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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련해독탕 전탕액과 약침액이 치매유발생쥐의 인지와 기억에 미치는 영향

권영완 ㆍ강태리 ㆍ이상룡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Effects of Hwangryunhaedok-Tang Decoction & Hwangryunhaedok- 
Tang Pharmacopuncture Solution on the Cognitive & Memory 

Impairment Induced by Scopolamine in Mouse Model

Young-Wan Kwon, Tae-Ri Kang, Sang-Ryong Lee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wangryunhaedok-tang decoction and Hwangryunhaedok- 

tang Pharmacopuncture at BL10 on cognition and memory impairment in a mouse dementia model induced by scopolamine. 

Methods : Fifty ICR mice were divided into 6 groups : Normal group (n=5), Control group (n=9), Positive control group for 

pharmacopuncture group (n=9, Donepezil 0.75 mg/kg), Positive control group for oral administration group (n=9, Donepezil 5 

mg/kg), Pharmacopuncture group (n=9,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undiluted solution 10 ml/kg), and Oral 

administration group (n=9, Hwangryunhaedok-tang 200 mg/kg). For a mouse dementia model, 1 mg/kg scopolamine was 

intraperitoneally administered to ICR mice.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was administered on BL10 for 4 weeks 

at intervals of 2 days. Hwangryunhaedok-tang decoction was given orally for 4 weeks every day. Morris water maze and passive 

avoidance test were conducted followed by measurement of acetylcholine concentration,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and the 

amount of BDNF and p-CREB in the brain. Results : 1. In the Morris water maze test, the time spent staying around the platform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harmacopuncture group and oral administra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2. In the passive 

avoidance test, the time spent in the bright room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harmacopuncture group and oral administra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3. The level of acetylcholine in brains increased in the pharmacopuncture group and oral 

administra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lso, the activity of acetylcholinesterase decreased in the pharmacopuncture 

group and oral administra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4. The expression of BDNF and p-CREB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but increased in the pharmacopuncture group and oral administration group.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Hwangryunhaedok-tang decoction and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at BL10 may have cognition and 

memory-enhancing effect i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in ICR mice via controlling the content of acetylcholine and the 

activity of acetylcholinesterase, and activating BDNF and p-CREB.

Key words : BL10, Hwangryunhaedok-tang , Pharmacopuncture, BDNF, p-CREB, acetylcholine



www.kjacupuncture.org 231

Effects of Hwangryunhaedok-Tang on the Cognitive & Memory Impairment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animals

Group Group name Mice Treatment Routes of administration

Normal N 5 Saline Saline i.p. P.O

Control C 9 Saline Scopolamine 1 mg/kg, i.p. P.O

Positive control PS 9 Donepezil 0.75 mg/kg Scopolamine 1 mg/kg, i.p. P.P (BL10)

PP 9 Donepezil 5 mg/kg Scopolamine 1 mg/kg, i.p. P.O

Sample SS 9 H-tang pharmacopuncture solution Scopolamine 1 mg/kg, i.p. P.P (BL10)

SP 9 H-tang 200 mg/kg Scopolamine 1 mg/kg, i.p. P.O

P.O: Oral administration, 10 ml/kg, BW, P.P: Pharmacopuncture, 10 ml/kg, BW, H-tang: Hwangryunhaedok-tang.

서    론

치매(癡呆)는 고전 의서에서 呆病이라하여 癲證에 포함하여 기

록하였으며1)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

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가져

오는 상태를 지칭했다2).

치매에 대한 한의학계 연구는 정 등(2004)이 공진단3), 이 등

(2016)이 귀비탕4), 박 등(2008)이 보중익기탕5)을 이용한 약물 치

료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신 등(2011)은 백회혈6)을, 박 등

(2001)은 신맥혈과 조해혈7)을 이용한 침구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황련해독탕은 황련, 황금, 황백, 치자로 구성된 방제로 淸熱, 瀉

火, 解毒의 기본 방이다8). 궤양성 대장염9), 비염10), 암11), 각막염12)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고, 황련해독탕 약침은 황련, 황금, 황

백, 치자를 증류 추출한 약침으로 實熱, 裏熱證에 사용하는 약침이

다13). 경항통14), 우울증15), 지루성피부염16), 알러지성 비염17)등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천주(BL10)는 족태양방광경에 속하고, 俠項後髮際 大筋外廉陷

中에 위치하며, 해부학적으로는 승모근 상에서 후두부로 향하는 

대후두신경과 후두동정맥이 지나는 혈위이다18). 주치하는 증상으

로는 두통, 항강, 고혈압, 낙침, 발열, 정신병 등이 있으며, 기억력

을 증강시키는 혈위로 알려져 있다19).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황련해독탕과 황련해독탕 약침이 여러 

질환에 대하여 연구되어졌으나, 치매 유발 생쥐의 인지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였고, 천주

혈은 경락경혈학 및 해부학적으로 두뇌와 연관된 질환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선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황련해독탕 전탕액과 약침액이 scopola-

mine으로 유발한 치매 모델 생쥐의 인지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행동실험과 뇌신경 세포에 대한 면역염색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동물: 실험동물은 체중이 약 26 g∼28 g의 ICR계 mouse, 

7주령 모델(수컷)을 하나바이오테크(경기도 안산, 한국)로부터 분

양 받아, 온도(26.8±0.5)℃, 상대습도(48.4±1.7)%, 조명(07:00∼

19:00)의 항온 항습 환경의 사육장에서 일반식이(AIN-93G diet)

를 공급하였으며 식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여, 일주일간 검

역과 순화를 거친 후 건강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동물 실험은 기관 동물 보호 및 실험 위원회(SEMI-18-04)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그에 따른 절차는 실험실 동물의 관리 및 사용

을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준을 준수하였다.

2) 황련해독탕 약침액의 조제: 황련, 치자, 황백, 황금을 20 g씩 

2시간 증류수 침전 후 세정하고, 건조 시켜 분말 형태로 제조하여 

2 L 플라스크에 증류수 1 L로 수증기 증류 냉각방식으로 증류 액을 

제조했다. 회수된 증류액 (회수율 35%)을 여과지 0.2 μm에 한 

번 그리고 여과지 0.1 μm에 재차 여과하여, 염도와 pH를 보정 

후 멸균하여 냉장 보관 (2℃∼8℃)하여 사용하였다. 

3) 황련해독탕의 조제: 황련, 치자, 황백, 황금을 120 g씩 증류수 

1500 ml를 가하여 120분간 가열하여 얻은 전탕액을 여과지 0.2 μm

에 여과한 후 5000 rpm으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동결건조기에 

넣고 이를 영하 45℃로 급속 냉각하여 진공 상태에서 승화시켜 

건조 시켰다. 건조 시켜 얻은 황련해독탕 (82 g)을 시약 분쇄기로 

분쇄하고 분말형태로 제조 후 냉동보관 (영하 50℃)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군 분리 및 시료투여 및 취혈시술: 실험을 위해 총 50마리의 

실험동물을 6군으로 나눠 배정하였다(Table 1). 각각의 군은 다음

과 같이 정상군 (N, n=5), 대조군 (C, n=9), 황련해독탕 약침액 시

술 양성대조군 (PS, n=9), 황련해독탕 경구투여 양성대조군 (PP, 

n=9),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군 (SS, n=9), 황련해독탕 경구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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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n=9)으로 분리하였다. 실험동물의 기억력을 손상시키기 위해, 

정상군을 제외한 5군에 Scopolamine 1 mg/kg 복강 주사하였고 

양성대조군 PS에는 Donepezil 0.75 mg/kg 약침시술 , PP에는 

Donepezil 5 mg/kg 경구 투여하였다. 실험군 SS에는 황련해독탕 

약침 순수원액 10 ml/kg, BW 약침 시술하였고, SP에는 황련해독탕 

시료 200 mg/kg를 경구 투여하였다. SP와 PP에는 1日에 1회씩 4

주간에 걸쳐 총 28회에 경구 투여하였으며, PS와 SS에는 천주

(BL10)에 양측 2日에 1회씩 4주간에 걸쳐 총 14회에 걸쳐 시술하였

다. 시술한 천주(BL10)는 제 1경추 아래 양 옆쪽 각 1.5寸에 상응하

는 부위로 혈위를 정하였다18). 

3. 행동 실험

1) 수조미로실험: 수조(100×30 cm)에 물을 채우고, 검은색 물

감으로 불투명하게 하여 플랫폼이 보이지 않게 수면 아래 1 c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다. 실험동물이 수조에서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1회당 120초를 진행하였으며, 총 2회 진행

하였다. 120초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플랫폼 위에 올려 10초동안 

인지시킨 후, 4일에 걸쳐 2회씩 훈련을 실시하였다. 실험동물이 

120초 내에 플랫폼에 도달하게 되면 실험에 필요한 훈련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다. 

실험에 필요한 훈련이 완료된 실험동물에 대하여 탈출 지연시간

을 측정하였다. 탐침 실험은 실험에 필요한 훈련을 진행한 수조에

서 플랫폼을 제거한 후, 플랫폼이 있던 구역 (A)에 실험동물이 머무

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동물 당 수영 시간은 총 60초로 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는 수조 위에서 카메라로 촬영하여 

스마트 비디오 추적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수동회피실험: 수동회피실험은 실험동물의 기억력 평가를 위

해 측정하였으며, 측정기기 Shuttle box (Electric grid floor, 

Ugo, Italy)는 25×15 cm 크기의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방 사이에는 칸막이 문이 10×10 cm 크기로 설치하였다. 

각 방은 조명 전구를 설치하여 조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명을 

어둡게 한 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개의 방 중 한 쪽 방에 

실험동물을 넣고 조명을 켜고 칸막이를 열어 주었으며, 실험동물

이 조명이 없는 방으로 들어가게 될 때 자동적으로 칸막이가 닫히

도록 설정하였다. 1일 째에는 실험동물을 한쪽 어두운 상자에 1분 

간 적응하게 한 후 불빛을 비추고 소음을 일으켜, 마우스가 반대쪽 

밝은 상자로 이동하게 하였다. 24시간 후 실험동물을 동일한 곳에 

있는 어두운 상자에 넣고 20초 후에 다시 조명을 비추고 소음을 

일으켰다. 2초 뒤 전기 충격을 주어 인식하게 하였다. 24시간 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여, 총 120초 동안 밝은 방에 머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4. 실험동물의 처치 및 효소원의 조제 

행동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은 16시간동안 먹이를 주지 않고, 

이산화탄소로 마취시킨 후 복부를 절개하여 개복하고, 1 ml 주사

기를 이용하여 아래대정맥에서 채혈하였다. 뇌 조직은 physio-

logical saline에 세척한 후에 수분을 제거하여 10배의 균질화 

buffer (12.5 mM 인산나트륨 buffer pH 7.0, 400 mM 염화나트

륨)에 넣고 균질화하여 1,000x g에서 10분간 4℃에서 원심분리 

후 상층 액을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5. 뇌 조직의 아세틸콜린 함량 및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측정

1) 아세틸콜린 함량 측정: 뇌 조직의 아세틸콜린 함량 측정은 

96-well plate에 뇌 조직 효소원을 50 μl를 첨가하여 1% hydro-

xylamine 50 μl를 첨가, 혼합한 후 염화수소를 이용하여 pH 1.2± 

0.2로 조절하여 염화제이철(10% in 0.1 N 염화수소)을 500 μl 

가한 후 혼합, 흡광도 530 nm에서 측정하였다. 

2)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측정: 뇌 조직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

제 양의 측정은 96-well plate에 0.1 M Tris 완충제, pH 8.0을 

300 μl, 0.01 M DTNB 20 μl, 뇌 조직 효소원을 10 μl를 연속 

첨가하고 absorbance 측정 바로 전에 기질인 0.1 M acetylcho-

line chloride 10 μl를 첨가하여 405 nm에서 absorbance 변화를 

5분 관찰하였다.

6. 뇌 조직 Western blot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는 신경 영양인자

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들의 생존 및 성장을 도와 신경세포의 

분화 및 특성을 조절하는데 관련된 인자이며, 제대로 뇌에 공급되

지 않을 시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며, CREB는 전사

활성인자로, BDNF는 CREB-sensitive gene에 해당한다. 또 CREB

는 자극을 받지 않은 세포에서는 인산 화되지 않고 전사활성이 없

거나 적지만, 인산화한 CREB (p-CREB)는 전사의 효율이 높아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BDNF와 CREB 분석을 위해 뇌 조직을 

PBS 완충제 300 μl에 넣은 후 균질기로 조직을 깨뜨려 부신 후, 

800 rpm으로 10 초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 사용하였다. Cell 

lysis 완충제 50 μl를 넣고 30분간 얼음으로 incubation 한 뒤 

4℃ 에서 14,000 rpm 으로 20분 간 원심 분리하였다.

Bradford assay방법으로 protein을 일정하게 분량을 정한 후, 

protein의 SDS폴리아크릴 아미드젤 전기영동을 이용하여 크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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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Hwangryunhaedok-tang on scopolamine-induced impairment of memory in water maze test.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for groups of 5∼9 experiments. 2) *p＜0.05 vs. C , †p＜0.001 vs. C. 3) N : Normal, C : Control,
PS : Donepezil 0.75 mg/kg, pharmacopuncture (BL10), PP : Donepezil 5 mg/kg, P.O, SS :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BL10) 10 ml/kg, BW, SP : Hwangryunhaedok-tang, 200 mg/kg, P.O. 4) A : Target point zone.

로 분리하였다. 반 건조 전송방식(Bio-Rad, USA)으로 니트로셀룰

로오스 막에 이동시킨 후 5% 탈지유를 함유한 Blocking 완충제 

(0.5 % 탈지유, 1× PBST 완충제)를 1시간 처리하였다. 1× PBST 

완충제로 10분, 3회 세척 후, 일차 항체인 BDNF (Santa cruz), 

p-CREB (Ser133), total-CREB (Santa cruz)을 1:1000의 비율로 

처리한 후 4℃에 12시간 반응시켜, 1× PBST 완충제로 각 10분, 

3회 세척하였다. Western Blot 검출 세트(Biorad, hercules, USA)

를 이용하여 막과 반응시킨 후 Chemi-Doc 장비(Bio-Rad, USA)

로 발현 정도를 관찰하였으며, β-actin, total-CREB으로 보정하

여 비교하였다. 

7. 면역조직화학적 염색(Immunohistochemistry stain-

ing)

뇌 조직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제거한 후 Bouin 용액으로 고정

시키고 일정한 농도의 에탄올로 탈수한 후, 투명과정을 거쳐 

paraffin으로 포매하였다. 포매한 뇌 조직을 paraffin 포매하여 순

서대로 조직 절편(4 μm)을 제작하였다. 각 개체의 조직마다 일정

한 기준 없이 검경판을 선택하여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한 후 

함수 하였다. Proteinase와 열처리로 항원성을 회복시킨 후, metha-

nol에 hydrogen peroxide를 넣어 3% 혼합용액을 제조 후 조직 

절편에 처리하여 효소의 촉매활성을 제거하였다. 그리하고 나서 

IgG의 결합을 차단시키기 위해 2% normal goat serum을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Rabbit BDNF antibody (Santa cruz, USA), 그

리고 Rabbit p-CREB antibody (Santa cruz,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hosphate buffer 

saline으로 각 5분 3회 세척하고, 과산화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IgG 

항체를 반응시키고, 다시 물로 수세하여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로 발색 시켰다. 희석 배율은 1:100, 현미경 배

율은 100배로 촬영하였다.

8. 뇌조직의 단백질 정량

단백질의 함량은 Bradford assay에 준하여 bovine serum 

albumin (Sigma Chemical Co., USA)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

다.

9. 통계처리

실험 데이터의 통계 처리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정하였으며, 

유의성을 정하는 검사는 Analysis of variance (ANOVA) t-test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수중 미로 실험 

C군 대비 N군의 경우 도피대 주위를 찾아가는 시간이 유의수준

으로 증가하였으며, scopolamine 단독 투여한 C군은 A에 머무는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학습을 통한 기억력이 손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황련해독탕을 4주간 투여한 경우, A에 머무는 

시간이 C군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을 시술한 SS군에서 p＜0.001 유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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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Hwangryunhae-
dok-tang on brain acetylcholinest-
erase activity and acetylcholine con-
centration in scopolamine-induced 
mice.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for groups of 5∼9 experiments.
2) *p＜0.05 vs. C. 3) N : Normal, C :
Control, PS : Donepezil 0.75 mg/kg,
pharmacopuncture (BL10), PP : Done-
pezil 5 mg/kg, P.O, SS : Hwangryun-
haedok-tang, pharmacopuncture (BL
10) 10 ml/kg, BW, SP : Hwangryun-
haedok-tang, 200 mg/kg, P.O.

Fig. 2. Effects of Hwangryunhaedok-tang on scopolamine-in-
duced impairment of memory in passive avoidance test.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for groups of 5∼9 ex-
periments. 2) *p＜0.05 vs. C, †p＜0.001 vs. C. 3) N : Normal,
C : Control, PS : Donepezil 0.75 mg/kg, pharmacopuncture (BL10), 
PP : Donepezil 5 mg/kg, P.O, SS : Hwangryunhaedok-tang, phar-
macopuncture (BL10) 10 ml/kg, BW, SP : Hwangryunhaedok-tang,
200 mg/kg, P.O.

2. 수동 회피 실험 

C군(63.8±13.2 sec)의 경우, N군(110.4±11.6 sec)에 비해 인

지와 기억이 감퇴하여 조명이 켜있는 곳에 멈춰 있는 시간이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을 시술한 

SS군과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SP 군의 경우 밝은 공간에 머무

는 시간이 유의적으로(p＜0.001) 증가하였다(Fig. 2).

3. 뇌 조직에서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활성과 아세틸콜린 

함량에 미치는 영향 

C군은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의 활성(0.549±0.031 U/mg protein)이 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p＜0.05)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뇌 조직에서 아세틸콜린에스

터라제의 함량(31.699±0.720 μmole/mg protein)은 유의수준

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을 시술한 SS

군과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SP군의 경우, C군과 비교하여 아

세틸콜린에스터라제 활성은 감소하고, 아세틸콜린 함량은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Fig. 3). 

4. 신경 영양 인자(BDNF)와 상위 전사 인자(p-CREB 

(ser133))에 미치는 영향

1) p-CREB (ser 133)의 단백질 발현 양: C군과 N군을 비교하였

을 때, p-CREB (ser 133)의 단백질 발현 양이 감소한 것과 천주

(BL10) 황련해독탕 약침을 시술한 SS군에서 유의적으로(p＜0.05) 

p-CREB (ser 133)의 발현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구 

투여에서는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SP군과 C군을 비교해보면,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Fig. 4), 이

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2) BDNF의 단백질 발현 양: C군과 N군의 BDNF 단백질 발현 

양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다. 반면, SS군

과 SP군의 BDNF의 발현 양이 증가하였다. 특히 약침 시술한 SS 

군에서 p＜0.001 유의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Fig. 6), 면역조직화

학염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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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Hwangryunhae-
dok-tang on brain protein band  and
ratio of p-CREB (ser 133)/CREB in 
scopolamine-induced mice.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for groups of 5∼9 experiments.
2) *p＜0.05 vs. C. 3) N : Normal, C :
Control, PS : Donepezil 0.75 mg/kg,
pharmacopuncture (BL10), PP : Done-
pezil 5 mg/kg, P.O, SS : Hwangryun-
haedok-tang , pharmacopuncture (BL
10) 10 ml/kg, BW, SP : Hwangryun-
haedok-tang, 200 mg/kg, P.O.

Fig. 5 Immunohistochemical stain-
ing of p-CREB (ser 133) protein ex-
pression in the hippocampus (×100,
×200).
N : Normal, C : Control, PS : Donepezil
0.75 mg/kg, pharmacopuncture (BL
10), PP : Donepezil 5 mg/kg, P.O, SS :
Hwangryunhaedok-tang, pharmaco-
puncture (BL10) 10 ml/kg, BW, SP :
Hwangryunhaedok-tang, 200 mg/kg,
P.O.

고    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알츠하

이머병에 의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50∼60%를 차지한다21). 알츠

하이머 병은 Alzheimer가 처음으로 기재하였고1), 징후는 전형적

으로 최근 기억 기능과 집중력의 손상이며, 언어기술, 시각-공간지

각력, 추상적인 생각, 그리고 판단력의 부재 및 성격의 변화가 동반 

된다20).

황련해독탕은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에 ‘崔氏方’으로 인용된 처방

으로 黃連, 黃芩, 黃柏, 梔子로 이루어져 있으며22), 淸熱, 瀉火, 解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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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Hwangryunhae-
dok-tang on brain protein band and
ratio of BDNF/β-actin in scopola-
mine-induced mice.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for groups of 5∼9 experiments.
2) *p＜0.05 vs. C, †p＜0.001 vs. C.
3) N : Normal, C : Control, PS : Done-
pezil 0.75 mg/kg, pharmacopunc-
ture (BL10), PP : Donepezil 5 mg/kg,
P.O, SS :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BL10) 10 ml/kg,
BW, SP : Hwangryunhaedok-tang, 
200 mg/kg, P.O.

Fig. 7. Immunohistochemical stain-
ing of BDNF protein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x100, x200).
N : Normal, C : Control, PS : Done-
pezil 0.75 mg/kg, pharmacopunc-
ture (BL10), PP : Donepezil 5 mg/kg,
P.O, SS :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BL10) 10 ml/kg,
BW, SP : Hwangryunhaedok-tang, 
200 mg/kg, P.O.

의 기본 방이다8). 황련해독탕은 궤양성 대장염9), 비염10), 암11), 각

막염12)등에 대한 효과가 연구되어졌으며, 뇌신경계 연구로는 이 

등(2002)이 보고한 뇌 허혈 동물 모델에서 인지기능 회복 및 신경

보호 효과23)와 공 등(2004)이 보고한 뇌 허혈 동물 모델에서 공간

인지 능력과 기억력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24)가 있었다. 

황련해독탕 약침은 黃連, 黃芩, 黃柏, 梔子로 구성되었으며, 實

熱, 裏熱症에 사용된다13), 황련해독탕 약침은 경항통14), 우울증15), 

지루성피부염16), 알러지성 비염17)등에 대한 임상적 효과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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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졌으며, 뇌신경계 연구로는 김 등(1999)은 중풍25), 장 등

(2003)은 기능성 두통26), 이 등(2015)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치료

효과27)를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 

천주(BL10)는 膀胱經의 經穴로28), 俠項後髮際 大筋外廉陷中 부

위 第一頸椎下 兩傍 각 1.5촌 處에 위치하는 혈위이다18). 문헌상 

頭眩, 頭痛, 頭重, 癲癎, 驚癎 등의 頭部 및 腦神經 疾患에 상용되었

다29). 朱 등(2003)이 현훈30), 朱(1999)가 편두통31), 董 등(2005)이 

척추뇌저동맥순환부전에 대한 치료효과32)에 대해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 천주(BL10) 약침 연구로는 서 등(2018)이 자하거 약침을 

이용하여 산발성 소뇌 운동실조에 대한 치료효과를 보고하였다33). 

천주(BL10)에 위치한 근육은 두반극근, 두판상근, 경판상근, 승모

근 등이 있고, 혈관으로는 후두정맥과 후두동맥 등이 있으며, 신경

으로는 대후두신경이 있다18,29). 본 연구에서는 천주(BL10) 약침 시

술이 인지기능 및 기억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

단하고 취혈하였다. 

수중 미로 실험은 알츠하이머 동물 유발 모델의 한의학 연구에 

다수 이용되었으며 주로 장기 기억을 평가하는 방법이다34). 수중 

미로 실험을 통해 도피대 주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

한 군의 경우 scopolamine만 단독 투여한 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황련해독탕 경구 

투여와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 모두 기억에 대한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동 회피 실험은 불쾌 자극에 대한 기억의 지속시간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35), 학습 기억력을 주로 평가하는 실험 

방법이다36). 수동 회피 실험(Passive avoidance test)을 통해 밝은 

방에 머무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의 경우 scopolamine만 단

독 투여한 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황련해독탕 경구 투여와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 모두 기억에 대한 기억력 회복 효과가 수동회피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뉴론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뇌의 신피질과 

해마에 강력한 콜린성 신경 지배에 관여 한다37). 알츠하이머 환자

는 대뇌피질로 향하는 아세틸콜린 투입이 감소하여 인지기능 저하

와 이상행동이 나타난다2).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는 강력한 가수

분해효소로서20),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에 의해 가

수분해되면 신경전달물질로서의 그 작용이 소실된다37). 아세틸콜

린 함량 및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을 확인한 결과, 황련해

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의 

경우 scopolamine만 단독 투여한 C군에 비해 아세틸콜린 함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은 유의미

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황련해독탕 경구투여와 천주

(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 모두 콜린성 신경 전달 활성을 회복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p-CREB 단백질 발현 양을 확인한 결과, Scopolamine을 단독 

투여한 C군과 N군을 비교하였을 때, p-CREB 단백질 발현 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은 C군과 

대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에서는 유의적으로(p＜0.05) 

p-CREB (ser133)의 발현양이 증가하였다. 

BDNF의 단백질 발현 양을 측정한 결과, Scopolamine을 단독 

투여한 C군과 정상군인 N군의 단백질 발현 양을 비교해보면, 유의

하게(p＜0.05) 감소하였다. 반면,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은 

C군 대비 BDNF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고,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은 p＜ 

0.001 유의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마(hippocampus)는 뇌의 측두엽에 위치하며, 장기기억생성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8). 각 군의 해마 부위를 면역조직

화학적 염색을 시행하여 p-CREB (ser 133)의 단백질 발현 양을 

관찰한 결과, Scopolamine을 단독 투여한 C군과 N군을 비교하였

을 때, p-CREB (ser 133)의 단백질 발현 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

였으며,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은 C군 대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고,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에서도 발현 양

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 군의 해마 부위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한 후 

BDNF 단백질 발현 양을 관찰한 결과, Scopolamine을 단독 투여

한 C군은 정상군인 N군과 단백질 발현 양을 비교하였을 때 감소한 

반면,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은 C군 대비 BDNF의 단백질 

발현 양이 증가하였고,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에

서도 발현 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scopolamine으로 유발한 치매쥐 모델을 

이용한 수중 미로 실험 및 수동 회피 실험에서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실험군은 유의성

이 있는 인지 능력의 회복이 관찰되었으며, 아세틸콜린(Acetyl-

choline) 함량 및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etylcholinesterase)의 

활성은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

침 시술한 실험군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p-CREB (ser 133)

의 단백질 발현 양과 BDNF의 단백질 발현 양에 있어 황련해독탕

을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실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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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

한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고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실험군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고로 황련해독탕을 경구 

투여보다는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이 신경영양인자 감

소로 인한 퇴행성 기억력 감퇴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으로 수중미로 실험 및 p-CREB (ser 133)의 단백질 발현 

양 분석 등에서 정상군보다 황련해독탕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

(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에서 결과가 더 높게 나온 것은 

기억력 회복의 치료 효과를 넘어서는 기억력 증진효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본 연구는 황련해독탕의 경구 투여와 

천주(BL10) 약침 시술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고, 정상

군에 대하여 투여 및 시술 시 기억력의 증진을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력 증진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실험에서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

침 시술한 군의 비교를 다른 약침시술과 비교하여 황련해독탕 약

침액의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따로 천주혈 자침군(Dry needle 

group)을 설정하지 않아 시술 도구 및 방법에 따른 효과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    론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와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이 

scopolamine으로 유발한 치매 쥐 모델의 인지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알아보고자 수중미로실험, 수동회피실험을 통

한 행동학적 변화와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한 신경학적 영향을 

관찰 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중미로실험에서 플랫폼 주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확인한 결

과,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시술한 군에서 scopolamine만 단독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2. 수동회피실험을 통해 밝은 방에 머무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한 군과와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

침시술한 군에서 scopolamine만 단독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3. 아세틸콜린 함량 및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을 확인한 

결과,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BL10) 황련해독

탕 약침 시술한 군에서 scopolamine만 단독 투여한 대조군에 비

해 아세틸콜린의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이 억제되었다. 

4. BDNF의 상위 전사 인자로 알려진 CREB의 단백질 발현은 

scopolamine 단독 투여한 대조군에서 감소하였으나,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한 군은 CREB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

성은 없었으며, 천주(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은 단백질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5. 신경 영양 인자인 BDNF의 단백질 발현은 scopolamine 단독 

투여한 대조군에서 감소하였으나,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한 

군은 BDNF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천주

(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은 단백질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동물 행동 실험에서 황련해독탕 

전탕액을 경구 투여한 군과 천주혈(BL10)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한 

군은 유의성 있는 인지 및 기억 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황련

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와 천주혈(BL10) 황련해독탕 약침시술이 

중추 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의 함량 및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 조절에 영향을 주고, 신경 영양 인자인 BDNF와 상위 전사 

인자인 CREB의 단백질 발현에 관여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다만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와 천주혈(BL10) 황련해독탕 약침시

술이 모두 인지 및 기억 개선에 효과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과 

연관 지어볼 때 황련해독탕 전탕액 경구 투여보다 천주혈(BL10) 

황련해독탕 약침시술이 인지 및 기억 개선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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