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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白鼠)에 대한 인지 및 운동기능 회복 촉진효과

이경석, 정대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Sungshim-san-mediated Recovery of Cognition and Motor 
Function in the Severe Rat Stroke,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odel

Kyung-Seok Lee, Dae-Kyoo Chung

Departmen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12, 2015
Revised: September 15, 2015
Accepted: September 18, 2015

Objective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gnition and motor function recovery effects 
of Sungshim-san (SSS), a traditional Korean cardio-protective polyherbal formula in the severe rat 
stroke,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pMCAO) model.
Methods: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6 groups. SSS aqueous extracts (yield=16.82%; 
400, 200 and 100 mg/kg) were administered orally by using Sonde, once daily, for 28 continuous days 
from 24 hrs post-pMCAO. Donepezil10 mg/kg, a representative drug for dementia, was used as a refer-
ence drug. The body weight changes, infarct/defect sizes, sensorimotor function and cognitive motor 
behavior were serially monitored. Limb placing and body-swing test for sensorimotor functions were 
conducted at 1 day before operation (base line), and 1, 3, 7, 14, 21 and 28 days post-pMCAO; and water 
maze test for the cognitive motor behavior was conducted at 14 and 28 days post-pMCAO, 
respectively.
Results: Focal cerebral cortex infarct and defects due to pMCAO resulted in marked decreases of body 
weight, disorders of sensorimotor functions and cognitive motor behaviors. However, the pMCAO-re-
lated ischemic damages were markedly and dose-dependently inhibited by treatment with SSS 400 
and 200 mg/kg, respectively. Donepezil markedly decreased the body weight and gain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however, SSS 400 and 200 mg/kg favorably ameliorated the pMCAO-in-
duced decreases in body weight and gains. SSS 100 mg/kg treated rats did not show any favorable ef-
fects on the pMCAO-related ischemic damage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oral administration of SSS 400 and 200 mg/kg ac-
celerated cognition and motor function recovery in the rat pMCAO model. The treatment effect was 
potentially mediated by neuroprotection via the known augmentation of cerebral antioxidant defense 
system of SSS itself or its individual herbal components. Especially, the overall effects of SSS 200 mg/kg 
were similar to those of donepezil 10 mg/kg, but less t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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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

하는 가장 흔한 질환중 하나로1,2), 뇌졸중 후 동반되는 뇌손

상과 인지 및 각종 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

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여러 위험요소와 부작용을 내포하

고 있어 아직까지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

료법은 없는 실정이다3).

뇌허혈(腦虛血)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은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뇌졸중으로 유발된 허혈로 

인해 일시적 혈관폐쇄가 일어나 산소부족으로 신경세포가 

괴사하게 되고, 후기에는 재관류 후 활성산소(ROS)에 의해 

지연성 세포사(delayed neuronal death)가 일어나게 된다4,5). 

생체 내에서는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기구로 다양한 항산화 

효소 및 비타민(vitamin) 같은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여 스스

로를 보호하고 있는데, 과도한 활성산소의 발생은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야기하여 세포자연사(apop-

tosis)를 일으킨다6).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후기 허혈성 

뇌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7,8), 산화적 스트

레스는 지연성 세포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염증

의 중개물질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Donepezil (AriceptTM)은 비교적 경미한 Alzheimer형 

치매의 신경증상 완화를 위해 개발된 중추성 acetylcholi-

nesterase (ACE) 억제제로서10), 현재 다양한 정도의 알츠하

이머 치매뿐만 아니라11,12) 혈관성 치매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13), 임상에서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14). 

하지만 donepezil은 설치류, 특히 rat의 경우 10 mg/kg 전

후의 용량에서 뇌 조직에 대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통한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보호 

약물 개발에 대표적인 대조 약물(reference drug)로 사용되

고 있다15,16).

허혈성 신경세포 손상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17) 

최근 진단기준의 확립, 예방과 치료의 높은 가능성, 알츠하

이머 치매와의 유관성이 밝혀지면서 점점 연구가 활발해지

고 있다18). 뇌손상 관련 질환은 한의학에서 중풍(中風)의 범

주에 해당되며 원인으로는 내풍선동(內風旋動), 기혈역란

(氣血逆亂), 협담협화(挾痰挾火), 졸연혼도(卒然昏倒), 반신

불수(半身不隨), 수족탄탄(手足癱瘓)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19).

성심산(醒心散, Sungshim-san; SSS)은 심(沈)의 ≪심씨

존생서(沈氏尊生書)≫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20) 이후 조

선시대 의가인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소

개된 처방으로 인삼, 맥문동, 오미자, 원지, 백복신, 생지황, 

석창포 등 7종의 약재로 구성되며 “치심허열(治心虛熱)”이

라 하여 심(心)의 허열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다21). 현재

까지 성심산(醒心散)의 노화 억제와 관련한 연구에서 심장

내 과산화지질 및 유리기의 생성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항노

화 효과가 관찰된 바 있고22), 각 구성 약물의 신경보호 효과

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심허열(心虛熱)은 주로 심혈

허(心血虛) 및 심음허(心陰虛)와 관련되어 건망 등의 뇌졸중 

유사 증상을 동반하나23,24), 현재까지 뇌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신경보호 및 항산화와 관련한 성심산(醒心散)의 연구결

과는 거의 없었다.

이에 저자는 현재 한의학에서 심장보호 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성심산(醒心散)의 허혈성 뇌손상에서 인지 및 운동기

능 회복효과를, 심한 뇌졸중 동물모델인 pMCAO rat를 이

용하여 평가해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실험에서는 성심산(醒心散)을 경구투여하고, 체

중, infarct volume, 신경학적 운동행동 및 인지적 운동행동 

검사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실험결과는 donepezil 10 

mg/kg 투여군15,16)과 각각 비교하였다.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로 limb placing test25) 및 body swing test26)를, 인지

적 운동행동 검사로 water maze test를 이전의 방법27)에 

따라 측정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약재: 성심산(醒心散) 및 Donepezil

본 실험의 약재는 대구한의대학교 방제과학글로벌 연구

센터에서 매입한 것을 관능검사를 통하여 선정된 것을 사용

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성심산(醒心散,Sungshim-san; 

SSS)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선정된 약제 30첩 분량

(787.5 g)을 전기 미세분쇄기(Sungchang Machine Co., 

Sungnam, Korea)로 세말하여, 정제수 10 L로 80oC에서 3

시간 동안 3번 가열 추출한 후, 흡인 여과한 여과액을 ro-

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1110, Tokyo, Japan)

로 감압·농축하여 점조성의 추출물을 얻은 다음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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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Sungshim-san Used in This Study

Herbs Scientific name Korean name Amounts (g)

Ginseng Radix Alba Panax ginseng C.A.Meyer. 인삼 3.75
Liriopes Radix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맥문동 3.75
Schizandrae Fructus Schizandra chinensis(Turcz.) Baill 오미자 3.75
Polygalae Radix Polygala tenuifolia Willd. 원지 3.75
Hoelen cum Pini Radix Pachyma hoelen Rumph 백복신 3.75
Rehmanniae Radix Rehmannia glutinosa var. purpurea Makino 생지황 3.75
Acori Graminei Rhizoma Acorus gramineus Sol. ex Aiton 석창포 3.75
Total 7 types 26.25

All individual herbs were purchases from Jaechunhanbangyakcho (Jacheon, Korea) after confirm the morphology under microscopy.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was prepared and used in this study.

Fig. 1. Chemical Structure of Donepezil Used in This Study. 
Donepezil Hydrochloride (Jeil Pharm., Co., Ltd, Youngin, Korea), 2,3-Dihydro-5,6-
dimethoxy-2-[(1-(phenylmethyl)-4-piperidinyl)methyl]-1H-inden-1-one, was used 
as control drug. 
Chemical formula=C24H29NO3

Molecular weights=379.492 g/mol
Lot no=RDN08627
Confirmed dosages=10 mg/kg (once a day for 28 days)

mable freeze dryer (Operon FDB-5503, Kimpo, Korea)

를 사용하여 동결 건조시켜, 총 132.45 g (수율 약 16.82%)

의 연갈색 물 추출물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물 추출한 

성심산(醒心散) 동결 건조물은 −20oC의 냉장고에 보관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용매인 증류수에 100 mg/ml의 농도

까지 갈색으로 비교적 잘 용해되었다. 일부 성심산(醒心散) 

물 추출 동결건조물은 방제과학글로벌 연구센터의 시료보

관 냉장고에 −20oC 조건하에 보관하였다(Lot No: SSSKu 

2013-01). 또한 백색분말의 donepezil HCl H2O (Fig. 1)은 

Jeil Pharm., Co., Ltd (Youngin, Korea)에서 제공받아 대조

약물로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및 사양관리

120마리의 수컷 Sprague-Dawely Rat (6-wk old upon 

receipt, SLC, Japan)를 10일의 순화과정을 거쳐 실험에 사

용하였으며, 순화과정 및 실험 전 기간 동안 온도(20~ 

25oC), 습도(50~55%) 및 명암주기(12시간 주기)가 일정하

게 유지된 사육실에서 rat용 polycarbonate 사육상자에 5 

마리씩 수용하여 사육하였고, 사료(Samyang, Korea)와 음

수는 자유롭게 공급하였다. pMCAO 수술 24시간 후 생존한 

실험동물 중 신경운동학적 및 인지행동 검사를 통하여, 유

사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대략 반수 정도의 실험동물만 선

정하여, 실험 군당 8마리씩 무작위 배치시켜 실험에 사용하

였다. 또한 8마리의 위수술 동물을 선정하여 위수술 대조군

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수술일 및 최종 부검일

에 각각 18시간 정도 절식을 실시하였으며(음수는 자유롭게 

공급함), picric acid로 개체를 식별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

된 모든 실험동물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취급하였으며, 

사전 승인 하에 실험을 실시하였다[승인번호: DHU2013- 

024].

3. 실험군 분리 및 약물의 투여

실험동물은 군당 8마리씩 Table 2에 기록한 6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즉, 위수술을 실시한 후 멸균 증류수를 투여한 

위수술 대조군(sham control), pMCAO 수술 후 멸균 증류

수를 투여한 pMCAO 대조군(pMCAO control), pMCAO 수

술 후 donepezil 10 mg/kg 투여군(대조약물군; reference), 

pMCAO 수술 후 성심산(Sungshim-san; SSS) 400 mg/kg 

(SSS 400), 200 mg/kg (SSS 200) 및 100 mg/kg (SS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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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esign Used in This Study

Group Operation Group identification Treatment

Effects of SSS on the rat model of pMCAO
Control Sham surgery Sham control Distilled water 5 ml/kg/day, oral gavage
Control pMCAO pMCAO control Distilled water 5 ml/kg/day, oral gavage
Reference pMCAO Donepezil Donepezil 10 mg/kg/day, oral gavage
Active pMCAO The highest dosages SSS 400 mg/kg/day, oral gavage
Active pMCAO The middle dosages SSS 200 mg/kg/day, oral gavage
Active pMCAO The lowest dosages SSS 100 mg/kg/day, oral gavage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Total 40 pMCAO- or 8 sham-operated rats (six groups; 8 rats per group) were selected base on the body weight and sensorimotor functions at 24 hrs after operation and 
were used in this experiment. Three different dosages of SSS or donepezil were directly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and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5 ml/kg, once a 
day for 28 days from 24 hrs after stabilization periods from pMCAO. Sensorimotor function test, limb placing and body swing test were conducted at 1 day before oper-
ation (base line), 1, 3, 7, 14, 21 and 28 days after pMCAO, respectively. Cognitive motor behavior, water maze test was conducted at 14 and 28 days after pMCAO, 
respectively.

투여군의 6군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Table 2). 성심산

(醒心散) 400 mg/kg, 200 mg/kg 및 100 mg/kg은 각각 

80, 40, 20 mg/ml의 농도로, donepezil은 2 mg/ml의 농도

로 멸균 증류수에 용해시켜 동물 체중 kg당 5 ml의 용량으

로 매일 1회씩 28일간 금속제 Sonde (Jeongdo Industry 

Co., Seoul, Korea)가 부착된 5 ml 주사기(syringe)를 이용

하여, pMCAO 수술 24시간 후부터 강제 경구 투여하였다. 

본 실험의 사용한 성심산(醒心散) 400, 200 및 100 mg/kg

은 rat에서 250 mg/kg 투여군에서 명확한 항노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 이전의 보고22)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donepezil 역시 이전의 실험들15,16)의 결과를 바탕으로 rat

에서 확실한 항산화 효과를 통한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0 mg/kg을 투여용량으로 선정하였다. 

4. pMCAO 수술

Severe stroke을 유발하기 위해 이전의 방법28)에 따라 

우측 proximal MCA를 영구적으로 폐쇄하였다. 즉, 70% 

N2O와 28.5% O2가스에 1.5% isoflurane (Hana Pharm. 

Co., Hwasung, Korea)을 혼합한 마취가스로 전신마취를 

시킨 후 수술대에 고정하고, 안와와 외이도 사이에 가로로 

우측 두부 피부를 절개하여 측두근(temporalis muscle)을 

노출시킨 후, 안면신경(facial nerve)과 안와골(zygomatic 

arch)에 손상 없이 절제하여 측두골의 일부를 노출시켰다. 

이후 dental drill (Saeshin, Daegu, Korea)을 이용한 sub-

temporal craniectomy를 통하여, proximal MCA를 노출

시켰다. 다음으로 olfactory tract 근처의 cerebral vein 직

하에서 micro-bipolar coagulator (Harvard Apparatus, 

Holliston MA, USA)를 이용하여 혈관부위를 압박하여 열을 

가해 응고를 유발시켜 proximal MCA를 영구적으로 폐쇄

하였다. 흡입전신마취 후 직장온도계와 열 패드를 이용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그 결과 rat의 전체적인 사

망률은 10% 이하로 관찰되었다. Sham MCAO는 pMCAO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proximal MCA를 노출시킨 다음 

microbipolar coagulation을 실시하지 않고, 창강을 폐쇄

하였다.

5. 체중 측정

모든 실험동물의 체중을 pMCAO 수술 1일전, pMCAO 

수술일(투여 시작일), pMCAO 수술 1, 7, 14, 21, 28 및 최

종 희생일(pMCAO 수술 29일 후)에 각각 측정하였으며, 사

료섭취에 따른 체중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pMCAO 수술

일 및 최종 희생일에 모든 실험동물을 18시간 정도 절식시

켰으며, 실험 시작시의 개체 차이에 의한 체중 변화를 최소

화하기 위해 하기의 공식 [1]을 이용하여 투여 시작일에서 

투여 29일 후까지의 체중 변화량인 증체량(body weight 

gains)을 산출하였다. 

EQUATION [1]. Body Weight Gains(g) during 29 

Days after pMCAO

= (Body weight at the 29 days after pMCAO – body 

weight at the day of pM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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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

pMCAO에 의한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는 체지 배치 검

사(limb placing test)25) 및 body swing 검사26)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는 pMCAO 수술 1일 

전 base line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pMCAO 수술 

24시간 후 일정한 점수를 나타내는 동물만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이후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에 

각각 약물 투여 전 실시하였다.  

1) Limb placing test

평가 시 관찰자가 실험군 및 실험동물의 개체 번호를 알

지 못하도록 하여, 전지(forelimb) 및 후지(hindlimb)에 대

한 위치 이상 여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Forelimb 

placing 검사를 위해 전지가 자유롭도록 실험동물의 몸통을 

잡아 실험대의 모서리 부분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시각, 

코털(vibrissae) 감각, 촉각 및 고유감각 등 4가지 감각에 대

한 배치이상 유무 검사를 실시하였다. Hindlimb placing 검

사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촉각 및 고유감각에 의한 배치 

이상 유무를 검사하였다. 각각의 감각에 대한 척도는 즉각

적으로 정확하게 배치시키면 0점, 한쪽 발만 배치시키면 1

점, 불완전하지만 2초 이상 지연된 이후 배치시키면 2점, 

반응이 없으면 3점을 주어, Forelimb placing 검사는 총점 

0점을 정상으로, 12점을 최대 신경 장애 점수로 하였으며, 

Hindlimb placing 검사는 총점 6점으로 검사를 수행하였

다. 

2) Body swing test

실험동물의 꼬리 시작점에서 2 cm정도 떨어진 부분을 

잡고 실험대에서부터 대략 2 cm정도 떨어지게 들어 올렸을 

때 수직선상에서 머리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10o 이상 움직

인 경우를 body swing으로 간주하였다. 정상 동물에서 좌

우 body swing의 비율이 대략 1:1인 반면에, 오른쪽 pMCAO

를 실시한 경우, 실험동물은 수술한 반대편인 좌측으로만 

body swing을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실험동물 당 총 

30번의 body swing동안 수술부위 반대쪽인 왼쪽으로의 

body swing 횟수에 대한 수술부위인 오른쪽으로 body 

swing의 비율을 각각 산출하였다. 

7. 인지적 운동행동 검사

실험동물의 인지행동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water 

maze test를 이전의 방법27)에 따라 pMCAO 14 및 28일후 

각각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3회의 시도를 통해 wa-

ter maze tank (150×50 cm)내 escape platform (15×30 

cm)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 및 시간을 측정하여, 인지 및 

학습 능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즉, 검사장비는 직경 150 

cm, 높이 50 cm인 원통형의 검은색 수조가 사용되었고, 

직경 15 cm, 높이 30 cm인 원형 탈출대(escape platform)

를 원통형 수조의 한 사분면의 중앙에 위치시켰으며, rat의 

출발은 원형 탈출대가 위치한 사분면의 대각선 끝에서 실시

하였다. 물은 탈출대가 수면으로부터 2 cm 아래에 잠길 정

도로 채우고 물의 온도는 22.0±1.0oC를 유지하였으며, 원

형 탈출대는 수중에서 물과 구분되지 않도록 투명 아크릴을 

사용하였다. 수조 안에서 움직이는 rat의 움직임을 a com-

puter interfaced camera tracking system (Smart junior, 

PanLab, Barcelona, Spain)을 이용하여 기록하였으며, 10

분 간격으로 각 3회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rat가 원형 

탈출대 위로 도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second)과 거리(m)

를 각각 측정하였다. 

8. Infarct volume의 측정

Lee 등29)의 방법에 따라, 최종 희생일에 70% N2O와 

28.5% O2가스에 3% isoflurane을 혼합한 마취가스로 전신 

심마취를 시킨 후, 뇌조직을 적출한 다음 4oC 정도의 phos-

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로 냉각시키고, brain 

stainless steel coronal matrix (Harvard, MA, USA)를 이

용하여 후뇌에서 2~14 mm 부분의 대뇌를 2 mm 두께로 

연속 절편 6개를 준비하고(Fig. 2 and 3), 2% TTC (2, 3, 

5-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 (Sigma, MO, USA)) 용

액으로 37oC에서 30분간 5개의 뇌조직 절편을 염색한 다

음,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NBF)에 overnight 고

정시켰다. 이후 0.5 mm 간격의 grid 위에 놓은 다음 digital 

camera (Fujifilm, Tokyo, Japan)로 영상을 촬영하여, 대뇌

에서 관찰되는 infarct 부위의 면적을 하기의 공식 [2]에 의

해 자동영상분석장치(iSolution FL ver 9.1, IMT i-solution 

Inc., Canada)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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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resentative Brain Gross Inspections, Taken from Sham-operated or pMCAO Rats at 29 Days of Postinjury. Note that marked increases of 
focal defects/infarcts of cerebral cortex were observed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rats in pMCAO control rats. However, dramatic decreases of 
these infarct/defect regions were demonstrated in donepezil 10 mg/kg, SSS 200 and 400 mg/kg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respectively. No meaningful changes on cerebral focal defects/infarct sizes were demonstrated in SSS 100 mg/kg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A) Sham control, (B) pMCAO control, (C) Donepezil 10 mg/kg treated rats, (D) SSS 400 mg/kg treated rats, (E) SSS 200 mg/kg  
treated rats, (F) SSS 100 mg/kg treated rats.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Arrow indicated proximal middle cerebral 
artery. Dot arrows indicated infarct/defect regions. Scale bars=12 mm.

Fig. 3. Representative TTC-stained Brain Sections, Taken from Sham-operated or pMCAO Rats at 29 Days of Postinjury. 
Note that marked increases of focal defects and infarcts of cerebral cortex volumes were observed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rats in pMCAO control rats. However, dramatic decreases of the infarct/defect volumes were demonstrated in done-
pezil 10 mg/kg, SSS 200 and 400 mg/kg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respectively. Unfortunately, 
SSS 100 mg/kg treated rats did not showed any favorable decreases of the infarct/defect volumes at TTC stain as com -
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A) Sham control, (B) pMCAO control, (C) Donepezil 10 mg/kg treated rats, (D) SSS 400  
mg/kg treated rats, (E) SSS 200 mg/kg treated rats, (F) SSS 100 mg/kg treated rats.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TTC: 2, 3, 5-tri-
phenyl tetrazolium chloride. Arrows indicated infarct/defect regions. Scale bars=1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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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n the Body Weight Gains during 29 Days of pMCAO in Rats 

Groups
Body weights at

Weight gains [B-A]
1 day before pMCAO pMCAO [A] Sacrifice [B]

Controls
  Sham 298.88±10.16 279.25±11.26 384.25±14.19 105.00±6.52
  pMCAO 297.50±11.39 278.13±12.92 339.38±14.92* 61.25±8.65§

Donepezil 10 mg/kg 297.63±11.83 277.75±12.20 312.13±9.73*,‡ 34.38±7.65§,∥

SSS treated
  400 mg/kg 298.50±12.12 279.63±11.67 368.63±10.66†,‡ 89.00±2.45§,∥

  200 mg/kg 298.50±12.69 276.88±14.22 357.13±12.31*,‡ 80.25±4.06§,∥

  100 mg/kg 298.13±10.26 275.00±11.21 342.75±13.96* 67.75±6.1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g.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pMCAO means at pMCAO surgery after overnight fasted. Sacrifice means at 29 days after pMCAO after overnight fasted. *p＜0.01 and †p＜0.05 as com -
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 §p＜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MW test. ∥p＜0.01 as com -
pared with pMCAO control by MW test.

EQUATION [2]. Infarct volumes

= infarct region area of five cerebral slices×2 

mm (thicknesses)

9. 통계처리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다중비교검

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분산 동질성은 

Levene test를 실시하여 검증 하였다30). 등분산일 경우에는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한 다음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군 간의 유

의성을 측정하였으며, 비등분산일 경우에는 비모수 검증인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 

Mann-Whitney U (MW) test를 실시하여 군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Release 

14.0K, IBM SPSS Inc., Armonk, NY, USA)31)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

을 인정하였다. pMCAO에 대한 성심산(醒心散)의 뇌보호 

효과, 신경운동학적 및 인지행동 장애 회복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심산(醒心散) 투여군과 pMCAO 대

조군과의 percent change를 하기의 공식 [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pMCAO 수술에 의한 신경운동학적 및 인지

행동 장애의 유발 정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sham 대조

군과 pMCAO 대조군과의 percent change를 하기의 공식 

[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QUATION [3]. Percentage Changes as Compared 

pMCAO Control (%) 

=((Data of SSS administered groups−Data of pMCAO 

control)/Data of pMCAO control)×100

EQUATION [4]. Percentage Changes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 

=((Data of pMCAO control−Data of sham con-

trol)/Data of sham control)×100

III. 결과

1. 체중의 변화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체중의 감소가 pMCAO 7일 후부터 인정되기 시

작하여, 실험기간 동안 증체량의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체중의 증가가 성심산

(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21 및 28 

일 후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여,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

성 있는(p＜0.01) 증체량의 증가를 각각 나타내었다. 반면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

는(p＜0.01 또는 p＜0.05) 체중의 감소가 pMCAO 21일 후

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여, 실험기간 동안 증체량의 유의성 

있는(p＜0.01) 감소를 나타내었고,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는 체

중 및 증체량의 변화는 실험 전 기간 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Table 3, Fig. 4).

pMCAO 후 29일 동안의 증체량은 pMCAO 대조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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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elimb Placing Scores Detected in pMCAO Rats

Groups 
after pMCAO

Controls Donepezil 
10 mg/kg

SSS treated

Sham pMCAO 400 mg/kg 200 mg/kg 100 mg/kg

Day −1 0.63±0.74 0.50±0.76 0.75±0.71 0.63±0.92 0.63±0.92 0.63±0.74
Day 1 1.00±0.76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Day 3 1.38±1.06 9.38±1.19* 9.25±1.28* 9.50±1.20* 9.50±1.41* 9.25±1.04*
Day 7 0.75±0.71 8.13±1.46* 8.00±1.41* 7.88±1.36* 8.00±0.76* 8.25±1.28*
Day 14 0.63±0.74 7.50±1.41* 5.88±0.83*,† 4.63±1.69*,† 6.13±0.64*,‡ 7.38±1.30*
Day 21 0.50±0.53 7.00±1.07* 4.63±0.74*,† 3.75±1.28*,† 4.75±0.89*,† 6.75±1.39*
Day 28 0.50±0.53 6.63±1.06* 4.25±0.71*,† 2.50±0.93*,† 4.38±1.06*,† 6.25±1.39*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scores (Max=12).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
ebral artery occlusion. *p＜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 §p＜0.01 as com -
pared with sham control by MW test.

Fig. 4. Body Weight Changes in pMCAO Rats. Significant decreases of 
body weight were detected from 7 days after pMCAO operation in  
pMCAO control rats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rats (arrow).
Significant increases of body weight were detected from 21 or 28 days 
after pMCAO of SSS 200 and 400 mg/kg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dot arrows), but no significant changes on 
the body weight and gains were demonstrated in SSS 100 mg/kg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On the contrary,
donepezil 10 mg/kg treated rat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of body 
weight from 21 days of administration as compared with pMCAO con-
trol rats (arrowhea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SSS: Lyophilized aqueous ex-
tracts of Sungshim-san (yield: 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
tery occlusion. −1 means, 1 day before pMCAO surgery. 0 means at pMCAO
surgery. All animals were overnight fasted before pMCAO and sacrifice.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s com -
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

sham 대조군에 비해 −41.67%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donepezil, 성심산(醒心散) 400, 200 및 100 mg/kg 투여군

에서 pMCAO 대조군에 비해 각각 −43.88, 45.31, 31.02 

및 10.61%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2. Forelimb placing test

pMCAO수술 24시간 후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 점수가 

동일한 실험동물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pMCAO 대

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forelimb placing test 점수의 증가가 pMCAO 24시간 후부

터 실험 전 기간에 걸쳐 인정되었다. 한편 donepezil 10 

mg/kg,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는 

각각 pMCAO 14일 후부터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forelimb placing test 점수의 

감소가 인정되었으나,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

서는 pMCAO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forelimb plac-

ing test 점수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Table 4).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fore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1,100.00, 581.82, 983.33, 1,100.00, 1,300.00 및 

1,225.00%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fore-

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1.33, −1.54, −21.67, −33.93 및 

−35.85%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4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fore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1.33, −3.08, −38.33, 

−46.43 및 −62.26%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2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fore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1.33, −1.54, −18.33, 

−32.14 및 −33.96%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fore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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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indlimb Placing Scores Detected in pMCAO Rats

Groups 
after pMCAO

Controls Donepezil 
10 mg/kg

SSS treated

Sham pMCAO 400 mg/kg 200 mg/kg 100 mg/kg

Day −1 0.50±0.53 0.50±0.76 0.50±0.53 0.63±0.74 0.63±0.74 0.75±0.71
Day 1 1.00±0.76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Day 3 0.50±0.76 5.25±0.71* 5.13±0.64* 5.00±0.76* 5.13±0.64* 5.13±0.99*
Day 7 0.50±0.76 4.38±1.06* 4.13±0.64* 3.88±0.83* 4.00±0.93* 4.25±1.04*
Day 14 0.38±0.52 3.88±0.83* 2.88±0.64*,§ 2.50±0.93*,‡ 2.75±0.71*,‡ 3.75±1.04*
Day 21 0.25±0.46 3.75±0.71* 2.63±0.52*,‡ 1.63±0.74*,‡ 2.75±0.71*,‡ 3.50±0.76*
Day 28 0.25±0.46 3.50±0.53* 2.25±0.71*,‡ 1.13±0.83†,‡ 2.13±0.64*,‡ 3.25±0.7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scores (Max=6).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
bral artery occlusion.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p＜
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MW test.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1.33, 1.54, −1.67, 

−3.57 및 −5.66%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3. Hindlimb placing test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hindlimb placing test 점수의 증가가 pMCAO 

24시간 후부터 실험 전 기간에 걸쳐 인정되었다. 한편 do-

nepezil 10 mg/kg,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

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각각 유의성 있는(p＜ 

0.01) hindlimb placing test 점수의 감소가 pMCAO 14일 

후부터 인정되었으나, forelimb placing test 에서와 동일하

게,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hindlimb placing test 점수의 변

화는 인정되지 않았다(Table 5).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hind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500.00, 950.00, 775.00, 933.33, 1,400.00 및 

1,300.00%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hin-

d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

일 후 각각 0.00, −2.38, −5.71, −25.81, −30.00 및 

−35.71%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4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hind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4.76, −11.33, −35.48, 

−56.67 및 −67.86%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2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hind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2.38, −8.57, −29.03, 

−26.67 및 −39.29%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hindlimb placing test 점수가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2.38, −2.86, −3.23, 

−6.67 및 −7.14%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4. Body swing test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우측으로의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의 감소가 

pMCAO 24시간 후부터 실험 전 기간에 걸쳐 인정되었나, 

donepezil 10 mg/kg,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는 각각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 

0.01 or p＜0.05) 우측으로의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의 

증가가 pMCAO 14일 후부터 실험 전 기간에 걸쳐 각각 인

정되었다. 한편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limb placing test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pMCAO 대조군

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우측으로의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Table 6 and 7).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이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86.49, −81.03, −78.45, −70.25, −60.66 및 −58.06%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이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6.67, 9.09, 24.00, 47.22, 37.50 및 53.85%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4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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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ody Swing Scores Detected in pMCAO Rats, the Numbers of Body Swings to the Ipsilateral Right Sides

Groups 
after pMCAO

Controls Donepezil 
10 mg/kg

SSS treated

Sham pMCAO 400 mg/kg 200 mg/kg 100 mg/kg

Day −1 15.25±1.28 15.38±1.77 15.13±1.46 15.63±1.41 15.13±1.81 15.50±1.07
Day 1 13.88±1.13 1.88±1.25* 1.75±1.58* 1.75±1.39* 1.88±1.25* 1.75±1.28*
Day 3 14.50±1.20 2.75±1.04* 3.00±1.51* 2.88±1.73* 2.88±1.25* 2.63±1.30*
Day 7 14.50±1.31 3.13±0.64§ 3.88±1.36§ 4.13±1.96§ 3.50±0.93§ 3.38±1.30§

Day 14 15.13±1.55 4.50±1.20* 6.63±1.69*,‡ 7.63±1.92*,† 6.25±1.67*,‡ 4.75±1.49*
Day 21 15.25±1.04 6.00±1.07* 8.25±1.67*,† 10.38±1.41*,† 8.38±0.74*,† 6.38±2.20*
Day 28 15.50±0.93 6.50±1.07* 10.00±1.31*,† 12.25±1.04*,† 9.38±1.06*,† 7.25±2.3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the numbers of body swings to the ipsilateral right sides/total 30 body swings.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p＜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 §p＜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MW test.

Table 7. Body Swing Scores Detected in pMCAO Rats, the Numbers of Body Swings to the Ipsilateral Right Sides

Groups 
after pMCAO

Controls Donepezil 
10 mg/kg

SSS treated

Sham pMCAO 400 mg/kg 200 mg/kg 100 mg/kg

Day −1 50.83±4.27 51.25±5.89 50.42±4.86 52.08±4.69 50.42±6.03 51.67±3.56
Day 1 46.25±3.75 6.25±4.15* 5.83±5.27* 5.83±4.63* 6.25±4.15* 5.83±4.27*
Day 3 48.33±3.98 9.17±3.45* 10.00±5.04* 9.58±5.76* 9.58±4.15* 8.75±4.34*
Day 7 48.33±4.36 10.42±2.14§ 12.92±4.52§ 13.75±6.53§ 11.67±3.09§ 11.25±4.34*
Day 14 50.42±5.18 15.00±3.98* 22.08±5.62*,‡ 25.42±6.41*,† 20.83±5.56*,‡ 15.33±4.96*
Day 21 50.83±3.45 20.00±3.56* 27.50±5.56*,† 34.58±4.69*,† 27.92±2.48*,† 21.25±7.33*
Day 28 51.67±3.09 21.67±3.56* 33.33±4.36*,† 40.83±3.45*,† 31.25±3.54*,† 24.17±7.9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the percentages of body swings to the ipsilateral right sides/total 30 body swings.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p＜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 §p＜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MW test.

군에 비해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이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6.67, 4.55, 32.00, 69.44, 72.92 

및 88.46%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2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이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0.00, 4.55, 12.00, 38.89, 39.58 

및 44.23%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이 pMCAO 1, 3, 7, 

14, 21 및 28일 후 각각 −6.67, −4.55, 8.00, 5.56, 6.25 

및 11.54%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5. Water maze test

Sham 대조군에서는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 이동거리 및 시간이 trial을 반복할 때 마다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

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escape platform까지 움직

인 거리 및 시간의 증가가 pMCAO 14 및 28일 후 각각 

인정되었으며, trial횟수에 따른 이동거리 및 시간의 단축 역

시 현저히 억제되었다. 한편 donepezil 10 mg/kg, 성심산

(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

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escape plat-

form까지의 이동거리 감소가 pMCAO 14일 후 trial 2 및 

trial 3,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서 각각 인정되었

으며, escape platform까지의 이동시간의 유의성 있는(p＜ 

0.01) 감소 역시 pMCAO 14 및 28일 후의 모든 trials에서 

각각 인정되었으나,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

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는 escape platform까지

의 이동거리 및 시간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Table 8 

and 9).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의 이동거리가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0.15, 34.02 및 84.80%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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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gnitive Behavioral Scores Detected in Water Maze Test of pMCAO Rats, the Distance to Reach the Escape Platform

 Groups 
after pMCAO

Controls Donepezil 
10 mg/kg

SSS treated

Sham pMCAO 400 mg/kg 200 mg/kg 100 mg/kg

Day 14
  Trial 1 1,538.13±136.80 1,540.50±158.66 1,545.38±131.63 1,540.88±166.92 1,561.00±139.44 1,539.63±87.73
  Trial 2 1,067.88±131.45 1,431.13±114.16* 1,279.63±40.71*,‡ 1,237.50±98.81*,‡ 1,271.25±89.82*,‡ 1,421.75±84.23*
  Trial 3 695.88±159.57 1,286.00±105.95∥ 1,081.50±97.72∥,¶ 973.88±99.53∥,¶ 1,051.50±75.26∥,¶ 1,259.50±62.41∥

  Mean 1,100.63±124.18 1,419.21±117.40* 1,302.17±59.86*,§ 1,250.75±108.64*,‡ 1,294.58±77.20*,§ 1,406.96±71.11*
Day 28
  Trial 1 1,093.88±137.41 1,412.13±154.36* 1,224.25±67.54†,‡ 1,201.50±98.96‡ 1,230.63±106.40†,‡ 1,381.63±68.17*
  Trial 2 586.50±91.04 1,240.25±170.71* 1,029.63±100.75*,‡ 894.25±119.47*,‡ 1,053.50±119.08*,‡ 1,202.25±65.83*
  Trial 3 348.38±60.70 1,103.38±154.73* 813.88±79.62*,‡ 664.88±152.62*,‡ 827.88±142.84*,‡ 1,036.88±129.77*
  Mean 676.25±82.92 1,251.92±153.69* 1,022.58±68.94*,‡ 920.21±109.79*,‡ 1,037.33±113.23*,‡ 1,206.92±77.8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cm.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 ∥p＜0.01 as com -
pared with sham control by MW test. ¶p＜0.01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MW test.

Table 9. Cognitive Behavioral Scores Detected in Water Maze Test of pMCAO Rats, the Time to Reach the Escape Platform

 Groups 
after pMCAO

Controls Donepezil 
10 mg/kg

SSS treated

Sham pMCAO 400 mg/kg 200 mg/kg 100 mg/kg

Day 14
  Trial 1 123.75±13.57 151.63±19.83* 148.63±14.51* 146.38±18.65* 148.75±15.60* 147.75±11.74*
  Trial 2 90.63±13.63 135.38±15.77* 118.50±9.68*,‡ 113.36±10.04*,‡ 119.75±6.36*,‡ 134.88±9.14*
  Trial 3 65.63±15.85 125.38±15.32* 99.75±9.29*,‡ 83.75±10.90*,‡ 97.00±9.46*,‡ 117.13±9.20*
  Mean 93.33±13.90 137.46±16.45* 122.29±7.46*,§ 114.50±12.09*,‡ 121.83±5.52*,‡ 133.25±9.03*
Day 28
  Trial 1 92.38±15.93 136.13±15.81* 116.88±11.52*,‡ 111.13±6.03*,‡ 118.00±11.90*,‡ 132.25±8.63*
  Trial 2 55.75±10.32 119.13±20.59* 92.50±11.12*,‡ 82.88±12.59*,‡ 93.13±15.08*,‡ 108.50±14.04*
  Trial 3 42.38±10.68 107.13±19.07* 80.75±12.76*,‡ 60.13±13.25†,‡ 80.63±13.06*,‡ 94.38±14.22*
  Mean 63.50±11.95 120.79±17.58* 96.71±8.33*,‡ 84.71±7.96*,‡ 97.25±11.37*,‡ 111.71±11.06*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second.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
tery occlusion.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LSD test.

29.09, 111.47 및 216.72%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거리는 각각 28.95 및 85.13%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의 이동거리가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0.32, −10.09 및 

−15.90%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3.30, −16.98 및 −26.24%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거리는 각각 

−8.25 및 −18.32%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4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

의 이동거리가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0.02, −13.53 및 −24.27%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4.92, −27.90 및 

−39.74%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거리는 각각 −11.87 및 −26.50%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성심산(醒心散) 2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의 이

동거리가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33, 

−11.17 및 −18.23%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2.85, −15.06 및 −24.97%

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거리

는 각각 −8.78 및 −17.14%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330  Sungshim-san-mediated Recovery of Cognition and Motor Function in the Severe Rat Stroke,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odel

Fig. 5. Changes on the Infarct/Defect Volumes in TTC-stained Brain  
Sections, Taken from Sham-operated or pMCAO Rats at 29 Days of 
Postinjury. Note that significant increases of focal defects and infarcts 
of cerebral cortex volumes were observed in pMCAO control rats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rats. However, significant decreases of 
these infarct/defect volumes were demonstrated in donepezil 10 
mg/kg, SSS 200 and 400 mg/kg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respectively. Unfortunately SSS 100 mg/kg treat-
ed rats did not showed any significant decreases of the infarct/defect 
volumes at TTC stain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rats, in this  
experiment.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 rats. Donepezil was administered at 
10 mg/kg levels. SSS: Lyophilized aqueous extracts of Sungshim-san (yield=  
16.82%), pMCA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TTC: 2, 3, 5-tri-
phenyl tetrazolium chloride. *p＜0.01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by MW  
test. †p＜0.01 as compared with pMCAO control by MW test.

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

의 이동거리가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0.06, −0.66 및 −2.06%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2.16, −3.06 및 −6.03%

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거리

는 각각 −0.86 및 −3.59%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pMCAO 대조군에서는 sham 대조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의 이동시간이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22.53, 49.38 및 

91.05%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47.36, 113.68 및 152.80%의 변화를 나타내

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시간은 각각 47.28 및 

90.22%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의 이동시간이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98, −12.47 

및 −20.44%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4.14, −22.35 및 −24.62%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시간은 각각 

−11.03 및 −19.94%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4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

의 이동시간이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3.46, −16.25 및 −33.20%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8.37, −30.43 및 

−43.87%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시간은 각각 −16.70 및 −29.87%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성심산(醒心散) 2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의 이

동시간이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90, 

−11.54 및 −22.63%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13.31, −21.83 및 −24.74%

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시간

은 각각 −11.37 및 −19.49%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

군에 비해 water maze tank내에서 escape platform까지

의 이동시간이 pMCAO 14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2.56, −0.37 및 −6.58%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pMCAO 

28일 후 trial 1, 2 및 3에 각각 −2.85, −8.92 및 −11.90%

의 변화를 나타내어, pMCAO 14 및 28일의 평균 이동 시간

은 각각 −3.06 및 −7.52%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6. Infarct volume

pMCAO 29일 후 최종 부검시, pMCAO 대조군에서는 대

뇌 피질의 국소 탈락(defect)을 특징으로 하는 infarct/de-

fect 소견이 인정되었으며,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

는(p＜0.01) infarct/defect volume의 증가가 TTC 염색에

서 인정되었다. 한편 donepezil 10 mg/kg,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는(p＜0.01) infarct volume의 감소가 각각 인정되

었으나,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과 유사한 infarct/defect volume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Fig. 2, 3, 5).

pMCAO 29일 후 최종 부검시, infarct/defect volume은 

pMCAO 대조군에서 sham 대조군에 비해 1,851.18%의 변

화를 나타내었으며, donepezil, 성심산(醒心散) 4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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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대조군에 비해 각각 

−34.11, −53.21, −33.04 및 −4.79%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IV. 고찰

뇌졸중(stroke)은 뇌에 혈액의 공급이 차단되거나 뇌동맥

이 파열되어 부분적인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

타나는 뇌혈관 질환으로서,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심각

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가장 흔한 질환중 하나이다1,2,32). 이 

중에서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등 혈관성 위험인자의 

조절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알츠하이머병에도 혈관성 위험인자가 관련된 것으로 밝혀

지면서 최근 혈관성 치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13).

허혈성 손상부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경원은 에너지 

장애에 의해 변성이 유발되며, 경색 초기에 뇌 혈류를 개선

하거나 세포에 대한 항산화 작용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

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33). 현재 antiapoptotic 약물, 

국소 영양 인자, glutamate 차단약, sodium-channel 차단

약 및 다양한 항산화제(free radical scavengers)들이 사용

되고 있고34), 특히 항산화제들은 뇌경색 부위에서 신경원 

보호 효과35-37)를 통해 정상인뿐만 아니라, 뇌졸중 후 초래

되는 신경증상의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37-40).

한의학에서 치매는 장경악(張景岳)이 ≪경악전서·잡증모

≫에서 치애증(痴獃證)이라 하여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처

음 언급하였으며41), 현재는 매병(呆病)과 건망에 근거하여 

치매를 치료하며,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담음과 어

혈을 들고 있다18).

성심산(醒心散)은 심(沈)의 ≪심씨존생서≫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20) 이후 조선시대 의가인 허준의 ≪동의보감

≫에 소개된 처방으로21), 구성약물 중 인삼은 대보원기(大

補元氣), 고탈생진(固脫生津), 안신(安神), 맥문동은 자음윤

조(滋陰潤燥), 청폐강화(淸肺降火), 오미자는 렴폐(斂肺), 자

신(滋腎), 생진(生津), 렴한(收汗), 삽정(澁精), 원지는 영심안

신(寧心安神), 거담이규(祛痰利竅), 소산옹종(消散癰腫), 백

복신은 영심안신(寧心安神), 이수(利水), 생지황은 청열양혈

(淸熱凉血), 양음생진(養陰生津), 석창포는 화습개위(化濕開

胃), 개규활담(開竅豁痰), 성신익지(醒神益智)의 효능이 있

다42). 현재까지 성심산(醒心散)의 노화 억제와 관련한 연구

에서 심장내 과산화지질 및 유리기의 생성에 유의하게 작용

하는 항노화 효과가 관찰된 바 있고22), 각 구성 약물의 신경

보호 효과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각 구성약물 중 인삼의 

신경보호효과는 잘 알려져 있는데 뇌내출혈 유발 쥐에서 출

혈부피 억제 및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관찰되었고43), 인삼 

및 주요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매개로 하는 신경세포보호

는 주로 항상성의 유지, 항염증, 항산화, 항세포 사멸 및 면

역자극 활성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맥문동은 

구속 스트레스로 유발된 기억손상 백서 모델에서 공간기억

능력 저하를 향상 및 신경보호효능을 나타내었고45), 오미자는 

schizandrin을 많이 포함한 클로로포름 분획의 항암효과46), 

과산화수소로 유발된 세포사에 대한 신경세포의 보호효과47)

가 관찰되었다. 원지는 Kainic acid에 의한 신경세포손상 

억제효과48) 및 산화질소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 억제효과49)

를 나타내었고, 석창포는 저산소증 백서 모델에서 대뇌피질

세포의 세포자멸 및 ROS 억제와 신경친화성 효과50)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성심산(醒心散)의 구성약물의 일부를 포함하

는 연구에서 원지, 석창포가 신경아세포암 세포사를 억제하

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51), 인삼, 복

신, 생지황, 맥문동, 원지를 포함하고 있는 익기안신탕(益氣

安神湯)은 신경세포의 세포사에 대한 뚜렷한 억제효과를 보

이기도 하였다52).

본 실험에서는 한의학에서 심장보호 작용으로 알려져 있

는 성심산(醒心散)21)의 허혈성 뇌손상에서 인지 및 운동기

능 회복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evere stroke 동물 모델인 

pMCAO rat28,53-56)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즉 성심산(醒心

散) 물 추출물(수율: 16.82%) 400, 200 및 100 mg/kg을 

pMCAO 유발 1일 후부터 매일 28일간 경구투여하고, 체중, 

infarct volume, 신경학적 운동행동 및 인지적 운동행동 검

사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실험결과는 다양한 치매의 증상 

완화 및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donepezil 10 mg/kg 투여

군15,16)과 각각 비교하였다.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로 limb 

placing test25) 및 body swing test26)를 pMCAO 1일전, 

pMCAO 1, 3, 7, 14, 21 및 28 일 후에 각각 측정하였으며, 

인지적 운동행동 검사로 water maze test를 이전의 방법27)

에 따라 pMCAO 14 및 28일 후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성심산(醒心散) 400, 200 및 1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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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rat에서 250 mg/kg 투여군에서 명확한 항노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 이전의 보고22)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donepezil 역시 이전의 실험들15,16)의 결과를 바탕으로 rat

에서 확실한 항산화 효과를 통한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0 mg/kg을 투여용량으로 선정하였다.

사람에게 있어 중대뇌동맥(MCA)은 뇌졸중이 가장 호발

하는 부위로, Tamura 등28)에 의해 처음 개발된 rat MCA 

폐쇄술(MCAO)은 사람의 뇌졸중과 유사한 병리 및 증상을 

나타내어 이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동물 모델로57), 뇌졸중 

치료제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55), rat에서 

MCAO에 대한 기본적인 병리생리학적 연구 역시 많이 수행

되어 결과 판단에 매우 용이하다58,59). 이중 영구적 MCA 폐

쇄술(permanent MCAO, pMCAO)은 뇌수술을 통해 두개

강 내 MCA를 노출 후 이를 영구적으로 폐쇄시킴으로써, 비

교적 넓은 부위에 뇌경색을 유발시키는 심한 뇌졸중 동물 

모델로, 현재 Tamura 등28)의 방법 또는 이를 변형시킨 방법

이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다53,54).

Donepezil (AriceptTM)은 경증의 Alzheimer형 치매의 

신경증상 완화를 위해 개발된 중추성 acetylcholinesterase 

(ACE) 억제제로서10),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치매의 증상완

화 및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소화불량을 

비롯하여 서맥, 오심(nausea), 설사, 식욕부진, 악몽 및 정신

착란 등 여러 부작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사

용이 제한되고 있다14,60). 

본 실험의 결과,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게55,56) pMCAO

에 의해 현저한 체중 감소, 신경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장애가 infarct/defect volume의 증가와 함께 인정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가 성심산(醒心散) 400 및 200 mg/kg 투

여에 의해 용량 의존적으로 현저히 억제되었다. 따라서 200 

mg/kg 이상의 성심산(醒心散)은 뇌경색에 의한 허혈성 뇌

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장애에 매우 유

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심산(醒心

散) 200 mg/kg은 donepezil 1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pMCAO에 의해 초래되는 대뇌 손상, 인지 및 운동기능 장

애에 대한 개선 촉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자체의 독성으로 판단되는 현저한 

체중 감소 역시 관찰되었다. 한편 성심산(醒心散) 1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는 대뇌 손상, 

인지 및 운동기능 장애에 대한 개선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pMCAO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 

및 운동장애가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현저한 체중 저하가 

나타난다61,62).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pMCAO 14일 후부터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체중의 감소가 모든 pMCAO 수술군에서 인정되었으며, 실

험기간 동안 증체량 역시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체중의 증가가 성심산

(醒心散) 400 및 2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21 및 28 

일 후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여,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

성 있는(p＜0.01) 증체량의 증가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성심산(醒心散) 400 및 200 mg/kg이 pMCAO로 

유발된 인지 및 행동장애에 의한 체중 감소를 억제하는 직

접적인 증거로 판단된다. 또한 donepezil 투여군에서는 

donepezil 자체의 독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는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체중의 

감소가 pMCAO 21일 후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여, 실험기간 

동안의 증체량의 유의성 있는(p＜0.01) 감소를 나타내었다.

TTC는 무색의 용액으로 조직내 탈수소효소(dehydro-

genase)와 반응하여 정상조직은 붉은 색으로 관찰되나, 아

직까지 완전히 뇌경색이 초래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연분홍

색으로, 완전한 허혈성 손상 조직에서는 흰색으로 나타나므

로, 비가역적 허혈성 뇌손상의 유무를 관찰하는데 흔히 이

용된다63,64). pMCAO시 비가역성의 심한 허혈성 뇌손상이 

초래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뇌피질의 신경원세포들의 

국소 괴사에 의한 cyst 형성이 초래되어, 결국 대뇌피질 및 

피질하 조직의 국소 탈락(defect) 소견이 관찰된다55). 본 실

험에서도 pMCAO 29일 후 최종부검시 pMCAO 대조군에

서는 대뇌 피질의 국소 탈락(defect)을 특징으로 하는 in-

farct/defect 소견이 인정되었으며, TTC 염색 하에서 sham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infarct/defect vol-

ume의 증가가 인정되었다. 한편 본 실험에 사용한 성심산

(醒心散) 400 및 200 mg/kg 투여군에서는 pMCAO 대조군

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infarct volume의 감소가 각

각 인정되었으며, 성심산(醒心散) 200 mg/kg은 donepezil 

1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정도의 infarct/defect volume 

감소 효과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심산(醒心散)의 

유효한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내 주는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



KS Lee, DK Chung  333

된다. 

뇌졸중 실험모델에서의 대부분 연구는 infarct size의 변

화에만 중점을 두고 후보물질의 약효를 평가해왔으나, 최근 

들어 MCAO 모델에서 infarct size의 현저한 감소를 동반한 

경우에도, 인지 및 행동장애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65,66). 반대로 infarct vol-

um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약물들이 

오히려, 인지 및 행동장애는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는 등66-68), 이들 상관관계를 보정하기 위해 적절한 신경

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검사가 필요하다. 이중 limb plac-

ing test는 대표적인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로 전지 및 후

지의 배치 이상을 등급화 하여, 등급이 높을수록 심한 신경

학적 운동행동 이상을 나타낸다25). 또한 body swing test 

역시 흔히 사용되는데26), 정상동물에서는 좌우측으로의 body 

swing 비율이 유사한 반면, 허혈성 뇌손상이 있는 동물에서

는 손상 부위로의 body swing이 현저히 감소된다55,56). 그

리고 water maze test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지적 운동

행동 검사로26), 인지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escape plat-

form으로의 이동거리 및 시간이 현저히 증가되고, trial을 

반복할 경우에도 거리 및 시간의 감소가 현저히 억제된다55). 

본 실험의 결과, 성심산(醒心散) 400 및 200 mg/kg은 limb 

placing, body swing 및 water maze test에서 pMCAO에 

의해 초래되는 신경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이상 소견을 

현저히 억제하였으며, 특히 성심산(醒心散) 200 mg/kg은 

donepezil 1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정도의 신경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이상 개선 촉진 효과가 인정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200 mg/kg 이상의 성심산(醒心散)이 허혈성 뇌

손상 rat에서 인지 및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직접적인 증

거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인정된 성심산(醒心散)의 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장애 개선 효과는 현재 

항산화 물질들의 허혈성 뇌손상에 대한 신경 보호 효과가 

이미 알려져 있고35-37,69), 성심산(醒心散) 자체의 항산화 효

과22)와 함께 개별 구성 약제 역시 신경 보호 또는 항산화 

효과가 잘 알려져 있어43-50), 항산화를 통한 신경 보호 효과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뇌 혈류 증가에 의해서도 허혈성 

뇌손상에 유효한 효과가 관찰된다는 보고들56,70)로 미루어보

아 다른 작용 기전의 존재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어, 

금후 다양한 방면으로 기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심산(醒心散)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 원

지, 백복신, 생지황 및 석창포 등 7종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21), 금

후 개별 구성 약재에 대한 효능 및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화

학성분의 검색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200 mg/kg 이상의 성심산(醒心散)은 

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장애에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성심산(醒

心散) 200 mg/kg은 donepezil 1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pMCAO에 의해 초래되는 대뇌 손상, 인지 및 운동기능 장

애에 대한 개선 촉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Ⅴ. 결론

pMCAO로 유발된 허혈성 뇌손상 백서에 성심산(醒心散)

을 투여한 후 그 효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21일 및 28일 후에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체

중의 증가가 인정되기 시작하여,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는 증체량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2.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14일 후에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Forelimb 

placing test 점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3.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14일 후에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Hindlimb 

placing test 점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4.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14일 후에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우측으로의 

Body swing 횟수 및 비율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5.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escape platform까지의 이동거

리 감소가 pMCAO 14일 후 trial 2 및 trial 3, pMCAO 28

일 후 모든 trial에서 각각 인정되었으며, 이동시간의 유의성 

있는 감소 역시 pMCAO 14 및 28일 후의 모든 trials에서 

각각 인정되었다.

6. 성심산(醒心散) 200 및 400 mg/kg 투여군에서 pMCAO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Infarct volume의 감소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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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200 mg/kg 이상의 성심산(醒心散)은 허

혈성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및 인지적 운동행동 장애에 

매우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심

산(醒心散) 200 mg/kg은 pMCAO에 의해 초래되는 대뇌 손

상, 인지 및 운동기능 장애에 대해 donepezil 1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개선 촉진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pMCAO 

대조군에 비해 증체량의 증가 또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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