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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nnabis Fructus on 
exercise capacity and cognitive function in chronic hypoperfusion induced vascular de-
mentia rat model.
Methods Vascular dementia rat models were induced by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through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ies occlusion (BCCAO). All rats were randomly div-
ided into 4 groups: normal group; control group; CF I group (feeding Cannabis Fructus 100 
mg/kg); CF II group (feeding Cannabis Fructus 300 mg/kg). In order to study the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Cannabis Fructus on vascular dementia rat models, corner turn test, 
hole board test, radial arm maze test, passive avoidance test were taken and Acetylcholine 
(ACh) activity,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serum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protein level were measured. Also histological findings of the liver, kidney, 
brain and the change of Tau immunoreactive neurons in hippocampus were observed.
Results CF I and CF II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rner turn test, hole board test, 
radial arm maze test, passive avoidance test, Acetylcholine (ACh) activity, Acetylcholine-
sterase (AChE) activity, the serum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protein level 
and the change of Tau immunoreactive neurons in hippocampus. CF I showed more sig-
nificant effect than CF II in these tests. However in histological observations of the liver and 
kidney both CF I and CF II showed glomerular injury and hepatotoxicity.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nnabis Fructus was helpful in improving ex-
ercise capacity and cognitive function on Chronic hypoperfusion induced Vascular 
Dementia rats. However Cannabis Fructus affects the liver and kidney, therefore suggest 
that this is an area for further study. (J Korean Med Rehab 2015;25(1):1-15)

Key words Chronic hypoperfusion, Vascular dementia, Cannabis Fructus, Exercise ca-
pacity, Cognitive function

서론»»»
2006년 유엔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19년에 14.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대표

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유병률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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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Treatment method

Group I 
(n=10)

Normal; Normal rat

Group II 
(n=10)

Control;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n=10)

CF 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n=10)

CF II;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able I.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현재 공공사업 등을 통해 치매의 예방 및 조기치료에 대

한 교육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조기 예방할 수 있

다는 인식이 크지 않다. 치료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역시 가장 치매의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에 관한 것이 많으며, 초기에 

진단하면 진행을 막고 치료가 가능한 혈관성 치매2)에 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이며, 그 이외에 huntington병, pick

병, creutzfeldt-jakob병, 두부 외상, 감염성 질환 등에 의

한 치매가 있다3). 그 중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전체 치매

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이고, 혈관성 치

매가 약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혈관성 치매의 유병률이 더 

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

혈관성 치매란 뇌혈관질환에 의한 뇌 손상으로 인지기

능의 장애가 초래되어 발생한 치매를 일컫는 증후군으로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 비만증을 갖

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지각장애, 운동장애 혹은 병소

증상 등의 신경학적 국소증상이 있고 치매의 정도는 비교

적 경미하며 인격 변화가 적은 것 등의 특징이 있다4).

한의학에서는 中風健忘, 中風昏冒, 中風冒昧 등의 표현

들이 일부 문헌상에서 보이며, 그 임상표현은 서양의학의 

혈관성 치매와 유사하고4), 병인병기는 대다수에서 本虛標

實, 虛實挾雜의 질환으로 주로 腎精虛損, 氣血虧虛가 本이 

되며 痰滯瘀阻, 氣滯血瘀, 肝陽上亢이 標가 된다고 보았으

며, 治法에 대해서는 대부분 標本兼治를 중요시하였다5).

麻子仁은 대마과에 속한 1년생 초본인 대마의 성숙한 

과실로6), 治血虛津虧, 腸燥便秘하며7), 中風汗出, 逐水, 利

小便, 破積血, 復血脈, 乳婦産後餘疾, 長髮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8).

혈관성 치매에 대한 연구로는 朴9), 金10) 등의 補中益氣

湯加味方 치험례, 鄭11) 등의 洗心湯合祛癲湯 치험례, 洪12), 

張13) 등의 사상의학적 접근 등의 임상 연구와 安14), 李15) 

등의 문헌적 연구 등이 있지만, 單味劑에 대한 연구는 金16) 

등의 植防風 연구 이외에는 없었다. 또한, 해외에서는 대

마의 성분인 카나비노이드가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

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17-19), 국내에

서 麻子仁에 대한 연구는 李20) 등의 인체피부흑색종세포 

성장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지만 그 이외의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며, 滋養補虛한 효능6)이 있는 麻子仁 역

시 氣血虧虛으로 인한5) 혈관성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혈류저하로 인한 혈관성 

치매 모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저자는 만성혈류저하로 유발시킨 혈관성 치매모

델에서 麻子仁 추출물의 투여가 운동 및 인지기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행동반응학적 평가, 면역조직화학

적 평가, 생화학적 검사를 시행 후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대상

1) 실험 동물

본 실험에서는 체중이 200±20 g의 Sprague-Dawley 

(SD)계 백서(8 주령, 웅성, 다물사이언스)를 각 군당 10마

리씩 무작위 할당하여 총 40마리를 사용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2±1oC로 하였으며, 습도는 55±10%를 유지하였

으며, 명암주기는 12시간으로 하여 사육실의 상태를 실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물과 고형 사료(삼양주

식회사, Korea)는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

험동물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2010)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대학교 실

험동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2) 군 설정

군의 분류는 정상군(n=10), Bilateral common caro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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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BCCAO). Fig. 2. Corner turn test.

artery occlusion model (BCCAO) 유도 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n=10), BCCAO 유도 후 麻子仁 추출물

을 체중 당 100 mg/kg 용량으로 투여한 실험군 I (CF I) 

(n=10), BCCAO 유도 후 麻子仁 추출물을 체중 당 300 

mg/kg 용량으로 투여한 실험군 II (CF II) (n=10)로 설정

하였다(Table I).

2. 실험 재료 및 방법

1) 만성 대뇌관류저하 모델(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model)

백서를 실험실에 7일간 적응시킨 후 산소와 질소가 각

각 3：7로 혼합된 2% 엔플루란(Isoflurane, 중외제약, 한

국)을 사용하여 흡입마취 후 수술대에 고정하고, 흡입전

신마취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직장온도계와 열 패드를 

이용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후, 수술대에 고정시

킨 후 제모기를 이용해 앞쪽 목 부위 털을 면도하고, 절

개부위를 70% 알코올로 소독하였다. 양측 총경동맥을 노

출시키기 위해 앞쪽 목을 정중선으로 피부절개를 시행하

였으며 각 경동맥을 주변 조직들과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미주교감신경(Vagosympathetic nerve)에 손상 없이 박리

하였다. 양측 총경동맥은 실크봉합사(6-0, 우리메디컬사, 

한국)를 사용하여 상하 이중으로 결찰한 후 중앙을 절단

하여 영구적으로 혈류를 차단하였다(Fig. 1).

2) 약물 투여

麻子仁 800 g을 80% 에탄올(에탄올：증류수=4：1) 

3,000 ml에 넣고 환류 냉각기를 장치한 후 95∼100oC 수

욕조에서 12시간 동안 온탕하였다. 이 추출액을 약 50oC 

정도로 냉각 시키고 여러 겹의 거즈로 여과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추출 및 여과 조작을 3회 반복하여 

상등액을 합하고회전증발장치(rotary evaporator) (Buchi, 

R-200, USA)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에탄올을 완전히 

증발시켜 농축하였다. 이를 소량의 증류수에 용해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은 麻子仁 추출 용액을 −80oC에서 동결건

조하여 분말로 얻었다. 동결 건조한 麻子仁을 분말로 만

들어서 100, 300 mg/kg의 농도로 검액 투여 시에는 

membrane filter (pore size 0.2 μm, Whatman)로 여과

한 후 3차 증류수에 용해시켜 실험동물용 존데(Zonde, 

Sigma, USA)를 사용하여 BCCAO 유발 이후 2주가 지난 

후 주 5회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였다. 

3. 평가방법

1) 행동학적 분석

(1) Corner turn test21)

길이 40 cm, 높이 30 cm, 두께 5 mm의 두 나무판자

를 좁게 만나는 부분의 거리를 5 mm로 유지하며 30o 각

도로 마주보며 세우고 실험동물은 두 벽면이 이루는 cor-

ner로 들여보냈다. 실험동물이 corner의 벽면에 도달하고 

앞발을 들고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돌며 방향을 전환할 

때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행횟수를 10회 반복 측정하

였다. 실험동물이 완전히 corner를 등지고 돌아설 때 측

정을 종료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오른쪽으로 돌아선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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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le board test.

Fig. 4. Radial arm maze test.

Fig. 5. Passive avoidance test.

(오른쪽으로 돌아선 횟수＋왼쪽으로 돌아선 횟수)×100]의 

계산법으로 방향전환 횟수를 % 비율로 정량화하였다 

(Fig. 2).

(2) Hole board test22)

60 cm×60 cm×40 cm 크기의 나무로 만든 사각의 

open field에 각 모서리에서 중앙방향으로 15 cm 떨어진 

지점에 지름 5 cm의 4개의 구멍을 뚫어 깊이 5 cm의 컵

을 두었다. 행동학적 변화는 정중앙의 상부에 설치된 비

디오카메라(Microsoft, USA)로 기록하였다. 항상 대각선

으로 두 개의 컵에만 먹이를 제공하였으며 실제 측정 시

에는 먹이를 제거한 후 흰 쥐가 먹이를 제공하였던 구멍

에 머리를 집어넣는 횟수, 구멍주위를 배회하는 빈도를 

비디오 추적 프로그램(SMART, San Diego Instruments,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총 5분 동안 올바른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는 횟수를 측정하였다(Fig. 3).

(3) Radial arm maze23)

8자 미로는 8개의 통로(60 cm×12 cm×30 cm)가 중

앙의 출발 영역(central platform)을 중심으로 직경 50 cm

인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 상자이다. 주로(arm)는 출발 

상자의 각 면에 뚫린 통로와 연결되며, 주로의 끝에는 보

상으로 제공하는 먹이 펠릿(90 mg)이나 물을 담을 수 있

는 용기(음식 접시)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 

36시간 동안 사육 상자에서 먹이를 절식시켜 배고픔을 유

발시킨 후 행동 관찰실 내에서 30분간 적응시켰다. 백서

를 미로 출발 상자에 넣고 1분간 상황에 적응시킨 후 주

로로 향하는 통로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미로 속을 돌아다

니게 하여 주로 끝에 있는 보상 용기에서 먹이를 먹게 하

였다. 그러나 동일한 주로를 반복해서 진입하면 두 번째 

진입부터는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반응은 오류로 평

가하였으며, 각 주로(arm)의 진입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 

1회로 하여 총 3회 측정하여 평가하였다(Fig. 4).

(4) Passive avoidance test24)

인지기능 행동학적 평가를 위해 수동회피 검사를 실시

하였다. 측정기기는 내부가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상자

(shuttle box)로 각각 13 cm×13 cm×10 cm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개폐가 가능한 작은 출입구(7 

cm×5 cm)로 두 개의 방을 연결하였다. 훈련 시험에서 

실험 백서는 불빛이 없는 방을 등진 채로 불빛이 있는 방

에 놓고, 동물들이 완전히 불빛이 없는 방으로 움직였을 

때 작은 출입구를 닫고 감전(0.4 mA, 2초 동안)을 받게 

하였다. 8시간 후 백서를 빛이 있는 방에 두어 어두운 방

으로 들어가려는 잠재기(Transfer Latency)를 측정하였다. 

백서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최대 300초로 지정하여 실

행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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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화학적 분석

실험 21일째에 심장천자를 통해 채취한 혈액을 혈액응

고방지제가 함유된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튜브에 담아 coulter mixer에서 5분간 혼합한 뒤 혈

액 분석기를 이용하여 혈장을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1) 아세틸콜린(ACh) 함량 측정

아세틸콜린의 측정은 Galgani 등25)의 방법에 의거하여 

alkaline hydroxylamine을 가진 o-acyl 유도물의 반응을 

기초로 측정하였다. 모든 hydroxylamine은 산용액에서 

ferric ion과 결합하여 붉은 자줏빛을 나타낸다. 해마와 대

뇌피질 균질액(12.5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 400 mM NaCl) 50 μl를 취하여 1% hydroxylamine 

(Sigma, USA) 50 μl를 첨가 혼합한 후 HC1을 이용하여 

pH를 1.2±0.2로 조절하였다. FeCl3 (10% in 0.1 NHCl)

을 500 μl 첨가 후 혼합하고 5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아세틸콜린의 함량(μg/mg protein)을 측정하였다.

(2)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AChE) 활성도 측정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의 활성 측정은 Ellman 등26)이 

서술한 바와 같이 acetylcholine iodide를 기질로 사용하

여 흡광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의 제

조는 Teflon homogenizer (Eyela, Japan)을 이용해 실험

동물의 대뇌피질과 해마를 적출하여 10배의 homoge-

nization buffer (12.5 mM sodium phospate buffer pH 

7.0, 400 mM NaCl)로 균질화하여 1,000 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0.1 M 

phosphate buffer (pH 8.0)으로 200 μg/ml의 농도가 되

도록 희석하고, 희석한 검색 대상 물질 1.5 ml, 완충용액 

2.6 ml, 75 mM acetylthiocholine iodide 용액 20 μl 및 

Ellman’s 용액(10 mM DTNB, 15 mM sodium bicar-

bonate) 100 μl를 혼합하여 25oC에서 30분간 반응시켰

다. 그 후 이용액에 400 μl의 enzyme source를 가하고 

410 nm에서 5분 후에 흡광도를 측정하였다(OPTIZEN 

2120UV, Mecasys Co. Ltd., korea). 이때 대조군으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시료를 첨가하지 않고 saline을 

첨가한 반응액을 사용하며 또한 acetylthiocholine iodide

를 첨가하지 않고 반응시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비특

이적 반응을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활성도 

측정

VEGF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ELISA 방법을 적용하였

다. 첫 단계로 sodium bicarbonate buffer (pH 9.2)에 

anti-human VEGF Ab (3 μg/ml)를 희석하여 96-well U 

bottomed polyvinyl plate(Falcon, Becton Dickinson & 

Co., USA)에 50 μl씩 coating한 후 4oC에서 overnight시

켰다. 0.01M PBS＋0.05% Tween20 (PBST)로 세 번 세

척한 후 1% gelatin 100 μl로 37oC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시켰다. 다시 PBST로 세 번 세척한 후, 재조합

한 VEGF 표준용액과 각 시료를 0.5% gelatin에 희석하여 

well당 50 μl씩 넣고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세 번 세척한 후, 0.5% gelatin에 bio-

tinylatedanti-goat VEGF Ab를 0.5 μg/ml로 희석하여 

well당 50 μl씩 넣고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세 번 세척하여 horseradish peroxidase con-

jugated avidin을 1：2000으로 희석한 후 well당 50 μl

씩 넣고 37oC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세 

번, 3차 증류수로 세 번 세척한 후, 기질인 0.2 mM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6-sulfonicacid (ABTS)

를 50 μl씩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조직학적 관찰

(1) 슬라이드 제작

실험동물의 뇌와 간, 신장을 적출하여 10% paraf-

orm-aldehyde (pH 7.2) 용액에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이 끝난 피부 조직은 자동조직처리기(4640B, Sakura, 

Japan)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농도별로 이용한 탈수

(dehydration), 자일렌(xylene)을 이용한 투명(cleansing) 

및 침투 과정을 14시간 동안 조직 처리하였다. 이후 자동 

포매 장치(Tissue-Tex, Japan)를 사용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여회전식 미세 박절기(Rotary Microtome 2040, 

Japan)를 사용하여 5 μm 두께로 박절한 후 부유 수조를 

거쳐 젤라틴으로 코팅 처리된 슬라이드에 부착시켜 염색

을 준비하였다.

(2) 간과 신장 조직의 변화 관찰

간과 신장을 적출한 후 10% 중성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에 24시간 이상 후 고정하여 파라핀 포매 후 통상적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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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방법으로는 xylene을 이용

하여 파라핀을 녹인 후 100%, 90%, 80% 알코올을 이용

하여 수분공급 후 수세 후 hematoxylin 염색 후, 수세, 

다시 Eosin 염색 후, 수세의 과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다시 80%, 90%, 100% 알코올을 이용하여 탈수과정

을 거쳐 최종적으로 xylene을 이용하여 청명과정 후 

Canada Balsam (Sigma, USA)를 이용하여 봉입하였다. 

조직형태학적 관찰은 광학현미경(Olympus Bx 50, 

Japan)을 이용하여 현미경에 장착된 CCD카메라(Tosiba, 

Japan)로 촬영한 후 간과 신장 조직의 변성정도 등의 구

조적인 변화 등을 관찰하였다.

(3) 허혈성 뇌손상 유발정도 관찰

BCCAO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유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3,5-triphenyltetraolium chloride (TTC) 염색을 하

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마취 후, 머리를 단두하고 조심스

럽게 뇌를 적출하여 5분간 냉각된 인공 뇌척수액에 담가

두었다. 그 후 적출한 뇌는 rodent brain matrix (RBM- 

4000C, ASI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정면 극단으

로부터 1 mm 되는 곳부터 2 mm 간격으로 두정면을 따

라 절편하였다. 절편들은 2% 2,3,5-triphenyltetraolium 

chloride (TTC, Sigma, Inc., USA)를 포함하는 phos-

phate-buffered saline (PBS)에 37oC 배양기에서 약 30분

간 염색한 후 10%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4) Tau 단백 발현 평가

Tau 단백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였다. 제작된 슬라이드에 탈 파라핀 과정을 거친 

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한 비특이적 반응을 제거하기 

위하여 30% Tris-EDTA에서 microwaving 시킨 후 20분간 

냉각시켰다. 그 이후 전 처리 과정으로 3% hydrogen 

peroxidase를 사용하여 내재성 peroxidase의 활성을 차

단하였다. 이 후 15%의 blocking serum을 첨가한 PBS 

혼합 용액올 사용하여 조직 내부에 1차 항체 용액이 잘 

흡수되도록 하였다. 0.01M PBS로 여러 번 세척하고, Tau 

단백(SantaCruz, USA)의 1차 항체를 1：300으로 PBS에 희

석하여 4oC에서 over night하여 반응시킨 후 PBS 수세 후 

universal Anti-body에 90 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조직

을 0.01M PBS로 10분씩 3회 수세한 후 streptavidin에 30

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이후，PBS로 수세과정을 거쳐 10

분간 DAB (3,3'-Diaminobenzidine, 60382248, ZYMED 

Lab, Germany)로 발색을 실시하였다. 다시, PBS로 수세

한 후 hematoxyline 대조염색을 실시한 다음 흐르는 물

에 수세하고 80%, 90%, 100% 에탄올에 각각 10분간 적

용하여 탈수 하였고，100% xylene에 2회 10분간 조직을 

처리하여 투명화 과정을 거친 후 Canada Balsam (Sigma, 

USA)으로 봉입하여 영구표본을 제작하였다.

면역조직 화학 반응의 평가는 반정량적 방법(semi-

quantitative manner)으로 구분하여 음성반응(−)，약한 

염색성을 보인 경우 경도의 양성반응(＋)，중등도의 염

색성을 보인 경우 중등도의 양성반응(＋＋)，강한 염색

성을 보인 경우 강한 양성 반응(＋＋＋)으로 등급을 정

하여 평가하였다.

4. 통계방법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사용

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

며, 시기에 따른 각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

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

계학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

하였다.

결과»»»
1. 행동반응학적 평가

1) Corner turn test

실험동물이 모서리에서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나오는 총 횟수 10

회 중에 오른쪽으로만회전하는 횟수를 측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Table II).

각 측정시기에 따른 군 간 차이에서는 1일째부터 모든 

측정시기에 각 군 간 결과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

후검정 결과 1일째, 7일째, 14일째, 21일째에서 모두 대

조군에 비해 CF I과 II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7일

째, 14일째, 21일째에서는 CF 1에서 더 유의한 감소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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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Day

1 day 7 days 14 days 21 days

I 4.70±0.95 4.20±1.40 3.90±1.10a 3.00±1.05a

II 4.80±0.63 4.50±1.18 5.30±0.95b 5.70±1.16c

III 4.60±0.84 4.20±0.92 4.20±1.14a 3.90±1.10ab

IV 4.70±0.82 4.50±0.85 4.40±0.97ab 4.20±0.79b

p-value 0.960 0.865 0.029 0.000

All values showed mean±SD.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and Post-hoc was test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IV. The Radial Arm Maze Test (score)

Groups
Day

1 day 7 days 14 days 21 days

I 51.10±5.59a 56.80±4.13a 60.80±3.29a 65.40±3.57a

II 23.00±2.40c 25.20±4.26d 33.30±4.69d 37.40±2.63d

III 32.20±3.46b 39.30±3.13b 45.40±3.10b 54.30±3.27b

IV 32.30±3.47b 35.70±4.14c 39.20±5.12c 46.80±3.68c

p-value 0.000 0.000 0.000 0.000

All values showed mean±SD.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And Post-hoc was test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III. The Hole Board Test (score)

Groups
Day

1 day 7 days 14 days 21 days

I 60.00±6.67a 54.00±5.16a 56.00±5.16a 59.00±8.76a

II 92.00±6.32c 87.00±4.83d 86.00±6.99c 92.00±6.32c

III 86.00±5.16b 75.00±7.07b 61.00±5.68a 65.00±5.27a

IV 85.00±5.27b 81.00±7.37c 79.00±14.13b 74.00±8.43b

p-value 0.000 0.000 0.000 0.000

All values showed mean±SD.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And Post-hoc was test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II. The Right Turn Score in Corner Turn Test (score)

Group 21 days 

I 284.30±15.71a

II 85.10±23.48d

III 218.10±27.82b

IV 138.80±43.10c

p-value 0.000

All values showed mean±SD.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And Post-hoc was test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V. The Passive Avoidance Test (second)

2) Hole board test

실험동물이 대각선에 놓인 먹이를 먹기 위하여 선행된 

학습이 이루어 졌고 먹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대각선의 

구멍을 찾아가 머리를 집어넣는 횟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III).

각 측정시기에 따른 군 간 차이에서는 모든 측정시기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1일째에는 대

조군과 비교하여 CF I, II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7일

째, 14일째, 21일째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CF I, II에서 유

의한 증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CF I에서 더욱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3) Radial arm maze test

실험동물이 8자 미로의 중앙에 놓여져서 모든 미로의 

끝에 먹이를 제공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학습되어

졌을 때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8번의 미로를 모두 찾아가

도록 하였다. 그리고 1회 먹이를 먹고 나서 다시 그 길을 

찾아가면 실패로 간주하여 실패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IV).

각 측정시기에 따른 군 간 차이에서는 14일과 21일째

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4일째, 21일째 모두 대조

군과 비교하여 CF I과 II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CF I에서 더욱 유의한 감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Passive avoidance test

최종 실험 종료 전 실험동물을 각각 빛이 비추는 흰색 

방에 넣었다가 모든 빛이 차단되는 검은 방으로 이동 후 

전기적 충격(감전)을 주는 학습을 하였고, 8시간 후 다시 

흰색 방에 두어 어두운 방으로 가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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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cetylcholine activity

21 days 

I 79.20±10.05a

II 60.50±11.63c

III 74.40±8.81ab

IV 67.50±12.22bc

p-value 0.003

All values showed mean±SD.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And Post-hoc was test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VI. Acetylcholine Activity (ng/mg protein)

Group
the serum VEGF protein level by ELISA

14 days

I 31.40±3.86a

II 49.70±6.95c

III 42.60±4.17b

IV 46.60±3.81bc

p-value .000

All values showed mean±SD.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And Post-hoc was test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VIII. The Serum VEGF Protein Level by ELISA (unit/mg 
protein/min)

Group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14 days

I 264.60±22.62a

II 324.50±18.28b

III 285.90±25.73a

IV 309.10±31.46b

p-value .000

All values showed mean±SD.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And Post-hoc was test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VII.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unit/mg protein/min)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V).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상군은 

가장 많은 시간동안 검은 방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대조

군에 비해 특히 CF I에서 유의한 증가가 발생하였다.

2. 생화학적 검사

1) 아세틸콜린(ACh) 함량 측정

아세틸콜린 함량의 생화학적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았

다(Table VI).

실험 종료 후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 후 흡광도 측

정결과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조군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CF I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가장 유의한 증가가 발생하였다.

2)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hE) 활성도 변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도의 생화학적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VII).

실험 종료 후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 후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CF I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발

생하였으나 CF II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3) VEGF 활성도 변화

VEGF 함량의 생화학적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VIII).

실험 종료 후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 후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CF I과 CF II에서 모두 유의

한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CF I에서 더욱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였다.

3. 조직형태학적 소견(Histological finding)

1) 간과 신장의 H & E 염색 소견

麻子仁의 독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간과 신장의 조직학

적인 변화를 확인하고자 H & E 염색을 실시하였다(Fig. 6).

정상 간 조직은 중심정맥을 중심으로 간세포삭이 잘 

배열되고, 문맥 주변을 중심으로 한 정형적인 간 소엽구

조가 잘 보전되는데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정상군과 

대조군에서 이러한 정상적인 간조직의 소견을 보였다. 하

지만 麻子仁 추출물을 투여한 CF I과 II에서는 소공포성 

지방간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어 麻子仁 추출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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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histological finding on liver and kidney (H&E 
stain, ×200, 21 days, (a, b) groupI, (c, d) group II, (e, f) 
group III, (g, h) group IV, (a, c, e, g) liver, (b, d, f, h) kid-
ney).

Fig. 7. The histological finding on TTC ((a and c) normal 
brain, (b and d) BCCAO).

에 의한 간 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 세포내에 크고 

작은 지방축적에 의한 공포들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에서는 축적된 지방들에 의한 핵이 세포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CF I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소공

포성 병변이 주로 문맥 주변구역에서 소수 관찰되어 간 

독성이 심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CF II에서는 

소공포성 병변이 많이 관찰되어 간 독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 신장 조직은 사구체낭이 상피세포들로 잘 둘러싸

여 있으며, 모세혈관, 기저막 및 상피세포돌기들과 기질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정상군과 대조군에서는 이러한 정

상적 신장조직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麻子仁 추출물을 

투여한 CF I과 II에서는 사구체 주변 모세혈관벽들의 구

성이 파괴되었고, 주변 사구체낭의 탈락이 관찰되었으며, 

신소체들도 잘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피세포의 핵들

이 대체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2) 뇌의 TTC 염색 소견

BCCAO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유발 확인을 위하여 

2,3,5-triphenyltetrazolium chloride (TTC) 염색을 실시하

였다. TTC 염색 소견으로는 BCCAO 유발 후 실험군에서 

중대뇌동맥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뇌의 미상피각부 전체

와 대뇌피질 대부분에서 백색으로 나타났고, 이곳을 중심

으로 대뇌 신피질의 많은 부분과 대뇌 두정엽, 측두엽에

서도 백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줄기와 대뇌 바닥구역

에서는 붉은 색을 보여 바닥혈관을 통한 혈류의 공급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Fig. 7).

4. 면역조직화학적 소견(Immunohistochemistrical 

finding)

1) 해마에서의 Tau 단백 면역조직학적 반응

각 실험군에서 해마의 CA1 구역에서 Tau 단백의 면역

조직학적 반응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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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Tau immunoreactive neurons

Day of examination

I −
II ＋＋＋

III ＋＋

IV ＋＋

−: negative, ＋: weak positive, ＋＋: moderate positive, ＋
＋＋: strong positive.
Group I: Normal rat
Group II: Non-treatment after BCCAO 
Group III: Cannabis Fructus feeding 100 mg/kg after BCCAO
Group IV: Cannabis Fructus feeding 300 mg/kg after BCCAO

Table IX. The Change of Tau Immunoreactive Neurons in 
Hippocampus

Fig. 8. The immunohistochemical finding on Tau expression 
on hippocampus (×200, 21 days,; (a) groupI, (b) group II, (c) 
group III, (d) group IV).

Fig. 8).

Tau 단백의 과다한 인산화는 미세소관을 서로 연결시

켜주는 결합능력을 떨어뜨리며 인산화된 Tau 단백은 축

삭돌기의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한다. Tau 단백의 발

현정도는 축삭돌기와 신경세포에서 발현되며 불규칙하게 

발현되는 특성이 있다. 실험 종료 후 해마의 CA1 구역에

서 Tau 단백의 발현정도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에서는 가

장 낮은 발현정도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대조군에서 다른 

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발현정도가 관찰되었

으며, CF I과 II에서 정상군에 비하여서는 높은 발현정도

가 관찰되었지만 불규칙하게 Tau 단백의 발현이 관찰되

어 CF I과 II에서 Tau 단백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찰»»»
치매란 뇌의 만성적 진행성 변성질환에 의해 흔히 기

억장애 및 기타 지적기능의 상실이 일어나는 임상 증후군

을 말한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지적 황폐화 뿐 아니라 

행동 이상 및 인격 변화를 초래하며, 정서적 기능상실과 

진행성인 지적 황폐화가 사회적 혹은 직업적 기능의 장애

를 초래하게 되는 상태이다27). 그 중, 혈관성 치매는 여러 

가지 뇌혈관 병변으로 생기는 질환군으로28), 뇌혈관 병변

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손상은 기억력, 인지기능, 행동조

절에 관여하는 대뇌의 주요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

게 되어 기억력 감퇴, 마비, 발음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하

며 보행 장애, 운동 장애, 자세 불안정, 반복적인 넘어짐, 

빈뇨 혹은 요실금, 성격과 감정의 변화, 실행능력의 이상 

등의 초기 임상증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혈관성 치매의 위험요인으로는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등과 같은 혈액순환의 

병리적 요인이 주요인이며, 이 중 고혈압과 뇌졸중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역시 혈관성에 기인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서 혈관성 치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5).

한의학에서 혈관성 치매는 따로 언급이 되어있지는 않

지만 문헌들을 통해 살펴보면 뇌혈관장애에 의한 정신장

애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黃帝內徑에서는 “頭者精明之府29)” 등의 표현을 통

해 뇌의 기질적 장애가 정신장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張의 景岳全書 雜證謨 癲狂痴獃에서 “痴
獃證, 凡平素無痰, 而或以鬱結, 或以不遂, 或以思慮, 或以

疑貳, 或以驚恐, 而漸致痴獃, 言辭顚倒, 擧動不經, 或多汗, 

或善愁, 其證則千奇萬怪, 無所不至, 脈必或弦或數, 或大或

小, 變易不常, 此其逆氣在心或肝膽二經, 氣有不淸而然. 但

察其形體强壯, 飮食不減, 別無虛脫等證, 則悉宜服蠻煎治

之, 最穩最妙. 然此證有可愈者, 有不可愈者, 亦在乎胃氣元

氣之强弱, 待時而復, 非可急也30).”라 하여 치매를 癲狂과 

분리하여 독립된 병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서

적인 요소와 心, 肝, 膽의 氣不淸, 선천적인 原氣의 요소



麻子仁이 치매병태모델의 운동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www.e-jkmr.org 11

도 치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의 뇌혈관성 치매는 心, 腎, 肝의 虛와 風, 火, 痰, 瘀 등

의 實로 요약할 수 있으며, 변증에 따라 祛風, 安神定志, 

淸肺養血, 安心養神, 鎭心安神 등의 治法을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14).

혈관성 치매의 콜린성 신경계 손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해마 CA1 신경원은 허혈에 아주 

취약하고 basal forebrain의 신경원은 고혈압에 쉽게 손상

받는다31). 서양의학적으로 최근까지 혈관성 치매의 약물

치료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인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등과 비콜린성인 menantine, nimodipine, 

hydergine, nicergoline, CDP-choline, folic acid, posatir-

elin, propentofylline, pentoxifylline 등이 사용되어 왔으

나 현재까지 약효가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다32).

麻子仁은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인 삼의 성숙한 果

實로, 性은 平하고 味는 甘하며 質潤多脂하다. 歸經은 脾, 

胃, 大腸經이며 腸道를 潤滑시키는 효능이 있어 緩下通便

에 다용하며, 滋養補虛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 老年이나 

體虛 및 출산 후에 津枯血少로 인한 腸燥便秘에 사용할 

수 있다11). 해외에서는 대마의 성분인 카나비노이드가 치

매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17-19) 滋養補虛한 효능이 있는 麻子仁 역시 氣血

虧虛으로 인한5) 혈관성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에서 麻子仁에 대한 연구는 

李20) 등의 인체피부흑색종세포 성장 억제효과에 대한 연

구 이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며, 혈류저하로 인한 혈관성 

치매 모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행동학적 평가 중 최근 뇌질환 실험에 유의성 있게 사

용되고 있는 corner turn test는 백서모델에 적합하며, 백서

의 만성적 결손 상태를 평가하는 실험방법 중 하나이다33). 

본 실험에서 corner turn test를 시행한 결과, 실험 1일째, 

7일째, 14일째, 21일째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CF I과 II

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7일째, 14일째, 21일째에

서는 CF 1에서 더욱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시 신경학적회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Table II).

Hole board test는 동물모델의 주의력, 장단기 기억능

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험으로34) 본 실험 1일째에서 대조

군과 비교하여 CF I, II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7일

째, 14일째, 21일째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CF I, II에서 유

의한 증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CF I에서 더욱 

유의한 증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역시 위와 같

이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시 신경학

적회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Table III).

Radial arm maze는 Olton23)에 의해 고안되었고 동물은 

이 미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느 미로들에 아직 음식이 

남아 있는가와 같은 후각단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

로들 사이의 공간관계를 규정하는 심적 표상인 일종의 정

신적인 지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실험은 작업

기억의 성질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작업기

억이란 단기기억의 한 유형으로 짧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만 정보 저장이 요구되며 즉시 사라지는 기억체계이다35). 

각 측정시기에 따른 군 간 차이에서는 14일과 21일째부

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4일째, 21일째 모두 대조군

과 비교하여 CF I과 II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CF I에서 더욱 유의한 감소가 있음을 확인하여,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시 인지능력의회복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IV).

Passive avoidance test는 사건기억능력을 평가하는 방

법의 하나로 불쾌 자극에 대한 기억의 지속시간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흰쥐를 이용한 passive 

avoidance test는 약물투여 후 기억능력 평가실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억능력 평가실험, 성별에 따른 기억능력 

평가실험, 유전자의 차이에 따른 기억능력 평가실험 등 

다양한 분야의 행동실험에 활용되었으며 뇌질환 동물모

델을 이용한 기억능력 평가실험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

으며36), 金37) 등이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효과에 대한 

실험에서 사용한 바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상군은 가장 많은 시간동안 검은 방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대조군에 비해 특히 CF I에서 유의한 증가가 발

생하였다(Table V). 위의 모든 행동반응 평가에서 공통적

으로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하였을 때 

정상군에 가장 근접하게 인지기능을 회복함을 확인하였다.

행동반응평가 후, 심장천자를 통해 혈액을 채취하여 생

화학적 검사를 통해 ACh 함량과 AChE 활성도 변화, 

VEGF 활성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ACh은 뇌 조직 중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물질로 acetyl Co A와 

choline acetyltransferase (ChAT) 효소의 작용을 받아 합

성되며 이것은 다시 AChE 효소의 작용을 받아 acetat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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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ine으로 분해된다38). 麻子仁이 ACh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21일째에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대

조군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CF I에서는 대조군

에 비해 가장 유의한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麻

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하였을 때 ACh 

생성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VI).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Ch의 합성과 분해에 관련

된 효소로는 choline acetyltransferase (ChAT)와 AChE가 

있는데, 체내의 신경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ACh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ChAT와 AChE 효소활성이 매우 중

요하며38), 이 중 AChE는 신경전달물질 중 ACh을 분해하

는 효소로 시냅스 신호전달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효소로서39) 치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AChE 효소를 

억제해 체내의 ACh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용되

고 있다38). 실험 21일째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결과 대조

군에 비해 CF I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CF II

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한 실험군에서 AChE 활성도가 

정상군과 근접하게 억제되었음을 보여준다(Table VII).

대표적인 혈관신생인자로 알려진 VEGF는 정상세포와 

형질전환된 세포에서 합성되어 내피세포의 증식과 이동, 

세포외 기질의 재형성, 모세혈관의 형성과 같은 혈관신생

을 일으키는데 관여함으로써 심혈관계의 발생, 정상혈관

계의 생리적 현상 및 뇌허혈시 혈관의 증식을 통하여 혈

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뇌신경세포를 보호, 유지하는 역

할을 한다40). 본 실험 결과,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해 CF I과 CF II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CF I에서 더욱 유의한 감소를 확

인하였는데, 이는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한 실험군에서 뇌혈관의 손상이 가장 적었음을 나타

낸다(Table VIII).

또한, 麻子仁의 독성을 검사하기 위해 간과 신장의 조

직학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H & E 염색을 실시하였다. 간 

조직 검사 상 정상 간 조직 소견을 보인 정상군, 대조군

과 달리 麻子仁 추출물을 투여한 CF I, II에서는 소공포성 

지방간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CF I에서는 소공

포성 병변이 주로 문맥 주변구역에서 소수 관찰되어 간 

독성이 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CF II에서는 

소공포성 병변이 많이 관찰되어 간 독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6). 신장조직 역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정상군과 대조군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CF I, 

II에서는 사구체 주변 모세혈관벽들의 구성이 파괴되었고 

주변 사구체낭의 탈락이 관찰되었으며, 신소체들이 잘 관

찰되지 않고 상피세포의 핵들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소

견이 관찰되었다(Fig. 6).

본 실험에서는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

sion (BCCAO)에 의해 양측 총경동맥을 영구적으로 결찰

시켜 백서의 뇌 혈류량의 저하를 통한 허혈성 병변을 일

으켜 혈관성 치매모델을 설정하였다. BCCAO는 오랜 기

간 저혈류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41), 崔41) 등이 

혈관성 치매 동물 모델로 설정한 바 있다.

BCCAO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유발 확인을 위해 TTC 

염색을 실시하였다. TTC 염색은 정상세포에서는 미토콘

드리아 내의 탈수소효소와 반응하여 붉게 보이지만 허혈

성 손상을 입어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포에서

는 탈수소효소가 소실되어 염색이 되지 않아 백색으로 보여 

비가역적 손상 유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42). 

TTC 염색 소견으로는 BCCAO 유발 후 실험군에서 중대

뇌동맥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뇌의 미상피각부 전체와 대

뇌피질 대부분에서 백색으로 나타났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뇌 신피질의 많은 부분과 대뇌 두정엽, 측두엽에서도 

백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줄기와 대뇌 바닥구역에서

는 붉은 색을 보여 바닥혈관을 통한 혈류의 공급은 이루

어짐을 확인하였다(Fig. 7).

미세관 관련 단백질의 하나인 Tau 단백은 신경섬유농

축제(neurofibrillary tangled, NFT)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치매의 주요 신경 병리 소견은 해마와 피질에 불용성의 

두 가지 단백물질이 응집하여 침착되는 것인데 신경세포 

밖에는 아밀로이드베타단백으로 구성된 노인판이, 신경세

포 안에는 과인산화된 Tau 단백으로 이루어진 신경섬유농

축제가 축적된다. 아밀로이드 증폭 가설에 의하면 Tau 단

백이 NFT를 형성하는 것이 아밀로이드 형성 이후에 이차

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Tau 단백 유전자 

돌연변이가 신경퇴행질환, 특히 전두측두엽 치매를 유발

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43). 본 실험의 마지막으로 해마의 

CA1 구역에서 Tau 단백의 면역조직학적 반응을 살펴보았

다. 정상군에서 가장 낮은 발현정도가 관찰되었으며, CF I

과 II에서도 정상군보다는 높지만 불규칙하게 Tau 단백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발현정도가 관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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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子仁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경우 Tau 단백의 발현이 부

분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Table IX, Fig. 8).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BCCAO를 통한 만

성혈류저하로 유발된 혈관성 치매모델 백서에 麻子仁 추

출물을 경구 투여할 경우 운동능력과 인지기능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 mg/kg의 

용량으로 투여를 하였을 경우에 300 mg/kg의 용량으로 

투여를 하였을 때보다 더욱 유의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으로 경구 투여한 

백서들을 살펴보면, 이번에 시행한 행동반응 평가 중 cor-

ner turn test에서는 실험 14일째 시행한 3번째 평가에서 

가장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외 hole board test와 

radial arm maze test에서는 21일째 가장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점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장기 복용 시 더욱 유효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약물은 一次 內服에 60∼120 g 이상

이면 中毒症狀인 吐瀉와 四肢麻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

하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고7), 간과 신장의 조

직 검사 상 간 독성 소견과 신장 조직의 파괴 소견이 관

찰되어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약물의 용량을 100 

mg/kg, 300 mg/kg의 두 가지 군으로만 설정하였으며 6

주간에 걸쳐 진행된 실험이기 때문에 투약하는 용량과 기

간에 따라 麻子仁 추출물이 혈관성 치매 병태 모델에 미

치는 영향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용량과 장기간에 걸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麻子仁이 만성 혈류저하로 인해 유발된 혈관성 치매모

델 백서의 운동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양측 총경동맥 결찰술 후 2주간 관찰하면서 혈관성 치

매를 유발한 백서에게 4주간 100 mg/kg, 300 mg/kg의 

麻子仁 추출물을 주 5회 일정한 시간 투여하면서 행동반

응평가를 실시하고, 투여 4주차에 혈액 채취 및 부검을 

통해 ACh 함량 측정, AChE 활성도 측정, VEGF 활성도 

측정, 조직학적 검사,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을 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orner turn test에서는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

의 농도로 투여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2. Hole board test에서는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

의 농도로 투여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3. Radial arm maze test에서는 1일째와 7일째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14일째와 21일째에서는 麻子仁 추출

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4. Passive avoidance test에서는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증가

를 보였다.

5. 실험 21일째에 ACh 함량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시 ACh 함량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

6. AChE 활성도 검사에서 麻子仁 추출물을 100 mg/kg

의 농도로 투여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았다.

7. ELISA 방법을 통한 VEGF의 활성도 측정 결과 麻子

仁 추출물을 100 mg/kg의 농도로 투여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았다.

8. 간조직 검사에서는 CF I, II에서 소공포성 지방간 소

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CF II에서 소공포성 

병변이 많이 관찰되어 간 독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신장조직 검사에서는 CF I, II에서 사구체 주변 모세

혈관벽들의 구성이 파괴되었고 주변 사구체낭의 탈락이 

관찰되었으며, 신소체들이 잘 관찰되지 않고 상피세포의 

핵들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9. BCCAO 유발 후 뇌의 TTC 염색 결과 대뇌의 미상

피각부 전체와 대뇌겉질 대부분에서 백색으로 나타났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뇌 신피질의 많은 부분과 대뇌 마루

엽, 관자엽에서도 백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줄기와 

대뇌 바닥구역에서는 붉은 색을 보여 바닥혈관을 통한 혈

류의 공급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10. 해마의 CA1 구역의 Tau 단백의 발현 정도를 살펴

본 결과 麻子仁을 투여한 CF I, II에서 대조군에 비해 낮

게 Tau 단백이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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