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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olamine 유도 치매동물모델에서 고려인삼(백삼, 홍삼 및
흑삼)의 기억력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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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and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ginseng 
on memory improvement in an experimental rat model. In this study, SD rats were induced for memory deficits through 
scopolamine treatment (1 mg/kg, i.p.) then administrated with ginseng extract for 7 weeks. The rat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saline (1 mL/kg, NC: negative control), white ginseng (300 mg/kg, WG), red ginseng (300 mg/kg, 
RG), black ginseng (300 mg/kg, BG), and scopolamine (1 mg/kg, PC: positive control). The step through latency 
of the BG and RG groups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e PC group in the retention trial of multiple trial passive 
avoidance test. In the spatial reference memory triads of the Morris water maze test, the latency time of BG and 
RG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PC group. In addition, in the prove test, the time spent in the platform quadrant 
of BG and RG groups were significantly longer than the PC group. Brain choline acetyltransferase (ChAT) activities 
BG and RG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other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levels of malondialdehyde 
(MDA)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BG and RG groups compared to other groups. These result suggested that 
black ginseng could be useful to enhance learning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 by regulation of cholinergic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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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의 홍수 속

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력은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억력 감퇴 및 

Alzheimer's disease(AD)에 의한 인지능력 감퇴는 정상적

인 개인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많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시킨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사회생활 가능 여부는 기억력 저하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이유로 기억력 저하 개선과 

예방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실정이다.

Alzheimer's disease는 발병 원인이 뚜렷치 않으나, 일반

적으로 콜린성 신경의 손상, 산화적 스트레스, 아밀로이드 

침착, 염증성 인자, 스테로이드호르몬의 결핍, 흥분성 신경

독성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콜린성 신경세포 

퇴화에 의한 acetylcholine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

로 알려져 있다(2). 

그러한 현상은 acetylcholine 분해효소인 acetylcholi-

nesterase(AChE)의 활성 증가로 더욱 심화된다(2). 65세 

이상의 치매환자 중에서 AD 질환이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 빈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AD 환자의 뇌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경이 손상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콜린성 신경의 손상이 가장 

심각하여 AD 환자의 학습, 기억력, 인지력의 저하에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스코폴라민(scopol-

amine)은 시냅스의 무스카린 수용체(muscarinic recep-

tor)의 길항제로서 시냅스에서 유리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

세틸콜린과 무스카린 수용체 간의 결합을 저해하여 정보전

달을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학습과 기억력을 손상시킨

다. 따라서 학습과 기억력 증진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기억

력감퇴 동물모델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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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Rat passive avoidance test cage.

Table 1. Experimental design
Groups1) Dose Rats

NC
PC

WG 

RG

BG

0 mg/kg
scopolamine hydrobromide treatment+
  0 mg/kg
scopolamine hydrobromide treatment+
  300 mg/kg
scopolamine hydrobromide treatment+
  300 mg/kg
scopolamine hydrobromide treatment+
  300 mg/kg

10
10

10

10

10

1)NC (negative control): rat fed only with saline without ginseng 
extract, PC (positive control): scopolamine hydrobromide in-
duced rat fed sterilized water without ginseng extract, WG 
(white ginseng): scopolamine hydrobromide induced rat with 
white ginseng extract (300 mg/kg), RG (red ginseng): scopol-
amine hydrobromide induced rat with red ginseng extract (300 
mg/kg), BG (black ginseng): scopolamine hydrobromide in-
duced rat with black ginseng extract (300 mg/kg), breeding

 condition (22±2°C, 50±20%, 12 h/day/night, 150～300 lux).

Choline의 활성감소로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냅스

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cetylcholine의 작용을 활

성화시키는 cholinergic agonist, acetylcholine 전구체, 

AChE를 억제하는 AChE inhibitor를 사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8). 그중 AChE 억제제인 tacrine, donepe-

zil, rivastigmine, galantamine 등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로 개발되어 왔다(9-12). 

그러나 현재까지 직접 손상된 뇌세포를 재생시키거나 자

연적인 뇌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

문에, 효과적인 인지기능 개선제를 개발하는 것은 치매 환자

의 증상호전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기억력 증진제로도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백삼이나 홍삼이 뇌의 노화방지와 뇌혈류량을 증

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삼의 성분인 

Rb1, Rg1, Rg2 등의 주요 사포닌은 전기적으로 기억을 손상

시킨 실험동물과 scopolamine, cycloheximide, anisodine 

등의 약물에 의해 기억손상이 유도된 동물실험에서 학습 및 

기억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백삼이나 홍삼의 기억력 개

선 효과 연구를 기초로 흑삼의 기억력 개선 여부를 알아보고

자 치매모델(scopolamine을 1 mg/kg 농도로 단회 복강 투

여하여 알츠하이머병)을 대상으로 인삼(백삼, 홍삼 및 흑삼)

유래 시험물질을 7주간 투여한 후 행동학적 평가 및 관련 

효소활성 평가를 통해 기억력 및 학습능력 손상에 대한 3종

류의 인삼(백삼, 홍삼 및 흑삼) 시험물질의 개선효과를 비교

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인삼 시료

인삼(Panax ginseng C.A. Meyer) 시료는 Daedong 

Korea(Geumsan, Korea)에서 6년근으로 구입하여 열수추

출 후 수분함량을 20% 수준으로 맞추어 감압농축 후 동결건

조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체중 120~150 g 되는 Spraque-Dawley계 수컷을 (주) 

Samtaco(Osan, Korea)에서 구입하여 표준사료로 일주일 

동안 사육실에서 환경에 적응시킨 후 체중에 따라 임의로 

각 군당 10마리씩 5군으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대조

군으로는 NC군(negative control)과 PC군(positive con-

trol), scopolamine을 복강 투여한 비교군으로는 WG군, 

RG군 및 BG군이었다. 실험동물용 사료(Agribrands Purina 

Korea Inc., Seoul, Korea)와 물은 자유섭취 방법으로 급여

하였으며, 실험실의 사육조건은 온도 22±2°C, 습도 50± 

20%, 조명시간 및 명암주기는 12 h/day/night, 조도 150 

~300 lux로 설정하였다(Table 1).

시료 투여 

시료물질은 7주간의 전 처치 기간과 시험기간 동안 인지

시험 1시간 전에 300 mg/kg의 용량으로 음수용 정제수에 

녹여 경구투여 하였다. 기억손상 유발을 위해 인지시험 30

분전에 PC군과 시료물질 투여군에 scopolamine hydro-

bromide를 1 mg/kg 용량으로 주사용 생리식염수에 희석하

여 Sonde를 이용하여 7주간 주 7회 복강 투여하였다. 

수동회피시험(multiple-trial passive avoidance test)

수동회피시험은 설치류의 working memory ability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학습 및 기억력 측정을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험으로서 본 실험에서는 Le-

Doux의 방법(14)을 응용하여 시행하였다. 수동회피시험의 

원리는 설치류가 어두운 곳을 선호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기

억력을 측정하는 실험방법이다. 시험물질의 기억력 손상 예

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copolamine 투여 30분 후 수동

회피시험을 실시하였다(Fig. 1). 측정기기는 내부가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아크릴 상자(shuttle box, 53 cm W×44 cm 

H×33 cm D)의 가운데에 guillotine door가 있으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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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ition of quadrant and platform in the water tank.

(grid floor) 전체에 전기쇼크(scrambled foot-shock)를 가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좌측 방은 전구가 켜져서 밝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측 방은 어두운 환경이지만 동물이 이동

했을 경우 센서가 작동하여 전기 자극(0.3 mA, 5 sec)을 

주었다. 동물을 좌측 방에 넣으면 전구가 켜지면서 30초 동

안은 빛과 아크릴로 된 방에서 순화를 시킨다. 30초 후에 

guillotine door가 열리면서 밝은 방에 머무는 시간이 측정

되며 동물이 우측 방으로 네 발이 다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0.3 mA, 5초 조건의 전기 자극을 줘서 회피할 수 있게 인식

시켰다(학습시험: training trial).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물

이 우측 방으로 120초 동안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였

다. 1차 측정 24시간 후 문이 열려도 밝은 방에 머무는 시간, 

즉 쇼크실 도달시간(step-through latency time: 머무름 시

간)을 최대 300초(cut-off time)까지 측정하였다.

수중미로시험(Morris water maze test)

Reference memory test: Morris water maze를 통한 

공간학습 및 인지력 개선에 대한 실험은 이미 치매 개선약물 

스크리닝의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15)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원형수조(직경: 140 cm, 높이: 45 cm) 안에 19~23°C의 

미지근한 물을 약 70% 채우고 수중미로의 주변은 비디오카

메라와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과 주위환경 등 공간단서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켰다(Fig. 2). 원형수조에 가상의 사분

면을 만들고 한쪽 사분면 중앙에 platform(도피대, 높이: 72 

mm, 지름: 50 mm)을 수면 아래 1미터에 위치하도록 물높

이를 조절하고 탈지분유를 풀어 platform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분면 중 platform이 없는 3개의 사분면에서 출발 

위치를 매번 변경하며 동물을 수조에 넣어 platform을 찾아

가도록 하고 그 시간(escape latency)을 video tracking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 첫날은 platform 없

이 수조 안에서 실험동물을 90초간 자유롭게 수영을 시킴으

로써 maze에 대한 적응을 시켰고, 이후 2일째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매일 입수하는 사분면을 달리하여 인지적응 훈

련을 수행하였다(training trial). 동물을 90초 동안 plat-

form의 위치를 찾도록 하고, platform에 도달하면 15초 동

안 platform에 머물도록 하여 해당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였

다. 90초안에 platform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동물은 plat-

form 위에 15초간 유지시켜 platform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test trial section).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지

적응 훈련을 1일 2회씩 30초 간격으로 4일 동안 총 8회 실시

하였다.

Probe test: Reference memory test 8번째 실험이 끝

난 직후 spatial memory reten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probe test를 실시하였다(probe trial section). 이 실험은 

reference memory test를 통해 기억된 platform 위치를 

찾아가도록 하는 시험으로써 동물이 이동 중 우연히 plat-

form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여 platform의 위치에 대한 

학습 및 기억력을 좀 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 Probe test는 원형수조의 platform을 제거한 후 30초 

동안 동물이 platform이 있었던 사분면에 머무는 수영 시간

을 측정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수미로에서 나온 실험

동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사육케이지에 옮겨 놓았으며 모든 

실험군은 군당 10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하였다. 

동물실험윤리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에서 동물보

호법(제정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97호, 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제8852호)을 근거하여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

호: CBNU-292-11-01).

검체의 채취

동물을 diethyl ether(Sigma, New York, NY, USA)로 

마취 유도 후 복강을 열어 복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심장을 통하여 생리식염수로 관류하였다. 

두개골을 열어서 뇌막을 제거한 후 뇌를 적출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적출한 뇌는 액체질소에 보관하고 -80°C의 초

저온냉동고(NU6617, NUAire, New York, NY, USA)에 넣

어 급속 동결시켜 ChAT 활성과 malondialdehyde(MDA)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뇌 조직 내 ChAT 활성 분석

부검 시 얻어진 뇌를 상용화된 ChAT activity kit(Cat. 

No: E91929Ra, Life Science Inc, Wuhan, China)를 사용

하여 ELISA(Bio-Rad, New York, NY, USA)로 측정하였

다(16).

뇌 조직 내 MDA 농도 분석 

부검 시 얻어진 뇌를 MDA 농도 분석용 kit(Cat. No: 

0801192, ZeptoMetrix, New York, NY, USA)를 사용하여 

ELISA(Bio-Rad)로 측정하였다(17).

통계학적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그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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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test materials (WG, RG and BG) on scopol-
amine-induced memory deficits in the retention trial of multi-
ple-trial passive avoidance test                    (unit: sec)

Groups1)

NC PC WG RG BG
Step-through 

latency
231.72±
30.882)a3) 

67.05±
20.43c 

113.18±
31.73b

212.23±
25.58a

250.90±
15.60a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10).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s of test materials (WG, RG and BG) on latency time during the spatial reference memory triads of the Morris 
water maze test                                                            (unit: sec)

Groups1) 1 day 2 days 3 days 4 days
NC
PC
WG
RG
BG

58.68±10.012)b3)

85.70±1.97a

83.03±3.55a

77.04±5.84ab

78.70±3.59ab

48.58±8.93c

82.01±3.56a

76.04±5.46ab

66.62±5.60b

68.64±5.01b

44.37±9.59c

77.33±4.19a

70.70±5.99ab

62.62±5.06b

60.30±7.94b

34.70±7.87c

74.72±3.51a

46.23±7.77b

39.50±8.82bc

38.41±7.20bc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10).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유의성 검정은 ANOVA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관찰되면 

대조군과의 유의차를 알아내기 위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동회피시험

Scopolamine(1 mg/kg, i.p.)을 투여한 기억력 감퇴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시험물질이 기억력 손상을 억제하여 주는 

효과를 수동회피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NC군의 step through latency(231.72±30.88 sec)에 

비해 PC군(67.05±20.43 sec)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학습시험(training trial) 시의 전기 충격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WG군(113.18±31.73 sec)을 제외

한 BG군(250.90±15.60 sec)과 RG군(212.23±25.58 sec)

은 P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latency time이 길어진 결과를 

나타냈다. 수동회피시험은 설치류의 working memory 

ability를 측정하는 방법(18)으로 해마에서의 조건화된 기억

과 변연계와 연관 있는 기억에 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19). Seo 등(20)은 scopolamine으로 유도한 

기억력감퇴 동물모델에서 인삼이 함유되어 있는 한약 복합

물을 투여한 후, 대조군에 비해서 latency time의 유의한 

증가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BG, RG 군

이 PC군에 비해서 latency time이 길어졌다는 것은 콜린성 

신경계에 학습과 기억력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

기의 결과를 보면 scopolamine 투여를 통하여 기억력에 유

의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단기 기억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동회피시험에서 BG 투여 군의 경우 7주간의 투

여로 기억력 손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는 콜린성 신

경계 작용을 통한 학습 및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수중미로시험

Reference memory test: 본 연구에서는 시험물질이 

학습과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scopolamine 투여 

후 reference memory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3). 

첫째 날 trial에서는 NC군(58.68±10.01 sec)을 제외한 

모든 실험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escape latency가 나타

났다. 훈련 2일째 trial에서는 BG군(68.64±5.01 sec)과 RG

군(66.62±5.60 sec)이 P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

를 나타냈으며, PC군(82.01±3.56 sec)과 WG군(76.04± 

5.46 sec)은 NC군(48.58±8.93 sec)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훈련 3일째 trial에서도 훈련 2일째 

trial에서의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날 trial에

서는 모든 실험 군에서의 escape latency가 감소됨이 확인

되었으며, BG군(38.41±7.20 sec)과 RG군(39.50±8.82 

sec)은 PC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BG

군과 RG군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PC군을 제외한 실험 군들

은 escape latency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NC군의 수

준으로 escape latency가 회복됨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날

인 4일째의 결과 기준으로는 PC군에 비해서 escape la-

tency가 WG군(76%), BG군(63%), RG군(65%) 수준으로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Kim 등(21)의 scopolamine을 이용

한 기억력 감퇴 동물모델 연구에서도 인삼의 추출물이 es-

cape latency의 유의적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reference memory test에서의 escape 

latency 감소는 scopolamine에 의한 기억 손상이 회복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copolamine을 처리한 PC군에 비

해 시험물질을 처리한 군들에서 기억 손상이 회복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BG군과 RG군은 scopolamine에 의한 

기억 손상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어 NC군의 escape latency 

수준으로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로서 수중미로시

험에서의 BG군과 RG군의 escape latency 감소는 scopol-

amine에 의한 기억 손상이 회복됨을 의미하며, 고위 기억력

인 공간기억력과 관련된 학습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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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test materials (WG, RG and BG) on swim-
ming time during the probe trial session of the Morris water 
maze test                                       (unit: sec)

Groups1)

NC PC WG RG BG
Time spent in the 
platform-quadrant

11.72±
1.052)a3)

5.55±
0.94c 

8.20±
1.38ab 

10.81±
1.63a

11.01±
2.09a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10).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Effect of test materials (WG, BG and RG) on choline 
acetyltransferase (ChAT) activity            (unit: nmol/mL)

Groups1)

NC PC WG RG BG
ChAT

activity 
0.82±

0.102)ab3) 
0.66±
0.08b 

0.81±
0.07ab 

0.94±
0.08ab 

1.13±
0.14a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10).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Effects of test materials (WG, BG and RG) on brain 
malondialdehyde (MDA)                   (unit: nmol/mL)

Groups1)

NC PC WG RG BG

MDA 1.46±
0.162)b3) 

2.48±
0.28a

2.12±
0.31a 

 1.68±
0.21b

1.55±
0.26b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10).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사료된다.

Probe test: 공간 학습 및 기억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시

험으로 prob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든 실험 군들에서 NC군(11.72±1.05 sec)에 비해서 모

두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PC군(5.55±0.94 sec)은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BG군과 RG군은 

P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해당 4분

원에 머무는 시간은 NC군에 비해 WG군(49%), RG군(91%), 

BG군(108%)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로 

scopolamine 복강 투여를 통하여 공간 지각력 및 기억력에 

유의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Morris 수중미로 

학습 마지막 날인 훈련 4일째 플랫폼 제거 후의 기억검사 

시행 결과 BG군과 RG군에서 기억력 손상이 유의적으로 개

선됨이 확인되었다. Zhao 등(22)이 probe test를 노화 동물

모델에서 확인한 결과에서 ginsenoside를 투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4분원에 머무는 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Yamaguchi 등(23)의 연구에 

의하면 scopolamine으로 유도한 기억력감퇴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ginsenoside Rg1이 choline acetyltransferase 

activity에 대한 개선효과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BG군과 RG군은 reference memory test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습 및 기억 능력이 시간이 NC군의 수준으로 

회복됨이 확인되어 본 시험물질이 뇌에서 시냅스의 콜린성

신경계의 기능을 높여주었음을 시사한다. 

뇌 조직 내 ChAT 활성 저해효과 

Scopolamine을 투여한 기억력 감퇴 동물모델에서 시험

물질의 뇌 조직 내 ChAT 활성 저해효과는 Table 5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시험 종료 후 PC군의 ChAT 활성은 NC군에 비해 약 20% 

정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PC군(0.66±0.08 

nmol/mL)과 시료물질 투여군(WG군, RG군, BG군)들을 비

교하였을 때 WG군(0.81±0.07 nmol/mL)은 23%, RG군

(0.94±0.08 nmol/mL)은 42%, BG군(1.13±0.14 nmol/ 

mL)은 71%의 유의성 있는 활성 증가를 보였다. 

Lee 등(24)이 scopolamine을 복강 투여하여 기억력을 

감퇴시킨 후, ChAT 활성을 측정한 동물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흑삼과 홍삼을 처리한 군에서 ChAT 활성 수준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 이는 홍삼이 ACh의 synthesis는 증가시키는 동시에 

ACh degradation은 저해시키고(25), 흑삼은 시냅스에서 

ACh synthesis를 자극함으로써 많은 양의 ACh를 합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4). 인삼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growth factor의 자극을 촉진하

고(26) CNS(central nerve system)에서 choline 분비와 

같은 metabolism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또한 이런 신경계에 대한 인삼의 작용은 동물실험에서 기억

력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28), Chu와 Chen의 

연구 결과에서도 실험동물에서 ginsenoside가 뇌신경 보호 

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29). Sloley 등(30)은 인삼추출

물이 scopolamine을 처리한 흰쥐의 synapsome에서의 

choline uptake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Zhang 등(31)

과 Salim 등(32)은 Rb1과 Rg1가 실험쥐의 뇌에서 Ach을 

합성하는 choline acetyltransferase를 증가시켰다고 보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흑삼이 뇌 조직 내 

ChAT 활성을 저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뇌 조직 내 MDA 농도 분석

MDA는 가장 널리 쓰이는 지질과산화 손상 지표로 뇌의 

기능저하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병리학적 기전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측정하였고(33), 그 결과는 Table 6에 제

시된 바와 같다.

시험 종료 후 뇌 조직 내 MDA 농도 측정 결과 NC군(1.46 

±0.16 nmol/mL)에 비해 PC군과 시험물질(백삼, 홍삼 및 

흑삼) 투여군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PC군(2.48± 



흑삼의 뇌기능 개선 효과 1195

0.28 nmol/mL)은 NC군에 비해 유의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시험물질(백삼, 홍삼 및 흑삼) 투여군 모두 PC군의 MDA 

농도가 각각 15%(2.12±0.31 nmol/mL), 33%(1.68±0.21 

nmol/mL) 및 33%(1.55±0.26 nmol/mL)씩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WG군, RG군 및 BG군의 뇌 조직 내 MDA 농도

가 positive군에 비해 감소된 현상은 인삼의 성분인 Rb1, 

Rg1, Rg2 등의 주요 사포닌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

고(34,35)와 Rg3의 anti-cytotoxic activity와 노화와 허혈

성 신경손상에 대한 신경보호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6)는 결과로 해석이 된다. 또한 ginsenoside Rg3가 hy-

droxy radical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는 최근 보고

가 있으며(37,38), 일반적으로 흑삼에는 홍삼에 비해서 gin-

senoside Rg3의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보고도 있

다(39). 따라서 흑삼이 홍삼과 인삼에 비해 강한 항산화 활

성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뇌 조직 내 MDA 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백삼이나 홍삼의 기억력 개선 효과 연구를 

기초로 흑삼의 기억력 개선효과 여부를 판단하고자 sco-

polamine으로 유도된 시험동물에게 7주간 시료 물질(백삼, 

WG; 홍삼, RG; 흑삼, BG) 추출액을 투여한 후, 행동학적인 

평가 및 뇌 조직 내 malondialdehyde 농도, ChAT 활성 변

화를 비교 분석하여 기억력 및 학습능력 손상에 대한 개선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동회피시험에서 BG군과 RG군

의 latency time이 scopolamine 투여한 PC군(positive 

control)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길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수중미로시험에서도 BG군과 RG군의 scopolamine에 의한 

기억 손상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어 NC군의 escape latency 

수준 정도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robe test에

서도 BG군과 RG군에서 장기 기억력 손상이 유의적으로 개

선됨이 확인되었다. BG군과 RG군의 뇌조직 ChAT 효소 활

성은 PC군에 비해 각각 42%, 71% 수준의 유의성 있는 활성 

증가를 보였다. 지질 과산화도 malondialdehyde 측정 결과

에서 PC군 대비 RG군과 BG군에서 각각 37%, 33% 수준의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시험물

질 가운데 흑삼의 반복 경구투여는 scopolamine으로 유도

된 흰쥐에서 기억력 감퇴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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