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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黃芩), 석창포(石菖蒲), 천마(天麻) 물추출액 혼합물이 배양한 흰쥐 대뇌신경세포의 활성
과 학습능력 증진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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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Water-extract Mixture of Scutellariae baicalensis GEORGI, Acorus gramineus SOLAND and
Gastrodia elata BLUME on Cultured Rat Cortical Neurons and Enhancement of Learning and
Memory Power. Chul Hwan Bae, Hyun Jung Jung, Seung Hyun Jung, Il Soo Moon

1
, Won Chul Lee

2

and Gil Jo Sin*. Dept. of Oriental Medicine, 1Department of Anatomy, Dongguk University, 2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Scutellariae baicalensis GEORGI, Acorus gramineus SOLAND and
Gastrodia elata BLUME are traditional medicines used in the treatment of incipient stok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ir effects on various aspects of neuronal differentiation in single or composite
forms. Water-extracts of these medicines showed neuroprotective effects on cultured rat cortical neu-
rons in normoxia and hypoxia. To understand the mechanism for neuroprotection we carried out vari-
ous cell biological assays. They stimulated initial differentiation of neuronal development (transition
from stage 1 to 2), and increased the number of spines and the length and number of dendritic
processes. These effects were best manifes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were given a mixture
of the three kinds of extracts (p<0.01). To assess improvement of brain functions we carried out
Morris water-maze tests for the mice that were fed on these extracts instead of water for 4 weeks.
The experimental groups, especially those which were given the mixture of the three kinds of extract,
showed significant (p<0.01) enhancement in memory as early as one day after the learning tri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three kinds of extracts have synergistic effects on neuronal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brain functions.

Key words : Scutellariae baicalensis GEORGI, Acorus gramineus SOLAND, Gastrodia elata BLUME, cortical
cell culture, memory

*Corresponding author

*Tel：+82-31-710-3710, Fax：+82-31-710-3780

*E-mail : shingcho@joins.com

서 론

사람의 뇌는 학습, 기억, 지성, 개성, 추리 등의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이다. 사람의 뇌는 10
11

개

정도의 신경세포(neuron)로 구성되며, 인체 다른 조직의 세포

와는 달리, 신경세포는 증식이 되지 않는다[21]. 신경세포는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에 최적화된 구조와

특성을 갖고 있다.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신경망(neural

net)을 형성하며, 이러한 신경망이 학습과 기억을 포함한 모든

행동의 신경계적 기반이 된다[9].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부인

연접(synapse)은 경험을 장기간의 기억으로 저장하는 바탕이

된다[47].

신경망의 생성과 소멸은 연접의 변화에 기인하며 연접의

이러한 성질을 연접가소성(synaptic plasticity)이라 한다

[2,10]. 학습과정 동안에 자극을 받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접

강도는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신경망은 학습자극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즉, 차후에 이 신경

망이 활성을 갖게 되면 학습한 내용이 회상되는 것이다[43].

따라서 신경망의 변화는 연접가소성에 기인한다[1,6,32].

사람의 뇌는 학습과 기억 능력이 탁월하지만 또한 노화에

따라 심각하게 손상을 잘 받는다. 가장 흔한 예는 치매

(Alzheimer’s disease, AD)로서 신경세포사로 인하여 학습과

기억능력을 거의 완전히 소실한다[42].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

매를 경험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화와 관련된 인지기

능의 저하를 겪는다[37].

동물실험 결과, 치매 및 노화와 연관된 인지기능의 손상은

동일한 신경망의 손상에 기인한다. 그러나 치매에서는 신경세

포사가 우세하며, 노화에서는 연접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15,30,33], 이러한 노화와 연관된 연접의 변화는 가역적

이다[12,28].

황금(黃芩, Scutellariae baicalensis Georgi)은 쌍떡잎식물 통

화식물목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양심거열(凉心祛熱), 사

폐화(瀉肺火), 소담이기(消痰利氣)의 효능이 있는 약물로[14],

흰쥐를 이용한 허혈모델에서 해마신경세포의 보호작용[26]과

배양한 혈관내피세포의 자연사(apoptosis)를 억제하는 효능

[41]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석창포(石菖蒲, Acorus

gramineus SOLAND)는 천남성과(A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할담선옹(割痰宣壅)하고 개규통폐(開竅通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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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이 있는 약물로[14], 뿌리의 essential oil은 NMDA 수용체

를 통한 신경독성을 억제하며[23], essential oil의 주요 성분인

asarone은 흥분독성으로부터 쥐의 대뇌신경세포를 보호한다

[16]. 천마(天麻, Gastrodia elata BLUME)는 난초과

(Orchd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평간(平肝), 식풍

(息風), 지경(止痙)시키는 효능이 있어 일절의 풍증(風證)에 적

용하는 약물[14]로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하고[22], 기억 형성

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7], 천마의 에테르 분획

은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에 의하여 유도된 신경 세포사를

억제한다[7,8,22,46].

뇌질환 예방 효능을 나타내는 천연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

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황금, 석창포, 천마의 신경세포 보호와

기억 증진효능에 대한 세포생물학적 및 동물실험은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황금, 석창포 및 천마의 물추출물이

뇌신경세포의 생장에 미치는 효능, 뇌세포 사멸 억제 활성,

그리고 학습과 기억 능력에 유의한 효능이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재료 및 방법

동물

신경세포배양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Sprague-Dawley계 흰

쥐(대한동물실험센터)를, Morris 수중 미로(Morris water-

maze)를 이용한 학습과 기억능력 측정에는 생쥐(ICR 계통,

6주령 숫컷; 대한동물실험센터)를 사용하였다.

약재 및 물추출액 제조

실험에 사용된 황금, 석창포, 천마는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

한약 규격주해[19]에 근거하여 동국대학교 경주 한방병원에서

구입하였다. 황금, 석창포, 천마 각각의 뿌리를 이물을 제거하

고 분말화하였다. 약제 1: 증류수 10 (w/v)으로 증류수를 가하

고 상온에서 12~18시간 동안 추출한 후 10,770× 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얻고 0.2 μ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하였

다. 시료는 -70oC에서 냉동 보관하였으며, 실험직전 상온에서

녹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각 추출물의 효능실험에서는

황금은 20 μg/ml, 천마와 석창포는 10 μg/ml의 농도로 첨가

하였으며, 복합 추출물의 효능실험에서는 그 절반씩을 첨가하

였다. 건조물은 1 ml 추출액 튜브를 이동하여 troplicate로 동

결건조한 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신경세포 배양

임신 18일(embryonic day 18:E18)의 Sprague-Dawley계 흰

쥐 대뇌피질신경세포를 Brewer 등[3]의 방법에 따라 배양하였

다. 즉, E18의 흰쥐를 dry ice가 들어있는 통속에 3～5분간 넣어

마취하고, 자궁을 가른 후 흰쥐 태아를 취하고 뇌를 잘라내었

다. 대뇌피질 조직을 37oC에서 5분간 0.25% trypsin으로 처리

하고 1 mM sodium pyruvate와 10 mM HEPES (pH 7.4)가

첨가된 HBSS용액(Invitrogen Life Technology) 5 ml로 4～5회

세척하여 반응을 중단시켰다. 조직을 1 ml Hank's 용액으로

옮기고, 끝을 불에 달구어 구멍을 작게 한 pasteur pipette으로

6～7회 통과시켜 신경세포를 분산시켰다. 이 후 분산된 세포

를 모으고 세포수를 측정한 다음 약 1,500 cells/mm
2
가 되도록

B27을 첨가한 plating neurobasal media (Invitrogen Life

Technology; 100 ml neurobasal, 2 ml B27 supplement, 0.25

ml glutamax I, 0.1 ml 25 mM glutamate, 0.1 ml 25 mM

2-mercaptoethanol)에 접종하여 5% CO2 배양조에서 배양한

다음 2～3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feeding neurobasal media

(100 ml neurobasal, 2 ml B27 supplement, 0.25 ml glutamax

I)로 1/3씩 교환하였다.

저산소증 유발

Culture plate를 CO2 Water Jacketed Incubator (Forma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2% O2/5% CO2 환경에서 3시간

처리하여 저산소증을 유도하였다. 저산소 처리가 끝나면 배양

세포를 정상산소 환경 배양조에 옮기고 계속 배양하였다.

면역세포화학적 염색(immunocytochemistry)

배양용기(24-well plate)를 얼음 위에 올려놓고 배양액을

500 μl의 D-인산완충용액(D-PBS; 0.1 g/l CaCl2, 0.2 g/l KCl,

0.2 g/l KH2PO4, 0.1 g/l MgCl2-6H2O, 8.0 g/l NaCl, 2.16 g/l

Na2HPO4-7H2O)로 교환해 주었다. 5분 후 D-PBS를 4
o
C meth-

anol (500 μl)로 교환하고 5분 후 -20
o
C methanol (500 μl)로

다시 교환한 다음 -20
o
C에서 보관하였다. 20분 후 methanol을

D-PBS (500 μl)로 교환하고 15분 후 전차단용액(preblock sol-

ution; 0.05% Triton X-100, 5% 정상염소혈청)을 넣어 4oC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1차 항체(anti-PSD95 (postsynaptic density

95) mouse monoclonal, 1:500, Upstate Biotechnology Inc.,

Lake Placid, NY; anti-Synaptophysin mouse monoclonal,

1:200, Sigma; anti-SynGAPα rabbit polyclonal, 1:500, Upstate

Biotechnology Inc., Lake Placid, NY)를 넣고 4
o
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실온에서 전차단용액으로 20분씩 3회 세척하였

다. 형광물질이 표지된 2차 항체(anti-mouse IgG, Alexa

488-labeled, 1:2,000 혹은 anti-rabbit IgG, Alexa 568-labeled,

1:2000)를 넣고 1시간 더 반응시킨 후, D-PBS로 15분씩 3회

세척하였다. CCD 카메라(Photometrics Inc., Germany)가 장

착된 형광현미경(Leica Re search Microscope DM IRE,

Germany)으로 영상을 관찰하고, QFluoro version V1.0b soft-

ware (Leica Microsystems AG, Germany)를 이용하여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였다.

LDH assay

배양 10일(10 day in vitro: DIV 10)에 약재를 처리하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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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배양한 후 저산소증을 유도하였다. 저산소증을 유도하기

직전, 즉 정상 산소 환경 및 저산소증 유발 후 1, 3, 5, 7일에

각각 배양액 20 μl를 96-well plate에 옮기고 pyruvate sub-

strate (NADH 1 mg/ml)를 20 μl씩 가한 다음, 상온에서 2분간

흔든 후 37
o
C에서 30분간 더 흔들었다. 발색시약(color re-

agent, Sigma 505-2)을 20 μl씩 가하고 상온에서 20분간 흔든

후, 0.4 N NaOH를 100 μl씩 가하고 상온에서 15분간 더 흔든

다음 ELISA reader로 흡광도(ABS450)를 측정하였다.

Morris 수중 미로의 장치를 이용한 학습 및 기억력 측정

Morris 수중 미로(Morris water-maze)는 학습과 기억능력

을 측정하는데 가장 흔히 이용된다. 수중 미로를 이용한 실험

은 생쥐를 각각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각 군당 12마리

로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이 장치에 이용한 수조(tank)는 직경

이 180 cm 높이가 50 cm인 원형 통으로 온도가 22±2
o
C되는

물로 35 cm 높이로 채웠다. 쥐가 피할 수 있는 발판은 직경이

12 cm인 투명한 아크릴원통으로 만들어 수면보다 1.0 cm 낮게

숨겼으며, 물에 우유를 넣어 발판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수중

미로의 주변의 비디오카메라 등 공간 단서들을 학습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수조를 4개의 동일한 4분원으로 나누어

북동(NE), 북서(NW), 남동(SE), 남서(SW)로 구분하였고, 이중

북동 4분원의 중심부에 발판을 놓았다. 각 4분원에서 한 번씩

출발하여 하루에 4번씩 4일간 학습을 시켰으며, 그때마다 발

판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초)을 측정하였다. 이때 90초

이상 걸리는 생쥐는 90초로 기록하였고, 1회의 학습이 끝나면

발판위에 올려 30초간 공간학습을 하게 한 후 다음 학습을

시켰다. 5일째에는 발판을 없애고 수영하게 하여(2회 반복) 발

판이 있었던 4분원에 머무는 평균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발판을 물위로 올라오게 하고, 붉은 천으로 덮은 후 불을 비추

어 잘 보이게 하고(가시발판시험), 수영하게 하여(2회 반복)

발판을 찾는 평균시간을 측정하여 시각장애에 의한 오류를

배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최소 8배수로 시행하였고, 세포의 생존율은 대

조군에 대한 백분율(% of control)로 표시하였다. 통계학적 유

의성은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다.

결 과

배양 대뇌신경세포의 초기성장단계의 구분

E18 대뇌세포의 배양 12시간째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하였

다(Fig. 1). 대뇌신경세포는 배양 시작 후 2시간 정도부터 신경

가지돌기를 내기 시작하며, 12시간 후에는 10~20 μm까지 자

란다. 대뇌세포는 배양초기에는 신경가지돌기가 없는 원형 형

태(Fig. 1의 화살표머리)로서 이 단계를 층판족(lamellipodia)

Fig. 1. A phase-contrast micrograph showing early morpho-

logical development of cultured neurons. E18 rat cortical

neurons were grown in vitro for 12 hr in neurobasal

medium supplemented with B27. Round shape without

neurites is defined as lamellipodia stage (stage 1; arrow-

head), which is followed by minor process stage (stage

2; arrow). Neurons with a fan-like process is defined

as stage 1.5 (asterisk).

단계(제1단계)라고 한다. 그 후 작은 가지를 내는 단계를 작은

가지(minor process) 단계(제2단계, Fig. 1의 화살표)라 하며,

그 중간에 부채꼴 모양으로 신경가지돌기가 발생하는 단계를

제1.5단계(Fig. 1의 별표)라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뉴로베

이잘 배지는 혈청이 첨가되지 않은 배지로서 신경교세포는

약 10% 정도로 거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아 대부분이 신경세포

로 구성되어 있다.

황금 추출물(HK), 황금+천마 복합 추출물(HC), 황금+석

창포 복합 추출물(HS) 및 황금+석창포+천마 복합 추출물

(HSC)가 신경세포의 초기 형태발생에 미치는 영향

약재 추출물이 신경세포의 초기 형태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물을 첨가한 뉴로베이잘 배지에 E18

대뇌세포를 배양하고 그 효능을 배양 12시간 후에 관찰하였

다. 대조군에 비하여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에서 자란 세포들

은 일반적으로 제 1.5 및 제 2단계로 접어든 빈도가 증가하였

다(Fig. 2A). 이를 통계(현미경 시야 수=20, 세포 수=400 내지

600, 4회 반복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Fig. 2B). HK, HC, HS,

HSC를 배지에 첨가하였을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제2단계 세

포들의 비율이 각각 2.76±0.5, 3.07±0.6, 6.18±0.7, 7.04±0.6배로

매우 유의한(p<0.001) 증가를 보였다. 이는 이 추출물들이 신

경세포의 초기 형태적 발생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음을 의미

한다.

HK, HC, HS, HSC의 신경가지돌기 수에 미치는 영향

약재 추출물이 신경가지돌기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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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various extracts on early morphological develop-

ment of cultured neurons. E18 rat cortical neurons were

grown in vitro for 12 hr in neurobasal medium supple-

mented with B27. Extracts were added from the

beginning. A, Typical phase-contrast micrographs of each

cultures. Scale bar, 20 μm. B, Statistics. In the cases of

adding HK, HC, HS, and HSC to media, ratios of stage

2 cells increased significantly, 2.76±0.5, 3.07±0.6, 6.18±0.7,

and 7.04±0.6 times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1, Mann-Whitney U test. Number of the visu-

al field=20. Number of cells=400～600. Repeat number=4.

※ HK,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HC, Scutellaria bai-
calensis GEORGI + Gastrodia elata BLUME. HS,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 Acorus gramineus SOLAND. HSC,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 Acorus gramineus
SOLAND + Gastrodia elata BLUME

보기 위하여 추출물이 첨가된 뉴로베이잘 배지에 E18 대뇌세

포를 배양하고 24시간 후에 관찰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추

출물을 첨가한 배지에서 자란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돌기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통계(현미경 시야 수=20, 세포 수=400 내

지 600, 4회 반복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Fig. 3). HK, HC,

HS, HSC를 배지에 첨가하였을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돌기의

수가 각각 112.5±35, 125±40, 128±35, 150±38%로 증가하였으

며, HC 및 HS의 경우 유의한(p<0.05) 증가, HSC의 경우 매우

유의한(p<0.01) 증가를 보였다. 이는 이 추출물들이 신경세포

의 초기 돌기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Fig. 3. Effects of various extracts on the number of neuronal

processes. E18 rat cortical neurons were grown in vitro
in neurobasal medium supplemented with B27. Extracts

were added from the beginning and neuronal processes

were counted at 24 hr. *, p<0.05. **, p<0.01, Mann-

Whitney U test. Number of the visual field=20. Number

of cells=400～600. Repeat number=4.

HK, HC, HS, HSC이 신경가지돌기의 길이성장에 미치는

영향

약재 추출물이 신경가지돌기의 길이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물이 첨가된 뉴로베이잘 배지에 E18 대

뇌세포를 배양하고 24시간 후에 관찰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에서 자란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돌기의

길이가 증가하였는데 통계(현미경 시야 수=20, 세포 수=400

내지 600, 4회 반복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Fig. 4). HK, HC,

HS, HSC를 배지에 첨가하였을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축삭의

Fig. 4. Effects of various extracts on the length (μm) of neuronal

processes. E18 rat cortical neurons were grown in vitro
in neurobasal medium supplemented with B27. Extracts

were added from the beginning and neuronal processes

were counted at 24 hr. *, p<0.05. **, p<0.01, Mann-

Whitney U test. Number of the visual field=20. Number

of cells=400～600. Repeat numb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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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각각 133.3±41, 150±30, 158±37, 158±43%로 증가하였

으며, HK의 경우 유의한(p<0.05) 증가, 그리고 HC, HS, HSC

의 경우 매우 유의한(p<0.01) 증가를 보였다. 이는 이 추출물들

이 신경세포의 초기 축삭의 길이성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음

을 의미한다.

배양한 대뇌신경세포에서 연접의 발생

연접은 DIV 3에 생성되기 시작하여 DIV 17에 거의 최고에

도달하며, DIV 7 내지 DIV 10 에 가장 활발히 생성된다. DIV

14의 신경세포를 PSD95와 synaptophysin (SYN) 항체로 이중

염색하여 관찰하였다(Fig. 5). 연접후세포막 표지단백질인

PSD95(붉은색)와 연접전세포막 표지단백질인 SYN (초록색)

은 신경가지돌기를 따라 분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서로 가

까이 접하고 있거나(화살표), 중첩하고 있음(노란색, 화살표

머리)을 보여준다. 이는 DIV 14일에 점박이(puncta)로 보이는

PSD95의 대부분은 이미 축삭말단과 접촉하여 연접을 생성한

연접후 신경가지돌기가시(dendritic spine)임을 의미한다.

HK, HC, HS, HSC이 연접생성에 미치는 영향

약재 추출물이 연접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접이 가장 활발히 생성되는 시기인 DIV 7에 추출물을 첨가

하고 DIV 10에 신경세포를 PSD95 항체로 염색하여 형광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Fig. 6). 대조군에 비하여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에서 자란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신경가지돌기의 가시 수

가 증가하였는데 통계(현미경 시야 수=20, 세포 수=20 내지

30, 4회 반복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Fig. 6B). HK, HC, HS,

Fig. 5. Detection of dendritic spines immunocytochemistry. DIV

14 rat cortical neurons were doublestained with an-

ti-PSD95 and anti-synaptophysin (SNP) antibodies, a

postsynaptic spine and a presynaptic terminal marker,

respectively. Examples of lose apposition of the two pro-

teins are indicated by arrows. Nuc, nucleus. Scale bar,

10 μm.

Fig. 6. Effects of various extracts on the spine density. E18 rat

cortical neurons were grown in vitro in neurobasal me-

dium supplemented with B27. Extracts were added on

DIV 7 and spines were visualized by immunostaining

with anti-PSD95 antibody. A, Typical micrographs of

each stainings. B, Statistics. **, p<0.01, Mann-Whitney U

test. Number of the visual field=20. Number of cells=2

0～30. Repeat number=4.

HSC를 배지에 첨가하였을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신경가지돌

기가시의 수가 각각 123±16, 140±17, 143±22, 161±14%로 증가

하였으며, 모든 실험군에서 매우 유의한(p<0.01, Mann-

Whitney U test) 증가를 보였다. 이는 이 추출물들이 신경세포

의 연접생성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상산소 배양조건에서 HK, HC, HS, HSC의 신경세포

보호 효능

추출물들이 시험관에 배양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흰쥐 E18 대뇌신경세포를 뉴로베이잘 배지에

배양하고 DIV 10에 추출물을 첨가한 후 DIV 14에 세포의 생존

율을 LDH 측정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추출

물을 첨가한 배지에서 자란 세포들은 생존율이 증가하였는데

통계(24-well plate, n=8, 4회 반복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Fig. 7). HK, HC, HS, HSC를 배지에 첨가하였을 경우 대조군

에 비하여 생존율이 각각 116±8, 115±12, 118±15, 121±13%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실험군에서 매우 유의한(p<0.01) 증가를

보였다. 이는 이 추출물들이 정산산소환경에서 배양한 신경세

포의 보호 효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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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를 나타내며, Y축은 발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이때 시간은 하루에 4번 실시하여

평균값을 취한 것이다. 학습1일째 HK는 75.3±12초, HC는

76.2±6.7초, HS는 70.5±11.4초, HSC는 67.1±7.5초로, 대조군

86.1±6.1초에 비하여 유의한(p<0.05)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HSC는 매우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습 첫날

부터 추출물을 투여한 시험군은 학습효율이 대조군에 비하

여 유의하게 높으며, 특히 HSC 투여군은 HK 투여군에 비하

여도 매우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2일째도 추출물을

복용한 시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그러나 학습3일과 4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한 HSC 투여군은 HK에 비하여도 유의한(p<0.05) 감소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출물을 투여한 시험군은 학습과 기억

능력이 증가하여 학습2일에 거의 학습과제를 완성하는 반면

대조군은 4일이 되어야 학습이 끝남을 의미한다. 학습4일이

끝나고 5일째 발판을 없애고 수영하게 하여(2회 반복) 발판

이 있었던 4분원에 머무는 평균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p>0.8), 추출물 투여군들에서 학습 증진효과

경향성을 보였다. 추출물 투여기간 동안 생쥐의 몸무게 증가

는 대조군과 시험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Fig. 9F). 발판을 수

면위로 올려놓고 밝게 불을 밝혀 잘 보이게 한 가시발판시험

에서도 대조군과 시험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추출물

투여가 생쥐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 아

니라 단순한 체력적 차이 때문에 발판을 빨리 찾은 것이 아

님을 의미한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황금, 석창포, 천마의 물추출물이 흰쥐의 대

뇌신경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정상산소

환경에서 1) 신경세포의 초기 형태적 분화를 촉진하고, 2) 신경

가지돌기의 수와 길이성장을 증가시키고, 3) 연접생성을 촉진

하며, 4) 신경세포 보호 효능이 있었으며, 저산소증에서도 신

경세포사멸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생쥐를 이용한 Morris 수중

미로실험에서도 학습과 기억능력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 이

러한 효능은 단일 추출물보다 여러 가지 약제를 혼합할 경우

더 상승적으로 효능을 나타내었다.

인간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뇌신경망의 활성에 근거한다

[36]. 신경망은 신경세포들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 연결지점인

연접의 활성과 연결강도의 변화 및 새로운 연접의 생성은 신

경망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연접이 생성되기 위

하여는 축삭과 가지돌기의 성장 및 가지돌기가시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습과 기억이 잘 일어나기 위하여는 신

경세포의 이러한 활성이 촉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효능을 갖

는 물질은 아마도 학습과 기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 예측된

다. 실제로 연접의 생성과 제거가 성체 뇌에서 끊임없이 일어

남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흰쥐를 다양한 물체가 있는 환

경에 넣고 여러 가지 행동을 자유롭게 경험하게 하면 신경세

포의 연접밀도가 증가하며[29], 생쥐의 수염(whisker)을 자극

하면 가지돌기가시의 형성이 유도된다[44]. 보다 직접적인 증

거로서 체감각피질(somatosensory cortex)의 신경세포를 형

광염색하고 장기적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로 관찰해 보면 가지

돌기가시들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며, 그 속도는 감각피질을 자

극하면 증가하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새로 생성된 신

경가지돌기가시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연접을 형성함이 알려

졌다[27].

Cajal [4]이 경험의 결과로 뇌 구조상의 변화가 야기됨을

제시한 이후 학습에 의한 연접생성의 증거도 많이 보고되었

다. 병아리를 수동회피학습을 시키고 24시간 및 48시간 후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등쪽외측해마(dorsolateral hip-

pocampus)에서 신경세포의 연접밀도가 상당히 증가하며 평

균연접높이도 대조군에 비하여 상당히 달라진다[45].이 경우

연접밀도의 증가는 shaft (type II) 연접에 의하였는데, 연접생

성 동안에 shaft synapse가 먼저 형성되고 이들이 spine syn-

apse로 변환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11]. 동일한 학습방법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빠르게는 1시간 후에 새로운 연접

의 생성이 일어난다[11,35,40]. 그리고 공간적으로 복잡한 환경

에 노출된 쥐는 CA1 세포의 가지돌기가시의 밀도가 증가하고

수중미로에서 향상된 성적으로 보인다[34]. 또한 실험적으로

장기기억의 연접기전으로 알려진 장기연접강화를 유도하면

10-15분 후에 해마 CA1 추세세포의 가지돌기에서 가지돌기가

시의 생성이 증가한다[5]. 이러한 사실들은 학습과정 동안 성

체 뇌에서 연접생성 및 제거가 활발히 일어남을 증명한다. 따

라서 연접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은 학습과 기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의 뇌는 노화에 따라 심각하게 손상

을 받는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치매(Alzheimer’s disease,

AD)와 같이 많은 신경세포의 사망으로 인하여 학습과 기억능

력을 거의 완전히 소실한다. 치매와 같은 병적인 경우는 아니

더라도 대부분의 인간은 노화와 관련된 인지기능의 저하를

겪는다. 치매와 인지기능의 손상은 모두 신경망의 손상에 기인

한다. 다만 치매의 경우 신경세포의 사망이 주원인이며, 노화

에 따른 인지기능의 손상은 신경망은 온전하지만 연접의 변화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24살의 원숭이 대뇌신경

세포는 9살 된 원숭이에 비하여 가지돌기가 단순화되고 20–

35%의 가지돌기가시의 수와 밀도의 감소가 일어난다[39].

다행스럽게도 연령에 따른 이러한 가지돌기의 소실은 회복

가능하다. 예로서 난소절제술을 한 쥐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한

경우 신경가지돌기가시의 밀도가 약 55% 증가한다[12,28]. 이

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 신경가지돌기가시의 수를 정상수

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든 암컷 원숭이(perimenop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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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에 해당하는)도 에스트로겐에 유도된 CA1 해마구역

가지돌기가시 수의 증가가 젊은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잘 일어

난다는 것이다[13]. 이러한 증가는 대뇌전두엽에서도 일어난

다[12]. 난소절제를 한 늙은 원숭이에 에스트로겐을 처리하고

행동분석을 해보면 인지기능이 상당히 향상된다. 에스트로겐

을 처리한 그룹은 해마 의존성 과제(delayed non-matching

to sample, DNMS)와 노화에 민감한 전두엽 과제(delayed re-

sponse task)에서 향상된 성적을 보인다. 이 경우 해마 의존성

과제에 에스트로겐이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노화에 민감한

전두엽 과제는 굉장히 향상시켜 젊은 원숭이 수준으로 회복시

켰다[38]. 이 결과는 영장류에 있어 전두엽은 해마와 동등하게

반응성이 좋으며 따라서 해마 의존성 이외에도 보다 더 광범

위한 인지기능이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런 사실

은 단지 에스토로겐 뿐 아니라 다른 물질에 의하여도 노화에

의한 신경회로의 손상이 회복될 수 있으며, 노화된 연접도 가

소성이 있으며 연접의 건강과 효능에 관련된 신호전달경로에

계속 반응함을 의미한다.

노화에 따른 연접기능의 손상이 회복가능하다는 사실은 매

우 희망적이며, 회복효능이 있는 물질의 탐색은 매우 중요하

다. 황금은 고한(苦寒)한 약물로 폐, 심, 위의 실화(實火)와 담

열(痰熱), 풍열(風熱)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장열번갈(壯熱

煩渴), 습열사리(濕熱瀉痢), 한열왕래(寒熱往來), 폐열해수(肺

熱咳嗽), 습열두통(濕熱頭痛), 목중종적(目中腫赤) 등의 증상

에 사용한다.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 황금탕(黃芩湯), 소시

호탕(小柴胡湯)은 황금의 청열사화(淸熱瀉火) 효능을 이용한

처방들이며, 황금이 포함된 중풍 초기 처방으로는 우황청심원

(牛黃淸心元), 대시호탕(大柴胡湯)이 대표적이다[14]. 황금은

흰쥐의 전뇌허혈 모델에서 신경방어효과[31], 저산소증 모델

에서 대뇌신경세포 자연사 방지예방 및 치료 효과[25]가 보고

되었다. 석창포는 신온(辛溫)한 방향성(芳香性) 약물로 개심규

(開心竅), 거습축풍(祛濕逐風), 제담소적(除痰消積), 개위관중

(開胃寬中)하는 효능이 있다. 임상적으론 번민건망(煩悶健忘),

심복통(心腹痛), 혼미(昏迷), 풍비(風痺), 전간(癲癎) 등에 사용

되며[14], 지황음자(地黃飮子), 총명탕(聰明湯), 안신정지환(安

神定志丸), 청심온담탕(淸心溫痰湯) 등은 석창포의 이러한 효

능을 대표하는 처방이다. 석창포는 국소 뇌혈류량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 및 기전[18], 뇌허혈의 신경 방어효과[20]가 보고

되었다. 한편 천마는 성평(性平), 무독(無毒), 미감(味甘)한 약

물로 간경(肝經)으로 들어가 평간잠양(平肝潛陽), 식풍지경(息

風止痙)의 효능이 있어, 두통, 현훈, 파상풍 등에 사용되며[14],

천마구등음(天麻鉤藤飮), 반하백출천마탕(半夏白朮天麻湯)

등이 대표적 처방이다. 천마가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하고[23],

기억증진 효능[16]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천마의 에테르 분

획은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에 의하여 유도된 신경세포사를

억제한다[22, 24]. 본 연구에서는 이 약재들의 혼합물의 효능을

신경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신경세포의 초기 형태적 분화의

촉진, 가지돌기(process)의 수와 길이성장의 촉진, 연접생성 촉

진, 신경세포 보호 등에 단일약제보다 더 큰 효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연접의 활성을 증

가시켜 학습과 기억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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