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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질병 모델동물인 Tg2576 마우스를 이용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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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erbs on memory improvement by focusing on their
cholinergic functions in Tg2576 mice. Seven herbs were used to obtain extracts by using alcohol and water. In screening
test for cholinergic activities of the extracts,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was highly inhibited in Oenanthe
javanica alcohol extract (OJAE, 18.76%) as compared with the others. The OJAE-treated Tg2576 (Tg-OJAE) groups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of latency time in passive avoidance test. Also, it wa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Aβ1-42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g-OJAE groups compared to non-treated Tg2576 groups. In the
additional enzyme test, it was found that IC

50
 of OJAE was 991.77 µg/mL and OJAE acted as an uncompetitive inhibitor

of AChE. Therefore, it seemed that OJAE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s for memor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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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의 급변하는 생활에서 기억력은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량이 많은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

들에게도 치매가 유발되고 있듯 치매와 관련된 기억력 저하는 사

회적으로 큰 문제이며(1-2), 이에 치매와 같은 뇌질환 예방과 치

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3). 치매는 주로 뇌혈관성 치매

(cerebrovascular dementia)와 알츠하이머질환(Alzheimer disease,

AD)으로 구분되며, 노인성반과 뇌신경섬유종을 주요 특징으로 한

다(4). 알츠하이머질환의 병리학적 특징은 40-42개의 아미노산으

로 이루어진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 Aβ) 단백질의 과도 축적

으로 신경세포의 자연 세포 사멸 기전의 활성화와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의한 세포 파괴를 증가시켜 인지기능 및 기억력을 상실하게

하는 신경퇴화를 유도한다(5-12). 또한,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

질의 축적은 아세틸콜린의 합성을 저해시킴으로써 기억 및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13-15). 현재 타크린(tacrine),

도네페질(donepezi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및 갈란타민(galan-

tamine) 등의 약물은 치매에 대한 치료제로 미국 식약처(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타크린

의 경우 간독성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16). 또

한, 현재 시판중인 다른 약물들도 몇몇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

었기 때문에 천연물이나 약용식물을 이용하여 기존 약물들을 대

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

다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7). 천연물로

부터 얻은 물질의 신경보호 효과로 원지(Polygala tenuifolia Will-

denow)추출분말, 은행(Ginko biloba)잎 추출물 및 녹차(Green tea)

추출물/테아닌(L-Theanine) 복합물,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L) 잎 추출물 등이 보고되었다(18-22). 본 연구에서는 미나리추출

물이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실험이 진행

되었다. 미나리(Oenanathe javanica)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

초본으로 한국의 농가에서 특용 작물로 재배하고 있다(23). 독특

한 향미 및 약리작용으로 인해 기능성식품 소재나 향신료로 활용

도가 높은 약용식물이며(24), 특히 혈압 강하, 진정, 보혈, 정력 강

장 등에 효과가 있다(25). 미나리에 대한 연구로는 성분에 관한

연구(26,27), 항산화 활성(28), 간기능 보호 및 해독기능에 대한 효

과(29,30)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약용 및 식용식물로서의 높

은 가치를 지닌 미나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미나리 추출물에 대한 기억력 개선 효과 연구는 미흡한 실

*Corresponding author: Hyung Gun Lee,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Braintropia Co. Ltd, Anyang 10930, Korea
Tel: 82-031-425-3718
Fax: 82-031-425-3719
E-mail: bywon@braintropia.com
Received October 12, 2015; revised November 27, 2015;
accepted December 10, 2015



780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7권 제 6호 (2015)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7가지 식물 후보군인 미나리, 유자

(Citrus junos), 대추(Ziziphus jujube), 천년초(Opuntia ficus-indica),

석류(Punica grantum), 무화과(Ficus carica), 신선초(Angelica

keiskei)를 물 또는 알코올로 추출한 후 기억력 개선 기능성 소재

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기억력 개선 스크리닝으로 아세틸콜

린분해효소(acetylcholinesterase, AChE) 활성억제효과를 측정하였

다. 이들 후보군 중 효능이 좋은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을 동물의

기억력 개선을 위한 최종 후보물질로 선택하고 Tg2576 형질전환

마우스를 사용하여 수동회피 테스트 및 베타아밀로이드1-42 단백

질 생성 억제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세틸콜린분해효소에 대한

50% 활성억제농도(IC50)와 Lineweaver-Burk plot을 나타내었다. 결

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

를 규명하고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약용 및 식용 식물들은 미나리, 유자, 대추,

천년초, 석류, 무화과 및 신선초이며, 모두 전라남도 지역에서 재

배된 것을 구입하였다.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수세한 후 2번 열

풍 건조기(VB-200DM, Vison Biotech, Incheon, Korea)에 건조시

키고, 분쇄기(Pin Crusher-140, Korea Pulverizing Machinery Co.,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이들 재료는 50% 알코

올 및 물로 75±5oC에서 4시간 2회 추출하였고, 여과지(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농축기(vacuum rotary evaporator, N-1000, 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50o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

료들은 분무 건조기(PSD-10, Yoojintech Co., Pyeongtaek, Korea)

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분말 상태로 준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

다. 본 실험에서 알코올(Ethanol Supplies World Co., Ltd., Korea)

과 생리식염수(JW Pharmaceutical Co., Ltd., Korea)는 국내 시약

회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아세틸콜린 아이오다이드(acetyl-

choline iodide), 디메틸 설폭사이드(dimethyl sulfoxide, DMSO), 베

타아밀로이드1-42 단백질 및 그 외 시약은 씨그마사(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는 치매모델동물로서 잘 알려진 Tg2576 형질전환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Tg2576 마우스와 Wild type (Wt) 마우스

(B6SJLF/J, 12주령, 20±5 g)는 각각 Taconic Farms (Germantown,

NY, USA)와 (주)코아텍(Geonggido Peongtaek, Korea)으로부터 구

매하였으며, 12시간 간격으로 조명을 주고, 온도 22±2oC, 습도

50-55%의 환경에서 식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게 하였

다. 실험그룹은 총 4군으로 나누었다. 즉,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Wt-CTL), 미나리추출물(50 mg/kg)을 투여한 대조군(Wt-

OJAE),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실험군(Tg-CTL)과 미나리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Tg-OJAE)이다. 모든 동물 실험 프로토콜은 가천

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Gachon University Hospital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

며, 전 실험 과정 동안 모든 동물은 실험 동물관리원칙(The

Principles of Laboratory Animal Care National Institues of

Health Publication)를 준수하였다.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억제력 측정

7가지 식물추출물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억제효능은 Ellman

법(31)의 아세틸콜린 아이오다이드(acetythiocholine iodide)를 기질

로 사용한 비색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아세틸콜린분해효소는 다

른 실험에 사용하지 않은 7주령 랫트 뇌를 균질화하여 추출하였

다. 추출방법은 뇌 무게의 10배수 용량 완충액(12.5 mM 인산염

pH 7.0, 400 mM NaCl)에 랫트 뇌를 넣고, 뇌를 균질기(Bio-Gen

Pro 200, Pro Science Inc., Oxford CT, USA)를 이용해 균질화

시킨 후 1,000×g, 10분간 원심분리(Hanil Science, Incheon,

Korea)하였고, 그 상층액에 0.5% Triton X-100이 포함된 완충액

을 첨가하고, 30분 동안 반응시켜 1,000×g, 10분간 원심분리 하

였다. 모든 과정은 4oC를 유지하여 수행하였고, 상층액을 취하여

아세틸콜린분해효소로써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식물 추출

물은 5% DMSO에 용해하고, 사용 바로 전에 완충액(100 mM 인

산염, pH 8.0)에 200 µg/mL의 농도로 희석하였다. 1.5 mL의 희석

된 모든 식물 추출 실험용액은 100 µL의 아세틸콜린 아이오다이

드 용액(75 mM), 엘만시약[Buffered Ellman’s reagent; 5,5'-디티오-

비스(2-니트로벤조산) 10 mM , 탄산수소나트륨 17.85 Mm] 100

µL을 혼합하고,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1.2 mL 완충액(100

mM 인산염, pH 7.0)과 100 µL 효소를 첨가한 후 410 nm에서 5

분 동안 3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5회 반복 측정

하였다.

수동회피 테스트

Tg2576 마우스와 Wild type 마우스의 기억과 학습에 대한 미

나리추출물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동회피테스트 기구(PACS-

30, San Diego Instrument Int.,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

였다(32). 기구는 2개의 같은 크기 방(23.5×15.5×15.5 cm)으로 나

누어지고, 길로틴 도어(6.5×4.5 cm)에 의해 분리된다. 동물은 처음

에 불이 켜진 방에 놓여지고, 탐험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자마자 길로틴 도어는 자동

적으로 닫히게 된다. 훈련은 동물이 20초 이내에 어두운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훈련을 반복시킨다. 동물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

면 길로틴 도어는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고, 전기가 통하는 격자

바닥을 통해 3초 동안 전기충격(0.3 mA)이 가해진다. 그 동물이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최장 300초를 기준으로 측정하

였다. 만약 동물이 300초 이내에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면, 그것은 300초의 값으로 측정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1-42 단백질의 생성에 대한 억제 측정

Tg2576 마우스와 Wild type 마우스의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

1-42 단백질의 농도는 Human Ab1-42 ELISA kit (Biosource

International, Camarillo, CA, USA)를 이용하여 제조회사의 권장

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먼저, 마우스의 뇌조직 100 mg에 구아니

딘 트리스 완충액(5 M guanidine Hcl/50 mM Tris-HCl, pH 8.0,

10 mL)을 첨가하여 유리 균질기(Wheaton Industries, Millville,

New Jersey, USA)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균질 현탁액을 분해하였다. ELISA kit의 각 well에 뇌조직 현탁

액과 항베타아밀로이드1-42를 첨가하여 12시간 이상 배양한 후

미부착 단백질은 세척용액(200 µL)을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다시

각 well에 anti-rabbit IgG HRP 반응용액(100 µL)을 첨가하여 실

온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후 세척용액으로 세척하였다. 여기에

안정화 크로모젠(100 µL)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반응종

결에 따라 나타난 색깔의 변화는 ELISA 측정기(Apollo 11 Absor-

bance Microplate Reader LB 913, Berthold Technologies,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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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콜린분해효소에 대한 50% 활성억제농도(IC
50

) 및 Lin-

eweaver-Burk Plot 측정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에 대한 50% 활성억제농도(IC50)를 측정하

고,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첨가 유무에 따른 아세틸콜린분해효

소 활성억제를 K
m
, V

max
값을 Lineweaver-Burk plot으로 나타냈다.

모든 실험은 5번 반복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평균과 표준오차(SEM)으로 나타냈으며 통계분석

은 SPSS program (SPSS Version 12.0, SPSS Inc., USA)을 이용

하였고,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tion) 와 Student’s t-

test로 분석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억제력 측정

아세틸콜린분해효소는 말초신경과 중추신경계의 대표적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로, 활성을 억제해 뇌 속

의 아세틸콜린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알츠하이머질환 환자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34).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식물의 알

코올과 열수 추출물들이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에 미치는 효

과를 나타내었다(Table 1).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억제력은 알

코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모든 식물추출물에서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미나리 알코올 추출물이 18.76%로 높은 억제력을

나타내었고, 각각 열수추출물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1). 또한, 선인장 알코올 추출물이 열수추

출물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억제력을 보였다(p<0.05). Lee

등(35)은 70% 알코올 추출물에서 사과 13.2%, 복분자 2.4%, 대

추 1.5%로 보고하였다. 미르틀(Myrtus communis L.)잎 추출물, 피

스타치오 속인 양유향(Pistacia lentiscus L.) 잎 추출물과 에린지

움(Eryngium maritimum L.) 잎 추출물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

성억제력이 높았으며,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타닌 성분 등이 반

응 효과를 증가 시켰다고 한다(36-39).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

억제 효과는 미나리 추출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페놀의 성분

이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미나리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억력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동회피 테스트를 이용한 인지능 평가

수동회피시험은 설치류의 작업기억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마에서 조건화된 기억과 변연계와 연관 있는 기억에 관한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40). Tg2576 형질전환 마우스

에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이 인지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대조군에서 머무름 시간이 생리식염수

를 투여한 대조군(Wt-CTL) 202.70초, 미나리추출물을 투여한 대

조군(Wt-OJAE) 196.71초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실험그룹 중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실험군(Tg-CTL)은 머

무름 시간이 61.59초로 감소하여 Wt-CTL군과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미나리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Tg-

OJAE)은 181.77초로 Tg-CTL군 보다 머무름 시간이 증가하여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이전 보고된 연구에서는 스코폴

라민으로 유도한 기억손상 동물모델에서 머무름 시간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기억 손상의 회복 작용은 콜린 효능성 신

경계에 작용하여 기억손상이 완화된 것이라고 하였다(41). 이를

바탕으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은 콜린성 신경계를 보호하는 것

으로 기억력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함을 시사하였으며, 미

나리 추출물의 지속적인 섭취는 치매질환과 같은 증상에서 나타

나는 감퇴된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A comparison of AChE inhibition between water-extracts and alcohol-extracts of seven herbs (%)

Types of herbs Water-extract Alcohol-extract p-value

Citrus junos 03.00±0.541) 6.14±1.64 NS

Ziziphus jujube 2.43±0.88 3.31±0.44 NS

Opuntia ficus-indica 1.61±0.58 007.14±1.85*2) p<0.05

Punica grantum 4.26±2.37 6.24±1.12 NS

Ficus carica -2.73±0.63- -0.05±0.67- NS

Angelica keiskei -1.28±0.95- 1.26±0.78 NS

Oenanthe javanica 2.79±0.59 018.76±2.25** p<0.01

1)Data was expressed mean±SEM. All experiments were repeated five times.
2)Each value represents the *p<0.05 compared to each water-extract by Student’s t-test.
3)Each value represents the **p<0.01 compared to each water-extract by Student’s t-test.

Fig. 1. Effect of OJAE on memory impairment of Tg2576 mice.

In 12 week-old Tg2576 (Tg) and wild-type (Wt) mice, the passive
avoidance test was performed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OJAE (50
mg/kg) for 3 months. Note that latency w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non-treated Tg mice compared to non- and OJAE-treated Wt
mice. However, latency tim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by OJAE
treatment compared to non-treatment in Tg mice. Data represents
mean±SEM. *p<0.05 compared with non-treated Wt mice and
†p<0.05 compared with non-treated Tg mice, one-way ANOVA with
a post hoc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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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뇌의 베타아밀로이드1-42 단백질 생성 억제력 측정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핵심적 원인가설인 아밀로이드 생성설은

4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베타아밀로이드1-42 응집체에 의해

신경세포독성 및 신경섬유종의 유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베

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는 수용성 펩타이드

상태로 생산되지만 뇌에서 결합하여 축척되면 노인성반(senile

plaques)을 생성하여 신경세포에 독성을 나타낸다(42,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이 뇌조직의 베타아밀로이드1-42

단백질 생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 대조군에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Wt-CTL) 142.59 pmol/

g, 미나리추출 물을 투여한 대조군(Wt-OJAE)은 168.52 pmol/g로 나

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Wt-CTL과 비교하여 생리식염

수를 투여한 실험군(Tg-CTL)은 1751.85 pmol/g으로 베타아밀로이

드1-42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여 나타났으며, 미나리추출물을 투여

한 실험군(Tg-OJAE)은 985.19 pmol/g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에 의

하여 베타아밀로이드1-42 펩타이드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러한 경향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억제

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효

능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o 등(32)은

Tg2576 형질전환 마우스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1-42 펩타이드의

양이 감소하는 것은 뇌조직에서 베타아밀로이드1-42 펩타이드 생

성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마우스 혈청에서 NGF의

분비를 촉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미나리 추출물은 베타아

밀로이드 펩타이드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천연물질로

써 기억력 개선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세틸콜린분해효소에 대한 50% 활성억제농도(IC
50

) 및 Lin-

eweaver-Burk Plot 측정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

억제로부터 회귀방정식을 측정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50% 활

성억제농도(IC50)값의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991.77 µg/mL로 나

타났다. 생강(Zingiber officinale) 종류에 따른 50% 활성억제농도

(IC50)값은 백생강 2.86 mg/mL, 적생강 3.03 mg/mL로 나타났고(44),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을 효과적으

로 저해시킴을 알 수 있었다. 효소 억제에 대한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은 Lineweaver-Burk Plot으로 나타낼 수 있다(45,46).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효소 반응 속도연구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억

제하는 지표로써 사용되므로, V
max
와 K

m 반응 비율 상호간에 대

한 기질 농도의 plot 그래프로 Fig. 4에 나타내었다. 미나리 알코

올추출물(1 mg/mL) 존재 하에서 2-20 µM의 농도 범위 처리 시

V
max
값(30.055 dA/min-42.857 dA/min)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으며, 아세틸콜린분해효소활성을 상당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K
m
값 또한 0.013 µM부터 0.05 µM까지 뚜렷한 감소를 나타냈

다. 그러므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

Fig. 2. Effect of OJAE on soluble A1-42 production in Tg2576
mouse brains. In 12 week-old Tg2576 (Tg) and wild-type (Wt)
mice, brains were isolated after behavioral tests and soluble Aβ1-42
levels of the brains were measured, using ELISA kits. The levels of
soluble Aβ1-42 were highly increased in the cortex of non-treated
Tg mice compared with those of non- and OJAE-treated Wt mice.
Note that the levels of Aβ1-42 were decreased by the oral
administration of OJAE during 3 months. Data represents
mean±SEM. *p<0.05 and ** p<0.01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Tg2576 mice, one-way ANOVA.

Fig. 3. Effect of OJAE on AChE activity. The concentration
required for 50% enzyme inhibition (IC50) was 991.77 µg/mL.
Inhibition efficacy was expressed as percent inhibition of enzyme
activity compared to the control value (100%).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M (n =5).

Fig. 4. Lineweaver-Burk plots of AChE activity over a range of
substrate concentrations (2-20 µM) in the absence (F) or

presence (E) of OJAE (1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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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에 대하여 무경쟁적 억제(uncompetitive inhibitor)로 나타났다

. 유사한 결과로, 백나무(Chamaecyparis obtuse)로부터 분리된

quercetin-3-O-α-L-rhamnopyranoside도 아세틸콜린분해효소에 대해

무경쟁적 억제를 보였으며(47), 페퍼민트(Mentha piperita)로부터

추출한 폴리페놀옥시다아제(polyphenoloxidase)의 경우도 K
m
값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경쟁 억제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48). 또한, 디에틸 디티오가아바민산 나트륨(sodium diethyl dithio-

carbamate)의 경우도 무경쟁적 억제의 형태로 나타났으며(48), 해

녀콩(Canavalia lineata)잎의 아르기닌(L-arginine)의 흡수를 억제한

아미노산 중 이소류신은 무경쟁적 억제 형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49). 양파 껍질에서 분리한 플라보노이드 중 퀘르세틴 4'-글루코

시드와 퀘르세틴에 의하여 잔틴산화효소 억제에 대하여 무경쟁

적 억제를 보였다고 하며, 이러한 경향은 플라보노이드의 영향이

라고 보고하였다(50). 미나리의 성분 중 페놀성분과 플라보노이

드의 영향으로 무경쟁적 저해활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천연 식물이 기억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기 위하여 총 7가지 식물에 대하여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 억

제력을 측정하였다. 특히 미나리 알코올추출물(18.76%)의 억제력

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Tg2576 마우스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나리 알코올추출물 50 mg/kg으로 3개월간 경구투여 후

수동회피테스트로 인지기능변화를 측정하였고, 뇌 속의 아세틸콜

린분해효소 활성 억제, 베타아밀로이드1-42 단백질 생성 억제력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동회피 테스트에서 미나리추출물을 투

여한 Tg 마우스군은 181.77초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Tg 마우스

군과 비교하여 머무름 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나타났다.
 
베

타아밀로이드1-42 단백질 농도 측정 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에

의하여 축적 농도가 985.19 pmol/g으로 감소하였으며, 생리식염수

를 투여한 Tg 마우스군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추가적인 효소

억제력 실험 결과,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억제에 대한 50% 활성억제농도(IC
50

)값은 991.77 µg/mL로 나

타났으며, Lineweaver-Burk Plot 결과, 무경쟁적 저해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은 Tg2576 형질전환 마우스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며, 콜린성 신경시스템을 보호하는 물질로 판단

된다. 미나리 알코올추출물은 기억 및 학습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천연식물로써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한 미나리 소재의

다양한 기능성제품 개발과 부가가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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