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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amnesic effect of Stachys sieboldii MIQ.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calcium on scopolamine-induced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 in vivo. At the 
end of the adaptation period, SD rats were divided into a normal group (N), a control group (C: sco-
polamine), a positive control group (PC: scopolamine + tacrine), and a sample group (S: scopolamine 
+ Stachys sieboldii MIQ., 1CS: scopolamine + low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5CS: scopol-
amine + high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and were tested with learning and memory tests. 
The C and CS groups were found to have a decreased scopolamine-induced memory deficit in the 
Y-maze and water maze tests. Brain tissue analysis showed that the CS group decreased acetylcholi-
nesterase (AChE) activity and increased acetylcholine (Ach) content, both of which are indicative of 
neuronal cell activity. From a light microscopy study, the nucleus of neurons in the hippocampus of 
the brain was more shrunken or condensed in the C group compared to the CS group. In the CS 
group, the damage to the neurons in the hippocampus of the brain was suppressed. These results sug-
gest that Stachys sieboldii MIQ.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calcium provides a significant anti-am-
nesic effect against scopolamine-induced cholinergic system deficits and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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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

준 개선, 의학 발달, 국민보건 향상의 결과로 질병발생과 사망

률이 감소되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알츠하이머병을 비롯

한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4, 22].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

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을 말한다[26].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는 여러 종류의 신경이 손상되는데, 그 중에서 콜린성신경

의 손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억력, 

인지력, 학습능력 및 판단능력 저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4]. 무스카린 콜린성수용체의 길항제인 

scopolamine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을 증가시켜 신

경접합부에 있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여 단기간 동안 기억력

을 감소시킨다. 그로 인해 동물실험에서 기억력 감퇴 및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연구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5], 사람

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결과에서도 기억력, 학습능력 및 인지

능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10]. 현재까지 아세틸콜린에

스테라제 억제제로서 tacrine, donepezil 등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 개발되어 왔으나 간 독성과 같은 약물의 복용에 따

른 부작용[6]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천연물질로부터 유래된 

건강기능식품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석잠(Stachys sieboldii MIQ.)은 labiate과

로 중국의 전통적인 건강채소로서 Chinese artichoke, Japa-

nese artichoke, crosne, knotroot로 불리며 중국, 일본 및 러시

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13]. 1년생 본초로서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겨울에는 뿌리가 지하에서 3~6 cm 정도로 자라

는데 누에모양을 하고 있어 동충하초와 모양뿐만 아니라 약효

도 비슷하여 식물의 동충하초로 불리고 있다. 중국의 중약편

에 의하면 초석잠은 예로부터 뇌경색, 기억력증진, 노인성 치

매와 장을 강화하는 장수채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연구에 

의하면 초석잠에 함유되어 있는 페닐에타노이드, 콜린 등과 

같은 성분들은 뇌경색과 노인성치매 그리고 기억력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으며[28], 또한 항산소결핍 활성[28], hyar-

ulonidase 억제 활성[23] 등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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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

　 N C PC S 1CS 5CS

Sucrose

Casein

α-Corn starch

Corn oil

Cellulose

Mineral mix1)

Vitamin mix2)

L-methionine

Choline bitartrate

Stachyssieboldii MIQ.

Ca

45

20

15

10

5

3.5

1

0.3

0.2

-　

-

45

20

15

10

5

3.5

1

0.3

0.2

-　

-

45

20

15

10

5

3.5

1

0.3

0.2

-　

-

45

20

10

10

5

3.5

1

0.3

0.2

5

-

45

20

10

10

5

3.5

1

0.3

0.2

4.5

0.5

45

20

10

10

5

3.5

1

0.3

0.2

2.5

2.5

       Total (%) 100 100 100 100 100 100

N : Normal

C : Control, scopolamine 5 mg/kg.

PC : Positive control, scopolamine 5 mg/kg + tacrine 2 mg/kg

S : Scopolamine 5 mg/kg + Stachys sieboldii MIQ. 

1CS : Scopolamine 5 mg/kg + low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5CS : Scopolamine 5 mg/kg + high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1)AIN 93 M-MX mineral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2)AIN 93 VX vitamin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Fig. 1. Experimental design of animals.

한편, 칼슘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

양소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이 

낮아져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60%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0].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뼈 건강 문제뿐만 아

니라 순환기계 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및 각종 성인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27]. 신경전달 분야에

서 대부분의 관심은 신경전달 물질에 국한되어 있지만, 신경

전달 과정에 있어서 칼슘은 고리형 AMP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등과 함께 2차 전령의 하나로서 작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경전달에서의 칼슘의 중요성

이 적다고 볼 수 없어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오

고 있다. 또한, 임상적 측면에서도 칼슘이 퇴행성 치매 등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9, 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억력 감퇴 예방 및 개선제의 기능

성 소재로서,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이 scopolamine 

치매유도 흰쥐에 대한 기억손상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식이조성

본 실험에 사용한 초석잠 분말은 지리산홍화인(함양, 경남)

에서 2015년 9월 구입하였고 멸치(칼슘) 분말은 ㈜GSP(부산)

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식이는 Table 1과 같은 조성으로 

제조하였고, 기억손상을 유발하기 위해 인지시험 24시간 전에 

정상군(N)을 제외한 대조군(C), 양성대조군(PC), 시료군(S, 

1CS, 5CS)에 scopolamine hydrobromide (Sigma-Aldrich Co., 

USA)를 5 mg/kg 용량으로 복강 투여하였다. 양성대조군(PC)

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는 tacrine을 2 mg/kg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조건

실험동물은 5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대

한바이오링크(충북 음성, 한국)로부터 구입하여 온도 22±2℃, 

습도 50±5%, 명암주기 12시간(9:00~21:00)이 자동 설정된 동물 

사육실에서 사육하였다. 일주일간 시판 고형 사료를 급여하면

서 사육실 환경에 적응시켰다. 적응기간 후, 각 군에서 체중이 

동일하게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으로 분

류하여 정상군(N), 대조군(C: scopolamine투여), 양성대조군

(PC: scopolamine + tacrine투여), 시료군(S: scopolamine + 

Stachys sieboldii MIQ.투여, 1CS: scopolamine + low cal-

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투여, 5CS: scopolamine + 

high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투여)으로 총 6군으

로 나누어 Fig. 1과 같이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동물은 각 

군마다 7마리씩 나누고 식이와 물은 자유급여 시켰으며, 사육 

기간 중 식이 섭취량은 매일, 체중은 7일을 주기로 일정한 시

간에 측정하였다. 이 실험은 동아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승

인(DIACUC-승인-15-13)을 받아 시행하였다.

동물실험, 시료 채취  분석시료 조제  

동물 실험은 3주간 각 군별로 조제 시료를 급여하면서 사육

하였고, 실험 최종일 12시간 이상 절식시킨 후 CO2로 가볍게 

마취시켜 해부하였다. 개복 후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약 30분간 실온에 방치시킨 후 3,000 rpm에

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혈청을 생화학적 분석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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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동물의 뇌 조직은 적출하고 10배의 homoge-

nization buffer (12.5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7.0, 

400 mM sodium chloride)로 균질화하여 1,000×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 일부를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수 미로 실험

수중미로 실험은 Morris의 방법[21]에 따라 디자인하였다. 

수중미로특정 장치는 공간학습 및 기억력을 측정하는 장비로

서 지름이 140 cm, 높이가 45 cm인 원형수조 안에 물을 약 

70% 채우고 우유를 넣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지름이 15 cm, 높이가 35 cm인 원형 플랫폼을 수면 아래 1.5cm

가 되도록 물 높이를 조절하였으며, 물은 온도는 23~27℃가 

되도록 하였다. 원형수조는 4개의 동일한 사분원으로 나누어

져서 북동(NE), 북서(NW), 남동(SE), 남서(SW)로 구분되고 이

중 북동 사분원의 중심부에 원형 플랫폼을 놓고, 나머지 중 

하나를 출발위치로 사용하였다.

 Training trial: 흰쥐를 수조에 넣어서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을 90초로 하였다. Rat가 90초 내에 플랫폼을 찾지 못하면 

꺼내어 플랫폼에 올려놓고 15초 동안 방치한 후, 30초 뒤에 

흰쥐를 수조에 넣고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록하였다. 

Rat가 15초 내에 플랫폼에 도달하게 되면 training trial이 완료

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Test trial: training이 완료된 흰쥐들을 정상군(N), 대조군

(C), 양성대조군(PC), 시료군(S, 1CS, 5CS)으로 나누어 각 군에 

대하여 escape time을 측정하였다. 1일 2회씩 3일 동안 측정하

였으며, 측정방법은 training trial방법과 동일하며 최대 측정

시간은 90초로 하였다.

Y자 미로 실험

실험에 사용된 Y자 미로는 불투명 아크릴 재질로 3개의 

ar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arm의 길이, 높이, 너비는 58, 

25, 15 cm이다. 각 arm을 A, B, C로 정한 후 중심에 흰쥐를 

조심스럽게 놓고 10분 동안 흰쥐가 들어간 arm의 이동경로를 

기록하였으며, 1일 2회씩 3일 동안 측정하였다. 3개의 서로 

다른 arm에 차례로 들어간 경우 1점(실제변경, actual alter-

nation)씩 부여하고, 변경 행동력(alternation behavior)은 총 

통과횟수(total arm entry)와 점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을 통

해 계산하였다[18]. 

Alternation behavior (%) = Actual alternation / Maximum 

alternation* ×100
*Maximum alternation = Total number of arm entry -2

뇌조직의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함량 측정

아세틸콜린 함량 측정은 Hestrin의 방법[12]에 의하여 alka-

line hydroxylamine을 가진 σ-acyl 유도물의 반응을 기초로 

측정하였다. 뇌 균질액 50 μl를 1% hydroxylamine 50 μ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FeCl3 (10% in 0.1 N HCl) 500 μl를 첨가한 

다음 흡광도(540 nm)를 측정하여 아세틸콜린 함량을 측정하

였다.

뇌조직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etylcholinesterase) 활

성 측정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은 acetylcholine iodide를 기질

로 사용하는 Ellman의 방법[8]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0.1M 

phosphate buffer (pH 8.0) 2.6 ml, 10 mM Ellman’s 용액 (10 

mM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15 mM sodium bicar-

bonate) 100 μl, 효소원 0.2 ml를 cuvette에 넣고 4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75 mM acetylcholine iodide (Sigma- 

Aldrich Co.) 20 μl를 첨가하여 2분간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뇌조직의 총 단백질 함량 측정

뇌조직의 총 단백질 Lowry의 방법[19]에 준하여 bovine se-

rum albumin (Sigma-Aldrich Co.)을 표준물질로 하여 측정하

였다.

Hippocampus의 병리조직학  찰

동물해부 직후 적출한 뇌를 냉각 생리식염수로 관류하여 

혈액을 제거한 상태에서 뇌조직의 hippocampus 부위를 취해 

10% 중성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여 통상적인 조직처리인 파

라핀 포매 과정을 거쳐 3~4 μm 두께로 절편을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41. 

Olympus Co.,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고 automatic digi-

tal slide scanner (3D Histech)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one-way ANOVA 검정에 의

한 평균과 표준오차(mean± SE)로 표시하였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7].

결과  고찰

Y자 미로 실험

Y자 미로 실험은 동물인지 실험에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미로이며, 다양한 자극을 통해 기억력 및 공간인지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18]. Scopolamine을 투여하여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손상시킨 흰쥐 모델을 대상으로 Y자 미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10분 동안 흰쥐

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N군(100%)과 비교해 볼 때, C군의 

기억력 및 공간인지력이 현저히 저하된 현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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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ffect of the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o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in Y maze test. (A) 

alternation behavior, (B) number of arm entries. Values 

are mean ± S.E., n=7.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Effect of the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o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in Morris water 

maze test                                    (sec)

1Day 2Day 3Day

N

C

PC

S

1CS

5CS

10.00±0.82
a

30.29±2.31b

10.86±0.74ad

22.57±1.17c

14.00±0.87d

12.00±1.05ad

 8.00±1.27a

26.57±2.52b

 8.14±0.91a

19.14±2.09c

12.00±1.20ac

10.14±1.01ac

 6.57±0.65a

21.71±2.31b

 7.29±1.15a

13.29±2.11c

 9.14±0.83a

 8.71±1.48a

Values are mean ± S.E., n=7.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3. Effect of the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o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in Morris water 

maze test. Values are mean ± S.E., n=7.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군은 C군에 비해 수치가 증가하기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CS군은 칼슘농도 의존적으로 기억력 및 

공간인지력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칼슘농도가 높은 5CS

군은 양성대조군인 PC군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높은 수

준으로 기억력 및 공간인지력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운동능력이 변경 행동력(alternation behavior)에 미

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0분 동안 Rat가 Y자 미로의 각 arm

을 통과한 총 횟수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arm을 

통과한 총 횟수는 각 군이 약 20~22회 사이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 볼 때, Kim 등[1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scopolamine은 rat의 기본적인 운동능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S군과 CS군 모

두 기억력 및 공간인지력 저하로부터 유발된 행동장애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 미로 실험

Scopolamine을 투여하여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손상시킨 

흰쥐 모델을 대상으로 초석잠 및 칼슘배합 초석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 의존적 공간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Morris 

water maze test를 시행하였고[21], 이를 Table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Morris water maze test에서 escape latency의 감

소는 장기기억과 관련된 학습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루 

2번씩 3일간 인지훈련을 실행한 결과 C군은 수중미로 상의 

platform의 위치를 찾아가는 escape latency가 감소하지 않아 

scopolamine 투여를 통한 기억력과 학습능력 손상이 정상적

으로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반면, S군은 학습훈련

기간이 지날수록 C군과 비교할 때, escape latency가 점점 감

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CS군은 N군과 유의적

으로 유사한 수준의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으나, 5CS군과 1CS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아 칼슘 농도에 따른 개선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Kim 등[15]의 연구에서 flavonoids의 하나인 oroxylin-A가 

scopolamine 치매유도 흰쥐에서 본 연구와 같이, 훈련기간 및 

인지실험기간 동안 수중미로상의 platform의 위치를 인지하

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escape latency가 점점 감소하였다. 

이로써,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의 섭취가 공간지각능

력에 대한 장기기억력 개선에 이로운 효과를 미친 것을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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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he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on 

acetylchol-ine concentration in brain of scopolamine- 

induced dementia rats. Values are mean ± S.E., n=7.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5. Effect of the calcium-mixed Stachys sieboldii MIQ. on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in brain of scopolamine- 

induced dementia rats. Values are mean ± S.E., n=7.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된다.

뇌조직의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함량 

아세틸콜린(ACh)은 acetyl CoA와 choline acetyltransfer-

ase (ChAT)의 효소 작용으로 합성되며, 아세틸콜린에스테라

제의 작용으로 acetate와 choline으로 분해된다. ACh은 모든 

신경세포에서 발견되는 신경전달물질로 중추신경계의 콜린

성 시스템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 콜린성 시스템은 뇌의 신경

전달물질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로 기억, 학습 

그리고 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알츠하

이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학습능력 및 기억력 감퇴가 콜린성 

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

며, ACh 함량의 감소는 인지능력 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5].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이 ACh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C군의 ACh 함량은 N군에 비해 약 

31.5% 감소하였고, 이는 기억력 및 학습능력의 손상을 유발하

는 scopolamine의 투여에 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1, 11]. 

S군과 CS군의 ACh 함량은 C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

으며, CS군은 S군과 비교하교 약 10% 높은 ACh 함량을 보였

다. 5CS군이 0.43±0.01 μmol/mg protein으로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였으나 1CS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앞서 

알츠하이머 질병에서 ACh 함량이 감소한다는 보고를 고려하

였을 때,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의 섭취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뇌조직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etylcholinesterase) 

활성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hE) 활성의 증가는 아세틸콜린 

함량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인지능력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AChE는 아세틸콜린을 acetate와 choline으로 분해함으로써 

콜린작동성전달(cholinergic transmission)을 저해하고 알츠

하이머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또한, 

AChE 활성이 증가되면 아세틸콜린의 함량이 감소하여 체내 

신경전달이 저하되어 기억력 및 학습능력이 떨어지므로 알츠

하이머 환자의 치료에 있어 AChE 억제하여 체내 아세틸콜린

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24].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이 scopolamine 치매유도 흰

쥐의 AChE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C군의 

AChE는 N군에 비해 약 2.6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

는 앞선 아세틸콜린 함량의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scopol-

amine의 투여에 의해 AChE 활성이 증가하여 아세틸콜린의 

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1, 11]. 한편, S군은 C군보다 

낮은 AChE 활성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초석잠 자체의 AChE 활성 저해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

만 CS군은 C군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tacrine을 투여한 양성대

조군 PC군과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 5CS군은 아세틸콜린 함

량처럼 약1.58±0.15 unit/mg protein/min로 가장 낮은 활성

을 보였으나 1CS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이 PC군에 

사용된 tacrine과 같은 AChE inhibitor 치매 치료제와 같이 

AChE 활성을 저하시켜 아세틸콜린의 함량을 증가시키므로 

기억력 및 학습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ippocampus의 병리조직학  찰  

뇌 조직은 실험동물을 해부한 직후 적출하여 H&E 염색을 

통해 광학 현미경으로 해마(hippocampus)을 관찰하여 Fig. 6

에 나타내었고 응축된 신경세포는 화살표를 이용해 표시하였

다. Scopolamine은 무스카린 콜린성수용체 길항제로서 작용

하기 때문에 흰쥐에 투여하면 뇌신경뿐만 아니라 해마의 신경

세포들을 손상 및 위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5]. C군에서는 

뚜렷하게 둥근 핵을 가지고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N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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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pathologic changes in hippocampus of brain o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The brain section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에 비하여 해마의 신경세포가 매우 응축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Kim 등[17]의 연구에서도 scopolamine의 투여

가 해마 신경세포의 병리조직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S군과 CS군에서는 C군에 비하여 

손상이나 응축 정도가 감소하였고, CS군은 S군보다 응축된 

신경세포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손상 정도가 미약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scopolamine 치매유도 흰쥐에 투여

된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이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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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석잠의 scopolamine 치매유도 흰쥐에 한 기억손상 개선 효과

최다정1․안희 1․김 완1․김태훈1․김만도2․조 수1*

(1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2㈜지에스피)

본 연구는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이 scopolamine 치매유도 흰쥐의 기억손상 개선효과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칼슘 배합 비율별(S, 1CS, 5CS군)로 군을 나누어 Y자 미로와 수중미로를 통한 행동실험을 실시한 결과, Y자 

미로 실험에서 5CS군이 N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치를 보이며 공간 인지기능을 개선시켰고, 수중미로 실험 

또한 CS군의 escape latency가 감소하여 N군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 기억력 및 학습능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세틸콜린 함량과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CS군은 아세틸콜린에스

테라제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뇌 조직 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함량을 증가시켜 뇌 신경세포 활성화 

효과를 통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마를 병리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손상 정도가 심하여 많은 수의 응축된 신경세포가 관찰된 C군에 비하여 CS군은 응축된 신경세

포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칼슘 배합 비율에 따른 초석잠은 sco-

polamine 치매유도 흰쥐모델에서 기억력, 학습능력 및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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