP는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세포 기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5 MMP는 정상적으로 세포의 조직 분

화, 발달 및 이동, 상처 조직의 재생에 필요한 물질이다.26 그러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27-31 뇌종양32 그리고 동맥경화증과 같은 병적인 상태

에서 비정상적으로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고 되었다. MMP 중 MMP-2와 MMP-9 

은 각각 gelatinase-A(72k type IV collagenase)와 gelatinase-BBBB(92k type IV 

collagenase)로 불린다.33 이들은 뇌의 기저막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 기질인 type 

IV collagen이나 laminin을 주로 파괴하기25 때문에 여러 중추 신경계 질환의 발생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백서의 실험적인 뇌 경색에서도 뇌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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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2 와 MMP-9의 발현이 증가하고33-35 일부 보고에서는 MMP 억제제를 투여

했을 경우 MMP 발현의 감소와 뇌 경색의 크기가 감소됨이 관찰되었다36,37고 보고

된바 있다. 백서 또는 마우스에 kainic acid 또는 bicuculline을 투여하여 간질이 유

발된 경우에 뇌조직에서 MMP-9의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고 되고 있고,38-40 아울러 

뇌 손상 이후에 발생한 간질에서 뇌 세포의 손실 이외에도 이끼세포 발아(mossy 

fiber sprouting, MFS)과 같은 뇌 조직의 재구성이 나타나는데,41-44 이는 MMP가 

간질 후의 뇌 세포 손실과 재구성에 관여하여 간질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질의 병인론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간질의 치료법

을 개발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실험적인 간질에서 MMP의 발현 그리고 급성 및 지

연 간질에서 MMP의 발현의 억제가 경련 양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연구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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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선택 및 사육조건 

 

본 실험에서는 생후 2-3개월 된, 체중 25-30 g 의 웅성 C57BL/6 마우스

를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들은 온도(22+2 oC), 습도(50+10 %), 소음(40-50 phon 

이하), 조명(12시간 명/암)이 자동적으로 유지되고 무균 음수 및 방사선 멸균고형 

사료가 충분히 공급되며, 정기적인 깔짚 교환(주 2 회)과 미생물 모니터링이 실시하

는 SPF(specific pathogen free)동물을 위한 barrier system에서 사육하고 관리하

여 사용하였다. 

 

2. 마우스 복강 내 pilocarpine 투여에 의한 간질 유발 

  

Pilocarpine 투여에 의한 말초 콜린성 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methyl 

scopolamine(Sigma, St. Louis, MO, U.S.A)을 pilocarpine 투여하기 30분 전에 1 

mg/kg으로 마우스 복강 내에 투여하였다.  Pilocarpine(Sigma, St. Louis, MO, 

U.S.A)은 0.9% 생리식염수에 300 mg/kg으로 0.5 ml을 복강 내로 투여하였다. 

 

3. 복강 내 pilocarpine 투여로 유발된 급성 간질의 임상적 평가 

  

급성 간질의 임상적 평가는 간질의 강도 및 횟수를 기록하여 평가하였다. 

간질의 강도는 Racine의 강도 분류를 따랐다.45 Racine의 강도 분류를 간단히 설명

하면, Racine 분류 0은 정상 활동, Racine 분류 1은 입과 얼굴의 움직임이 있는 경

우, Racine 분류 2은 머리의 까닥거리는 움직임(head nodding)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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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e 분류 3은 앞발의 간대성 움직임이 있는 경우, Racine 분류 4는 일어서는

(rearing) 움직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Racine 분류 5는 일어서서(rearing) 다시 넘

어지는 경우(falling)로 정의하였다. 간질의 관찰은 비디오로 녹화하여 관찰하였고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간질의 유도 및 처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였다. 간질 

중첩증(status epilepticus)은 간질이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정

의하였다.  

 

4. 마우스 두피 전극 설치 

  

마우스의 지연 간질은 임상 양상뿐만 아니라 뇌파의 변화도 같이 측정하였

다. 마우스를 isofluorane을 이용하여 흡입 마취 시킨 후 두피를 절개하고 뇌정위 

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전극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전극의 위치는 정수리 점을 중

심으로 후방 1.5 mm, 좌우 양측으로 3mm 위치에 설치하여 감각 및 운동 피질의 

전기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준 전극은 정수리 점에서 6 mm 전방에 

설치하였다. 전극을 설치한 후 치과용 아크릴로 전극을 두개골에 고정하였다. 두피 

전극은 간질을 평가하기 3일 전에 장치하여 측정하였다. 

 

5. 마우스 뇌파 측정 

 

뇌파 측정을 위한 전극 배열은 후방의 두 전극과 기준 전극을 각각 연결하

여 뇌파 기계(AS-40, Astro-Med Industrial Park, West Warwick, RI, U.S.A.)에서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 시에 비디오를 동시에 녹화하여 관찰하였다. 뇌파 측정 시에 

민감도는 20V/cm로 하였고, 저주파 필터는 0.5 Hz 그리고 고주파 필터는 70 Hz

로 측정하였다. 규칙적인 테타파(theta wave)나 예파(sharp wave)가 나타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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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파형으로 간주하였다. 

 

6. 지연 간질의 측정 

  

지연 간질은 pilocarpine에 의한 급성 간질 유발 2 주 뒤에 측정하였다. 지

연 간질의 측정은 주간의 일정 시간에(오전 10 시-오후 4 시)에 격일로 3 일간 측

정하였고 측정 시에 뇌파 측정과 비디오 촬영을 동시에 시행하여 간질의 임상 양상

과 전기 생리학적인 변화를 같이 측정하도록 하였다. 지연 간질의 임상 양상 은 

Racine의 간질 강도 측정 이외에도 간질의 발생 횟수, 간질 발생 기간을 같이 평가

하였다. Racine 의 간질 강도 범주에 속하는 간질이 관찰되며 뇌파 측정상 간질파

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지연 간질로 간주하였다. 

 

7. MMP-9 억제제의 투여 

  

MMP-9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급성 간질 유발 전 또는 후에 MMP-9 

억제제(C27H33N3O5S, Calbiochem, Darmstadt, Germany)46를 투여하였다. MMP-9 

억제제는 dimethyl disulfoxide(DMSO, Sigma, St. Louis, MO, U.S.A.)에 5 mg/ml로 

녹여 2 µl를 뇌실 내로 뇌정위 기구와 Hamilton 주사기를 사용하여 10 분에 걸쳐 

투여하였다. 급성간질 유발 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scopolamine 투여 30 분 전에, 급성 간질 유발 후 투여하는 경우에는 간질 유발 

24 시간 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하였다. 

 

8. 조직 처리 

  



 10 

우레탄(Sigma, St. Louis, U.S.A.)을 복강 내로 주사하여 마취한 상태에서 

peristaltic pump를 사용하여 헤파린이 섞인 생리식염수를 우심방을 절개한 상태에

서 좌심실을 통해 관류함으로써 실험 동물을 희생하였고 즉시 뇌를 적출하였다. 적

출한 뇌는 brain matrix를 이용하여 관상면으로 전두부부터 2 µm 두께로 잘라 4, 5

번째 절편을 좌우 양측으로 절단한 후 Tissue-Tek OCT compound(Miles, Inc. 

Elkhart, IN, U.S.A.)에 넣고 2-methylbutane(Sigma, St. Louis, MO, U.S.A.)과 드

라이 아이스를 이용하여 급속 냉각한 후 섭씨 영하 80도의 냉동고에 보관하여 사

용하였다. 

 

9. 단백질 정량 및 MMP 분리 

  

10 µm두께의 cryostat 절삭 절편 40-50개를 1mM phenylmethyk sulfonyl 

fluoride가 포함된 400µl의 working buffer(50 mM Tris-HCl[pH 7.5], 150 mM 

NaCl, 0.05% BRIJ-35, NaN3, Triton X-100)에 넣고 균질화 한 후 섭씨 4도에서 

20분간 9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였다. 이중 상층액을 취하여 섭씨 영하 80도에 

보관하였다. 단백농도는 보관된 샘플의 일부(10 µl)를 가지고 bovine gamma 

globulin standard를 이용하여 Bradford 방법(Bio-rad Laboratories, Herculus, CA, 

U.S.A)에 기초한 키트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Gelatin zymography를 통한 MMP

활성도의 검출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보고된 gelatin-sepharose 

4B(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를 이용한 MMP 분리법을39 사용하였다. 

Gelatin 4B를 working buffer 200 µl 로 3회 세척한 후 단백질 정량을 마친 상층액 

260 µl를 50µl의 gelatin-sepharose 4B 와 함께 저온실에서 흔들어 주면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 단계로 7000 rpm 으로 5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버리

고 working buffer 200 µl로 세척 후 침전물에 elusion buffer (10% di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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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oxide를 첨가한 working buffer)를 70 µl씩 넣고 30 분간 흔들면서 배양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모아서 섭씨 영하 80도에 보관하여 gelatin zymograpgy에 

사용하였다. 

 

10. Gelatin zymography 

  

Gelatin zymography는 이미 보고된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34 즉, 70 µg이 

포함된 샘플을 같은 양의 샘플 완충액(80 mM Tris-HCL [pH 6.8], 4% sodium 

dodecyl sulfate[SDS], 10% glycerol, 0.01% bromophenol blue)와 섞은 후 전기영

동 하였다. 이때 표준화된 정량을 위해 각각의 겔 마다 recombinant MMP-2 와 

MMP-9 (Gelatanase zymographic standards, Chemicon International Inc, CA, 

U.S.A.)을 1µg 넣어서 시행하였다. 표준화를 위한 샘플들은 일회 사용량을 미리 분

주 하여 섭씨 영하 80도에 냉동하여, 해동과 냉동이 반복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조

건의 상태에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전기영동은 1% gelatin이 함유된 8% SDS-

polyacrylamide 겔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겔은 증류수에 잠깐 

세척한 후 150 ml의 2.5% Triton X-100 용액에 담가 shaker에서 15분씩 3차례 

세척하였다. 세척이 끝난 겔은 250 µl의 50 mmol/L Tris-HCl 배양 완충액(pH 7.5, 

10 mM CaCl2, 0.02% NaN3)에 넣고 섭씨 37도에서 4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이 끝난 후 겔을 아세트산, 메탄올 및 증류수가 1:3:6이 들어 있는 0.1 % amino 

black 용액에 넣고 1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후에는 amino black을 제

외한 같은 용액을 수 차례 바꾸어 주면서 130 분간 탈색하였다. 탈색 후 증류수에

서 20분간 세척하였다. 이렇게 하면 MMP에 의해 젤라틴이 파괴된 부분은 염색되

지 않아 푸른 바탕에 흰색을 띈 띠가 나타나게 된다. 세척이 끝난 겔은 스캐너

(Scannermaker 9600XL, Microtek, Taiwan)를 이용하여 600 dpi로 스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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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Image Program의 gel plotting macro를 이용하여 하얀 티 부분을 정량하였

다. 측정된 값은 integrated density로 표시하였다. 

 

11. Western blotting 

 

 MMP 분리에 사용하기 위해 분리하여 영하 80oC에 보관한 샘플을 

Western blotting에도 사용하였다. 샘플을 SDS-PAGE 겔에서 전기 영동한 후 

nitrocellulose(Amersham Biosciences, Piscataway, NJ, U.S.A.)에 옮기고 5% 

nonfat milk와 0.1% Tween 20을 포함한 PBS에서 영상 4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Nitrocellulose를 상온에서 항 MMP-9 polyclonal 항체(Chemicon, 

Temecula, CA, U.S.A.)가 1:2000으로 희석된 PBS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고 0.2% 

Tween 20이 포함한 세척액으로 세척하였다. 상온에서 1:1000으로 희석된 HRP-

conjugated 항 마우스 항체(Amersham Biosciences, Piscataway, NJ, U.S.A.)가 포

함된 PBS에서 1시간 더 배양한 다음, ECLplus chemiluminescent kit (Amersham 

Biosciences, Piscataway, NJ, U.S.A.)로 발색하였다. 

 

12. Cresyl violet 염색 

 

 우레탄을 복강 내로 주사하여 마취한 상태에서 peristaltic pump를 사용하

여 0.9% 생리식염수를 분당 5 ml 속도로 3분간 perfusion 한 후 4% 

paraformaldehyde in 0.1 M phosphate buffer, pH 7.4 로 분당 5 ml로 12 분간 더 

perfusion 하였다. 두개골에서 마우스 뇌를 분리한 후 4% paraformaldehyde in 

0.1 M phosphate buffer, pH 7.4에서 4시간 더 후고정(postfix) 하였다. 이후 마우

스 뇌를 블록화 하고 영하 70oC에서 냉동하여 사용시까지 보관하였다. Cres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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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 염색 시에는 마우스 뇌조직을 영하 20oC에서 microtome을 사용하여 20 µm

의 두께로 절단한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렸다. Xylene에 2분간 넣어 지방을 제거

한 후 점차로 낮은 농도의 에틸알콜(100%, 70%, 20%)에 2분씩 순서대로 넣어 

xylene을 제거하였다. 0.75% cresyl violet으로 표본을 염색한 후 점차로 높은 농도

의 에틸알콜(75%, 90%, 100%)에서 탈수한 후 관찰하였다. 

 

13. TUNEL 및 PI 염색 

  

 적출된 해마 조직을 영하 20oC 에서 microtome 을 사용하여 20 µm 두께로 

microtome 을 이용하여 자른 후 4% paraformaldehyde 가 포함된 PBS 에서 1 시간 

동안 조직을 고정하였다. PBS 로 3 번 세척한 후 50 µl 의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uridine 5'-triphosphate biotin nick-end 

labeling (TUNEL) 반응 혼합액(Roche, Indianapolis,
 
IN, U.S.A.)으로 37 oC 암실에서 

60 분 동안 반응하였다. PBS 로 3 번 세척한 후 0.5 µg/ml 의 propidium iodide 

(Sigma, St. Louis, MO, U.S.A.)로 실온 암실에서 20 분 동안 반응하고, 다시 

PBS 로 3 번 세척하였다. 포배시약(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을 사용하여 시료를 mount 한 후 confocal laser scanning 현미경 (Carl 

Zeiss, Jena, Germany)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14. Timm 염색 

 

 우레탄을 복강 내로 주사하여 마취한 상태에서 peristaltic pump 를 

사용하여 생리식염수로 관류한 후 0.6% sodium sulfate 와 0.6% sodium 

phosphate 가 든 생리식염수로 다시 관류함으로써 실험 동물을 희생하였다. 이후 



 14 

4% paraformaldehyde 가 든 생리식염수로 관류하고 뇌를 적출하였다. 적출한 뇌는 

4% paraformaldehyde 를 포함한 생리식염수에서 8 시간 동안 후고정하고 다시 

20% sucrose 용액에 1 일간 저장하였다. 영하 20oC 에서 microtome 을 사용하여 

20 µm 의 두께로 절단한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렸다. 30% gum arabic(Sigma, St. 

Louis, MO, U.S.A.), 1.68% hydroquinone(Sigma, St. Louis, MO, U.S.A.), 2.5% 

citric acid(Sigma, St. Louis, MO, U.S.A.)가 포함된 용액 200ml 에 사용직전에 

17% silver nitrate 1.5ml 을 첨가하고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린 표본을 암실에서 

26oC 로 60 분간 발색하였다. 발색된 표본은 암실에서 수도물로 세척하여 

발색과정을 중단하였다. 점차로 높은 농도의 에틸알콜(70%, 95%, 100%)에 3 분간 

넣어 탈수한 후 커버슬라이드를 덮고 관찰하였다. Timm 염색의 정도는 

치상돌기(dentate gyrus)의 내분자층(inner molecular layer)과 과립층(granular 

layer)에서 관찰하였으며 Tauck 과 Nadler 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47 

Tauck 과 Nadler 의 평가기준을 간단히 기술하면 정도 0 은 Timm 염색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정도 1 은 과립층에 경도의 염색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정도 

2 는 전체 과립층에 중등도의 염색이 연결되어 관찰되나 내분자층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염색이 관찰되는 경우 그리고 정도 3 은 내분자층의 짙은 염색이 

전체 내분자층에서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15. 통계처리 

 

 각 실험군간의 간질의 발현 시간, 지속시간 및 간질 횟수의 차이는 

ANOVA 검정에서 post hoc test를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각각의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05 미만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11.5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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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급성 간질의 양상 

 

Pilocarpine 300mg/kg 투여 후 관찰되는 급성 간질은 비디오로 녹화하고 뇌

파 측정을 시행하여 평가하였다. 10마리의 웅성 C57BL/6 마우스에서 간질을 유발하

였을 때 100%에서 간질이 유도 되었으며 사망률은 10%였다. Racine 분류 3의 간질

이 나타나는 평균 시간은 8.6+3.7 분 이었으며 Racine 분류 강도 5의 간질이 나타

나는 평균 시간은 29.4+6.9 분이었다. 모든 마우스에서 급성 간질은 Racine 분류 5

의 강도에 도달하였다. Racine 분류 5의 전신성 긴장 간대 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 간질이 나타난 평균 횟수는 6.6+2.1회 였다. Pilocarpine으로 간

질을 유발한 모든 마우스에서 간질 중첩증(status epileticus, SE)이 관찰되었다 

(Table 1). 

 

Mouse 1 2 3 4 5 6 7 8 9 10 Mean+SD 

Racine category 3 

Onset time(min) 

5 5 5 12 12 5 5 10 14 13 8.6+3.7 

Racine category 5 

Number 

7 4 3 9 10 7 5 8 7 6 6.6+2.1 

Racine category 5 

Onset time(min) 

42 33 31 22 22 26 28 41 25 24 29.4+6.9 

remark        die    

 

 

 

 

 

Table 1. Features of pilocarpine induced seizures in C57BL/6 mice. All mice develop Racine’s 

category 5 seizures after 300mg/kg pilocarpine injection. Mean onset time for Racine’s 

category 3 seizures is 8.6+3.7 minutes and mean onset time for Racine’s category 5 is 

29.4+6.9minutes. Mean number of Racine’s category 5 seizures is 6.6+2.1 Mortality rate is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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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우스 해마에서 MMP-2 및 MMP-9의 발현 

 

가. Gelatin zymography 

 

급성 간질 유발 후 MMP-2 및 MMP-9 발현을 급성 간질 유발 1일, 3일, 7일 

그리고 14 일 후에 마우스 해마를 채취하여 gelatin zymography로 관찰하였다. 간

질을 유발하지 않은 마우스의 해마에서도 gelatin zymography에서 MMP-2와 MMP-9이 

발현되었으며, 급성 간질이 유발된 1일 후에 MMP-9의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3일째에 가장 높았다. 7일 후에는 MMP-9의 발현 증가가 감소되었고 14일째에는 간

질이 유발되기 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MMP-2의 발현은 간질 유발 이전과 이후

에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1). 

 

 

 

 

 

 

 

 

 

MMP-9 

 

MMP-2    

Figure 1. Changes of MMP-9 and MMP-2 expression after SE. Gelatin zymography of 

MMP-9 and MMP-2 in mice hippocampus (A) after pilocarpine-induced SE. MMP-9 and 

MMP-2 are expressed at baseline state. The level of MMP-9 expression is maximal 3 days 

after SE and declines thereafter. 14 days after SE, the level of MMP-9 expression returned 

to the baseline level. Densitometric measurement of MMP-9(black bar) and MMP-2(gray 

bar)(B). Values are means of results which were triplicated .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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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MP-9 의 Western blotting 

 

MMP-9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해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였다. 간질

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MMP-9의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MMP-9의 발현의 상승

은 급성 간질 1일 후부터 관찰되었고 급성 간질 3일 후에 최고도의 발현이 관찰되

었다. 급성 간질 발생 후 7일부터 14일까지도 MMP-9의 발현이 감소하기 시작하였

으나, 간질유발 전 상태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Figure 2.)   

 

 

 

 

 

 

 

 

Baseline   1 day  3 days    5 days   7 days   14 days    

(O.D.) 

Baseline  1 day     3 days  5 days   7 days  14 days    

Figure 2. Western blotting of MMP-9 after SE. MMP-9 is expressed in baseline state(A). 

The level of MMP-9 expression is maximal 3 days after SE. The level of MMP-9 expression 

declines thereafter but maintains elevated level of MMP-9 expression from baseline state on 

14 days after SE. Densitometric measurement of MMP-9 expression(B). Values are means 

of results which were triplicated.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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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성 간질 유발에 의한 마우스 해마 세포의 손실과 세포고사 

 

가. Cresyl violet 염색 

 

 급성 간질이 세포고사 및 세포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급성 간질

유발 3일 및 14일 후에 해마를 적출하고 조직을 고정하여 cresyl violet 염색을 시행

하였다. 간질 유발 3일 후에는 마우스 해마의 CA1 및 CA3에서 현저한 해마세포의 

손실이 관찰되었다. 간질 유발 14일 후에는 CA1와 CA3의 해마세포의 숫자가 급성 

간질을 유발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Figure 3). 

 

나. TUNEL 및 PI 염색 

  

 급성 간질이 세포고사 및 세포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급성 간질

유발 3일 및 14일 후에 해마를 적출하고 조직을 고정하여 TUNEL 및 PI 염색을 시

행하였다. 간질을 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해마는 TUNEL 염색이 되지 않았

으나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마우스 해마의 TUNEL 염색은 CA1 및 CA3에서 현

저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급성 간질 유발 14일 후에는 CA1 및 CA3에서 TUNEL 염

색이 관찰되지 않았다. 동시에 시행한 PI 염색에서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CA1 

및 CA3에서 PI 염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급성 간질 유발 14일 후에는 PI 염색

이 다시 증가하여 간질을 유발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정도로 염색되었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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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ell loss in mouse hippocampus CA1 and CA3 regions after SE. Prominent cell loss in 

CA1(e) and CA3(f) regions is noted 3 days after SE. 14 days after SE, cell number of CA1(h) and 

CA3(i) regions returned to control level. Cell density changes in CA1 and CA3 regions(B). Values 

are means of results which were triplicated.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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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I and TUNEL staining of mouse hippocampus CA1 and CA3 regions after SE. 

Increase number of TUNEL-positive cells and decrease number of PI-positive cells in both 

CA1 and CA3 region are noted 3 days after SE. No TUNEL-positive hippocampal cells are 

noted in CA1 and CA3 regions 14 days after SE. The number of PI-positive hippocampal cells 

in CA1 and CA3 regions is returned to control level 14 days after SE. Results are tri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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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 간질의 양상 

 

급성 간질 유발 2 주 뒤에 격일로 3 일간 6 시간씩 뇌파 측정과 비디오 촬

영을 동시에 시행하여 간질의 임상 양상과 전기 생리학적인 변화를 같이 측정하였

다. 급성 간질을 유도한 75%의 마우스에서 지연 간질이 관찰되었으며 Racine 분류 

3 이상의 간질이 관찰되는 평균 횟수는 3.25+2.17회였고 평균 간질의 지속 시간은 

38.15+17.17 초였다 (Table 2).  

 

 

 

Monitoring day  Mouse1. Mouse2. Mouse3. Mouse4. Mean+SD 

No. of > Racine’s 

Category 3 seizures 
0 6 4 3 

 

3.25+ 

2.17 

 

3 days 

(6 hours/day) Duration of seizure 

(second) 
0 

13,12,48,5

0,29,31 

58,38,24.5

1 
24, 56, 62 

 

38.15+ 

17.17 

 

 

 

 

 

 

 

 

 

Table 2. Feature of delayed seizures. Delayed seizures are evaluated 2 weeks after pilocarpine 

induced SE using video-EEG monitoring system. 3 of 4 surviving mice display delayed 

seizure after SE. Mean number of delayed seizures more than Racine’s category 3 is 

3.25+2.17. Mean duration of seizures is 38.15+17.17 seco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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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MP-9 억제제에 의한 마우스 해마에서 MMP-9 활성도 억제 

 

가. MMP-9 억제제를 간질 유발 이후에 투여한 경우의 MMP-9 활성도 억제 

 

마우스의 급성 간질 후에 MMP-9 억제제에 MMP-9의 발현이 억제되는 양상

을 보기 위해 급성 간질 유발 1일 후 MMP-9 억제제를 마우스 뇌실 내로 투여한 

후 MMP-9의 활성도의 변화를 gelatin zymography로 관찰하였다.  MMP-9 억제제 투

여 후 MMP-9의 활성도는 급성 간질 유발 3일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의 74% 로 MMP-9의 활성도가 감소되었다. MMP-2의 활성도는 MMP-9 억제제 

투여 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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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atin zymography of MMP-9 and MMP-2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after 

SE(A). MMP-9 inhibitor is administered at 1 day after SE. MMP-9 expression is reduced after 

MMP-9 inhibitor treatment(3day+MMP-9 inhibitor). Expression of MMP-2 do not change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Densitometric measurement of MMP-9(black bar) and MMP-2(gray 

bar)(B). Values are means of results which were triplicated.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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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MP-9 억제제를 간질 유발 이전에 투여한 경우의 MMP-9 활성도 억제 

  

마우스 급성 간질 유발 30분 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는 MMP-9 

활성도 억제가 더욱 현저하였다.급성 간질 유발 1일 후에는 MMP-9 억제제를 투여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MMP-9의 활성도가 약 57% 로 감소되었으며 급성 간질 유

발 3일 후에는 MMP-9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MMP-9의 활성도가 

32% 로 감소하였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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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atin zymography of MMP-9 and MMP-2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before SE(A). MMP-9 inhibitor is administered 30 minutes before seizure induction. MMP-

9 expression is reduced after MMP-9 inhibitor administration 1 day after SE. Decreased 

expression of MMP-9 is more prominent on 3 days after SE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Densitometric measurement of MMP-9(black bar) and MMP-2(gray bar)(B). 

Values are means of results which were triplicated.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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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MP-9 억제제 투여 후 마우스 간질 양상의 변화 

 

가. MMP-9 억제제 투여 후 급성 간질 양상 

  

급성 간질 유발 30 분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는 Racine 분류 3 

이상의 간질이 처음 나타나는 시간이 평균 27.50+1.38 분으로, MMP-9 억제제를 투

여하지 않고 dimethylsulfoxide만 뇌실 내로 투여한 경우의 평균 8.00+1.14 분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Racine 분류 3이상의 간질이 나타난 횟수도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평균 5.56+0.81 회로 MMP-9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의 평균 

12.50+1.73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Racine 

분류 4 이상의 간질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MMP-9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는 평균 6.75+2.50 회로 간질 강도의 차이도 관찰되었다 (Table 3). 

 

나. 급성 간질 유발 후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의 지연 간질 양상 

  

급성 간질 유발 1일 후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의 지연 간질은, 급성 

간질을 유도한 80%의 마우스에서 관찰되었다. Racine 분류 3 이상의 간질이 관찰되

는 횟수는 3.80+3.70회였고 평균 간질의 지속 시간은 52.05+21.29초로 급성간질 유

발 후 MMP-9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간질 발생 유도 비율, Racine 

분류 3 이상의 간질 횟수, 평균 간질 지속 시간은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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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1 2 3 4 5 6 Mean + SD 

> Racine category 3 

onset time (minutes) 
28 28 27 25 28 29 27.50+1.38 

No. of seizures  

> Racine category 3 
6 5 6 7 5 5 5.56+0.81 

No. of seizures  

Racine category 5 
0 0 0 0 0 0 0 

 

 

 

Mouse 1 2 3 4 Mean + SD 

> Racine category 3 

onset time (minutes) 
7 8 10 7 8.00+1.14 

No. of seizures  

> Racine category 3 
11 12 15 12 12.50+1.73 

No. of seizures  

Racine category 5 
7 10 4 6 6.75+2.50 

 

 

 

 

 

 

 

A 

B 

Table 3. Effect of MMP-9 inhibitor treatment on pilocarpine-induced acute seizure. Acute 

seizures after MMP-9 inhibitor treatment(A). Mean duration for onset of seizures more than 

Racine’s category 3 is 27.50+1.38 minutes. Mean number of seizures more than Racine’s 

category 3 is 5.56+0.81. No mouse develops Racine’s category 5 seizure. In case of sham 

treatment of MMP-9(only dimethylsulfoxide)(B), mean duration for onset of seizure more 

than Racine’s category 3 is 8.00+1.14 minutes. Mean number for seizures more than 

Racine’s category 3 is 12.50+1.73. Mean number for Racine’s category 5 seizures is 

6.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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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day Mouse Mouse 1 Mouse 2 Mouse 3 Mouse 4 Mouse 5 

 

Mean+SD 

No. of > 

Racine’s 

Category 

3 seizure 

10 0 3 3 3 

 

3.80+ 

3.70 

 

 

 

3 days 

(6 hours/day) Duration 

of seizure 

(second) 

40,83, 

58,90,80 

75,65,60 

74,45 

0 34,34,39 30,39,42 8,41,47 

 

52.05+ 

21.29 

 

 

 Delayed seizure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Delayed seizure without 

MMP-9 inhibitor treatment 

Induction of delayed seizure 4/5 3/4 

No. of > Racine’s 

 Category 3 seizure 

3.80+3.70 3.25+2.17 

Duration of seizure (second) 52.05+21.29 38.15+17.17 

 

 

 

 

 

 

Table 4. Effects of MMP-9 inhibitor treatment on delayed seizure. 4 of 5 surviving mice display 

delayed seizure after SE(A). Mean number of delayed seizures more than Racine’s category 3 is 

3.80+3.70. Mean duration of seizures is 52.05+21.29 seconds. Comparing to delayed seizures after 

SE without MMP-9 inhibitor treatment (B),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observed in delayed 

seizure induction rate, seizure frequency and duration of seizures more than Racine’s category 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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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MP-9 억제제 투여가 마우스 해마의 세포손실 및 세포고사에 미치는 영향 

 

가. Cresyl violet 염색 

 

 급성 간질 유발 후 MMP-9 억제제 투여가 마우스 해마세포의 세포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급성간질 유발 1일 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하고 간

질 유발 3일 후에 해마를 적출하고 조직을 고정하여 cresyl violet 염색을 시행하였다. 

간질 유발 3일 후에는 마우스 해마의 CA1 및 CA3에서 현저한 해마세포의 손실이 

관찰되었다.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간질 유발 3일 후의 CA1와 CA3의 

해마세포의 손실이 감소되었다(Figure 7).  

 

나. PI 및 TUNEL 염색 

 

 급성 간질 유발 후 MMP-9 억제제 투여가 세포고사 및 세포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급성 간질 유발 1일 뒤 MMP-9 억제제를 투여하고 간질 유발 

3일 후에 해마를 적출하고 조직을 고정하여 TUNEL 및 PI 염색을 시행하였다.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마우스 해마의 TUNEL 염색은 CA1 및 CA3에서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TUNEL 염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마우스 해마 세포의 PI 염색은 감

소되었으나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PI 염색의 감소가 거의 관찰되지 않

았다(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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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resyl violet staining of mouse hippocampus cells SE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A). Prominent cell loss in CA1(e) and CA3(f) regions is observed 3 days after SE.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cell loss in CA1(h) and CA3(i) regions is ameliorated. 14 days after SE, cell 

numbers in CA1(k) and CA3(l) regions returned and showed no significantly difference from 

control(b, c). MMP-9 inhibitor treatment dose not make significant changes in cell numbers of 

CA1(n) and CA3(o) 14 days after SE. Cell density changes in CA1(black bar) and CA3(gray bar) 

region(B) after SE. Values are means of results which were triplicated. Error bars represent 

Control 

CA3 

 

CA1 

(cells/mm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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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s of MMP-9 inhibitor treatment on TUNEL and PI staining of mouse 

hippocampus after SE. Increase of the number of TUNEL-positive cells and decrease of the 

number of PI-positive cells are noted both in CA3 and CA1 regions 3 days after SE. Increase 

of TUNEL-stained cells and decrease of PI-stained cells in CA3 and CA1 regions are 

ameliorated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 Results are triplicated. 

 

3 days after SE 

+ MMP-9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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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MP-9 억제제 투여가 이끼세포 발아에 미치는 영향 

 

 지연 간질의 주요 기전의 하나로 알려진 이끼세포 발아에 MMP-9 발현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급성 간질 유발 후 MMP-9 억제제를 투여한 후 이끼세

포발아를 관찰하였다. 급성 간질 유발 14일 후 내분자층에서 이끼세포 발아가 관찰

되었으나 MMP-9 억제제를 급성간질 유발 1일 후에 투여하였을 때는 내분자층의 

이끼세포 발아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8). 

 

 

 

 

 

a b 

c d 

e f 

ml 

gcl 

ml 

gcl 

ml 

gcl 

hil 

hil 

hil 

* 

* 

* 

Figure 9. Timm and cresyl violet counterstaining in the dentate gyrus 14 days after 

SE. Control(a, b), SE(c, d) and SE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e, f). Higher 

magnification of the molecular layers of dentate gyrus(asterix) are shown in right 

column(b, d, f). Mossy fiber sprouting is present in the molecular layer(d, arrow) in SE, 

whereas it is absent in control(b) and SE with MMP-9 inhibitor treatment(f). Results are 

triplicated. gcl, granular layer; hil, hilus; ml, molecular layer. Scale bars: (e) 1mm(also 

applies to a, c), (f) 100µm(also applies to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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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측두엽 간질은 가장 흔한 형태의 간질로 부분 간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항 간질약물에 잘 반응 하지 않는 대표적인 난치성 간질이다.1-3 측두엽 간질의 발

생 기전은 열성 경련, 뇌 외상, 중추신경계 감염에 의한 뇌 손상과 이에 대한 뇌조

직의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고 신경세포의 손실14,15, 교세포의 증식15,17, 신경회로

의 재구성18,19 등이 그 중요한 형태학적인 변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으로 

뇌 손상이 발생한 후 간질이 발병하게 되는데 이를 잠복기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

에 일련의 생리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므로써 간질병소가 성숙되고 결국 간질이 발

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 잠복기에 일어나는 간질의 발생기전에 대해

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MMP는 세포의 기질을 파괴하는 단백분해효소로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MMP가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세포외 기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5 

MMP는 정상적으로는 세포와 조직의 분화, 발달 및 이동, 손상된 조직의 복구 등에 

필요하다.26 중추신경계에서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27,28 뇌종양,32 알

쯔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46 그리고 뇌경색33,34 등의 다양한 질환에서 MMP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며 kainic acid이나 bicuculline을 백서나 마우스에 투여하여 

유발한 실험적인 간질에서도 MMP발현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간질의 동물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측두엽 간질의 모델로는 흔히 

pilocarpine 모델과48-51 kainic acid 모델52-55 그리고 bicuculline 모델 등이 흔히 사

용된다. Pilocarpine 모델은 백서 또는 마우스에서 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pilocarpine을 투여하여 간질을 유발하는 측두엽 간질 모델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일정하게 간질을 유발하고, 그 임상 양상이 사람의 측두엽 간질과 유사하여 널리 

사용된다. 아울러 급성기 간질을 유발한 2~3 주 뒤에는 지연 간질이 발생하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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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간질 모델뿐만 아니라 지연 간질의 대표적인 모델로 사용되기도 한다.48-50, 56 

그러나 pilocarpine모델에서의 MMP 발현양상과 지연간질 발생과 관련된 MMP-9 

의 역할에 대한 연구은 아직 시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pilocarpine 모델에서 간질 유발 이후 해마에서 

MMP-9이 발현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MMP-9의 발현 증가는 급성 간질 유발 1일 

후부터 관찰 되었으며 급성 간질 유발 3일에 최고로 활성화되었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MMP-2의 발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측두엽 

간질 모델로 알려진 kainic acid 투여에 의한 측두엽 간질 모델과 MMP 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백서에 kainic acid를 복강내로 투여하여 유발한 측두엽 간질에서는 

MMP-9의 발현이 간질 유발 1일 후에 최고도에 달하였으며 이후 감소하고,41 

MMP-2의 발현도 간질 유발 3일에 발현이 최고도에 도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또 다

른 간질 모델인 bicuculline모델에서는 MMP-9의 발현이 관찰되나 MMP-2 발현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는다고38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간질 모델

에서 MMP 발현 양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간질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따른 간질 

유발 기전과 이에 따른 간질 양상의 차이 그리고 마우스와 백서로 대상 실험 동물

의 차이 등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MMP-9의 발현 증가는 여러 간질 모델에서도 모

두 보고 되고 있어서 간질 유발 이후에 관찰되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Western blotting으로 급성 간질 유발 후 MMP-9 발현을 관찰한 경우에는 

간질 유발 1일 후부터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간질 유발 3일 후에 최고도에 이르렀

고 그 이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간질 유발 14일 후에도 실험 전 상태에 비하여 

MMP-9 발현의 증가가 지속되었다. 간질 유발 3일 후 MMP-9 발현이 최고도에 

이르렀을 때에도 간질 유발전 상태에 비해 MMP-9 발현이 gelatin zymography에

서는 3.4배 증가하였으나 Western blotting에서는 1.9배 증가하는 등 gelatin 

zymography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MP-9 발현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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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상이점 이외에도 다양한 MMP-9 발현 증가 기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MMP-9 의 발현은 유전자 활성화에 의한 단백질 생성의 증가, MMP-9 효소전구체

의 활성화 그리고 tissue inhibitor of MMPs(TIMPs)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

다.24,38,39 Western blotting에서 급성 간질 후 MMP-9 발현의 증가는 MMP-9 유전

자 활성화에 의한 단백질 생성의 증가가 관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Gelatin zymography에서 간질 유발 3일 후에 더 현저한 MMP-9 발현 증가는 것

은 유전자 활성화에 의한 단백질 생성 증가 이외에도 MMP-9 효소전구체의 활성

화 증가나 TIMPs 활성 감소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간질 유발 14일 

이후에 gelatin zymography에서 MMP-9 활성화가 간질 유발 전과 유사한 정도로 

감소하였지만 Western blotting에서 MMP-9 발현이 증가가 지속되는 것은 MMP-

9 발현 저하에 MMP-9 단백질의 붕괴 이외에도 TIMPs의 활성 증가 또는 효소전

구체 활성화의 저하가 관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MMP는 잠복형(latent form), 활성형(active form) 그리고 TIMP 등과 결합

된 복합체 등 다양한 형태로 생체환경에서 존재한다.57 MMP를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으로는 효소면역측정법, 면역조직화학, gelatin zymogrphy 등이 있는데 특히 

gelatin zymography는 비교적 간단하게 MMP의 발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형과 활성형을 구분할 수 있고 정량적인 측정도 가능하여 MMP발현을 관찰할 

때 널리 사용된다.34 잠복형과 활성형은 분자량에서 차이가 나며 MMP-9의 잠복형

은 105 kDa 정도이며 활성형은 cleaved-active form으로 97 kDa정도이다.57,58 본 

연구에서는 급성 간질 이후 gelatin zymography를 사용하여 MMP-9 발현을 관찰

하였을 때 105 kDa와 97 kDa에서 모두 관찰되었으며 발현은 주로 분자량이 작은 

잠복형이 현저하였지만 활성형의 증가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질중첩증 이

후 발현이 증가된 MMP-9는 주로 잠복형이나 활성형의 발현도 일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과성 전뇌허혈(transient global ischemia) 이후에도 MMP-9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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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잠복형의 발현의 증가이며 활성형의 발현이 증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59 

 Pilocarpine 또는 kanic acid 투여에 의한 간질모델,60-63 kindling 모델16,64 

그리고 간질환자의 뇌조직에서 해마의 세포손실은17,65 보고되어 왔으며 아울러 다

양한 실험적인 간질 모델에서 신경세포 손실 이후 해마에서 신경재생

(neurogenesis)도44,66,67 아울러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간질에 의한 해마에서의 세

포손실과 이에 따른 신경재생은 세포연접의 재구성을 유발하여 지연간질을 발생하

게 하는 시작사건이라고 생각되고 있다.17-19 본 연구에서는 pilocarpine 투여에 의

한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마우스 해마의 CA3 및 CA1 부위에서 해마세포의 손

실이 관찰되었으나  간질 유발 14일에는 해마세포의 숫자가 간질을 유발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어 급성 간질 유발 이후 신경세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 신경재

생이 일어나 신경세포의 숫자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급성 간질 유발 이후의 

신경세포 손실과 신경재생은 cresyl violet 염색 이외에도 PI 염색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MMP-9 억제제 투여로 MMP-9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급성 간질 유발에 

의한 신경세포 손실이 감소하였으며 TUNEL 염색으로 관찰한 세포고사도 감소하여 

MMP-9 억제제 투여에 의해 급성간질에 의한 세포손실과 세포고사가 감소한 것으

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간질 유발 이후에 나타나는 MMP-9 발현이 신경손실

과 세포고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Pilocarpine 투여에 의해 급성 간질 유발 2주 후 뇌파 측정과 비디오 녹화

를 동시에 시행하여 지연 간질을 관찰하였을 때 지연 간질이 75 %에서 관찰되었고 

지연 간질의 평균 횟수는 시간당 0.24+0.80 회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pilocarpine으로 유발된 급성 간질 이후 발생한 시간당 지연 간질 횟수는 유사하였

으나 지연 간질 발생 비율은 약간 낮았다.49 본 연구의 지연 간질 발생 비율이 낮은 

것은 지연 간질 측정 기간이 격일로 3일간 시행하여 측정 기간이 다른 보고에 비해 

짧은 것, 지연 간질의 관찰 방법이 뇌파 측정과 임상적 간질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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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간질이 의심되고 뇌파 측정에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만 간질로 

측정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급성 간질을 유발하기 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급성 간질은 

MMP-9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Racine 분류 3의 간질이 처음 나타

나는 시간이 연장되고, Racine 분류 3 이상의 간질의 횟수도 감소하며 Racine 분류 

5의 간질이 관찰되지 않는 등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급성 간질이 약화

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MMP-9 억제제를 포함하지 않고 용매인 

diemthylsulfoxide만 뇌실 내로 투여한 경우에는 MMP-9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급성 간질 양상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MMP-9 억제제가 급성 간질을 약화시킨

다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MP-9 억제제가 pilocarpine 모델에서 항 

간질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MMP-9 억제제는 급성 간질 유발 1일 

후에 뇌실 내로 투여하였을 경우에도 MMP-9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되는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는 간질 유발 전에 처치한 경우에 비해서

는 미약하였다. 즉, 급성 간질 유발 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간질

유발 3일 후에 MMP-9 발현 억제의 정도가 74%로 감소하였으나 MMP-9 억제제

를 간질 유발 전에 투여한 경우에는 간질 유발 3일 후에 MMP-9 발현이 32%로 

더 현저하였다. 그러나 급성 간질 유발 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MMP-9 억제제에 의해 급성 간질이 약화되므로 이 경우에는 MMP-9 억제효과뿐

만 아니라 간질이 약화되어 MMP-9 발현이 감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Tauk과 Nadler에 의해 측두엽 간질 모델인 kainic acid 투여 후 발생하는 

지연 간질에서 처음 기술된 후47 이끼세포 발아는 다른 측두엽 간질 모델인 

pilocarpine 또는 kainic acid투여 후 나타나는 지연간질과47,68,69 kindling 모델21,70 

그리고 사람 측두엽 간질의 뇌조직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므로써70,71 지연 간질

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왔다. 즉 간질 중첩증이나 kindling에 의한 해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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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손상과 세포연접의 재구성에 의해 과립세포의 축삭(axon)인 이끼세포가 과립세

포의 가지돌기(dendrite)에 연접하게 됨으로써 단연접(monosynaptic)의 강력한 흥

분연접(excitatory synapse)를 구성한다는 것이다.71,72 그러나 최근 단백질 합성 억

제제인 cycloheximide를 pilocarpine에 의한 간질 중첩증 유발 전에 투여한 경우에

는 지연 간질의 발생이나 양상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끼세포 발아의 저하가 관찰되

어68 이끼세포발아가 지연 간질의 직접적인 기전이 아니며 동반되는 하나의 현상일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급성 간질 유발 이후 MMP-9 억제제 투여로 MMP-9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이끼세포 발아의 감소가 관찰되어 이끼세포 발아에 MMP-9 발현이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MMP-9 발현 억제에 의해 지연 간질의 양상에는 변화가 없

어 MMP-9 발현이 지연 간질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이끼세포발아

가 지연간질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기전이라기 보다는 동반되는 하나의 현상일 가

능성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MMP-9은 정상의 뇌조직에서도 일부 발현하며 kainic acid 투여에 의한 간

질 중첩증 이후의 백서 뇌에서 MMP-9 발현은 면역조직화학으로 관찰하였을 때 

신경세포, 신경돌기(neuronal process)에 분포하고 성상세포에서도 발현한다고 한

다.73 그러나 중뇌동맥 폐쇄 후 재관류 모델에서는 MMP-9 발현이 신경세포와 성

상세포 이외에도 혈관내피세포에도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중뇌동맥 폐쇄 후 

재관류 모델에서 혈관내피세포에서 MMP-9의 발현은 혈뇌장벽의 손실로 인한 결

과로 생각된다.74,75 Pilocarpine투여에 의한 간질 중첩증은 kanic acid 투여에 의한 

간질 중첩증과 함께 측두엽 간질 모델로 널리 사용되며 공통적으로 지연간질이 관

찰되고 혈뇌장벽의 손실은 모두 관찰되지 않는 등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Pilocarpine 투여에 의한 간질 중첩증에서 MMP-9 발현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 pilocarpine 투여에 의한 간질 중첩증 이후 해마의 cres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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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 또는 Timm 염색에서도 혈뇌장벽의 손실시에 관찰되는 침윤된 백혈구 등이 

관찰되지 않아 pilocarpine 투여에 의해 간질 중첩증에 의한 MMP-9의 발현증가는 

kainic acid 투여에 의한 간질 중첩증에 의한 MMP-9 발현과 유사하게 신경세포, 

신경돌기와 성상세포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측두엽 간질 모델로 널리 사용되는 pilocarpine 모델에서 급

성 간질에 의해 해마의 MMP-9 발현 증가와 세포손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MMP-9 억제제를 투여하여 MMP-9 발현을 억제하였을 경우에 마우스 해마 세포

의 손실과 세포고사가 감소됨으로써 간질 발생에 의한 MMP-9 발현이 급성 간질

에 의한 세포고사 및 세포손실의 기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MMP-9 억제제를 간질 유발 전에 투여하였을 때 급성 간질의 증세가 완화되는 

것은 MMP-9이 급성 간질의 발생에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지만 

MMP-9 억제제 자체가 항경련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MMP-

9 의 발현이 간질 발생 후 3일째에 최고도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MMP-9과 급성 

간질 발생의 연관성을 약화시키는 소견으로써 향후 MMP-9 억제제의 항경련효과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반면에 지연 간질의 경우에는 MMP-9 발현 억

제 여부에 따른 지연 간질의 발생이나 증상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연 

간질 발생에 MMP-9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성을 부인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MMP-9 억제제를 처치하여 세포손실과 세포고사의 정도가 크게 감소되고 

지연 간질 발생의 기전의 하나로 설명되는 설명 되는 이끼세포 발아가 현저히 감소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간질의 발생이 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간질의 발생기전으

로 알려져 있는 세포손실 및 이에 따른 신경세포의 재구성이라는 기존의 학설에 근

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기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MMP 발현과 간질과의 상호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는 유전자 조작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MMP 발현 조절 후 MMP와 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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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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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질의 병인을 발병기전과 연계하여 실험적 간질에서 MMP

의 발현과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우스에 pilocarpine을 투여하여 만든 간

질 모델에서 MMP의 발현을 관찰하였으며 간질에서 MMP의 역할을 보기 위해 

MMP 억제제를 투여하여 간질의 양상과 해마세포의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마우스 복강 내로 pilocarpine 투여에 의해 100%의 마우스에서 급성 간질

이 관찰되었다. 2주 후 지연 간질은 75%에서 관찰되었다. 

2. Pilocarpine 투여에 의해 유발한 간질에서 MMP-9의 발현 증가를 관찰하였

다. MMP-9의 발현은 간질 유발 3일 후에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이후 감소

하여 간질 유발 14일 이후에는 정상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MMP-2 발현

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3. Pilocarpine 투여에 의해 유발한 간질에서 해마의 CA1과 CA3에서 세포손

실과 세포고사가 급성 간질 유발 3일 후에 관찰되었다. 간질 유발 14일 이

후에는 세포숫자가 간질 유발전 상태로 회복하였고 세포고사는 더 이상 관

찰되지 않았다. 

4. MMP-9 억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간질 유발 이후 발현이 증가된 MMP-9 

발현이 억제되었다. 간질 유발 이전에 MMP-9 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 간

질 유발 이후에 투여한 경우보다 MMP-9 발현 억제 효과가 더 현저 하였다. 

5. MMP-9 억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급성 간질에 의한 세포손실과 세포고사가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6. MMP-9 억제제를 전처치한 후에 간질을 유발하였을 때 급성 간질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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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약화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7. MMP-9 억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지연간질의 발생기전의 하나로 알려진 이

끼세포발아가 감소하였다. 

8. MMP-9 억제제 투여에 의해 지연 간질의 양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pilocarpine 투여에 의한 마우스의 급성 

간질에서 MMP-9 발현이 증가되고 MMP-9 발현이 급성 간질에서 관찰되는 세포

손실 기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지연 간질 발생의 중요한 기전으

로 설명되는 이끼세포 발아가 MMP-9 억제제에 의해 감소하여 이끼세포 발아의 

기전에 MMP-9 발현이 관여한다고 생각되었으나 MMP-9 억제제의 투여가 지연 

간질의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연 간질의 발생과 이끼세포의 발아간에

는 직접적인 관련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MMP-9 억제제 투여에 의해 

급성 간질이 약화된 것은 MMP-9 억제제가 항 간질효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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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plore the expression and their roles of MMPs in experimental 

seizures, we have developed acute and delayed seizure models in male 

C57BL/6 mouse by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pilocarpine. We also 

adopted video-EEG seizure 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on of mouse seizures 

semiologically and electrophysiologically.  

All mice developed status epilepticus(SE) after pilocarpine 

administration. Mean onset time of Racine’s category 3 seizures was 8.6+3.3 

minutes and mean onset time for Racine’s category 5 seizures was 29.4+7.4 

minutes. Mean number of Racine’s category 5 seizures was 6.6+2.2. Mortality 

rate of acute seizure was 10%. SEs continued up to 6 hours after the onset of 

seizures. MMP-9 inhibitor administered mice before pilocarpine treatment 

showed decreased seizure activities such as mean onset time of Racine’s 

category 3 seizures or induction rate of SE.  

Elevated expression of MMP-9 after SE was noticed by gel zymography, 

Western blotting. In gel zymography, elevation of MMP-9 expression after SE 

began at 3 days after SE. The level of MMP-9 expression was maximal a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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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after SE. Elevated MMP-9 expression declined from then. The level of 

MMP-9 expression returned to baseline at 7 days after SE. MMP-2 expression 

was detected by gel zymography and the level of MMP-2 expression was 

constant and did not change after SE. The elevation of MMP-9 expression was 

decreased after administration of MMP-9 inhibitor intraventrically. Decrease of 

MMP-9 expression was more prominent when MMP-9 inhibitor administration 

was performed before pilocarpine administration than after SE.  

3 days after SE, partial cellular deterioration in CA1 and CA3 regions of 

hippocampus was noticed in cresyl violet staining. 14 days after SE, cellular 

loss in CA1 and CA3 regions was restored and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cell number comparing to control. Cellular loss after SE and 

amelioration of cellular loss by MMP-9 inhibitor was also observed in PI 

staining. 

In TUNEL staining for apoptosis after SE, TUNEL-stained cells 

appeared 3 days after SE. At 14 days after SE, TUNEL-stained cell was not 

noticed. With MMP-9 inhibitor administration, TUNEL-stained cells decreased 

at 3 days after SE. 

Mossy fiber sprouting(MFS) was observed in the inner molecular layer 

at 14 days after SE by Timm staining. MFS was not observed in MMP-9 

inhibitor treated mice even after SE. 

2 weeks after SE, delayed seizures were observed in 75% of surviving 

mice. Mean number of delayed seizures was 3.25+2.17and mean duration of 

delayed seizures was 38.15+17.17 seconds. Administration of MMP-9 inhibitor 

did not alter in induction rate, duration and frequency of delaye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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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monstrated elevation of MMP-9 expression in pilocarpine 

induced SE but MMP-2. Inhibition of MMP-9 expression alleviated cell loss, 

apoptosis and MFS after SE but did not influence on delayed seiz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MP-9 seemed involve in cell loss, apoptosis and MFS 

after SE. Further more, cell loss, apoptosis and MFS mediated by MMP-9 

expression after SE may not involve in development of delayed seizure. 

Mitigating pilocarpine induced seizure by MMP-9 inhibitor suggested that 

MMP-9 seemed involved in pilocarpine induced seizure and could be a target 

molecule for antiepileptic agent.  

                                                                                        

Key words : epilepsy, matrix metalloproteinase, pilocar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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