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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전위기록을 이용한 해마조직편 허혈손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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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Extent of Ischemic Insult on Hippocampal Slices
by Using Antidromic Recordings
Jay-Hark Kim, MD, Taek-Hyun Kwon, MD, Heung-Seob Chung, MD and Youn-Kwan Park,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Objective: Energy failure and concurrent electrical silence are common features of oxygen-glucose deprivation (OGD)
in the brain. Hippocampal slice has been used extensively to study electrophysiological alterations. Orthodromic extracellular field potential recording has been most widely chosen for those studies however there were few with antidromic
record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ich types of recordings is better for the evaluation of extent of ischecmic
insults. Methods: Rat hippocampal slices were made for the orthodromically and antidromically evoked filed potential
recording. Before, during and after 6 to 11 minutes of experimental OGD, the authors measured population spike amplitude and slope of field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fEPSP). Results: A dramatic reduction of amplitude and total
disappearance of orthodromic population spike (oPS) noted 1.1 +/- 0.2 min after OGD onset. On the contrary antidromic
population spike (aPS) was not affected at the beginning. It slowly and gradually diminished and finally disappeared 6.6
+/- 0.2 min after OGD onset. A transient recovery of oPS, so called hypoxic injury potentials (HIP) briefly occurred just
before the total dissappearance of aPS and the both signals disappeared simultaneously. Incomplete recovery due to irreversible damage began 7 min after OGD onset. There was no recovery 10 min after OGD, 7 min after oPS loss and 2 min after aPS
loss. The OGD experiments with various neuroprotective agents (MK 801, AP-5, lidocaine, CNQX, adenosine) lasted for
longer than 2 min after aPS disappearance sensitively showed their efficacy.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observation for aPS after OGD provides more accurate timing of irreversible damage than those for oPS data or for the duration of OGD. (J Kor Neurotraumatol Soc 2011;7:1-7)
KEY WORDS: Antidromic recording ㆍ Orthodromic recording ㆍ Oxygen glucose deprivation ㆍ
Hippocampal slice preparation.

서

론

구량과 매우 한정된 에너지원으로 유사시 급속히 침해되
는 세포 내 이온 항상성과 함께, 흥분성 신경독성, 세포 내

허혈 및 저산소 손상은 가장 흔한 형태의 중추신경계

칼슘유입, 세포막의 지질과산화 등의 다양한 경로로 괴

손상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더욱 큰 경제 사회적

사 및 자멸사의 과정에 돌입된다.22) 이에 따라 신경손상의

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신경세포의 높은 산소 및 에너지 요

정도를 정량하는 방법도 대상물의 상태, 확인하고자 하는
병태 생리 및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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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편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동결편 및 고정편을 통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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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및 약물을 이용하는 생화학적인 방법18)과 함께 신경

색, 광학스캔 및 이미지 분석 등의 형태학적인 방법,6,15,19-21)
생리학적인 방법1)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후자는 실시간으
로 세포손상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Copyright © 2011 Journal of Korean Neurotraumatolog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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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리학적인 유발전위의 측정은 급성기의 손상에서

1.2 mM, CaCl2 2.4 mM, NaHCO3 24 mM, D-glucose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경생리학적 방법으로 정방향 군집

10 mM) 여기에 95% 산소/5% 이산화탄소를 환기하여

전위(orthodromic population spike: oPS)와 흥분성

pH 7.4±0.05를 유지하였다.

시냅스후전위(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EPSP)를 측정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고 우수하다고 하나23)

세포외 전기생리학적인 측정

허혈 및 저산소 손상의 정도를 정량하기에는 몇 가지 문

해마 조직편을 약 90분간 배양 후 용적이 1 mL 이하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모든 정방향의 전위는 시냅

기록조(submerging chanber)로 옮겼다. 기록조 안에서

스 전도를 통하여 일어나므로 이의 변조를 유발하는 일련

는 산소가 환기되고 30±1℃가 유지되는 표준 인공뇌척수

의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로는 시냅스후 돌기

액이 분당 3 mL의 속도로 관류되게 유지시켰다. 세포 외

세포(dendrites)에서 여러 수용체 및 이온 통로의 작용에

기록용 미세유리관은 150 mM NaCl로 채운 후 1~10 M

의해 신호의 취합(signal integration) 과정을 통한 조

Ω의 저항을 유지하였다. 세포 외 유발 군집전위는 Schaf-

정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에너지 결핍에 따른 adenos-

fer collaterals/commissural pathway을 전기적으로

ine 증가에 따른 조기 시냅스억제 현상(hypoxic synap-

자극하여 CA1영역의 stratum pyramidale과 stratum

tic depression)과 저산소후 반발성 과흥분상태(posthy-

radiatum 각각에 같은 저항을 가진 미세유리관을 위치

poxic rebound hyperexcitability) 등이 이 두 가지 조

하여 기록하였다 (Figure 1). 이때 얻어진 유발전위는 증폭

12)

셋째로는 시냅스억제 상

및 여과 (P511, Grass) 후에 Digidata 1,200을 이용하여

태에서 일시적으로 전위가 회복되는 현상(hypoxic in-

개인 컴퓨터와 연결하여 저장하였다. 양극성 플라티늄-이

jury potential: HIP)11)이 최종 탈분극(terminal de -

리듐 전기침 (25 um 직경)을 이용하여 50 usec 동안 0.05

polaization)과 세포사 직전에 나타나기도 하며 정확한 원

Hz의 빈도로 가하였으며 정방향의 군집전위는 stratum

인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현상들은 정방향 전

radiatum에 위치시킨 전극을 최대 유발전위의 절반이 나

위가 매우 우수함에도, 실제적인 신경손상을 평가하는 데 문

오도록 강도를 조정하여 전 실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

제점으로 남아있게 하였다.

하였다. 정방향의 fEPSP가 상대적으로 큰 군집전위에 의

정현상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역방향 군집전위(antidromic population spike: aPS)

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극용 전극을 한

는 축삭에서 신경체(soma)로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자극

개 반대편의 stratum radiatum에 위치시켜 군집전위를

으로 유발되며, 시냅스와 돌기세포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 (subpopulation level)로 자극을

탈분극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활성전위의 분출가능성이

주었다. 이때 자극용 전극과 기록용 미세유리관의 거리는

높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다.17) 그러나 aPS의 측정에 의

약 500 um 정도 유지하였다. 역방향의 군집전위는 자극용

한 저산소 및 허혈손상의 정량은 이론적 우수성에 비하여

전극을 CA1방향의 stratum alveus에 위치시켜서 신경

2,4,7)

보고례가 적어

이를 깊이 이해하고자 본 실험을 고안하

였으며, 약물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의 축삭을 자극한 후 측정하였고 최대 유발전위의 절반이
나오도록 강도를 조정하였다. 안정된 상태에서 군집전위

Antidromic

해마 조직편의 제작
모든 실험은 백서(4~6주, 100~150 그람 중량, Spra-

PS

gue-Dawley rat)를 이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에테르를 이
용하여 전신마취한 후 단두하였고 신속히 뇌를 적출한 후
4℃ 표준 인공척수액하에 해마를 분리하였다. 해마를 sep-

fEPSP

totemporal axis에 직각이 되도록 MacIlwaine chopper를 이용하여 450 uM의 두께로 절편을 만들었다. 사용
전의 절편은 30±1℃의 표준 인공뇌척수액에서 배양하였
다. 표준 인공 뇌척수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으며 (NaCl
130 mM, KCl 3.5 mM, NaH2PO4 1.24 mM, MgSO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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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rawing showing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electrophysiological recordings from CA1 hippo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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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 mV 이상인 경우에만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조직편은

가 지속된 시간에 따른 PS의 회복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

30분간의 안정전위(baseline recording)를 측정하였다.

았다. 그 결과 oPS가 소실되고 OGD 지속시간이 5분 이상
진행되면서 손상이 가중되어 7분 이후에는 완전 소실되는
양상을 보였고 aPS 소실된 이후 OGD 지속시간이 1분 이

허혈 상태의 유발
30분간의 안정전위 측정 후에 표준 인공뇌척수액의 glu-

내일 때까지는 완전 회복의 구간으로 나타났고 2분 이후

cose를 동일한 농도의 sucrose로 대치하고 95% 질소/5% 이

의 구간은 완전 소멸의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1~2분 사이

산화탄소를 환기하여 관류함으로써 허혈(oxygen glucose

의 짧은 구간에서 신경손상의 정도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

deprivation: OGD) 상태를 유발하였으며 6~12분 이후

여 (n=53) aPS의 소실의 시점이 비가역적 손상에 임박함을

다시 표준 인공뇌척수액을 30분간 관류하여 회복시켰다.

보여주었다 (Figure 3B, C).

Pharmacological manipulations

약물처치의 결과

실험에 사용된 adenosine, dizocilpine maleate (MK-

신경보호 기능을 갖는 약물들로 알려진 비경쟁적 N-

801), 2-amino-5-phosphonopentanoic acid (AP-5),

MDA 수용체 차단제인 MK-801, AP-5, Na++ 이온통로

lidocaine, 6-cyano-7-nitroquinoxalin-2, 3-dione

차단제인 lidocaine, AMPA 수용체 차단제인 CNQX 및

(CNQX)는 Sigma Chemical Co.에서 구입하였다. 각각의

Adenosine을 투여하고 9분간의 OGD에서의 신경보호효

약제들을 표준 인공뇌척수액에 희석 전에 증류수, etha-

과를 전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oPS 및 aPS의 측정

nol 혹은 DMSO에 녹인 후에 사용하였고 사용된 ethanol

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30 uM adenosine과 25 uM

혹은 DMSO의 최종 농도는 0.05% 미만으로 조절하였다.

AP-5는 모두 효과가 없었으며, 20 uM의 MK 801, 40 uM의
lidocaine은 모두 효과를 보였으나 20 uM의 lidocaine

Data anaylses and statistics
120

각 실험군 간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고 p -value가

100

0.05 이하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판정하
였다.

결

과

Recovery rate (%)

얻어진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Ischemia 8 minutes

80
60
40
20

허혈(OGD)시간에 따른 군집전위의 회복률 측정
6분에서 12분까지 다양한 시간의 OGD후 oPS 및 aPS의

Anti-dromic PS
Ortho-dromic PS

0
0

A

10

20

HIP duration

Time (minutes)

회복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서로 유사하였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분간의 OGD에는 모든 조직편이 회
다. 7~10분 사이는 경계선상의 구간으로 PS의 회복은 평균
적으로 OGD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그 편차는 심하였다. oPS는 OGD후 평균 1.1+/-0.2

Recovery rate (%)

복되었고 11분 이상에서는 모두 소실되어 회복되지 못하였

200

분에 급격히 소실되었으며 aPS는 6.6+/-0.2 분에 소실되
었다.
8분간의 OGD후 발생되는 HIP의 발생시간, 최고치 및
지속시간과 회복률과의 관계를 관찰하여 본 결과 회복률
과 지속시간과의 연관성이 관찰되었고 1분 이하의 짧은 지
속시간을 보이는 조직편의 회복률이 1분 이상의 지속된 것
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았다 (88% vs. 3.8%)(Figure 3A).
위의 실험 결과를 oPS와 aPS가 소실된 시점 이후 OG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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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Graph showing a representative tracing of ortho(open circle, oPS) and anti-dromic (filled circle, aPS) population
spikes before, during and after 8 minutes of oxygen-glucose deprivation. The depression of oPS noted first and a transient recovery was followed immediately before the complete dissappearance of aPS. B: Bar graph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duration of ischemia and the sequential recovery of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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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Scatter graph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of hypoxic injury potential and the recovery of aP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that limit HIP duration to less than 1 minutes elicited poor recovery. B: Scatter graph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of ischemia after the initial depression of oPS and the recovery of aPS. C: Scatter graph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of ischemia lasting later the depression of aPS and the recovery of aPS.
TABLE 1. Result of two different recordings obtained from the same 9 min of ischemia experiments. All the agents shown to be effective in oPS recordings (20 uM MK-801, 40 uM Lidocaine) are also effective in aPS recording. In addition, those without effect in
oPS recording (20 uM Lidocaine and 10 uM CNQX) are much clearer in aPS recording
Antidromic PS
(Means SEMs)

p value

Orthodromic PS
(Means SEMs)

p value

Control (n=20)

54.05±10.03

AP-5 25 uM (n=3)

40.96±12.37

0.71

40.89±10.35
40.92±13.79

0.99

Adenosine 30 µM (n=12)

49.81±10.84

0.78

44.52±12.71

0.82

MK 20 uM (n=6)

97.66±4.53

0.028*

103.76± 4.14

Lidocaine 20 uM (n=10)

89.14±3.52

0.022*

71.77±12.43

0.08

Lidocaine 40 uM (n=12)

84.90±9.6

0.048*

77.11± 8.85

0.022*

CNQX 10 µM (n=10)

86.00±3.58

0.036*

59.19±10.11

0.27

0.003*

과 10 uM의 CNQX는 aPS의 측정에서만 유의하게 높아

항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 부정확하여지고 단일세포의

aPS의 측정이 민감도에서 우수하였다 (Table 1).

활동전위 여부로 전체의 기능회복을 판단하기에는 부적

aPS가 소실된 이후 OGD 지속 시간을 1~3분으로 임의

절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포 외적인 측정인 군집전위는 막전

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PS의 회복률을 투여 약물에 따라

위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신경세포 및 돌기에서

관찰하여 약물처치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관찰하였

유출 혹은 유입되는 이온의 합을 반영하므로5) 전체적인 평

다 (Figure 4). 그림에서와 같이 대조군은 aPS 소실 2분

가에 매우 유리하다. Andersen 등2)에 의해 해마를 이용한

이후까지 진행된 OGD에서는 신호 회복이 없었으나 20 uM

정방향 전위와 역방향 전위를 통한 신경손상의 정량이 시

의 MK 801, 40 uM의 lidocaine은 aPS의 뚜렷한 회복

도되었으며, Cherubini와 Padjen5)에 의해 신경체(so-

을 보였으며 25 uM AP-5과 10 uM의 CNQX는 2분 이

ma)와 수초돌기세포의 fEPSP, 군집전위(oPS)를 동시

후의 OGD에서 회복이 양분되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측정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시냅스전 볼리(presynap-

것으로 판단되었고 30 uM adenosine은 효과가 거의 없

tic volley)는 시냅스전 유입(afferent) 신경섬유의 com-

는 것으로 나타났다.

pund action potential로 시냅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3)
fEPSP는 유입자극이 시냅스를 가로 질러 피라미드세포

고

찰

돌기세포를 지날 때 얻어지고, 정방향 군집전위는 자극이
피라미드 세포군에 이를 때 얻어진다. 흥분성 시냅스전도

허혈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전기생

의 효율은 유입된 자극의 크기에 따른 유출된 전위의 크

리학적인 방법에는 세포 외적인 방법으로 시냅스전 볼리,

기로 표현되며 시냅스전 볼리와 정방향 전위들을 측정함

fEPSP, 정방향 군집전위, 역방향 군집전위 측정과 세포

으로써 정량적으로 가능해 졌다.7) 역방향 군집전위는 피라

내 측정이 있다. 세포내 측정은 OGD에 의해 유발된 탈분

미드세포의 축삭(axon)에서 국소적인 자극을 주었을때 반

극 과정에서의 이온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신

대방향으로 측정되며, 정방향 전위와 반대되는 방향을 따

경세포막에 삽입된 미세전극과 세포막 사이의 전기적인 저

라 측정되는 세포막 전위를 표현한다. Shinskaia23)는 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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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atter graphs showing the
effect of various neuro-protective agents
and -modulators. The control data in these
graphs are the same as those shown in Fig.
3C. The data point shown on the right side
of two vertical dotted line and on the upper
part of horizontal line means that it has
some neuroprotective potentials.

향, 역방향 군집전위의 진폭이 신경세포의 반응성을 가늠

로 정방향 군집전위는 fEPSP과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였

하는 열쇠라고 기술하였으며, cAMP가 시냅스전달과정에

고, 세포막 기능만을 대표하는 시냅스전 볼리와 역방향 전위

13)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Jester 등 은 정방향

는 같은 모양으로 변화하였는데 측정된 전위의 크기에 있

군집전위나 fEPSP와 비교하여 역방향 군집전위가 효과적

어 10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 aPS의 측정이 좀 더 상세한 결

인 탈분극과 활성전위형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Niiyama 등17)은 이온활성(ionotropic) 글루타메이트 수

그러나 정방향 전위는 역방향 전위와 달리 신경손상이

용체 길항제가 존재할 때 시냅스전 볼리와 흥분성 시냅스

일어나기 전에 전위가 소실되는 현상, 즉 시냅스조기감소를

후 전위(EPSP)가 소실되기 때문에 약물의 신경보호 효과를

보인다. 아데노신이 CA1 피라미드세포의 돌기세포 전위를

검증할 때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세포외 흥분성

감소시켜 군집전위의 소실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피

시냅스 전도의 측정에서 정방향 군집전위의보다 시냅스전

라미드세포의 시냅스전도를 감소시키고 시냅스후 억제효과

볼리(presynaptic volley: PV)나 역방향 전위의 측정이

를 보일 뿐 아니라 돌기세포 전위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

4)

우월하며, 약물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oPS보다

으로 보고하고 있다.16) 아데노신의 이러한 작용으로 시냅

PV나 돌기세포에서의 취합을 거치지 않는 EPSP를 측정

스를 지나서 관측되는 정방향 전위의 조기감소 현상이 나

2,7)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도 전체적으

타나게 되어 신경손상을 평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
www.neurotrau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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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저산소 후 과흥분 상태는 주로 정방향 전위에서

목적의 인위적인 뇌혈류 차단의 상황에서 재관류의 시점을

일어나는데 저산소 상태에서의 NMDA 수용체 활성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약물투

통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복 후 상당시간

여 실험에서도 8~9분의 OGD에 의한 손상에서 유의한

지속되어 이를 백분율로 정량화한 경우 회복이 과장되거

효과를 보였던 모든 약물군과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던

8,9,14,24)

OGD 상태의

NMDA 수용체 길항제인 AP-5군도 역방향 전위 소실을

정방향 전위측정 도중 본 실험에서와 같이 아주 짧게 전

기준점으로 하여 진행한 실험에서는 소실 2분 이후에 부분

위가 회복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상은 저산소 손상전위(hy-

회복을 보여 신경보호기능이 있음을 시사하여 역방향의 실

poxic injury potential: HIP)라고 일컬어지며 Fairch-

험이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실험의 개체로도 의

ild 등은 신경세포의 영구적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일 것이

의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 편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된다.

라고 추정하였다. 발생은 GABA, adenosine 등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Fowler 등12)은 글루코스농도, pH 등이

결

론

HIP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Doolette
등10)은 정방향 전위를 측정하면서 발생하는 HIP는 아데

저자들은 본 실험을 통하여 정방향의 전기생리학적 분

노신 수용체가 관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실험조건에

석방법과 함께 막전도를 반영하는 역방향 군집전위를 동

서 HIP가 역방향 전위의 소실 전에 나타나 동시에 소실되

시에 측정하는 방법이 초기의 안정적인 기록을 담보하며 신

는 관계로 볼 때, Fairchild의 기술처럼 신경세포의 영구

경세포의 비가역적 기능소실 시기를 잘 반영하여 매우 효

적 손상과 관계가 있으며 세포막의 기능소실과 동반되는

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것으로 추정되며 HIP의 지속시간이 회복과 긍적적인 연관
이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동일한 실험조건을 가함에 있
어서도 조직편의 OGD전 상태의 차이나 실험자들 간의 차
이 등으로 OGD나 조산소 손상의 진행정도가 실험마다 다

중심 단어: 역방향 전위기록·정방향 전위기록·허혈손상·
해마절편.
■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를 수 있고 이것이 HIP의 지속시간 및 회복률의 차이로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체적인 허혈시간은 신경손상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면서 대부분의 경우 실험조건으로 일정하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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