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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root of Polygala tenuifolia (POL) on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 induced by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in rats.

Methods :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was produced by permanent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pBCAO). POL was administered orally once a day (130 mg/kg of water-extract) for 28 days starting at 4 

weeks after the pBCAO. The acquisition of learning and the retention of memory were tested on 9th week after 

the pBCAO using the Morris water maze. In addition, effects of POL on Aβ generation and expressions of APP 

and BACE1 were observed in the hippocampus of rats.

Results : POL significantly prolonged the swimming time spent in target quadrant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 

swimming time spent in the quadrant far from the target. PO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ercentage of swim 

in the targer quadrant in the retention test, while POL was not effective on the escape latencies in the 

acquisition training trials. POL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s of Aβ(1-40) and Aβ(1-42) in the cerebral cortex and 

the level of Aβ(1-42) in the hippocampus produced by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POL also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up-regulation of APP and BACE1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produced by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Conclusions : The results show that POL alleviated memory deficit and up-regulation of Aβ and BACE1 

expressions in the hippocampus. This result suggests that POL may exert ameliorating effect on memory deficit 

through inhibition of β-secretase activity and Aβ generation.

Key words : Polygalae radix, Cerebral hypoperfusion, β-amyloid, Memory impairment, APP, BACE1, Morris 

water maze

서 론1)

遠志 (Polygalae Radix)는 원지과 (Polygal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원지 (Polygala tenuifolia Willd.)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寧心安神, 益智, 祛痰開竅의 효능으로 心神不

安, 驚悸, 不眠, 健忘, 精神錯亂, 神志恍惚 등을 치료하는데 

응용되며1), 중추신경계 질환과 인지기능 장애에 가장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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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한약물 중 하나이다2). 遠志는 nuclear factor-κB를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 tumor necrosis factor-α와 interleukin-1

을 억제하는 항염증 효능이 있고3,4), N-methyl-D-aspartate 

(NMDA)와 β-amyloid (Aβ)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하

며5,6), 1-methyl-4-phenyl-1,2,3,6 -tetrahydro-pyridine 

(MPTP)에 의한 도파미성 신경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는 효능

이 있다고 하였다7). 또한 in vivo 연구에서, Aβ(25-25)의 뇌실 

주입에 의한 학습과 기억 장애8) 및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수

용체 길항제인 scopolamine에 투여에 의한 기억 장애를 개선

하는 효능이 보고되었다9,10). 이러한 遠志의 효능과 작용기전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과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PD)의 신경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작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11), 인지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원인 질병 중 하나인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VaD)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조직이 손상되어 치

매가 유발되는 상태로, 뇌졸중 이후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지

장애가 유발되므로 다경색 치매 (multiinfarct dementia)라

고도 불렸다12). 그러나 다발성 뇌경색뿐만 아니라 인지기능과 

관련된 뇌 부위의 단일 뇌경색, 다발성 열공, 피질하 소혈관 

질환, 여러 형태의 뇌출혈 등도 치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

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 의해 초래되는 치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13). 최근에는 명확한 치매

뿐만 아니라 준임상적 (subclinical)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까

지를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뇌혈류 저하에 의한 인지장애를 혈

관성 인지장애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VCI)로 정

의하고 있다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급성적인 뇌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뇌혈류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수 주 이내에 뇌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되지도 않는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 상태를 유발하는 양측 

총경동맥의 영구폐쇄 (permanent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pBCAO) 방법으로 인지장애를 유발하고15), 

4주 후부터 遠志의 물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한 다음 Morris 

water maze를 사용하여 학습과 기억의 행동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지장애 유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Aβ 생성과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 및 β-site APP-converting enzyme 

1 (BACE1) 발현에 대한 영향을 관찰한바 유의한 결과를 얻

어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나라바이오텍 (Nara Biotechnology, Seoul, 

Korea)에서 구입한 280-300 g의 수컷 Sprague-Dawley 

흰쥐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과 처치는 경희대학교 실

험동물윤리위원회의 방침과 동물실험관련 규정을 따랐으며, 

실험에 사용한 흰쥐는 온도 (21-23 ℃), 습도 (40-60%)와 

조명 (12시간 명/암)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무균

음수와 사료를 자유롭게 공급하며 사육되었고, 실험실 환경에 

1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2. 약물의 제조 및 투여

본 실험에 사용한 遠志 (the root of Polygala tenuifolia 

Willd., Polygalaceae; POL)는 (주)허브메디에서 구입하였다. 

遠志 200 g에 2,500 ml의 물을 가하여 전탕하고,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 하여 39.0 g

의 추출물을 얻었다. 수율은 19.5% 이었으며, 사람 체중비례 

투여량의 10배인 130 mg/kg을 실험동물의 1회 투여량으로 

하여 1일 1회 4주 동안 (총 28일간) 경구투여 하였다.

3. 실험군의 구분

실험동물을 무작위로 4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대조군 (Control)

의 실험동물에는 양측 총경동맥의 영구 폐쇄 (permanent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pBCAO)를 실시하였고, 

Sham군 (Sham)은 대조군과 같이 pBCAO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수술은 하였으나 pBCAO는 실시하지 않은 군으로 하였다. 

遠志추출물 투여군 (POL)은 대조군과 같이 pBCAO를 실시하

고, 4주 후부터 4주 동안 (pBCAO 실시 후 5-8주, 총 28일

간) 遠志추출물을 경구투여한 실험동물로 구성하였다. 정상군

은 pBCAO 및 약물투여 등 아무런 처치를 않은 군으로 실험 

지표들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험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실험동물은 각 군 당 12마리씩, 총 48마리를 사용하였다.

4. 양측 총경동맥의 영구 폐쇄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에 의한 혈관성 치매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Farkas 등의 방법15)에 따라 pBCAO를 실시하였다. 실

험동물을 10 mg/kg의 tiletamine과 zolazepam (50:50; Zoletil, 

Virbac Laboratoris, Carros, France) 복강주사로 마취하였

으며, 수술 동안 Electronic Temperature Controller (CMA150, 

CMA, Sweden)를 사용하여 정상체온 (37±0.5 ℃)을 유지하

였고, 추가적인 마취가 필요할 시 1.0% isoflurane (with 

70% N2O + 30% O2 gas)의 흡입마취를 실시하였다. 전경부 

피부를 절개하고 주위 혈관 및 신경들의 손상없이 총경동맥을 

분리하여 5-0 굵기의 수술실로 고리를 만든 다음 자연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2차례 이상 완전하게 결찰하였다. 이후 전경부 

근육과 피부를 봉합하고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였으며, 마취에

서 깨어난 후 신경학적 이상 행동을 보이는 실험동물은 실험

에서 제외하였다.

5. Morris 수중미로에 의한 학습 훈련

Morris 수중미로 실험은 pBCAO 실시 후 9주째에 4일간 

실시하였으며, 첫 3일간은 학습 훈련을, 4일째에는 공간기억

력 측정을 실시하였다. Morris 수중미로 실험장치는 원형 수

조와 도피대 및 computerized video-tracking system 

(Panlab, Cornella, Spain)으로 구성되었다. 수조는 직경 

190 cm, 높이 40 cm인 원통형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도피대는 직경 15 cm, 높이 27 cm의 원통형으로 백색 아크

릴로 만들었다. Video tracker는 수조 위 2.4 m에 설치된 

CCD카메라와 컴퓨터로 구성되었으며, 실험동물의 행동 추적 

및 분석은 SMART software (ver. 2.5; Panlab, Cor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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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를 사용하였다. 수조에는 온도가 23±1 ℃ 되는 물을 

도피대가 1.0 cm 깊이로 잠기도록 28.0 cm 높이로 채웠으

며, 1 kg의 탈지분유를 물에 풀어 도피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수조의 주위에 각종 모형의 공간단서 (visual cue)들

을 설치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실험대, 컴퓨터, 의자 등 실

험실 내 환경 및 실험자의 위치 또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수중미로는 북동(NE), 북서(NW), 남동(SE), 남서(SW)의 사

분면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이중 남서(SW) 사분면의 중

앙부에 도피대를 설치하였다(Fig. 1).

Fig. 1. Schematic diagram of platform position and quadrant in the 
swimming pool. 

수중미로 학습훈련은 실험동물 당 1일 8회 3일간 동일한 

시간대에 실시하였으며, 매 수영 때마다 수조의 정중앙에서부

터 실험동물의 머리를 북(N)-동(E)-서(W)-남(S)-북(N)-동

(E)-서(W)-남(S)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수영을 시작하

게 하였다. 실험동물이 수조 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스

스로 숨겨진 도피대를 찾아 올라가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도

피대를 찾아낸 실험동물은 10초간 도피대 위에서 머물면서 

자유롭게 주위를 관찰하도록 하였고 도피대에 도달한 시간을 

기록하였다. 60초 이내에 도피대를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 실

험동물은 실험자가 조심스럽게 도피대 쪽으로 유도한 다음 

10초간 도피대 위에서 머물면서 자유롭게 주위를 관찰하도록 

하였으며, 도피대에 도달한 시간은 60초로 기록하였다. Morris 

수중미로 학습훈련의 결과는 1일 8회 시행의 평균값을 구하

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6. Morris 수중미로에 의한 공간기억력 측정

Morris 수중미로 실험 4일째에 공간기억력 유지 검사를 실

시하였다. 각 군의 실험동물들을 도피대가 제거된 동일한 수

조에서 1회 60초간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도피대를 찾도록 하

였으며, 그 수영 경로를 video tracker를 통해 궤적을 추적

하여 컴퓨터 분석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컴퓨터 분석시스템 상

에서 60초 동안 각 사분면에서의 수영시간 (time spent in 

quadrant), 도피대 위치에서의 수영시간 비율 (% swim in 

target) 및 도피대가 위치한 사분면에서의 수영시간 비율 (% 

swim in target quadrant)을 분석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계산에도 SMART software가 사용되었다.

7. 뇌조직의 처리

Morris 수중미로 실험이 끝난 후 각 군의 실험동물을 무작

위로 6마리씩 나누어 6마리는 뇌조직의 ELISA assay와 

Western blotting 실험용으로 6마리는 조직염색용으로 사용

하였다. ELISA assay와 Western blotting 실험용 실험동물

은 단두로 희생시키고 즉시 뇌를 적출한 다음 얼음 위에서 대

뇌피질과 해마를 분리하여 dry ice-isopentane 용액으로 급

속 동결시키고,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측정 전까지 -80 

℃에 보관하였다. 오른쪽 대뇌반구 부분은 ELISA, 왼쪽 대뇌

반구 부분은 Western blotting에 각각 사용하였다. 조직염색

용 실험동물은 Zoletil로 깊게 마취한 다음 개흉하고, 심장을 

통하여 0.05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과 4% 

paraformaldehyde로 충분히 관류하였다. 이후 뇌를 적출하

여 24시간 동안 post-fixation하고, sucrose 용액에 담궈 침

전시킨 다음 뇌조직을 dry ice-isopentane 용액으로 동결시

켰다. 동결조직은 cryocut으로 30 µm 두께의 횡단절편으로 

제작하여 조직염색에 사용하였다.

8. Aβ(1-40)과 Aβ(1-42)의 ELISA 측정

분리된 대뇌피질과 해마 조직을 각각 약 5배의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mM PMSF, 0.5% Triton X-100, 1% protease inhibitor 

cocktail; Sigma, USA)에 넣어 균질화하고 얼음 위에 3시간 

이상 두어 차게 한 상태에서 상층액을 원심분리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Aβ(1-40)의 측정은 Mouse/Rat Amyloid-β(1-40) 

High Special Assay kit (#27720, IBL, Japan), Aβ(1-42)의 

측정은 Human/Rat β-Amyloid (1-42) High-Sensitive 

Assay kit (#292-64501, Wak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측정방법 설명서에 따라 시행하였고, 각 

표본마다 2회 반복 측정하였다.

9. Western blotting

분리된 대뇌피질과 해마 조직을 각각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Triton X-100, 

0.5% sodium deoxycholate, 0.1% sodium dodecyl sulfate 

(SDS), 1 mM EDTA, 1% protease inhibitor cocktail; Sigma, 

USA)에 넣어 균질화하고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단백질 총량은 Bradford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하였으며, 50 

µg의 단백질을 포함한 표본을 SDS-10%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 의해 세분하고,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였다. 1차항체는 mouse anti-APP antibody (MAB34, 

Millipore, USA)와 rabbit anti-BACE-1 antibody (ab2077, 

Abcam, UK) 및 mouse anti-β-actin antibody (MAB1501, 

Millipore, USA)를 사용하였다.

10. 뇌조직의 염색

1) Congo red 염색
Aβ 침착을 관찰하기 위해, 조직표본을 PBS에 2회 씻은 후 

젤라틴 코팅된 슬라이드에 붙여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말린 

다음 Congo red solution (0.5% in 50% ethanol)에서 20

분간 염색하고 흐르는 물에서 수세하였다. 발색 조절을 위해 

alkaline alcohol solution (1% in 50% ethanol)을 사용하였

으며, 이후 수세하고 탈수, 봉입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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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β, APP 및 BACE-1의 면역조직화학염색
뇌조직 절편을 0.05 M PBS로 5분간 3회 씻어내고, 1% 

H2O2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다시 3회 씻어낸 뒤 10% 

normal horse serum (Vectastain, USA)과 bovine serum 

albumin (Sigma-Aldrich, USA)를 PBS에 섞은 blocking 

solution에 한 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이후 PBS로 3회 씻어 

낸 후, mouse anti-Aβ(1-40) (1:200, MAB8768, Millipore), 

mouse anti-APP (1:200, MAB348, Millipore, USA) 및 

rabbit anti-BACE-1 (1:200, ab2077, Abcam, UK)을 1

차항체로 사용하여 PBS와 Triton X-100을 섞은 용액으로 

희석한 후 4 ℃에서 반응시켰다. 이후 2차항체에 반응시키고, 

avidin–biotin complex (Vector Laboratories, USA) 방법

에 따라 0.05% DAB (Sigma-Aldrich, USA)로 발색한 다음 

통상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법에 따라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APP와 BACE-1의 이중면역형광염색을 위해서는 각각의 1차

항체에 반응시키고, 2차항체로 Cy2-conjugated donkey 

anti-rabbit IgG (1:500, Jackson ImmunoResearch, USA)

와 Cy3-conjugated donkey anti-mouse IgG (1:500, Jackson 

ImmunoResearch, USA)를 사용하였다.

11. 뇌조직의 관찰

각각 염색된 뇌조직을 CCD카메라 (DP70, Olympus, Japan)

가 장착된 광학현미경 (BX51, Olympus, Japan)을 사용하여 

영상을 저장하고, ImageJ software (Ver. 1.44p, NIH, USA)

를 사용하여 해마의 CA1과 치아이랑 (dentate gyrus, DG) 

부위에서 면역염색 발현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동물 

당 4장의 조직표본, 각 조직표본 당 4개의 시야에서 측정하

여 그 평균값을 각 실험동물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중면

역형광염색된 APP와 BACE-1은 공촛점현미경 (LSM 510 

META laser-scanning microscope, Carl Zeiss, Germany)

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12. 통계처리

본 논문에 제시된 자료들은 Mean±Standard error로 표

시되었으며, 자료의 두 군 사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를, 전체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p<0.05 이

상의 유의수준으로 검정하였다.

결 과

1. 도피대 회피시간의 변화

1일 8회 3일간의 수중미로 학습 훈련에서 도피대를 찾아 

오르기까지의 평균 회피시간 (escape latency)을 측정한 결

과, Sham군은 1일차에 31.3±4.4 초, 2일차에 21.7±3.5 

초, 3일차에 13.0±2.6 초로 점차 감소하였다. Control군은 

1일차에 40.5±4.8 초, 2일차에 32.7±3.6 초, 3일차에 

26.6±4.0 초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Sham군에 비해 2일차에 

p<0.05, 3일차에 p<0.01의 유의성 있는 회피시간의 연장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1일차에 

36.9±5.1 초, 2일차에 24.2±4.6 초, 3일차에 17.9±2.8 

초로 Control군에 비해 회피시간의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통

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2).

Fig. 2.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escape latency in the 
acquisition training trials. POL treatment shortened the average 
escape latency, but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12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5; †, p<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2. 수중미로 사분면별 수영시간의 변화

수중미로 실험 4일째에 도피대를 제거한 상태에서 60초간 

자유 수영을 하는 동안 도피대 위치를 중심으로 각 사분면별 

수영시간을 측정한 결과, Sham군은 SW사분면에서 37.2±1.5 

초, SE사분면에서 8.3±1.7 초, NW사분면에서 11.5±3.0 

초 및 NE사분면에서 3.0±1.2 초를 수영하였으며, Control

군은 각각 26.6±1.7 초, 15.0±1.7 초, 11.3±1.7 초 및 

7.2±1.3 초로 Sham군에 비해 SW사분면에서의 수영시간이 

유의성 (p<0.001) 있게 감소하였으며, SE사분면과 NE사분면

에서의 수영시간은 유의성 (p<0.05) 있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각각 32.3±1.7 초, 14.2±1.8 

초, 10.1±2.0 초 및 3.4±0.7 초로 Control군에 비해 SW

사분면에서의 수영시간이 유의성 (p<0.05) 있게 증가하였으

며, NE사분면에서의 수영시간은 유의성 (p<0.05) 있게 감소

하였다(Fig. 3).

Fig. 3. (A) Representative swimming tracts in the retention test of 
the Sham, Control, and POL groups. (B)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the time spent in discrete quadrants. POL treatment significantly 
prolonged the swimming time spent in the SW quadrant, while the 
time spent in the NE quadrant was significantly shorten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12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5; ‡, p<0.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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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피대 위치 및 도피대 사분면에서 수영시간 

비율의 변화

수중미로 실험 4일째에 도피대를 제거한 상태에서 60초간 

자유 수영하는 동안 도피대 위치에서 수영한 시간비율을 측정한 

결과, Sham군은 4.2±0.7 %였고, Control군은 2.2±0.4 %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감소하였으며,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3.7±0.6 %로 증가하였으나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은 없었다 (Fig. 4). 도피대가 위치한 사분면에서 

수영한 시간비율은 Sham군은 62.0±3.7 %였고 Control군은 

44.3±2.8 %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01)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53.8±2.9 %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Fig. 4).

 

Fig. 4. Effects of Polygalae Radix (POL) on the % swim in the target 
and in the target quadrant. POL treatment significantly prolonged 
the % swim in the target quadra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12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5; †, p<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4. 뇌조직의 Aβ(1-40) 및 Aβ(1-42) 발현 농도의 변화

대뇌피질과 해마 조직에서 Aβ(1-40) 발현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뇌피질에서 Sham군은 394.8±41.4 pmol/g tissue 이었고 

Control군은 617.2±27.9 pmol/g tissue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512.9±38.2 pmol/g tissue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Aβ(1-40) 발현 농도가 억제되었다. 

해마 조직에서 Sham군은 566.7±59.5 pmol/g tissue 이었고 

Control군은 818.4±39.4 pmol/g tissue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730.1±55.3 pmol/g tissue로 Control군

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5A).

Aβ(1-42) 발현 농도는 대뇌피질에서 Sham군은 17.7±0.6 

pmol/g tissue 이었고 Control군은 46.3±5.2 pmol/g 

tissue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01) 있는 증가를 나타

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31.4±3.8 pmol/g 

tissue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Aβ(1-42) 

발현 농도가 억제되었다. 해마 조직에서 Sham군은 19.2±1.4 

pmol/g tissue 이었고 Control군은 51.6±4.2 pmol/g 

tissue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01) 있는 증가를 나타

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38.9±3.7 pmol/g 

tissue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Aβ(1-42) 

발현 농도가 억제되었다(Fig. 5B).

 

Fig. 5.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Aβ(1-40) levels (A) and Aβ(1-42) 
levels (B) in the cerebral cortex and the hippocampus. POL treatmen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crease of Aβ(1-40) and Aβ(1-42) levels 
generation in the cerebral cortex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6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1; ‡, p<0.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5. 해마 CA1에서 Aβ 발현의 변화

해마 CA1에서 Aβ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의 발현 강도 

측정으로 관찰한 결과, Sham군은 89.3±2.8 이었고 Control

군은 122.1±8.0으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93.0±7.3

으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Aβ 발현이 

억제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6).

Fig. 6. (A)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Aβ expression in the 
CA1 hippocampus of the Sham, Control, and POL groups. Scale 
bar is 200 µm. (B)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the Aβ expression 
in the CA1 of hippocampus. POL treatmen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crease of Aβ expression in the CA1 of hippocamp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6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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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마 조직 Congo red 염색 강도의 변화

해마 조직에서 Aβ 축적을 Congo red에 대한 염색의 강도 

측정으로 관찰한 결과, CA1에서 Sham군은 95.9±1.6 이었고 

Control군은 133.7±3.2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103.9±9.3으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Congo red 염색 강도가 억제되었다. DG 구역에서 Sham군은 

116.7±3.5 이었고 Control군은 124.8±3.9로 Sham군에 

비해 변화가 없었으며,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113.5±8.5로 

역시 Control군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Fig. 7).

Fig. 7. (A)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Congo red-stained 
hippocampus of the Sham, Control, and POL groups. Scale bars 
in CA1 and DG sections are 200 µm. (B)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Aβ accumulation in the hippocampus stained with Congo 
red. POL treatmen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crease of Congo 
red density in the CA1 of hippocamp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6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7. 해마에서 APP 발현의 변화

해마 조직에서 APP 단백질 발현을 측정한 결과, Sham군의 

100 %에 대해 Control군은 183.7±7.4 %로 유의성 (p<0.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154.7±7.1 

%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는 APP 발현의 

억제가 관찰되었다 (Fig. 12). APP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

의 발현 강도 측정으로 관찰한 결과, Sham군은 75.7±6.9 

이었고 Control군은 114.1±21.3으로 Sham군에 비해 증가

하였으나 유의성을 없었다.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100.7±16.1

로 Control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어 Sham군, 

Control군 및 POL군 사이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Fig. 8,9).

Fig. 8.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APP protein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POL treatmen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crease of APP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6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Fig. 9. (A)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APP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of the Sham, Control, and POL groups. Scale 
bar is 200 µm. (B)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APP expression 
in the CA1 of hippocampus. There was no differences statistically 
among Sham, Control, and POL groups.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6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8. 해마에서 BACE1 발현의 변화

해마 조직에서 BACE1 단백질 발현을 측정한 결과, Sham

군의 100 %에 대해 Control군은 179.0±21.2 %로 유의성 

(p<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127.9±8.1 %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는 

BACE1 발현의 억제가 관찰되었다. BACE1 발현을 면역조직

화학염색의 발현 강도 측정으로 관찰한 결과, CA1에서 Sham

군은 68.0±6.9 이었고 Control군은 115.9±9.1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遠志를 투

여한 POL군은 89.2±6.3으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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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있게 BACE1 발현이 억제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DG 구역에서 Sham군은 90.1±6.5 이었고 Control군은 

118.3±9.3으로 Sham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遠志를 투여한 POL군은 101.3±7.2로 Control

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10,11). 

또한 해마에서 BACE1 발현과 APP 발현을 이중면역형광염색

으로 관찰한 바 BACE1 발현과 APP 발현이 CA1의 pyramidal 

cell layer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2).

Fig. 10.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BACE1 protein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POL treatmen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crease 
of BACE1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6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Fig. 11. (A)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BACE1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of the Sham, Control, and POL groups. Scale bar in 
Hippocampus section is 1.0 mm, and scale bars in CA1 and DG 
sections are 200 µm. (B) Effect of Polygalae Radix (POL) on BACE1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POL treatmen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crease of BACE1 expression in the CA1 of hippocamp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ata are represented by mean±SEM (n=6 in 
each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ompared between Sham 
and Control groups (*, p<0.05; †, p<0.01) or between Control and 
POL groups (§, p<0.05).

Fig. 12.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double-immunofluorescent 
labeling of BACE1 and APP in the hippocampus. The BACE1 expression 
was coincided with APP expression in the pyramidal cell layer of CA1 
(so = stratum oriens; pyr = pyramidal cell layer; sr = stratum 
radiatum). Scale bar is 100 µm.

고 찰

遠志는 Aβ(25-35)의 뇌실 주입과 scoporamine 투여 등의 

실험모형에서 학습 및 기억 장애를 개선하는 효능이 보고된바 

있다8-10). 본 연구에서는 혈관성 치매에 대한 遠志의 효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혈관성 치매를 유발하기 위해 흰쥐에서 

pBCAO 방법으로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를 유발하였다. 흰쥐

에서 pBCAO 방법으로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를 유발하면 혈

관성 치매와 유사한 점진적이며 장기간 지속적인 인지장애와 

함께 신경세포 및 백색질 손상을 초래한다15). 그러므로 pBCAO

는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에 의한 뇌조직의 생리병리적 변화를 

연구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혈관성 치매에 대한 치료

약물의 개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6).

흰쥐에 대한 pBCAO는 대뇌피질에서 정상 뇌혈류의 약 

35-45% 수준으로 저하시키고, 해마에서도 약 60% 수준으로 

감소시킨다고 하였다17,18). 이러한 뇌혈류의 저하는 pBCAO 

약 1주일 후부터 점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약 4주 이후

에도 뇌혈류가 정상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된 상태를 유지한다18). 

그러므로 pBCAO 이후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양상은 pBCAO 

직후 갑작스러운 뇌혈류량의 저하로 인해 일시적이고 심한 인

지장애가 급성적으로 나타나고, 약 4주 이후부터 명확한 학습 

및 기억 장애가 나타난다고 하였다19,20). 또한 pBCAO는 운동

기능의 장애는 유발하지 않으며21), Morris water maze에서 

도피대로의 회피시간을 연장시키고, 8-arm radial maze에

서 실패율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22). 이러한 보고들에 근거하

여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 pBCAO를 유발시키고 4주가 지난 

다음부터 4주간 遠志를 투여하고 5주째 (pBCAO 이후 9주째)

에 Morris water maze를 이용한 학습 및 기억 행동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1일 8회 3일간의 학습 훈련에서 도피대를 

찾아 오르기까지의 회피시간이 pBCAO의 대조군에 비해 遠志

투여군이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遠志가 기억행동 측정 및 해마 조

직의 BACE1 단백질 발현 증가에 대해 일정의 효능을 발휘하

는 것을 감안하면, 학습훈련 기간이 충분하게 길지 못한 것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며, 遠志의 학습능력 개선 효능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약물투여 기간, 실험동물 개체 수, 학습 훈련 기

간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Morris water maze 실험 4일째 기억행동 측정에서 遠志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도피대가 위치한 사분면에서의 수영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도피대에서 먼 사분면에서의 수영 

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도피대 위치 사분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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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시간비율 역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3일간의 훈련에 의해 학습된 도피대의 위치를 

대조군에 비해 遠志투여군이 더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遠志는 Aβ(25-35)의 뇌실 주입과 Morris 

water maze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공간 기억력 개선 효능이 

보고된바 있고8), 아세틸콜린수용체 길항제인 scopolamine 투

여와 8-arm radial maze를 사용한 연구에서 遠志는 AChE 

활성을 억제하고 단기기억을 개선하는 효능이 관찰되었으며9), 

step-through passive avoidance test의 회피시간을 연장

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0). 또한 遠志의 주요 활성

성분인 tenuigenin, tenuifolin, sinapic acid, onjisaponin 

등은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분화와 신경섬유 성

장을 촉진하며 dopamine과 norepinephrine을 증가시키고 

AChE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였다23). 이러한 이전의 연구보고

들과 함께 살펴보면 遠志가 다양한 조건에서 기억 장애를 개

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遠志와 tenuifolin, tenuigenin 등 遠志의 유효성분들이 A

β에 의한 세포독성과 인지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보고된 

바는 있지만6,8,24,25), 遠志가 Aβ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in vivo

에서 연구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 흰쥐의 뇌조직에서 遠志가 Aβ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비정상적인 Aβ의 축적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인자이고, 

기억과 인지 장애를 초래하는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26). Aβ가 

신경세포 외부에 amyloid plaque를 형성하여 기억과 인지기능

에 관여하는 대뇌피질이나 해마의 신경세포를 감소시키기 때

문이다27). Aβ는 APP의 단백질 가수분해 분할에 의해 생성된다. 

APP가 β-secretase에 의해 분할되면 N-terminal-suluble 

APP (β-APP) 조각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γ-secreatase에 의해 

C-terminal이 분할되어 Aβ가 만들어진다28). Aβ는 C-terminal

의 길이에 따라 Aβ(1-40)과 Aβ(1-42) 두 종류가 존재하며, Aβ의 

약 90%가 Aβ(1-40)이고 약 10%가 Aβ(1-42)이다29). 둘 중 Aβ

(1-42)가 보다 더 쉽게 fibril을 형성하고 엉기는 성질이 있어, 

초기에 침착되어 amyloid plaque 형성을 유발하게 된다30,31). 

한편으로 뇌허혈은 저하된 뇌혈류로 인하여 생성된 Aβ의 제거

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Aβ 침착을 촉진하게 된다고 하였고32), 

또한 뇌허혈은 β-secretase 발현과 활성을 증가시켜 APP로

부터 Aβ 생성을 촉진한다고 하였다33,34). 사실 임상적으로도 

뇌혈관 질환으로 뇌혈류가 저하된 환자와 혈관성 인지장애 환

자의 뇌조직에서 Aβ 농도와 amyloid plaque 형성이 증가되

어 있다35). 그러므로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는 Aβ의 생성 촉

진과 Aβ의 제거 장애에 의해 뇌조직에 Aβ 침착과 amyloid 

plaque 형성을 촉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뇌피질과 해마 조직에서 Aβ(1-40)과 Aβ(1-42) 

발현 농도를 ELISA로 측정한 결과, pBCAO의 대조군에 비해 

遠志투여군은 대뇌피질에서는 Aβ(1-40)과 Aβ(1-42) 발현 농도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해마 조직에서도 Aβ(1-42) 발현 농

도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또한 해마 CA1에서 Aβ를 면

역조직화학염색으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遠志는 Aβ 발현 강도

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이렇게 遠志가 뇌조직의 Aβ 농도를 

억제한 것은, 실험동물의 양측 총경동맥이 영구적으로 폐쇄되

어 있는 상태이므로, 遠志가 생성된 Aβ 제거를 개선하기 보

다는 Aβ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에 의해 Aβ 농도를 억제한 것

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생성된 Aβ(1-40)과 Aβ(1-42)는 모두 fibril을 형성

하고 응집되어 불용해성의 amyloid plaque를 형성한다. 오랫

동안 이 불용해성의 amyloid plaque가 병리적 기전을 유발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36).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용해성의 소중

합응집체 (oligomeric aggregates)들 역시 신경세포의 사망

과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병리적 기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37). 이러한 Aβ의 fibril 형성과 응집을 관찰하는 방

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Congo red와 thioflavin T 

염색이다38). 본 연구에서는 해마 조직을 Congo red로 염색

하여 Aβ 응집을 관찰한 결과, 遠志는 해마 CA1의 Congo 

red 염색 강도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遠

志가 Aβ 생성을 억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遠志가 본 연구에서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에 의한 기억장

애를 개선하고 Aβ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보여주었으므로, 

遠志가 Aβ 생성 기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해마 

조직에서 APP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Western blotting 측정에서는 pBCAO의 대조군은 Sham군

에 비해 APP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遠志투여군은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한 APP 발현 억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면역

조직화학염색의 결과는 Sham군, pBCAO의 대조군 및 遠志

투여군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遠志가 APP의 

Western blotting 측정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APP에 대한 정량적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조직의 영상

분석기법 상 그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pBCAO 이후 8주에 ELISA, Western blotting 

및 RT-PCR로 측정한 APP의 단백질 및 mRNA 발현 모두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된바 있다39). 이러한 연구보고와 

APP는 Aβ 생성의 전구물질이지만 그 자체로는 신경독성 

(neurotoxicity)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APP는 신경

세포의 생존을 강화하고, 신경돌기의 생성과 시넵스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40), APP 발현

에 대한 遠志의 영향을 확정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BACE1은 APP를 분할하는 β-secretase의 일종이며, β

-secretase의 활성은 BACE1 단백질 발현과 일치한다41). 알

츠하이머병변이 유발된 뇌조직에는 BACE1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과도한 BACE1 발현은 알츠하이머병변을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2). 또한 뇌혈류 저하에 의한 저산소 상태는 

BACE1 발현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Aβ 생성이 촉진된다고 

하였다43). 그러므로 遠志가 해마 조직에서 BACE1 발현에 미

치는 영향을 Western blotting과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관찰

하였다. 그 결과, pBCAO의 대조군은 해마 조직에서 BACE1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遠志투여군은 해마 조직의 BACE1 

단백질 발현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 면역조직화학염

색에서도 해마의 CA1에서 BACE1 발현의 유의한 억제를 나

타내었다. 또한 BACE1과 APP의 이중면역형광염색에서 BACE1

의 발현이 APP가 과발현된 해마 CA1의 pyramidal cell layer

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遠志가 APP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나 기억 형성과 관련된 

해마의 CA1에서 遠志가 BACE1 발현을 억제하고 Aβ 생성을 

억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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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들을 총괄하면, 遠志는 만성적인 뇌혈류 저

하에 의한 기억장애를 개선하고, Aβ(1-40)과 Aβ(1-42)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해마 CA1에서 BACE1 과발현을 억제하였다. 

이는 遠志가 해마 조직에서 β-secretase 활성을 억제하는 기

전에 의해 Aβ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그 결과 기억장애를 개

선하는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 론

遠志가 인지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흰쥐에서 

양측 총경동맥을 영구 폐쇄하는 방법으로 만성적인 뇌혈류 저

하를 유발하고 4주 후부터 遠志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한 

다음 Morris water maze를 사용하여 학습 훈련과 기억 행

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뇌조직에서 Aβ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Aβ(1-40)과 Aβ(1-42) 발현, Aβ 침착, APP 및 BACE1 발현을 

ELISA, Western blotting 및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관찰

한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遠志는 기억유지 측정에서 도피대 위치 사분면에서의 

수영 시간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키고, 도피대에서 먼 

사분면에서의 수영 시간을 유의하게 단축시켰으며, 기

억유지 측정에서 도피대 위치 사분면에서의 수영 시간

비율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遠

志는 3일간의 학습훈련에서 도피대로의 회피시간을 유

의하게 단축시키지 못하였다.

2. 遠志는 만성적 뇌혈류 저하에 의한 대뇌피질의 Aβ(1-40)

과 Aβ(1-42) 과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 해마 조

직의 Aβ(1-42) 과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또한 遠

志는 만성적 뇌혈류 저하에 의한 해마 CA1의 Aβ 발현 

증가와 응집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3. 遠志는 만성적 뇌혈류 저하에 의한 해마 조직의 APP 

과발현을 억제하였다.

4. 遠志는 만성적 뇌혈류 저하에 의한 해마 조직의 

BACE1 과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遠志가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에 의한 기억

장애를 개선하고 Aβ 생성과 BACE1 과발현을 억제하는 작용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遠志는 해마 조직의 β-secretase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 Aβ 생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기억장애를 개선하는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遠志는 만성적인 뇌혈류 저하로 유발되는 알츠하이

머병을 포함한 퇴행성 중추신경계질환에 효과적인 약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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