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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7.2%에 도달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후 꾸준

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의 14.4%로 집계되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

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30년에는 전체 인

구의 25.0%에 이르러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다(Kim & Han 201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a). 
이러한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을 비롯하여 인지기능의 장애와 치매 환자의 비율

제비집 시알산 유래 영양전달체(Nutrient Delivery System)의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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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a nutrient delivery system (NDS) using sialic acid extracted from edible bird’s nest 
(EBN), which improves brain function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 by affinity bead technology 
(ABT). The inhibitory activity of acetylcholinesterase (AChE) and pyramidal cells in the dentate gyrus of the hippocampu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sialic acid NDS on Alzheimer’s disease. Also, the effect of a sialic acid NDS on Parkinson’s 
disease was evaluated by rota-rod test and pole test in an animal model. Among the groups treated with donepezil, EBN, and sialic 
acid NDS, the AChE activity was the lowest in the sialic acid NDS-treated group. The results of the hippocampus analysis of the 
rat model confirmed that the sialic acid NDS inhibited amyloid-beta accumulation depending upon the concentration. Also, the sialic 
acid NDS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in motor deterioration than the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 (MPTP)- 
induced group in both the rota-rod test and pole test. Therefore, the sialic acid NDS had an effect of protecting not only Alzheimer’s 
disease by inhibiting AChE and amyloid-beta accumulation, but Parkinson’s disease by preventing neurotoxicity induced by MP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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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8년에는 치매, 파킨슨병, 알츠

하이머 질환 및 뇌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65세 이상 인구의 8.8%에 이르렀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b).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치매는 

뇌의 퇴행성 변화, 뇌혈관 장애, 뇌의 염증성 장애, 대사성 

질환 등에 의해 일어나는 인지기능의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뇌 증후군이다(Kang JS 2016). 인지기능 장애는 치매환자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간호자의 간호부담도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에 뇌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대한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뇌 순환, 대사개선약 또

는 치매 치료제 등의 뇌기능 개선성을 가진 의약품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츠하이머 질환은 중추신경계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Van Cauwenberghe 등 2016). 알
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의 감소 및 신경세포의 손

상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도파민

(dopamine), 가바(γ-aminobutyric acid, GABA)와 같은 신경전

달물질의 전달 및 생성, 분비, 제거 과정의 이상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은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데, 
치매의 주 증상인 기억력 장애는 기억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콜린성 시스템(cholinergic system)의 심

각한 손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asa 등 2000; Trabace 
등 2000; Lee 등 2013).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인지력 감

소 증상은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손상과 아세틸

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세틸콜린가수분해효소(acetylcho-
linesterase, AChE)의 활성 증가와 함께 기억장애가 더욱 악화

된다(Park 등 1996). 치매는 다양한 원인만큼 그 치료제 또한 

다양한 경로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뇌 조직의 

콜린계 활성의 감소로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뇌 신경접

합부의 콜린성 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경전달물질인 아

세틸콜린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콜린성 작용제(cholinergic 
agonist), 아세틸콜린 전구체, AChE의 활성을 억제하는 AChE 
효소 저해제(inhibitor)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Canal 등 1996; Lee 등 2009). 
제비집(edible bird’s nest)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서식

하는 ‘금사연(Aerodramus funiphagus)’이라 불리는 작은 바다

제비가 분비한 타액(saliva)과 깃털 등으로 만들어진 둥지로, 중
국 명나라 시기부터 섭취되던 중국의 전통식품이다(Chantler & 
Driessens 2010). 제비집은 비타민, 호르몬 및 지방산이 풍부

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염과 아미노산과 

같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Careena 등 2018). 특
히 제비집의 탄수화물 성분은 인체에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

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약 60~160 mg/kg 가량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시알산(sialic acid)은 9개의 탄소 골격을 가지

는 뉴라민산(neuraminic acid)의 아실 유도체의 총칭으로 현재 

동물계에 20여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Marni 등 2014). N-아세

틸뉴라민산(N-acetylneuraminic acid)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시

알산은 바이러스에 대한 리셉터 작용, 세포와 분자의 면역학

적 인식 부위, 세포접착 또는 암의 전이 등 중요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고 있는 산성당으로 보고되어 왔다. 대사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유리형으로 존재할 뿐, 대부분 당쇄의 비환

원 말단에 글리코시드로 결합되어 올리고당의 형태로 존재

하는데, 유아의 지적 능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리학

적 및 병리학적 과정을 조절하는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다

고 보고된 바 있다(Kang 등 2013). 일반적으로 시알산은 글리코

시드 결합을 통해 N-아세틸갈락토사민(N-acetylgalactosamine, 
GalNAc)을 형성하는데, 이 화합물은 시냅스의 적절한 기능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Kathan & Weeks 1969; Goh 등 2001; Colombo 등 

2003; Careena 등 2018). 앞선 연구에서 제비집은 복용량과 비

례하게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 LPS) 유도 신경염증

(neuroinflammation) 및 역 LPS 유도 기억 장애를 방지하는 것

을 확인하면서, 제비집의 시알산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기능성 식품일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신경염증 

반응과 산화적(oxidative) 스트레스 과정을 저해하면서 잠재

적으로 신경보호(neuroprotective)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Careena 등 2018). 
친환경 비드 기술(affinity beads technology, ABT)은 친환경

적인 분리․정제 방법으로, 비극성 고분자 비드를 이용하여 

목표 성분을 비극성 고분자 비드에 흡착시키고, 이를 분리 

후 탈착제를 투입해 목표 성분을 비극성 고분자 비드에서 탈

착시키는 기술이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선택적인 분리 및 정

제가 가능하며, 낮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성이 높고 반복

적인 생산 공정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ABT 기술은 조작 에너지가 이온성 고분자 비드에 비해 낮은 

비극성 고분자 비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

는 유기용매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Kim 
& Jo 2020).

영양전달체(nutrient delivery system, NDS)란 식품의 영양 

물질을 체내 목표 지점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다(Kim & Cho 2006; McClements DJ 2015). 섭취한 영양물질

이 체내에 흡수된 후 특정 장기조직이나 세포로 용이하게 전

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체내 목표 지점에 그 효능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를 이용한다. 
이와 비슷한 전달체 시스템으로 제약업계의 약물전달체

(drug delivery system, DDS) 및 화장품업계의 피부약물전달체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DDS)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Manish & Vimukta 2011; Patel 등 2012; Rasto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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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dav 2014).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식품 영양물질의 체내 흡

수율을 높이는 제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NDS 물질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즙산을 이용한 체내 흡수

율 및 효능이 우수한 마이셀(micelle) 나노 입자에서 착안하

여, 조직 투과율 및 흡수율이 우수한 NDS 시스템으로 담즙

산-시알산 마이셀 나노 입자를 제조하였고 최초로 연구에 이

용하였다(Kim & Jo 2020).
본 연구에서는 ABT 기반 제비집으로부터 시알산의 분리

정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함유하는 시알산 영양전달체의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및 재료
제비집 추출물 제조에는 네스투랄(Nestural Ltd, Pathum 

Thani, Thailand)사가 제조한 제왕의 아침(The King’s Morning)
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비집 농축액이 사용되

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St. Louis, 
US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로 5주령의 평균

체중 30~35 g의 수컷 ICR 생쥐(mice, Orient Bio, 경기도, 대한

민국)를 분양 받았다. 1주일동안 표준온도(22±1℃) 및 습도

(50±5%)와 조명조절 환경 (12 h 채광 후 12 h 차광)에서 물과 

음식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사육한 뒤 건강한 동물만 사용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건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부터 동물실험 승인을 받았다(KKUASP (SE)-18-023).

2. 실험방법

1) 시알산 NDS 제조

(1) 제비집 추출물과 시알산의 제조
제비집을 distilled water(DW)와 함께 분쇄하고 추출하였

다. 이 제비집 추출물을 Sep-Pac Plus C18 Cartridge 칼럼

(Waters Corporation, Milford, MA, USA)에 흡착시키고, 멸균

수로 세척한 후, 1% HCI-메탄올 용액으로 용출시킴으로써 

ABT기술을 적용하여 제비집 중의 시알산을 분리했다(Fig. 1). 
이렇게 하여 얻어진 시알산을 온도 37℃에서 증발기(Buchi 
LAB., Rotavarpor, FW, Switzerland)를 이용해 농축한 후 pH 
7.0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시 dimethyl sulfoxide (DMSO)에 용

해시킨 후 건조하여 제비집 추출물로부터 시알산 분말을 수

득했다. 

(2) 시알산의 순도 측정
초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UFLC XR HPLC System w/LC- 

20AD xr,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분리정제한 시알산의 순

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column으로는 Zorbax XDB-C18 column 
(4.6 mm×250 mm, 5 μm)이 이용되었다. 두 가지 이동상으로 

1% acetonitrile-DW 및 1% acetic acid-acetonitrile을 이용하였

으며, flow rate는 1.0 mL/min으로, column 온도는 25℃로 유

지하며 20 μL의 시알산을 주입하여 254 nm의 파장에서 분석

하였다.

(3) 마이셀 나노입자의 제조
시알산 NDS인 마이셀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

았다. 담즙산의 주 성분인 타우로콜산(taurocholic acid) 5.78 
g을 25 mL의 85% 메탄올에 혼합하여 430 mM의 타우로콜산 

용액을 만들었다. 타우로콜산 용액 2.25 mL에 레시틴 용액 

1.8 mL(클로로포름에 100 mg/mL로 용해된 레시틴 용액)를 

첨가하여 1차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용액을 테플론 

캡을 가진 유리 튜브에 넣고 55℃ water bath에서 5 h 온열처

리 후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증발시켰다. 증발된 잔여물을 

2 h 동안 －70℃에서 냉동시킨 후 튜브를 열어 9 h 이상 감압 

하에서 동결건조 시키고, 다시 PBS에서 용해시켜 4 h 동안 

56℃에서 온열처리 하였다. 온열처리가 완료된 용액을 무혈

청 배지에서 10%(v/v)로 희석하고 0.45 μm 필터로 여과하여 

Fig. 2의 시알산-담즙산 콘쥬게이트된 마이셀 나노 입자로 이

루어진 시알산 NDS를 제조하였다.

2) 인지기능 개선 효능 분석

(1) AChE 활성에 대한 제비집 추출물과 시알산의 효능
비교

제비집 추출물과 시알산을 이용한 AChE 활성 실험은 다

Fig. 1. Process flow diagram of affinity bead technology 
(A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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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마우스 생체 내 AChE 활성 억제 효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양성대조군(Donepezil 1.0 mg/kg), 시알산 

NDS (100 mg/kg) 및 제비집 추출물(100 mg/kg)을 각각의 마

우스(각 군당 3마리)에 1회 경구 투여하였다. 각각의 물질을 

투여하고 6 h 후에 해마를 분리하여 1 M 인산 완충용액

(phosphate buffer pH 8.0)을 이용하여 균질화 시켰다. 획득한 

균질액은 Amplex red assay kit(Molecular probe, OR, USA)를 

이용하여 생체 내 AChE 활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대조군으

로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투여한 후 반응시켜 비특이적 반응

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유도치매레트모델에서해
마 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시알산 NDS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
개월된 레트(Male Wister rats)에게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
β, Aβ) 단백질을 이용해 치매를 유도하여 해마 부위의 신경

세포 사멸을 관찰하였다. 모든 동물은 1주 동안 적응기간을 

가지게 하였고 Hidalgo 등(2006)의 방법과 동일하게 행동학

적 검사(behavioral procedure)를 실시하여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항온, 항습이 가능한 

사육장에서 12 h 채광 후 12 h 차광의 조건에서 식수와 사료

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비교를 위해 아무것도 처리

하지 않은 군(대조군), 아밀로이드 베타 처리군, 아밀로이드 

베타 및 100 mg/kg의 시알산 NDS 처리군, 그리고 아밀로이

드 베타 및 200 mg/kg의 시알산 NDS 처리군으로 나누어 실

험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처리 시료를 레트에 4주간 투여한 

후, 다이에틸 에스터(diethyl ester)로 마취한 뒤 복강을 열어 

심장을 통하여 염수로 관류하였다. 이후 뇌를 적출하여 10% 
중성의 완충용 포르말린에 고정시킨 뒤 헤마톡실린-에오신염

색(Hematoxylin-Eosin staining)을 통해 해마 부위의 신경 세포

의 퇴화 정도를 관찰하였다. 분석에는 아포토시스(apoptosis) 
확인용 키트인 ApopTag (CHEMICON, CA, USA)가 사용되었

다. 본 연구를 위해 건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 승인을 받았다(KKUASP (SE)-18-025).

3) 운동기능 개선 효능 평가
시알산 NDS가 신경손상모델의 운동 능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in vivo 신경손상 모델에서의 운동능력 

개선 효능을 평가법으로 rota-rod test 및 pole test를 진행하였

다. Rota-rod test는 Kim & Choi(2013)의 방법을 살짝 변형하

여 진행하였으며, Rota-Rod(UGO BASILE 7650, Italy)를 사용

하여 전봉(직경 3 cm, 매분 8회전) 위에 올려놓고 2분 이상 

떨어지지 않는 마우스를 선별하여 10마리씩 3군으로 나누었

다. 생리식염수만 처리한 정상군, 20 mg/kg의 1-methyl-1,2,3,6- 
tetrahydropyridine(MPTP)를 5일간 투여한 군 및 28일간 200 
mg/kg의 시알산 NDS를 처리한 후 20 mg/kg의 MPTP를 5일간 

투여한 군으로 나누었으며, 각 군에 대하여 각각 1마리씩 회

전봉 위에 올려놓고 낙하할 때까지의 시간 및 총 운동거리를 

측정했다. Pole test는 Park 등(2014)의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rota-rod test와 동일하게 3군으로 나누었다. 높이 55 cm, 지름 

8 mm의 막대 위에 마우스를 머리가 위로 향하게 두고, 마우

스가 꼭대기를 180° 돌아서 마우스의 머리가 완전히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Fig. 2. Nutrient delivery system which is consisted of sialic acid-bile acid conjugated micelle nano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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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처리
각 시료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실시하였

다. 모든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자료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냈다. 통계 분석에는 SPSS 
12.0(IBM SPSS Statistics, NY USA)가 이용되었으며, 95% 유
의수준에서 던컨(Duncan)의 일원배치 다중검정 시험으로 각 

처리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시알산의 분리정제
시알산은 일반적으로 산가수분해, 효소가수분해, 이온교

환(ion-exchange) 크로파토그래피, 셀룰로오스 크로마토그래

피 방법으로 분리정제되며, 그 외에도 thin-layer 크로마토그

래피 방법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auer & 
Corfield 1982). 본 연구에서 사용한 ABT 분리정제 기술의 경

우는 친화성 비드가 충진된 칼럼에서 흡착과 탈착 반응을 진

행시켜 4가지의 시알산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였다(Kim & Jo 
2020).

ABT기술을 적용하여 시알산을 분리정제 후 순도를 측정

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시알산 용액의 HPLC 크로마

토그램은 4개의 명백한 시알산 흡착 피크를 나타내었다. 
Neu5Ac의 경우 21.8 min, Neu5Ac-α의 경우 25.2 min, Neu5Gc
의 경우 35.3 min, Neu5Ac-β의 경우 44.8 min의 retention time
에서 피크가 관찰되었다. 또한, 시알산 이외의 다른 이물질

들은 흡착 피크가 대부분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4가지 시알

산의 상대 피크는 ABT 처리를 통한 분리정제 후에 명백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 인지능력 개선 효능 분석

1) AChE 활성에대한제비집추출물과시알산의효능비교
AChE 활성에 대한 제비집 추출물과 시알산의 효능을 비

교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제비집 추출물을 처리한 시

험군의 경우 AChE 활성이 98.6±1.2%로 아무 처리도 하지 않

은 음성대조군(100%)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며 AChE 활성 억

제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에 시알산을 처리한 시험군의 경우 

양성대조군인 donepezil(49.8±4.2%)보다 낮은 28.5±5.1%의 

AChE 활성을 보이며, 우수한 AChE 활성 억제 효능을 가지

는 것이 확인되었다. Stefanović 등(1975)에 따르면, 세포 표면

의 시알산을 제거할 경우 콜린 흡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동

시에 AChE 활성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시알산은 세포의 

외부 표면에서 콜린 흡수 및 AChE 활성을 매개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알츠하이머 질환은 노화 관련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

성 뇌수축에 의한 기억장애 및 인지능력 저하가 주된 증상이

며 뇌 부위에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과 노인반

(senile plaque)이 침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알츠하이머성 치

매의 병리학적 원인에 관한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첫번째는 ‘콜린성 가설’이고 두번째는 ‘아밀로이드 가설’
이다. 먼저 콜린성 가설에서는 AChE는 알츠하이머 질환 초

기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콜린과 아세트산염

(acetate)으로 분해시켜 콜린성 뉴런을 소실시키고, 콜린성 신

Fig. 3. HPLC chromatogram of sialic acid after sepa-
ration by the affinity bead technology. 1: N-acetyl-neura-
minic acid (Neu5Ac); 2: α-anomer of Neu5Ac (NeuAc-α); 
3: N-glycolylneuraminic acid (Neu5Gc); 4: β-anomer of 
Neu5Ac (NeuAc-β).

Fig. 4. Results of in vivo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test of normal mice (control), treated with donepezil 
as a positive control, treated with extract of bird’s nest and 
treated with sialic acid.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ANOVA with post-hoc by Duncan 
test. **p<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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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달을 감소시켜 알츠하이머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

다(Schliebs & Arendt 2011). 따라서 알츠하이머의 인지기능

을 개선하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 AChE 저해제로 아세틸콜

린의 분해를 막아 아세틸콜린의 효능을 높이는 기전이 활용

되고 있다(Jeong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콜린성 신

경 손상을 유발하는 AChE의 억제제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donepezil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 제비집 추출물을 처리한 군 및 시알산 NDS를 처리

한 군의 AChE 활성을 확인한 결과, 제비집을 처리한 군의 

AChE 활성 억제율(1.4%)은 대조군의 억제율(0%)과 극미한 

차이를 보여 효능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제비집에서 추출한 

시알산의 NDS를 처리한 군의 경우 AChE 활성 억제율이 

71.5%로 나타나며 양성대조군(50.2%)보다 AChE 활성 억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비집에 시알산이 함유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집 추출물과 시알산 NDS의 활성 

억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첫번째는 마우스에 투여된 시알산 함량의 

차이이다. 제비집에 포함된 시알산의 함량은 약 60~160 
mg/kg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제비집에서 시알산을 선택

적으로 추출해 낸 시료에 비해서 제비집 추출물의 AChE 활
성 억제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Marni 등 2014). 
두번째는 체내 NDS 작용의 유무이다. 시알산 NDS 시료의 

경우 시알산-담즙산 콘쥬게이트된 마이셀 나노입자를 이용

하여 NDS로 제조하여 투여하였으나, 제비집 추출물의 경우 

추출물 상태 그대로 투여하였기 때문에 마우스의 체내에서 

목표 지점에 적절한 작용을 전달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를 통해 시알산 NDS는 AChE 억제 활성, 
즉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는 것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목표 지점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스마트한 영양물질

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시알산의 AChE 억제 

활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시알산 NDS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시알산 NDS가 신경 세포의 사멸을 방지하는 명확한 작용 기

전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유도치매 래트모델에서해
마 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해마 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을 뇌실 내 처리한 군을 보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해마의 치상회(dentate gyrus) 부위의 기억과 관련된 

피라미드 세포(pyramidal cell)의 퇴화가 관찰되었다(Fig. 5). 
대조군, 100 mg/kg의 시알산 NDS 처리군 및 200 mg/kg의 시

알산 NDS 처리군에서는 해마 부위의 손상에 대해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병리학적 원인에 관한 두 번째 가설 

‘아밀로이드 가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plaque)는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기 약 15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고 보고된다(Schliebs & Arendt 2011). 세포막에 존재하는 

amyloid precursor protein(APP)가 β-와 γ-secretase의 작용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를 생성하는데, 최근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가 알츠하이머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

지고 있다. 생성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가 플라크 형태

로 응집되면 뇌의 신경세포에서 정상적인 뉴런 기능을 간섭

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알츠하이머 질환을 진행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번 뉴런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알츠하이머 질환이 발병하고 인지 능력이 감소한 후에

는 치료를 통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농도를 낮춘다고 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

의 축적을 예방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질환 예방의 중요한 요

소로 꼽히고 있다(Gandy S 2011; Selkoe DJ 2012). 레트 모델

의 해마 부위의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시알산 NDS는 아밀로

이드 베타 축적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알산 100 
mg/kg을 처리한 시험군의 경우 정상 레트에 비해 해마 부위

가 변형되었으나, 시알산 200 mg/kg을 처리한 시험군의 해마 

조직은 정상 레트와 가장 유사하여 거의 훼손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알산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억제 활성

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진되는 것을 시사한다. 
시알산의 인지능력 개선 결과는 Morgan & Winick(1980)가 

발표한 연구와 유사하였다. 시알산을 복약시킨 레트를 대상

으로 Y-maze test를 실시한 결과 미처리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빠르게 Y-maze를 학습하여 통과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시알산은 대뇌 및 소뇌의 강글리오사이드(ganglioside)를 증

가시키고, 시알화된 뇌의 당포합체(glycoconjugate)가 학습능

력을 개선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시알산은 뇌의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며 신경세포 생존과 시냅스 유지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강글리오사이드 함량을 증가시키면서 이

를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억제하고 인지기능을 증진시

키는 작용기전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였다(McLaurin 등 1998). 

3. 운동기능 개선 효능 평가
시알산 NDS가 MPTP로 유도한 신경독성에서 파킨슨병적 

운동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운동 

능력 개선 효과를 평가했다. Rota-rod test 결과는 낙하할 때까

지의 시간(Fig. 6A) 및 총 운동거리(Fig. 6B)로 나타냈다. 마우

스 10마리를 한 군으로 하여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정상군에

서는 낙하할 때까지 173.28±25.02 sec가 소요되었으며 총 운

동거리는 69.48±11.02 m였으나, 5일간 20 mg/kg의 MPT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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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군에서는 낙하할 때까지의 시간 및 총 운동거리가 각

각 76.11±8.52 sec 및 19.83±2.34 m로 운동 능력이 크게 감소

하였다. 반면에 28일간 200 mg/kg의 시알산 NDS를 처리한 

후 5일간 20 mg/kg의 MPTP를 투여한 군에서는 낙하할 때까

지 시간과 총 운동거리가 각각 148.36±9.14 sec 및 57.61±2.79 
m로 MPTP 처리군에 비하여 운동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Pole test 결과는 마우스가 꼭대기를 180° 돌아서 마우스의 

머리가 완전히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Fig. 7에 나

타냈다.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정상군에서는 9.91±2.22 sec가, 
20 mg/kg의 MPTP 투여군에서는 44.72±9.58 sec가 소요되었

으며, 시알산 NDS 전처리 후 MPTP 투여군에서는 7.63±1.84 
sec가 소요되었다. Pole test 결과 역시 rota-rod test 결과와 마

찬가지로 시알산 NDS를 전처리할 경우 운동 능력이 크게 개

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성 질병의 하나인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진 화학물질로는 paraquat, rotenone, amphetamine 및 MPTP 등
이 있다(Ferger 등 2000; West 등 2006). MPTP는 생체 내로 

유입되면 뇌에서 몇 단계를 거친 후 MPP+로 변환되어 중뇌

의 흑질 부위를 비가역적으로 파괴한다. 현재까지 MPTP의 

신경독성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진 것은 vitamin E, allopurinol, 
selenium, selegiline, centrophenoxine 등이 있으며, 주로 활성산

소 소거능에 의해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파괴를 완화하거나, 
생체 내에서 MPTP 대사를 저해시키는 기전으로 파킨슨병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Halliwell 2006; Sun 등 2010). Rota-rod 
test 및 pole test를 통해 시알산 NDS와 MPTP를 함께 투여하

였을 경우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MPTP의 

투여로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던 것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의 인지능력 개선 기작과 마찬가지로, 
시알산은 대뇌 및 소뇌의 강글리오사이드의 함량을 증가시

켜 MPTP의 신경독성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운동능력을 

개선하는 작용기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aulino & 
Schengrund 1994; Chiavegatto 등 2000).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치매의 증가에 

A B

C D

Fig. 5. Hematoxylin-eosin staining of pyramidal cell in denate gyrus of rat hippocampus. (A) Normal rat, (B) Treated with 
amyloid β, (C) Treated with amyloid β and 100 mg/kg of sialic acid, (D) Treated with amyloid β and 200 mg/kg of sia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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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기 위한 뇌기능 개선용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ABT
기술을 적용하여 제비집에서 추출한 시알산을 이용해 NDS
를 제조하였다. 시알산 NDS가 뇌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마우스 모델의 AChE 활성 평가 및 레트 모델의 

아밀로이드 베타 유도 조직 검사를 실시하였다. 제비집 추출

물, 시알산 및 양성대조군 donepezil을 마우스에 투여한 후 

AChE 활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98.6%, 28.5% 및 49.8%로 

시알산의 AChE 활성 억제율이 가장 높았다. 아밀로이드 베

타 단백질과 200 mg/kg의 시알산을 함께 처리한 레트는 대조

군, 100 mg/kg 시알산 처리군에 비해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군과 해마 부위의 손상도에서 차이가 없어 시알산 NDS

는 농도 의존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억제함을 확인

하였다. 시알산 NDS가 파킨슨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 운동 능력 평가로 마우스를 정상군, MPTP 처리군 

및 시알산 전처리 후 MPTP 투여군으로 나누어 rota-rod test
와 pole test를 실시하였다. Rota-rod test로 마우스가 낙하할 

때까지의 시간과 총 운동거리를 측정한 결과 MPTP 처리군

(각각 76.11 sec 및 19.83 m)에 비하여 시알산 전처리군(각각 

148.36 sec 및 57.61 m)에서 운동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Pole test 역시 시알산 전처리군이 MPTP 처리군

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운동 능력을 보였다. 따라서 시알산 

NDS는 뇌의 강글리오사이드 함량을 증가시킴을 통해 신경

전달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할 뿐

만 아니라, MPTP에 의해 유도된 신경세포 사멸을 방지하여 

파킨슨병적 증상을 예방하여 뇌기능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

용하는 천연물 유래 기능성 물질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시알산 NDS의 알츠하이머 질환 및 파킨슨병 예방과 

관련된 실험 자료를 기초로 한 성분연구를 통하여 뇌기능 개

선용 NDS 물질을 탐색하고 물질의 치매 치료제로서의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용기전 연구는 추후 항치매 천연소재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Fig. 6. Protective effect of sialic acid on 1-methyl-1,2,3,6- 
tetrahydropyridine (MPTP)-induced behavioral impairment 
in a mouse Parkinson’s disease model using the rota-rod 
test. (A) Latency to fall, (B) Total distance; Mice in normal 
group were not treated with MPTP. Mice in MPTP group 
were treated with 20 mg/kg of MPTP for 5 days. Mice in 
sialic acid group were treated with 200 mg/kg of sialic acid 
for 28 days before treating 20 mg/kg of MPTP for 5 days.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ANOVA with post-hoc by Duncan test (**p<0.05).

Fig. 7. Protective effect of sialic acid on 1-methyl-1,2,3,6- 
tetrahydropyridine (MPTP)-induced behavioral impairment 
in a mouse Parkinson’s disease model using the pole test. 
Mice in normal group were not treated with MPTP. Mice 
in MPTP group were treated with 20 mg/kg of MPTP for 
5 days. Mice in sialic acid group were treated with 200 
mg/kg of sialic acid for 28 days before treating 20 mg/kg 
of MPTP for 5 days.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statis-
tically analyzed by ANOVA with post-hoc by Duncan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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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일반적인 시알산 작용기전과 제비집 유래의 시알산 및 그의 

NDS에 관한 작용기전의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전을 비교평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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