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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Gagamjeongji-hwan (JJH)(Jiajiandingzhi-wan) and Evoidae 

Fructus (EF) on learning and memory disturbance and neuronal damage induced by focal ischemia in the rat. Rats 

were used for testing in the following three. Morris Water Maze, Cholineacetyltransferase (ChAT) 

immunohistochemistry, acetylcholine esterase (AchE) histochemistry. JJH+ISCH group (ischemia-induced rats 

pretreated with JJH) and EF+ISCH group (ischemia-induced rats pretreated with EF) significantly reduced the latency 

of swimming time, compared with those of ISCH group (ischemia-induced rats) in morris water maze acquisition test. 

JJH+ISCH group attenuated ischemia‐induced learning and memory damage in morris water maze retention test. The 

density of ChAT neurons of the JJH+ISCH and EF+ISCH group in the hippocampal CA1 area was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SAL+ISCH group (ischemia-induced rats pretreated with SAL). The density of AchE neurons of 

the JJH+ISCH and EF+ISCH group in the hippocampal CA1 and CA3 area was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SAL+ISCH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Gagamjeongji-hwan (JJH) and Evodiae Fructus (EF) may have significant 

protective effects on ischemia-induced brain damage and memory impai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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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記憶이란 學習 는 登  (registeration), 把持 (retention), 想

起 는 回想 (recall) 그리고 認識 (recognition) 等의 精神過程에 

根據를 둔, 過去經驗을 再生시키는 能力을 말한다1). 기억은 일반

으로 뇌의 측두엽에 있는 해마와 편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해마는 작업기억 (working memory)과 

기억의 固定  再生에 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한의학에서는 “意"와 “志"를 기억으로서 정의하 으며3), 기

억장애에 한 표 인 병증으로 健忘을 들 수 있는데4), 기억에 

해 독자 인 인식을 가지고, 동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健忘 

치료에서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5). 

    記憶, 學習, 知能, 痴呆, 健忘과 련된 연구보고에는, 뇌허  

유발 흰쥐모델을 이용한 遠志石菖蒲散, 祛風至寶丹, 凉膈散火湯

에 한 보고가 있으며, 이밖에도 定志丸, 吳茱萸, 釣鉤藤에 한 

다양한 보고가 있다6-12).

    人蔘, 茯苓, 石菖蒲, 遠志의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定志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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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金要方》에 처음 수록된 이후, 補益心氣, 安神定志의 효능으

로 心氣虛로 인한 忽忽喜忘, 神昏不安, 驚悸恐怯, 夢寐不祥 등의 

病程에 활용되어 왔다13)
. 본 연구의 加減定志丸은 原方  茯苓을 

빼고, 역  한의학 문헌에서 “健腦”치료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

어온 약물인 遠志, 人蔘, 石菖蒲
14)

에, 최근 뇌신경세포보호와 기억

력 증진효과가 보고된 釣鉤藤과 吳茱萸를 加하여6,7,15)
 구성하

다. 특히 加減定志丸과 함께 단방으로 실험군에 투여된 吳茱萸는 

최근에 anticholesterase, antiamnesic 작용, 신경세포 보호 작용이 

보고되었으며, 그 추출물인 dehydroevodiamine hydrochloride 

(DHED)는 새로운 痴呆치료제로 주목할 만한 약물이다15,16)
.

    이에 자는 MCAO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국소 

뇌허  흰쥐 모델)을 이용하여 Morris 수  미로 (Morris water 

maze)에서 공간학습  기억능력을 측정하고, 

Cholineacetyltransferase (ChAT)면역 조직 화학 기법, 

Acetylcholine esterase (AchE) 조직 화학 기법을 이용하여 加減

定志丸과 吳茱萸가 기억증진과 뇌 해마의 신경세포 보호 작용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샘타코 동물센터 (경기도, 한국)에서 구입한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 (250～280 g)이다. 모든 실험동물

은 각 그룹 당 5-6마리씩 넣어두었으며, 물과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 고, 밤/낮 12시간, 온도 23℃로 유지하 다. 실

험동물들을 일주일 정도 실험실 환경에 응시킨 후 실험을 시

작하 다. 

 2) 加減定志丸과 吳茱萸의 메탄올 추출물의 제조

    加減定志丸과 吳茱萸 약재는 원 학교 (한국)에서 구입하

다. 加減定志丸 [遠志 (Polygalae Radix) 200 g, 釣鉤藤  

(Uncariae Ramulus Et Uncus) 200 g, 人蔘 (Ginseng Radix) 200 g, 

石菖蒲 (Acori Graminei Rhizoma) 200 g, 吳茱萸 (Evodiae Fructus) 

200 g]과 吳茱萸 (Evodiae Fructus) 1000 g을 작게 잘라 85%메탄올

을 가해 24시간 동안 환류응축기 (reflux condenser)에서 3회 추

출하 다. 그 용액을 여과지 (Whatman No. 1 filter paper)로 걸

러 회  진공 증발기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

압농축하고 동결 건조시켜 加減定志丸 123 g과 吳茱萸 118 g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 으며, 회수율은 각각 12%(w/w) 다.

2. 방법

 1) 국소 뇌허  모델

    Intraluminal filament technique을 사용하여 국소 뇌허 을 

유발하 다. 실험동물을 70% N2O / 30% O2와 혼합된 3% 

isoflorane으로 마취상태를 계속 유지시켰다. 뇌동맥을 폐색

하기 해 경부 정 선을 따라 피부를 개하고 흉골 근과 흉

골 작근 사이에 총경동맥을 노출한 후, 내경동맥내로 치과 인상

제 (Durelon, germany)가 처리된 intraluminal filament (∅0.28

㎜, rounded tip)을 삽입하여 그 끝이 뇌동맥의 기시부를 지

나 뇌동맥의 근 부까지 도달하도록 하 다. 총경동맥과 외

경동맥은 결찰한 후 류차단 2시간이 지난 후 인상제가 뇌

동맥내에 치하도록 하고, intraluminal filament를 제거하고 우

측 총경동맥을 결찰하여 측부 순환을 통하여 재 류를 시켰다. 

가온매트 (Harvard Homeothermic Blanket Control Unit, 

50-7061)를 이용하여 흰쥐의 직장내 체온을 모니터링하며 37℃로 

유지하 다. 모의 시술군에서는 흰쥐를 흡입 마취시킨 후 경부 

피부를 개하고 총경동맥을 노출한 후 intraluminal filament를 

삽입하지 않고 다른 실험군과의 같은 시간을 방치한 후 피부 

합을 하 다. 처치 후, 실험동물이 30℃ 인큐베이터에서 깨어난 

후, 우리로 옮겼다.

 2) 실험군의 구성  차

    실험군은 모의시술군 (SHAM, n=6), 조군 (SAL+ISCH 

group, n=6), 加減定志丸 투여군 (JJH+ISCH group, n=5), 吳茱萸 

투여군 (EF+ISCH group, n=5)등 4그룹으로 나 었다. 加減定志

丸 투여군과 吳茱萸 투여군에 허  유발 후 2주 동안 加減定志丸

과 吳茱萸를 생리식염수 (0.9% NaCl)에 용해시켜 구강 투여하

다 (200 mg/kg). 조군에 허  유발 후 2주 동안 생리식염수 

(0.1 ml/kg)를 투여하 다. 加減定志丸 투여군, 吳茱萸 투여군과 

조군은 허 유발 1시간 후에 처음 약물과 생리식염수를 처치

받았고, 모의시술군은 어떤 약물처치도 받지 않았다. 수 미로실

험은 허  유발 후 2주 후에 시행하 다.

 3) 수  미로 검사

    수 미로는 원통형 수조로 (흰색, 지름 2 m, 높이 0.35 m), 

폴리에틸  수지로 만들어졌다. 수조에 담긴 물의 온도는 22±

2℃로 유지하 고, 1 kg의 우유를 부어 흐리게 하 다. 수 미로 

검사 동안 도피 는 벽면에서 약 50 cm 떨어진 수조의 4 치  

한 군데에 직경 15 cm로 수면보다 1.5 cm 낮게 두었다. 수조에는 

미로 밖으로 가는 많은 단서들이 있다. 비디오카메라는 수조의 

쪽 천장에 있는데, 비디오 녹화기와 추 장치 (S-MART; 

Pan-Lab, Barcelona, Spain)로 연결되고, 이는 쥐가 가는 길을 자

동 으로 추 하여 켜지고 꺼지고 한다. 쥐들은 한 session당 4회 

씩 시도한다. 쥐들은 숨겨진 도피 로 가도록 훈련되어지고, 테

스트 에 도피 는 고정된 치에 있게 한다. 시행은 최  180

간 계속되고, 숨겨진 도피 를 찾는데 소요된 시간을 기록한

다. 이런 방법으로 쥐들을 6일간 테스트 한 다음, 7일째에는 지

시행을 한다. 지시행 할 때는 도피 가 수조에서 제거되고, 쥐

들을 무작 로 풀어놓은 다음, 60  후에 쥐들을 수조에서 꺼낸

다. 훈련시에 도피 가 있었던 사분원에서 도피 를 찾으려고 머

문 시간의 비율을 기록하 다.

 4) ChAT immunohistochemistry

    행동실험이 끝난 후 쥐들을 sodium pentobarbital (80 

mg/kg, i.p.)로 깊이 마취시킨 후, 0.9% 생리식염수, 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비한 4% 라포름엘데히

드(paraformaldehyde)용액 900 ml를 상행 동맥을 통해 류하

다. 뇌를 출하고, 하루 동안 고정이 끝난 후 20% 수크로오스 

(sucrose)가 함유된 PBS에 넣어 동결방지(cryoprotect)시킨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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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냉동 편으로 상단면, 30 ㎛의 두께로 잘랐으며 면역조직학

으로 free-floating section으로 처리되었다. 편들은 0.3% 

Triton X-100과 1% 토끼 청이 포함된 PBS로 세척된 후, 2000배 

희석된 같은 buffer에서 4℃, 72시간동안 ChAT 1차 항체 

(Cambridge Research Biochemicals, Wilmington, DE, USA)에 

반응시켰다. 세척 후 편들은 biotinylated anti-sheep serum과 

ABC complex (Vectastain Elite Kit; Vector Lab., Burlingame, 

CA, USA)에 2시간동안 담구었다. ABC complex는 0.02% H2O2

와 0.5% 디아미노벤지딘 (diaminobenzidine)으로 볼 수 있다. 이

미지들은 Axio Vision 3.0 imaging system (Zeiss, Oberkochen, 

Germany)을 사용하여 측정하 고 Adobe Photoshop로 처리하

다. ChAT 세포의 수 측정 시, 격자는 Paxinos and Watson의 

부도에 참고해서 해마의 CA1, CA3 역에 치시켰다. 100×100 

㎛크기의 미경 (microscope) 4각 격자(rectangle grid)를 사용

하여 200배로 확 하여 신경세포를 측정하 다.

 5) AchE histochemistry

    편들을 PBS로 세척한 후 25mg acetylthiocholine iodine를 

녹인 용액에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용액은 0.1 M sodium 

hydrogen phosphate buffer (NaH2PO4․H2O, pH6.0) 32.5 ㎖, 

0.1 M sodium citrate 2.5 ㎖, 30 mM copper sulfate 5 ㎖, 5 mM 

potassium ferricyanide 5 ㎖, 증류수 5 ㎖로 구성된다. 이 혼합액

의 색은 엷은 녹색이다. 이때 뇌 조직을 넣고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 다. 모든 처리를 거친 뇌 조직을 학 미경으로 

찰하 다. 100×100 ㎛크기의 미경 (microscope) 4각 격자 

(rectangle grid)를 사용하여 200배로 확 하여 신경세포를 찰

하 고, 염색된 해마 신경세포의 도는 Scion image program 

(Scion Corp. MD,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6)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표 오차 (mean±SE)로 표시하 다. 

모리스 수 미로시험에서 각 집단간 행동 측정치의 비교는 

repeated one-way ANOVA를 시행하여 분석하 다. One-way 

ANOVA에 이어, Tukey post hoc test로 그룹간의 성공 인 훈련

일, 지시행 (자유수 시험), 면역조직화학  측정, 이미지 분석

에서 수집된 측정값의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체실험의 통

계 인 유의성은 신뢰구간 p<0.05에서 의미를 부여하 다.

결    과

1. 수  미로 실험

    Table 1과 Fig. 1에 보여지 듯, 뇌의 허 이 수  미로 실

험에서 쥐들의 수행력에 향을 미쳤다. ISCH군의 숨겨진 도피

를 찾아내는 능력은 SHAM군에 비해 히 떨어졌다.  ANOVA 

(4×6, treatment×time)에 따르면, 6일 동안 180  이내에 도피 에 

도달할 때까지 수 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획득 시행에서, 그룹간

의 차이 (F(3,18)=8.878, P<0.001)와 day (F(5,90)=72.272, P<0.001)에 

따라서 유의성이 있었으나, group×day (F(15,90)=0.332, P=0.990) 

상호작용에는 별 유의성이 없었다. Tukey post hoc test에 의하면 

SAL+ISCH군에 비해 JJH+ISCH군 (4,5,6일째에 각각 P<0.05)과 

EF+ISCH군 (6일째에 P<0.05)에서 유의성 있는 수 시간의 단축을 

보 다(Table 1, Fig. 1).

    사후검정결과 7일째에 도피 를 제거하고 도피  역에 머무

르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행에서도 역시 SAL+ISCH군에 비해 

JJH+ISCH군 (P<0.05)이 도피 역에 더욱 오래 머물 다(Fig. 2).  

    수  미로 실험에서 보면 허 은 심각하게 공간기억력을 손

상시킨다. JJH+ISCH군은 수 미로에서 허 로 인해 감소된 학

습과 기억력 손상의 감소를 나타냈다(Fig. 1).

2. ChAT immunohistochemistry

    Fig. 3에 보여지듯 해마의 CA1 역에서 ChAT의 발 은,  

SHAM군은 18.22±1.10 (100.0±0.0%), SAL+ISCH군은 13.11±0.42 

(71.95±2.30%), JJH+ISCH 군은 16.33±1.19 (89.63±6.55%), EF+ISCH

군은 16.53±1.09 (90.73±6.01%)이었다[(3,65)=8.373, P<0.01]. 집단별 

사후검정 결과 해마의 CA1 역에서 SAL+ISCH군에 비하여 

JJH+ISCH군, EF+ISCH군에서 ChAT 신경세포의 손상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P<0.05 in the CA1 area)(Fig. 3).

Table 1. Effect of JJH and EF on the acquisition test and the 

retention test of water maze task

Group
acquisition test(time(sec))

retention 
test(time 
spend in 
platform
(sec))

1day 2day 3day 4day 5day 6day 7day

SHAM 126.3±14.3 66.3±11.3 51.5±4.3 31.9±10.7 20.8±3.2 22.5±1.9 14.3±0.8

SAL+ISCH 148.8±7.3 109.8±19.2 88.5±13.1 64.7±3.5 51.5±11.0 38.4±3.8 8.2±1.6

JJH+ISCH 132.4±8.2 75.8±18.0 56.8±9.1 36.4±4.8 26.4±3.2 24.4±3.2 13.5±1.7

EF+ISCH 139.1±3.8 88.3±20.9 65.8±13.4 40.9±7.6 36.7±8.5 27.3±3.9 10.5±0.5

Comparison of acquisition performance on the Morris water maze task among the four 
groups of the rats. Mean swimming time traveled per trial. Mean values of the four 
trials per day for 6 days for each of the four groups are shown. Comparison of 
retention performance on the Morris water maze task among the four groups of the 
rats. The task was started on the 6 day after acquisition test and and performed with 
four trials per day for 7day. All values are Mean±SE. * SAL+ISCH group: 
ischemia-induced rats pretreated with SAL JJH+ISCH group: ischemia-induced rats 
pretreated with JJH(Gagamjeongji-hwan) EF+ISCH group: ischemia-induced rats 
pretreated with EF(Evodiae Fructus)

Fig. 1. Effect of JJH and EF on cerebral ischemia-induced deficits 

of the Morris water maze learning and memory performance in the 

rats. The task was performed with four trials per day for 6 days for the acquisition 
test. Rats were pretreated with JJH (200 mg/kg, p.o., ▲JJH+ISCH, n=5) and EF 

(200 mg/kg, p.o., ▼EF+ISCH, n=5) for 2 weeks after cerebral ischemia. The 

sham-operated control group (■SHAM, n=6) and ischeima group (● 

SAL+ISCH, n=6) were not treated with any drug for 2 weeks after induction of 

ischemia. Significance with Tukey’s test following a repeated ANOVA is indicated 

as *P<0.05, **P<0.001 vs. Sham-operated group, or #P<0.05 vs. SAL+ISCH group. 

Vertical lines indicate S.E.M(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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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JJH and EF on cerebral ischemia-induced deficits 

of the Morris water maze learning and memory performance in the 

rats. The task was performed with four trials on the 7th day without the platform 
for retention test. Rats were pretreated with JJH (200 mg/kg, p.o., JJH+ISCH, n=5) 

and EF (200 mg/kg, p.o., EF+ISCH, n=5) for 2 weeks after cerebral ischemia. The 

sham-operated control group (SHAM, n=6) and ischeima group (SAL+ISCH, n=6) 

were not treated with any drug for 2 weeks after induction of ischemia. 

Significance with Tukey’s test following a repeated ANOVA is indicated as 

**P<0.01 vs. Sham-operated group, or #P<0.05 vs. ISCH group. Vertical lines 

indicate S.E.M(N=5-6).

Fig. 3. The percentage (±S.E.) values of quantities of choline 

acetyltransferase (ChAT) immunostained nuclei in different 

hippocampal areas of the experimental groups after the water maze 

learning task 7 days post-operatively. Immunohistochemical data of ChAT 
were analyzed by performing separate one-way ANOVA of neurons among groups 

followed by the Tukey test. ***P<0.01, as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data the 

SHAM group, #P<0.05, as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data of the 

SAL+ISCH group.

3. AchE histochemistry

    Fig. 4에서 보여지듯 해마에서 생성된 AchE 신경섬유의 

도는 SHAM군에 비해 SAL+ISCH군에서 감소되었다. CA1 역

에서 AchE 신경섬유의 도는 SHAM군에서 123.22±1.57 

(100.0±0.0%), SAL+ISCH군에서 110.61±2.11 (89.11±1.72%), 

JJH+ISCH군에서 115.80±2.20 (93.98±1.78%), EF+ISCH군에서 

117.87±2.25 (95.65±1.82%)이었다 [F(3,65)=8.782, P<0.001]. 집단

별 사후 검정결과 해마 CA1 역에서의 AchE 신경세포의 도

는 SAL+ISCH군에 비해 JJH+ISCH군, EF+ISCH군에서 증가하

다 (P<0.05 in the CA1). CA3 역에서 AchE 신경섬유의 도는 

SHAM군에서 120.44±1.45 (100.0±0.0%), SAL+ISCH군에서 

107.50±1.76 (89.25±1.46%), JJH+ISCH군에서 114.20±1.63 

(94.82±1.35%), EF+ISCH군에서 116.93±2.30 (97.08±1.91%)이었다 

[F(3,65)=12.669, P<0.001]. 집단별 사후 검정 결과 해마 CA3 역

에서 AchE신경세포의 도는 SAL+ISCH군에 비해 JJH+ISCH군 

(P<0.05), EF+ISCH군에서 증가하 다(P<0.01)(Fig. 4).

Fig. 4. The percentage (±S.E.) of SHAM values of density of 

acetylcholinesterase (AchE) stained nuclei in different hippocampal 

areas of the experimental groups after the water maze learning task 

7 days post-operatively. The results of AchE-reactivity were analyzed by 
performing separate one-way ANOVA of neurons among the groups followed by 

the Tukey test. *P<0.05, as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data of the SHAM 

group, and #P<0.05, ##P<0.01 vs .ISCH group.

고    찰

    기억은 학습에 의해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보 , 기록해 두

었다가 필요한 때에 의식체계로 꺼내어 사용하는 능력이다1). 기

억의 과정은 등록(registeration), 장(storage),  회상(recall, 

retrieval)등으로 나뉘는데, 이  한 부분이라도 결손이 생기면 기

억장애가 나타난다17). 기억은 형태학 으로 단기기억과 장기기

억으로 구분하고 있다18).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의 신경학 인 기

은 아직 확실히 밝 지지 않았으나 단기기억은 synapse의 일

시 이고 가역 인 신경화학  변화에 의한 반면, 장기기억은 지

속 이고 비가역 인 분자생물학  변화에 기인된다고 한다19).

    기억과 특별히 연 되는 뇌의 구조물은 간뇌(diencephalon) 

시상의 배-내측 핵(dorsomedial nucleus)과 주변의 심핵

(midline nucleus)의 내측부 와 해마형성체, 해마, 해마주 이랑 

이며 두 부 의 직  해부학  연결에 해서는 밝 져 있지 

않으나, 이런 부분들에 양측성 병변이 생기면 다른 인지 기능에 

비해서 기억과 학습능력에 심한 장애가 발생한다19). 해마는 단기

기억과 계되며, 학습을 장기기억으로 통합하기도 하며, 해마가 

손상받았을때 이미 형성된 기억은 잃지 않으며 새로운 기억은 

지(retention)되지 않는다20).

    이러한 학습  기억은 추신경의 콜린성 신경계가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1). 이 콜린성 신경경로는 뇌내측

격핵(medial septal nucleus)에 치한 세포체에서 해마

(hippocampus)로 투사되어 기억의 등록에 주된 기능을 한다22).  

    뇌 허 로 해마가 손상된 실험동물들은 방사형 미로와 

Morris 수  미로와 같은 공간기억과제를 학습하는 능력의 장애

를 보인다23). 따라서 최근 痴呆를 비롯한 기억력 장애 질환에서 

신경 달물질계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콜린성 기능을 

항진시키고자 시도들과 함께 어떤 신경 달물질 경로가 여하

는지에 한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4).  

    Alzheimer Dementia(AD)환자에 있어서 presyna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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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cal marker의 생성에 여하는 효소, 특히 choline 

acetyltransferase(ChAT)의 활성도가 측두엽, 해마와 편도에서 약 

50-90% 정도 감소한다고 하 다25)
. Acetylcholine(Ach)는 기억의 

등록에 주된 기능을 하며, AD, 다운증후군에서 nucleus basalis 

of Mynert의 신경세포변성이 동반되며, Ach의 활동 강화는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콜린성 약물은 기억과 학습을 방해한다
17)

.

    한편 acetylcholine esterase(AchE)에 의한 Ach 분해를 차단

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 AD치료제로 심을 받고 있다17)
.

    뇌세포에 액공 이 차단되는 뇌허 이 일어나면 산소를 

공 받지 못한 신경세포는 흥분성 신경 달물질인 glutamate를 

방출하여 세포내 Ca2+
의 유입을 증가시키며, 많은 세포 내 효소

들이 활성화되어 세포괴사를 일으켜 뇌신경세포는 비가역성 손

상을 입게 된다26). 본 연구에서는 MCAO 모델을 사용하 는데 

흰쥐의 뇌동맥을 일시 으로 차단한 후 재 류시키면, 주로 

해마부분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5-7일이 경과되면 apoptosis와 

비슷한 세포손상이 발생되어 인지  학습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27). 이러한 일시  국소 뇌허  흰쥐모델(MCAO)은 허 이 반

이지 않고 뇌에만 제한되어 후뇌에서의 류가 향을 받지 

않아 호흡과 체순환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에서 허 로 인

한 신경손상의 연구에 반 인 허 보다 리 사용되고 있다.  

    즉 뇌동맥폐색에 의한 일시 인 뇌허 (transient 

forebrain ischemia)은 뇌부 의 세포외 glutamate와 K+의 농

도  세포내 Ca2+의 증가로 인한 독성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들로 

하여  조직으로부터 탈분극하게 하나 다시 재 류시에는 정상

으로 회복된다26,28). 이때 뇌의 신피질, 해마내 CA1 역에서 선택

으로 신경세포의 손실을 가져오고, 그 에서 허 에 가장 손

상받기 쉬운 해마내 CA1 pyramidal neuron은 재 류 후 3-4일

이 지나면 죽기 시작한다28). 

    Morris 수 미로(Morris water maze)는 동물의 공간학습과 

기억을 검사하기 해 사용되며, 공간정보 외의 단서들을 통제하

기 쉬운 장 이 있다. 이는 주로 장기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

로 동물의 주변에 있는 단서들을 사용하여 기억력 즉 공간기억

(spartial memory)을 측정하는 실험이다28)
. 즉, 외부에서 일어나

는 사실들에 한 정보를 습득하여 기억하고, 그 사실들의 시․

공간  치를 근거로 행동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이 

실험에서는 동물들이 물로 채워진 수조 내에 숨겨진 도피

(escape platform)를 찾는 것을 학습한 다음 검사환경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단서들의 배열 내에서 자신의 치를 학습하여, 숨겨

진 도피 를 찾아야 한다. 수 미로 내의 도피 가 시행에 무

하게 일정한 치에 설정되었으므로 이 과제의 해결에는 공간기

억이 필요하다28). 수 미로시험은 추신경계 특히 해마기능의 

시험용으로 해마가 손상된 쥐는 학습수행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고 보고된 바 있다18).

    靈樞 本神篇29)에서는 “所以任物 之心 心有所憶 之意 意

之所存 之志 因志而存變 之思 因思而遠慕 之慮 因慮而處物

之智”라하여 한의학에서는 기억과정을 心神의 運用過程으로 

보았다. 七神 에 사물을 주재하는 ‘心’, 마음속에 기억하여 남겨

두는 ‘意’, ‘意’를 오랫동안 지니고 있게하는 ‘志’는 기억의 3단계 

과정인 기록, 장, 재생의 순서와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0)

. 東醫寶鑑
3)
에서는 “意  記而不忘 也, 志  意而不移

也”라고 하여 “意"와 “志"의 기억으로서의 정의를 기록하 다.

    한의학에서 기억 장애에 한 병증으로는 健忘이 있다.

    健忘은 《素問․調經論》에서 “血幷於下 氣幷於上 亂而喜

忘”, 《靈樞 本神篇》에 “腎盛怒而不止則傷志, 志傷則喜忘前

...”, 이라하여 “喜忘”, 《靈樞·大惑論》에 “上氣不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則營衛留於下 久之不以時上 故善忘也”, 《素

問·五常政大論》에 “太陽司天 寒氣下臨 心氣相從 而火且明……

善忘”이라 하여 ‘喜忘’, ‘善忘’,이라고 표 된 이래29)
, 喜忘

29)
, 多忘

31)
, 善忘

29)
, 遺忘

13)
, 好忘

13)
, 遂忘

31)
이라고도 하 고, 주로 心神不

交, 心脾不足, 痰氣, 血 등의 原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

며32) 引神歸 丹, 定志丸, 開心散, 加減固本丸, 加減茯苓湯, 聰明

湯, 歸脾湯, 加減補心湯, 降心丹, 壯元丸, 加味壽星元, 朱子讀書

丸, 孔子大聖枕中方으로 치료하 다3). 

    人蔘 茯苓, 石菖蒲, 遠志의 네가지 약재로 구성된 定志丸은, 

孫의 《千金要方》13)에 “心氣不足 五臟不足 甚  憂 悲常不樂 

忽忽喜忘 朝瘥暮劇 暮瘥朝劇 狂眩方”이라고 하여 定志 丸으로 

처음 수록되어 있다. 

    定志丸에 한 실험  연구로는 최
11)가 定志丸이 노화된 백

서의 해마와 시상하부에서 noradrenaline을 증가시켜 생화학  

변화에 향을 미쳐 뇌조직을 개선시키고, 신경세포독성에 방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하12)는 定志丸을 노화 진 마우스에

게 투여하여 연수와 뇌교 부분에서 ChAT활성이 증가하고, 학습, 

기억능력이 개선되고 노화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定志丸은 뇌 신경세포 보호기능과 기억  학습향상에 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한의학에서도 健忘등의 치료에 이용

되었다.

    人蔘은 大補元氣, 補脾益氣, 生津止渴, 寧神益智 효능이 있

어 勞傷虛損, 食 , 倦怠, 反胃吐食, 大便滑泄, 虛咳喘促, 自汗暴

脫, 驚悸, 健忘, 眩暈頭痛, 陽痿, 頻尿, 消渴, 婦女崩漏, 兒慢驚, 

久虛不複, 一 氣血津液不足 등을 치료한다16,33,34).

    遠志는 祛痰利竅, 安神益智, 消散癰腫하는 효능이 있으며 心

身不安, 失眠多夢, 健忘驚悸, 神志恍惚, 咳痰不爽, 瘡瘍腫毒, 乳房

腫痛을 치료한다16,33,34).

    石菖蒲는 化濕開胃, 開竅割痰, 寧神益智의 효능이 있어 脘痞

不飢, 噤口下痢, 神昏癲癎, 健忘耳聾 등을 치료한다16,33,34).

    釣鉤藤은 淸熱平肝, 息風止痙시켜 효능이 있어 頭痛眩暈, 驚

癎抽搐, 姙娠子癎, 高血壓, 兒驚風 眼昏目眩 中風癱瘓 등의 질환

에 사용되어져 왔으며 진정, 항경련, 압강하작용이 있다16,33-35).

    釣鉤藤에 한 실험  연구로는 심24)이 조구등이 기억력 손

상 모델 백서에서 공간 학습 능력  기억측정 결과 손상을 다소 

회복시켰으며, 신경화학  변화에 있어서 학습  기억에 련된 

아세틸콜린성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여 해마에서 ChAT활성

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 다.  장7)
은 釣鉤藤의 메탄올 추출물

이 뇌에서 AchE의 활성을 억제하여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 

농도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여 痴呆疾患과 같은 증상에서 나타

나는 감퇴된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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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 보호효과와 기억력 개선에 한 보고들이 있다
7,24)

.

    吳茱萸는 溫中散寒, 理氣止嘔, 止痛, 燥濕 등의 효능으로 嘔

呑酸, 厥陰頭痛, 腸寒吐瀉, 脘腹脹痛, 脚氣, 疝氣, 口瘡潰瘍, 齒

痛, 濕疹 등의 증상에 응용되고 있으며16)
, 주요성분은 

Evodiamine, Wuchuyine, Evodene으로 서양의학 으로는 추

신경진정작용, 승압작용, 진토작용, 진통작용, 건 작용, 자궁평

활근흥분작용, 항균작용 등이 있다
16,33-35)

. 吳茱萸에 한 실험 연

구로는 박15)
이 吳茱萸 추출물인 DHED(dehydroevodiamine 

hydrochlolide)가 AchE를 해하여 anticholinesterase작용과 

antiamnesic작용이 있음을 보고하 는데, DHED는 AD환자에서 

기존 痴呆치료제인 Tacrine 보다 부작용이 고 AchE를 해하

여 Ach농도를 높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류를 개선시킨

다고 보고하 다. 

    장6)은 吳茱萸가 Sodium Cyanide로 유도된 신경아세포종 세

포주에서 세포사를 효과 으로 억제하여 신경상해로 인한 痴呆 

 기타 추신경계질환의 치료  방에 효과가 있고, 신경세

포의 손상을 방어한다고 보고하 다.

    定志丸은 한의학에서 補益心氣, 安神定志의 효능으로 心氣

虛로 인한 忽忽喜忘, 神昏不安, 驚悸恐怯, 夢寐不祥 등의 병정에 

활발히 활용되어 왔으며3,13), 본 연구에서는 原方에서 茯苓을 빼

고 역  한의학 문헌에서 龍眼肉, 鹿茸, 龍骨등과 함께 “健腦”치

료에 가장 빈번한 빈도로 사용되어온 遠志, 人蔘, 石菖蒲에14) 최

근 뇌신경세포보호와 기억력 증진효과 연구가 활발한 釣鉤藤과 

吳茱萸를 가하여6,7,15) 구성하여 실험하 다. 

    본 실험에서는 MCAO 동물 모델을 상으로 하여 수 미로

에서 공간인지 학습수행과 기억력에 한 행동의 변화를 찰하

으며, 학습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한약

제재를 focal cerebral ischemia 유발 후 2주 정도 지속 으로 투

여하여 학습수행과 기억력 증진  면역조직화학  신경세포보

호 효과에 미치는 향을 보았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공간기억능력을 측정하는 수 미로 

학습에서 6일 동안 180  내에 도피 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획득시행에서 허 유발군은 모의시술군에 비해서는 수

행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加減定志丸 투여군은 생리식염수를 

처치한 허 유발군에 비해 4, 5, 6일째, 吳茱萸 투여군은 6일째에 

유의성있게 수 시간의 단축을 보 다. 이는 加減定志丸과 吳茱

萸 투여군의 공간 인지 기억 학습수행 능력에 한 증진효과를 

나타낸다.

    수 미로 학습에서 마지막 날인 제 7일 도피 를 제거하고 

도피  역에 머무르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시행에서 허 유

발군은 모의시술군에 비해서는 수행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加

減定志丸 투여군은 생리식염수를 처치한 허 유발군에 비해 도

피 역에 더욱 오래 머물러 수 미로에서 허 로 인해 감소된 

학습과 기억력 손상의 회복를 나타냈다. 이는 加減定志丸의 공간 

기억력에 한 증진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加減定志丸

과 吳茱萸모두 학습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加

減定志丸의 경우는 학습 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의 회

상 과정에 있어서도 증진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마의 CA1 역에서 ChAT 신경세포의 염색정도는 모의시

술군에 비해 허  유발군의 ChAT의 도가 감소하 으나, 생리

식염수를 처치한 허  유발군에 비해 加減定志丸과 吳茱萸 투여

군에서는 ChAT 신경세포의 손상이 유의성있게  감소하 다.

    해마의 CA1, CA3 역에서 AchE 신경섬유의 도는 모의시

술군에 비해 허 유발군의 AchE의 도가 감소하 으나, 생리식

염수를 처치한 허  유발군에 비해 加減定志丸과 吳茱萸 투여군

에서는 AchE 신경세포의 손상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이는 加減定志丸과 吳茱萸가 뇌 허  유발로 인한 뇌의 해

마 신경세포의 손실을 방어하 음을 보여 다.

    ChAT는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데 요한 효소이므로 

ChAT 발  증가가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킨다고 보며, AchE의 

경우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AchE 효소의 

발 이 기질의 양에 좌우하므로, 본 실험에서는 AchE의 발 이 

많은 것이 아세틸콜린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 다. 이는 

기억력 상실과 인지 결함이 신경신호를 달해 주는 신경화학물

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의 퇴화 때문이라는 설

명을 뒷받침하고 있다36).

    최근 치매나 풍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노화로 인하여 

기억력이 떨어진 환자의 기억력을 개선하거나, 학생  일반인들

의 기억력 증진, 인지기능 개선, 학습효과 향상에 한 사람들의 

심은 매우 많다. 이에 한 천연물의 활용에 한 심도 많아

졌지만, 학습수행  기억력 증진 효과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AO 동물모델에서 加減定志丸

과 吳茱萸의 학습수행 능력과 기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수 미

로와 조직화학  기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MCAO 동물모델에서 加

減定志丸과 吳茱萸가 수 미로 검사를 이용한 행동학  변화에 

있어 공간 학습 능력  기억력 손상을 회복시켰으며, 학습  기

억에 련된 해마의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시켜 기억능력을 보

호시키는 것으로 추측되며, 한 신경 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健忘, 痴呆와 같은 학습  

기억장애에 임상 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한 이제까지 한의

학 문헌상 직 인 기억력 증진 효과에 한 언 이 없었던 釣

鉤藤과 吳茱萸의 기억증진과 추신경세포 보호효과에 한 지

속 인 연구, 주의력 결핍, 학습능력 향상, 건망, 치매 등에 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MCAO를 이용한 기억력 손상모델에서 加減定志

丸과 吳茱萸를 투여한 후 수 미로실험을 통해 학습과 기억에 

한 효과와 조직 화학분석법으로 해마부 에서 아세틸콜린성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손상의 보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수 미로 학습의 획득시행에서 도피 에 도달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이 뇌허  유발군이 모의시술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加減定志丸 투여군은 4일째부터, 吳茱萸 투여군은 6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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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뇌허  유발군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감소하 다(P〈0.05). 따

라서 加減定志丸과 吳茱萸가 공간 인지 기억 학습 수행에 한 

증진효과를 보 다. 수 미로 학습에서 마지막 날인 제 7일째 도

피 를 제거하고 도피  역에 더 오래 머무르는 정도를 측정

하는 지시행에서 加減定志丸 투여군이 뇌허  유발군에 비하

여 허 로 인해 감소된 학습과 기억력 손상의 회복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加減定志丸은 지검사에서 공간 기억력에 한 증진

효과를 보 다. 조직 실험에서 뇌허  유발군은 모의시술군에 비

해 해마의 CA1 역에서 ChAT의 발 이 었으며, 加減定志丸

과 吳茱萸 투여군은 뇌허  유발군에 비하여 ChAT 신경세포의 

손상이 유의성있게 감소하 다(P〈0.05). 조직 실험에서 뇌허  

유발군은 모의시술군에 비해 해마의 AchE신경세포의 발 이 

었으며, 해마 CA1 역에서 AchE신경세포의 도는 뇌허  유발

군에 비해 加減定志丸과 吳茱萸 투여군에서 유의성있게 증가하

다(P〈0.05). 해마의 CA3 역에서 AchE신경세포의 도는 뇌

허 군 유발군에 비해 加減定志丸과 吳茱萸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加減定志丸과 吳茱萸의 투여는 국

소 뇌허  유발로 손상된 학습과 기억력에 한 회복을 증진시

키고, 뇌의 해마 신경세포의 손실을 방어하 음을 보여 주므로, 

健忘, 痴呆, 뇌 퇴행성 질환, 학습장애의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

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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