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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억, 판단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인 치
매는 그 원인질환으로 약 80가지 이상의 질환이 보고되고 있는데1),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으로 전체 치매의 50∼60%를 차지한다2). AD는 임상적
으로 인지기능의 저하와 행동장애 등이 나타나며3), 병리조직학적으
로 전반적인 뇌의 위축과 노인성 반점(senile plaques), 뇌신경섬유
종(neurofibrillary tangle)등이 주요 특징인 신경퇴행성 질환이다4).
    Senile plaque는 β-amyloid 물질이 대뇌의 세포외부에 국소적
으로 집합된 것으로서 주변에 성상교세포(astrocyte)와 신경아교세
포(neuroglial cell)들이 침착되어 있으며, 이 세포들 속에는 GFAP, 
CD68, βA, tau protein 등이 고밀도로 분포하며 neurite를 포함하
는 neuritic plaque가 나타난다5-7). 
    한의학적으로는 呆病, 健忘, 癲狂 등의 범주로 치매를 이해할 
수 있으며, 精氣不足, 脾腎虧虛, 痰濁阻竅, 氣滯血瘀, 氣血虛弱 등

으로 辨證하여 치료한다2).
    聰明湯은 건망 및 치매 등을 치료하는데 임상적으로 널리 활용
되는 처방으로, 기존의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聰明湯 또는 
다양한 聰明湯加味方이 치매의 치료와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음이 제
시된 바 있다8-12).
    치매 치료와 관련된 단미제 연구 중에서는 巴戟天과 山査肉을 
활용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김13) 등은 巴戟天이 항콜린 작
용, APP, PS-1, PS-2 발현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채14) 
등은 山査肉이 CT105를 처리한 PC-12 cell의 IL-1β, IL-6, APP, 
AChE, GFAP mRNA 발현 억제 효과, Alzheimer's disease병태 
생쥐모델의 microglial cell에서 IL-1β, TNF-α의 발현, ROS, NO
의 생성 억제 효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聰明湯에 巴戟天, 山査肉을 각각 가한 巴戟天聰明湯15)과 
山査聰明湯16)의 항염증, 기억력 감퇴 억제, 뇌세포 보호, 행동개선 
등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고, 聰明湯에 巴戟天과 山査肉을 가한 聰
明湯加味方9)의 경우, BACE 효소 활성과 βA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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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聰明湯에 巴戟天, 山
査肉을 가한 처방을 ACM이라고 명명하고, 치매 치료를 위한 한약
제제 개발의 일환으로 GLP기관에서 SD Rat을 이용한 단회 경구투
여 독성시험17)과 13주간 반복 경구투여 독성시험18), 그리고 비글견
을 이용한 단회 용량증가 경구투여 독성시험19)을 통해 ACM의 안정
성에 대한 평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 동물모델의 하나인 APP-SWE Tg2576 생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실시하여 ACM의 치매 예방 또는 치료효
과에 대한 유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ACM은 (주)경방신약에서 표준화하여 공급받
았으며, 이를 200, 400 ㎎/㎏ 농도로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한 첩당 
약재구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Prescription of ACM(Added Chongmyung-Tang)
Herb Scientific Name Amount (g)

白茯神 Poria cocos Walf 4
遠志 Polygala tenuifolia 2

石菖蒲 Acori Gramineus Soland 4
巴戟天 Morinda officinalis 2
山査 Crataegus pinnatifida 2
Total 14

 2) 시약
    Diethyl pyrocarbonate (DEPC), chloroform,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formaldehyde, 
polyacrylamide, magnesium chloride (MgCl2)는 Sigma사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Taq polymerase, DNase, RNase, 
그리고 Deoxynucleotide triphosphate (dNTP)는 TaKaRas사
(Japan) 제품을, Moloey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M-MLV RT)와 RNase inhibitor는 Promega사
(U.S.A.) 제품을, RNAzolB는 Tel-Test사(U.S.A.) 제품을, fetal 
bovine serum(FBS)은 Hyclone사(U.S.A.) 제품을 그리고, 
Agarose는 FMC사(U.S.A.) 제품을, Tris-buffered saline with 
0.1% Tween 20 (TBST)는 Dako사(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anti-mouse GFAP (Pharmingen, U.S.A.), anti-mouse Tau 
(Dynal, U.S.A.), anti-CD68-FITC (Pharmingen, U.S.A.) 
anti-mouse Ig HRP-conjugated secondary Ab(1:4000, 
Amersham, U.S.A.)와 ECL-Hybond film (Amersham, U.S.A.) 
그 외 시약들은 특급 및 일급을 사용하였다. 
 3) 기기
    機器는 spectrophotometer(shimazue, Japan), 원심분리기(한
일과학, Korea), Bio-freezer (sanyo, Japan), 열탕추출기(대웅, 
DWT-1800T, Korea), 감압 증류장치(Rotary evaporator, BUCHI 
B-480, Switzerland), 동결 건조기(Freeze dryer, EYELA 

FDU-540, Japen), Windows 1D main program (AAB, U.S.A.), 
brain matrix (ASI instruments, Warren, MI., U.S.A.), Primus 
96 thermocycler system (MWG Biotech., Germany), 
ice-maker(비전과학, Korea), PCR 장치(Thermal Cycler T100,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lifornia, USA), ELISA 
leader (Molecular devise, U.S.A.), CO2 incubator (Lepco, 
U.S.A.), Cytometry (BD, U.S.A.), probe-on plus slide(Fisher 
Scientific, U.S.A.), Microscope (Nikon, Japan), Cooling 
microtome (Serotec. U.S.A.), VIDEOTRACK (animal and 
human being behaviour analysis system, Viewpoint, France) 
및 homogenizer (OMNI, U.S.A) 등의 것을 사용하였다.
 4) 동물
  (1) 동물실험 설계
    본 실험에 사용된 APP-SWE Tg2576(이하 Tg2576)  마우스와 
Non-Tg 마우스 (B6SJLF1/J, 11주령, 20±5 g)는 코아텍(Korea)으
로부터 구매하였으며, 12시간의 조명주기(08:00~ 20:00)로 
Semi-SPF 상태인 식약처 인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실 (온도 22±
2℃, 상대습도 50±10%)에서 사육하였다. 모든 마우스는 방사선 조
사 사료(Purina Mills Inc., Seongnam, Korea)를 자유급식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과학
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승인번호:DJUARB2009-038)
을 받아 수행되었다. 
  (2)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한 Tg2576 마우
스의 확인
    Tg2576 마우스와 Non-Tg 마우스를 확인하기 위해, PCR 증폭
유전자산물은 마우스 꼬리로부터 얻은 genomic DNA를 주형으로 
APP유전자 특이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통해 얻은 뒤 전기
영동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마우스 꼬리를 1 cm정도 절단한 뒤 
tail mix 용액(100 mM NaCl, 50 mM Tris, 2 mM EDTA, and 
0.5% SDS)과 proteinase K (20 mg/ml)를 첨가하여 56℃ 항온수
조에서 하루 동안 처리하였다. 배양액으로부터 8 M KAc 용액과 
chloroform 용액을 이용하여 단백질은 제거한 후 genomic DNA
를 분리하였다. PCR반응은 genomic DNA를 주형으로 95℃ (30 
sec), 62℃ (30 sec), 72℃ (45 sec) 25 cycle로 APP 특이적인 
primer (sense: 5’-CTG ACC ACTCGA CCA GGT TCT GGT 
T-3’, anti-sense: 5’-GTG GATAAC CCC TCC CCC AGC CTA 
GAC CA-3’)을 이용하여 PCR 장치에서 실시하였다. 증폭된 PCR산
물은 1% 아가로스겔에서 전기영동하고, UV-transilluminator에서 
사이즈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ure 1은  Taconic사에서 수입한 
Tg2576 생쥐의 APP 유전자 증폭된 결과로 100% Tg2576 알츠하
이머 생쥐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 TgN (APP) Oligonucleotide PCR Primers 

Primer Name Primer Sequence (5’ è 3’) 

1502 CTGACCACTCGACCAGGTTCTGGGT 

1503 GTGGATAACCCCTCCCCCAGCCTAGACCA 

β-actin XAHR17 CGGAACCGCTCATTGCC 

β-actin XAHR20 ACCCACACTGTGCCCAT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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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NA analysis of TG2576 mice

2. 방법
 1) 군 분리
    실험동물은 4개 그룹(vehicle 투여 Tg2576 대조군 그룹, 
Aricept™ 투여 Tg2576 양성대조군 그룹, ACM 200 mg/kg 투여 
Tg2576 실험군 그룹, ACM 400 mg/kg 투여 Tg2576 실험군 그룹)
으로 분류하였고, Tg2576 마우스는 그룹 당 5마리씩 배정하였다. 
Vehicle 투여 Tg2576 그룹이 증류수 (0.2 ml)을 투여하는 동안, 
Aricept™ 투여 Tg2576 그룹은 Aricept™(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2 mg/kg으로 3개월 동안(3회/1주) 경구투여 
하였다. 투여와 행동실험이 완료된 후 모든 마우스는 마취제 케타민 
(유한양행, SH35361504, 50 mg/ml) 0.5 ml과 럼푼 (바이엘코리
아, 41882) 0.2 ml을 혼합하여 0.1 ml 씩 생쥐의 복강에 주사하여 
마취하고, 혈액과 뇌조직을 적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공간학습 및 기억력 평가
    Tg2576 알츠하이머 모델 생쥐는 3개월간 Morris water maze
에서 1주 1회 약물투여 1시간 후 반복학습 훈련을 실시하였다. 
Morris water maze란 직경이 90 cm이고 높이가 약 30 cm인 수
조로 수온이 28℃인 수돗물을 2/3정도 채우고, 그 안에 생쥐가 올
라갈 수 있는 직경이 10 cm인 원통형 hidden platform을 설치한 
것이다.  APP-SWE Tg2576 알츠하이머생쥐 모델에 ACM과 
Aricept™를 3개월간 반복적으로 투여하며 1주 1회 반복학습 훈련
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기억력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1달에 1회 
Morris water maze로 hidden platform에 올라가는 시간과 운동
량을 VIDEOTRACK으로 측정하고 videotrack software로 분석하
였다.
 3) 조직면역학적 분석
  (1) 면역화학조직염색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분리된 Tg2576 생쥐의 뇌를 적출하여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한 후 파라핀 블록을 만든 후 조직절편을 4 μm 두께로 세절한 
후 probe-on plus slide에 부착시켜 건조시켰다. 그리고 탈파라핀
(deparaffinized) 후 함수시키고 0.01 M citrate buffer (pH 6.0)를 
이용해 microwave oven에 15분간 전 처리하였다. 조직 내 과산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3% H2O2에 10분간 처리한 후, 조
직 내의 항원과 비특이적 단백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정상 혈청으로 
단백질을 차단시켰다.
  (2)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Primary mouse GFAT Ab(1:400)로 희석하여 30분간 slide를 염색
하고, 2회 PBST로 수세하였다. 다시 mouse post primary Ab를 
8분간 염색 후 3회 PBST로 수세한 후 polymer-HRP로 8분간 염색 
후 다시 2회 수세하였다. 그리고 DAB로 5분간 염색 후 2회 수세하
고 hematoxylen로 5분 염색 후 2회 수세하여 permount 
(eBioscience, U.S.A.)를 수행하였다. 현미경은 형광위상차현미경
(contrast fluorescence microscope)을 사용하여 x200 배율로 관
찰하였다.
  (3) Tau protein
    Primary mouse Tau Ab를 1:500으로 희석하여 30분간 slide
를 염색하고, 2회 PBST로 수세하였다. 다시 mouse 
IgG-secondary Ab를 15분간 염색 후 3회 TBST용액으로 수세하였
고, HRP로 15분간 염색 후 다시 2회 수세하였다. 그리고 DAB로 2
분간 염색 후 2회 수세하고 hematoxylen으로 5분 염색 후 2회 수
세하여 permount를 수행하여 형광위상차현미경(contrast 
fluorescence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4) Cluster of differentiation antigen 68 (CD68)
    Primary mouse CD68 mAb를 1:500으로 희석하여 30분간 
slide를 염색하고, 2회 PBST로 수세하였다. 다시 mouse 
IgG-secondary Ab를 15분간 염색 후 3회 TBST용액으로 수세하였
고, HRP로 15분간 염색 후 다시 2회 수세하였다. 그리고 DAB로 2
분간 염색 후 2회 수세하고 hematoxylen으로 5분 염색 후 2회 수
세하여 permount를 수행하여 형광위상차현미경(contrast 
fluorescence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5) 뇌조직 내의 GFAT, CD68, Tau 단백질 발현량 측정
    뇌조직에서 탐지된 GFAP, CD68, Tau 단백질 발현량은 
NIKON bright Microscpe / DP71 camera / DP-B software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보한 다음 Tomoro ScopeEye 3.6 program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이미지에서 전체 이미지 크기(AT)
는 [(A1 / ST1) + (A2 / ST2) + (A3 / ST3) + (A4 / ST4)]이고, 
A는 사진상에 나타난 발색 면적, ST는 각각 section(2㎜)의 전체 
면적, BH(brain Hipocampus)는 뇌의 hipocampus부분의 면적이
며, 각각 GFAT, CD68, Tau 단백질 발현 크기는 전체 면적의 
percent로 표현하였다. 즉 BH부위의 단백질 발현 면적(LV)은 (AT 
of area at protein expression/ST of BH) x 100로 분석하였다.

3. 통계 처리
    Tg2576 알츠하이머 생쥐들의 동물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SPSS 
v12.0을 이용하여 mean±standard error로 기록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independent T-tes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결    과

1. AD 생쥐 모델의 기억력 감퇴 억제 효과
 1) Escape latency 
    공간 반복학습 훈련을 시작한 후 12주차(24주령)에 Tg2576 생
쥐가 hidden platform에 올라가는 시간은 대조군 79.2±2.75초, 
ACM 200 ㎎/㎏ 투여군 49.6±14.75초, 400 ㎎/㎏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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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17초, Aricept™ 투여군 48.1±14.16초로 대조군에 비해 
ACM 투여군 및 양성 대조군에서 유의한 시간 단축을 보였으나, 각 
실험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Fig. 2. Variation of escape latency in Morris water maze. Data 
represent mean±S.E (N=10). Control : APP-SWE Tg2576 mice, Aricept™ : 
Group treated with Aricept™(2 ㎎/㎏ , p.o), ACM : Group treated with 
Added Chongmyung-tang(400 ㎎/㎏ and 200 ㎎/㎏  p.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T test (*p<0.05, 
**p<0.01, ***p<0.001).

 2) Distance to platform
    공간 반복학습 훈련을 시작한 후 12주차(24주령)에 Tg2576 생
쥐가 hidden platform에 올라갈 때까지 운동량을 비교한 결과 대
조군 532.5±165.88 cm, ACM 200 ㎎/㎏ 투여군 
548.4±225.21cm, 400 ㎎/㎏ 투여군 705.1±198.86cm, Aricept™ 
투여군 460.2±100.2cm로 군간 차이가 없었다(Fig. 3). 

Fig. 3. Variation of distence to platform in Morris water maze. Data 
represent mean±S.E (N=10). Control : APP-SWE Tg2576 mice, Aricept™ : 
Group treated with Aricept™(2 ㎎/㎏ , p.o), ACM : Group treated with 
Added Chongmyung-tang(400 ㎎/㎏ and 200 ㎎/㎏  p.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T test (*p<0.05, 
**p<0.01, ***p<0.001).

2. 조직면역학적 분석
 1) GFAP protein 발현
    뇌의 hippocampus 부위의 신경 병리학적 병변부위에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GFAP 단백질을 측정하고(Fig. 4A, red 
profiles), 각각의 antibody 발현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Fig. 4B), dentate gyrus (DG), CA3, CA1, cortex 각각 부위에서 

대조군의 발현정도 95.9±4.1%, 98.7±1.4%, 93.9±6.1%, 
99.2±0.9%에 비하여, Aricept™ 2 ㎎/㎏ 투여군은 64.1±4.4%, 
34.0±7.2%, 63.7±9.9%, 83.3±3.5%, ACM 200 ㎎/㎏ 투여군 
80.1±3.2%, 65.2±5.5%, 84.3±2.2%, 89.9±1.5%, ACM 400 ㎎/㎏ 
투여군 51.8±5.5%, 60.3±3.6%, 75.1±3.3%, 85.4±0.9%으로, 
Aricept™ 2 ㎎/㎏ 투여군과 ACM 400 ㎎/㎏ 투여군은 dentate 
gyrus, CA3, cortex 부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ACM 200 ㎎
/㎏ 투여군은 CA3, CA1 부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A)

B)

Fig. 4. A. Immunohistochemistry analysis of GFAP protein in the 
hippocampus of Tg2576 mic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GFAP 
protein (red profiles) was performed on brain tissue sections. The panels 
are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ys of these risks at fluorescence 
microscopy (Nikon, x200). B. Quantification of GFAP protein expression 
number in the hippocampus (dentate gyrus, CA3, CA1, cortex) of Tg2576 
mice with ACM (200 ㎎/㎏, 400 ㎎/㎏) and Aricept™ (2 ㎎/㎏). GFAP 
amount were counted using a Tomoro ScopeEye 3.6 program analysis 
system. Data (Lardist plus Smldist) represent  mean ± S.E (N=10).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T test 
(*p<0.05, **p<0.01, ***p<0.001).

 2) Tau protein 발현
    뇌의 hippocampus 부위의 신경 병리학적 병변부위에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Tau 단백질을 측정하고(Fig. 5A, red 
profiles), 각각의 antibody 발현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Fig. 5B), dentate gyrus, CA3, CA1, cortex 각각 부위에서 대조
군의 발현정도 97.3±2.8%, 95.7±4.3%, 94.9±5.2%, 99.7±0.3%에 
비하여, Aricept™ 2 ㎎/㎏ 투여군은 48.6±1.8%, 44.0±5.3%, 
35.1±1.3%, 99.0±1.4%, ACM 200 ㎎/㎏ 투여군 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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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2.4%, 76.2±2.7%, 98.3±0.6%, ACM 400 ㎎/㎏ 투여군 
67.9±2.4%, 57.2±3.9%, 71.2±1.4%, 96.6±1.0%로,  Aricept™ 2 
㎎/㎏ 투여군과 ACM 400 ㎎/㎏ 투여군은 dentate gyrus, CA3, 
CA1 부위에서, ACM 200 ㎎/㎏ 투여군은 dentate gyrus 부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A)

B)

Fig. 5. A. Immunohistochemistry analysis of Tau protein in the 
hippocampus of Tg2576 mic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au 
protein (red profiles) was performed on brain tissue sections. The panels 
are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ys of these risks at contrast 
fluorescence microscopy (Nikon, x200). B. Quantification of Tau protein 
expression number in the hippocampus (dentate gyrus, CA3, CA1, cortex) 
of Tg2576 mice with ACM (200 ㎎/㎏, 400 ㎎/㎏) and Aricept™ (2 ㎎/㎏). 
Tau amount were counted using a Tomoro ScopeEye 3.6 program analysis 
system. Data (Lardist plus Smldist) represent  means± S.E (N=8).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T test 
(*p<0.05, **p<0.01, ***p<0.001).

 3) CD68 protein 발현
    뇌의 hippocampus 부위의 신경 병리학적 병변부위에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CD68 단백질을 측정하고(Fig. 6A, red 
profiles), 각각의 antibody 발현정도를 정량적 분석한 결과(Fig. 
6B), dentate gyrus, CA3, CA1, cortex 각각 부위에서 대조군의 
발현정도 98.4±1.7%, 97.8±2.3%, 99.5±0.6%, 97.2±2.9%에 비하
여, Aricept™ 2 ㎎/㎏ 투여군은 94.5±2.0%, 88.4±2.0%, 
107.3±5.0%, 84.7±2.1%, ACM 200 ㎎/㎏ 투여군 97.2±0.7%, 
94.7±042%, 93.9±0.3%, 96.3±0.5%, ACM 400 ㎎/㎏ 투여군 
88.4±0.7%, 88.5±2.6%, 95.9±2.6%, 85.2±1.7%로, ACM 200 ㎎/
㎏ 투여군의 CA1부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A)

B)

Fig. 6. A. Immunohistochemistry analysis of CD68 protein in the 
hippocampus of Tg2576 mic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D68 
protein (red profiles) was performed on brain tissue sections. The panels 
are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ys of these risks at contrast 
fluorescence microscopy (Nikon, x200). B. Quantification of CD68 protein 
expression number in the hippocampus (dentate gyrus, CA3, CA1, cortex) 
of Tg2576 mice with ACM (200 ㎎/㎏, 400 ㎎/㎏) and Aricept™ (2 ㎎/㎏). 
CD68 amount were counted using a Tomoro ScopeEye 3.6 program 
analysis system. Data (Lardist plus Smldist) represent  means± S.E (N=10).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T test 
(*p<0.05, **p<0.01, ***p<0.001).

고    찰

    ACM은 白茯神, 遠志, 石菖蒲로 구성된 聰明湯에 山査肉, 巴戟
天을 더한 처방으로, 이전의 연구8-16)에서 聰明湯 및 巴戟天, 山査
肉 등은 치매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AD는 치매의 원인 질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으
로, 주요 병리학적 소견으로는 senile plaques, neurofibrillary 
tangle 등이 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약
물 또한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다20).
    비록 AD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AD환자의 뇌에
서 콜린성 신경세포와 콜린분해효소의 감소가 관찰되고21), 임상적으
로는 인지기능 장애와 콜린성 신경전달물질 결핍의 연관성이 보고
22,23)되는 등, AD의 병태생리에서 콜린성 신경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AD 치료제로서 콜린분해효소 
억제제들이 개발되었고, AD의 인지기능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23). Donepezil(상품명 Aricept™)은 piperidine계 콜린분해효소 
억제제로, 기존의 약제에 비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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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AD 치료제로 많이 사용된다.
    AD는 뇌 특정 부위의 neuron 소실이 관찰되며, 그 부분에는 
oligodendrocytes, astrocytes, microglial cell 등이 많이 침적된
다5). Astrocyte와 microglial cell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을 
분비하는데, 이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촉진시키게 된다. AD 뿐만 아
니라 뇌손상, 중추신경계감염 등에서 볼 수 있는 astrocyte, 
microglial cell의 특징적인 표식자로는 각각 GFAP, CD68 등이 있
다6). AD 환자에서는 GFAP, CD68 등이 증가하며, 이는 senile 
plaque 형성과 신경변성 과정을 촉진하게 된다6,26).
    본 실험에 쓰인 AD 동물모델인 APP-SWE Tg2576 생쥐는 
Swedish mutation (APPSWE)을 갖는 APP 유전자가 과발현된 생
쥐이다. APP-SWE Tg2576 생쥐가 3개월이 되면 Aβ level이 현저
하게 증가하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cortex 및 
hippocampus에서 extracellular plaque가 침착하기 시작한다. 그
리고 6-8개월에는 lipid peroxidation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27).
    Morris water maze는 동물의 공간학습과 기억을 검사하기 위
한 장치로, 공간정보 이외의 단서들을 통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
다. 이는 동물이 주변 단서들을 사용하여 기억하는 능력, 즉 공간준
거기억(spatial memory)을 측정하는 실험이다28).
    Morris water maze를 이용하여 escape latency와 distance 
to platform을 관찰한 결과, escape latency에서 200 ㎎/㎏ 투여
군, 400 ㎎/㎏ 투여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시간의 단축
을 보였으나, 수영속도 및 운동량은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3). 
Donepezil의 경우 기존의 임상연구에서 경도에서 중등도의 AD 환자
에서 인지기능의 호전이 보고된 바24,25),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 ACM 
역시 유사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AD는 대개 뇌 속 해마(Hippocampus) 부위에서 시작 된
다고 알려져 있고, 해마는 뇌 속에서 기억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
다. 해마는 두 개 얇은 뉴런 층들이 서로 겹쳐진 형태를 갖고 있으
며, 한 층은 치상회(dentate gyrus)라고 하고 다른 층은 암몬각
(Ammon’s horn)으로 암몬각의 4개 부위 중 중요한 부위인 두 개 
부위는 Cornu Ammonis 3(CA3)와 Cornu Ammonis 1 (CA1) 부
위이다. 해마의 CA1과 CA3 부위는 recent memory(최근의 기억)
에 관련되어 있고, 학습과 기억은 시냅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해
마에서의 시냅스 가소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29).
    Tg2576 생쥐의 해마부위에서 GFAP, CD68, 그리고 tau 
protein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GFAP 발현량은 ACM 400 
㎎/㎏ 투여군 dentate gyrus, CA3, Cortex 부위에서, ACM 200 
㎎/㎏ 투여군 CA3, CA1 부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Fig. 4), 
Tau 단백질의 발현량은 ACM 400 ㎎/㎏ 투여군은 dentate gyrus, 
CA3, CA1 부위에서, ACM 200 ㎎/㎏ 투여군은 dentate gyrus 부
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Fig. 5), CD68의 발현량은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ACM 200 ㎎/㎏ 투여군의 CA1부위
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Fig. 6). 종합하여 보면 
ACM에서 관찰되는 발현량 감소는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Donepezil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AD치료제로서의 ACM의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한약제제로의 개발
을 기대하는 바이다.

결    론

    ACM 200 ㎎/㎏과 400 ㎎/㎏은 Morris water maze를 통한 
공간 반복학습 기억력 장애실험에서 유의성 있는 개선효과를 보였
다. ACM 200 ㎎/㎏과 400 ㎎/㎏은 Tg2576 생쥐에서 해마부위의 
GFAP, Tau 단백질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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