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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 Spray Dry 분말의 Scopolamine 유발 기억력 장애
마우스 모델에서 기억력 개선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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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that curcumin spray powder (CM-SD) alleviated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by suppressing scopolamine-induced ACh levels and upregulating hippocampal ChAT and memory susceptibility genes,
including, BDNF, PI3K, Akt, ERK1/2, CREB, and CaMK IV in C57BL/6 mice.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scopolamine treatment in C57BL/6 mice significantly decreased step-through latency in the passive avoidance task
test, hippocampus ACh contents, ChAT mRNA expression, and the expressions of memory susceptibility genes. In
the present study, scopolamine treatment increased escape latency times in the Morris water maze test, the activity
of hippocampal AChE in C57BL/6 mice, and disrupted the cerebral cortex anti-oxidant defense system. However,
CM-SD, treatment dose-dependently reduced these effects in our scopolamine-induced C57BL/6 mouse model of
amnesia. Our findings indicate CM-SD is a potential medicinal food ingredient that might ameliorate various types
of memory impairment.
Key words: curcumin, neuroprotection, anti-amnestic, anti-oxidant, acetylcholine esterase inhibition

서

론

은 신경전달물질의 소실을 야기하며, 치매의 진행에 있어 결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Becker 등, 1988; Taraschenko

치매(dementia)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학습과 기억력이

등, 2005). 근래 들어 이러한 cholinergic 가설을 기본으로

감퇴하는 질환으로 그중 Alzheimer’s disease(AD)는 나이

신경 연접 부위에서 ACh의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인 ace-

와 연관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가장 흔한

tylcholinesterase(AChE)를 억제하여 치매를 치료하고자

형태로 알려져 있다(Chuong 등, 2014). 이러한 AD는 임상

노력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의 콜린성 연접에서 ACh의 이

적으로 인지능력 장애, 언어능력과 운동 협응능력 그리고

용을 증가시키는 physostigmine, tacrine, donepezil, gal-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며, 신경 병리학적 특징으로는 세포

anthamine, huperzine A 및 rivastigmine 등과 같은 다양

외 amyloid-β peptide로 이루어진 extracellular senile

한 AChE inhibitors가 실제 치매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현

plaques, 세포 내로는 neurofibrillary tangle이 동반된 신

재에도 새로운 효과적인 AChE inhibitor가 계속해서 개발되

경세포들 및 시냅스의 광범위한 손실, 신경 전달물질계의

고 있다(Chuong 등, 2014; Becker 등, 1988). 이 중 ta-

변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뇌 기저부(basal forebrain)에

crine(Cognex

서의 cholinergic cells의 손실은 acetylcholine(ACh)과 같

hydrochloride)은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TM

, 9-amino-1,2,3,4-tetrahydroac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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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선택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AChE 억제성 치매

및 전두엽 대뇌피질에 존재하는 신경원이 SCP에 민감한 것

치료제(Park 등, 2015)로, 대뇌피질 및 해마에서 콜린성 신

으로 알려져 있고(Abe, 1991), SCP는 해마 부위에서 기억

경의 소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Farlow 등, 1992), in-

력과 관련된 유전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tracerebral streptozotocin 유발 마우스 치매 모델에서 매

(BDNF), phosphoinositide 3-kinase(PI3K), protein kin-

우 효과적인 대뇌 항산화 효과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ase B(Akt),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으나(Saxena 등, 2008), 대략 30%의 환자에서 심각한 혈중

(ERK1 및 2),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의 증가, 즉 간 독성이 유발

(CREB),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임상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Wat-

type Ⅳ(CaMK Ⅳ)]의 발현 역시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kins 등, 1994). 따라서 근래에 들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알려져 있다(Chuong 등, 2014; Bartus 등, 1982; Lee 등,

낮은 천연물 유래의 AChE inhibitor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2014; Hu 등, 2019; Win-Shwe 등, 2007).

이 시도되어 왔으며(Oh 등, 2004; Houghton 등, 2006), 다

현재 약용식물, medicinal herb는 신약 개발에 있어 새로

양한 항산화제들 역시 치매에 대해 비교적 효과적인 기억력

운 치료제를 찾기 위한 매우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sanein과

(Devipriya 등, 2007; Kim 등, 2015), 특히 다양한 질병에

Mahtaj, 2015; Palit 등, 2015).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항산화제

중추신경계의 콜린성 신경은 인지기능 조절에 매우 중요

가 풍부하게 존재하며(Noh 등, 2011), 일부 AChE 차단제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콜린성 신경의

역시 천연물의 alkaloid에서 분리, 정제되어 개발되었다

신경전달물질인 ACh는 choline acetyltransferase(ChAT)

(Chuong 등, 2014; Hu 등, 2019; Nam과 Lee, 2014). 강황

에 의해 합성 분비되어(Blusztajn과 Wurtman, 1983) 적절

(Curcuma longa L.)은 인도,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남아시

한 타이밍, 학습, 주의력 및 기억력과 같은 다양한 중추성

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생강

및 말초성 인지기능 조절을 담당한다(Brandon 등, 2004).

과(Zingibe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Kim 등, 2016;

따라서 콜린성 신경원의 손상은 신경 연접에서 ACh의 분비

Song과 Choi, 2016)으로, curcumin의 AD(Kim 등, 2012;

를 감소시켜 학습 및 기억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Guerra-Araiza 등, 2013) 및 다발성 경화증(von Geldern

있다(Mohapel 등, 2005). 또한 이들 ACh의 작용 시간은

과 Mowry, 2012; Feng 등, 2014)과 같은 신경 염증성 질환

ACh의 유리 후 ACh의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인 AChE에

보호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β-carotene, 비타민 E

의존적이므로(Eichenbaum, 1997; Bartus 등, 1982), AChE

및 C보다 더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활성의 억제는 AD를 포함한 다양한 치매, 외상성 뇌 손상,

있으며(Suresh와 Srinivasan, 2007), 랫트에서 curcumin

섬망(delirium) 등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표적으로 이용되

의 장기 투여는 비교적 우수한 뇌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내

고 있으며,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의 치료에도 매우 유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ulkarni 등, 2008), 5-hydroxyin-

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Giacobini, 2004). ChAT는

doleacetic acid, epinephrine, norepinephrine 및 dopa-

ACh의 합성을 담당하므로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콜린성

mine과 같은 monoaminergic system에 속하는 신경전달

신경원의 활성에 AChE와 반대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

물질의 분비 조절을 통해 항우울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로 이용되고 있다(Oda, 1999). 즉, ChAT의 활성은 인지

알려져 있다(He 등, 2016). Curcumin은 염증성 cytokine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고령 인구에서 현저히 감소한

분비, 혈소판 응집, cyclooxygenase, lipoxygenase iso-

다(Zambrzycka 등,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기능 개선

enzymes, protein kinase-C, protein tyrosine kinases,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경원 자체의 변성이 동반되지

calcium-dependent endonuclease 및 apoptosis 조절을

않은 콜린성 신경 기능 이상에 따른 기억력 장애 실험동물

통해서도 다양한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

모델이 필요하며(Lee 등, 2014), scopolamine(SCP) 유발

있다(Bishnoi 등, 2008; Kumar 등, 2020). 특히 SCP 유발

기억력 장애 C57BL/6 마우스 모델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건망증 마우스 모델에서 발효 강황(Eun 등, 2017) 및 cur-

부합되는 실험동물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Lee 등, 2014;

cuminoid(curcumin, bisdemethoxycurcumin 및 deme-

Brouillette 등, 2007; Kim 등, 2018; Hu 등, 2019). SCP는

thoxycurcumin 혼합물)의 항건망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주로 muscarinic acetylcholine receptor M1(M1AChR)

(Ahmed와 Gilani,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및 M2AChR에 작동하는 비선택적 MAChR 길항제로 설치

개선을 위한 천연물 유래 기능성 식품 또는 천연물 신약 소

류과 사람에게 학습 및 단기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재 개발의 일환으로 아리바이오 에서 개발한 신규 수용성

알려져 있다(Molchan 등, 1992; Iversen, 1997). 따라서

강황 제형인 강황 추출물(CM-SD)의 SCP 유발 기억력 장애

SCP 유발 기억 상실(건망증) 설치류 모델은 항건망증 약물

마우스 모델에서 in vivo 기억력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의 스크리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C57BL/6

반수의 실험동물은 수동회피시험 후 해마 부위의 ACh 함량,

마우스가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다(Chuong 등, 2014;

AChE 활성 및 realtime RT-PCR 검사에 사용했으며, 나머

Bartus 등, 1982; Lee 등, 2014; Hu 등, 2019). 현재 해마

지 반수는 수중미로시험 후 대뇌피질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강황 Spray Dry 분말의 기억력 개선 효과 평가

측정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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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L/kg의 용량(10 mg/kg)으로 강제 경구투여하였다. 정
상 SCP 대조군에서는 동일한 투여 및 보정 스트레스를 가하
기 위해 실험물질 대신 멸균 증류수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

재료 및 방법

한 기간에 강제 경구투여하였다(Table 1, Fig. 1).

시험물질
실험에 사용된 강황 추출물(CM-SD; curcumin 40%)은

SCP를 이용한 기억력 장애 유발

(주)아리바이오(Seongnam, Korea)로부터 시험물질로 제

이전의 연구에 따라(Lee 등, 2014; Kim 등, 2018; Hu

공되었다. CM-SD 제조를 위해 (주)사빈사한국지사(Seoul,

등, 2019) SCP hydrobromide를 생리식염수에 0.1 mg/mL

Korea)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강황 추출분말(curcumin

의 농도로 용해시킨 다음 약물 투여 시작 후 7, 14 및 28일에

C3 complex, 95% cucuminoids)을 이용 정제수, 인산, 가

약물 투여 1시간 후 각각 10 mL/kg의 용량(1 mg/kg)으로

티검과 혼합 후 20시간 이상 분산 입도(<1,000 nm) 과정을

26 G needle이 부착된 1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하복

통해 나노화하여 여과 후 덱스트린을 첨가, 최종적으로 분무

부에 복강 주사하여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였다. 정상 매체

건조(spray dryer) 방법을 이용하여 (주)아리바이오에이치

대조군에는 동일한 투여 및 보정 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해

앤비에서 시험물질 ‘강황 추출물’(CM-SD)이 제조되었다.

SCP 용액 대신 동일한 용량의 멸균 생리식염수만 동일한

실험에 사용 전까지 빛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C에

방법으로 동일한 기간에 복강 투여하였다.

서 냉장 보관하였다.

체중 측정
실험동물

체중의 변화는 최초 약물 투여 1일 전과 최초로 tacrine

총 120마리의 6주령 수컷 SPF/VAF Inbred C57BL/

hydrochloride 또는 CM-SD 분말을 투여한 후 1, 6, 13,

6NCrljOri 마우스(OrientBio, Seongnam, Korea)를 7일간

20, 27 및 28일에 자동전자저울(XB320M, Precisa Instru-

실험실 환경에 순응시킨 후 평균 체중 21.57±1.02 g, 20.10

ment, Dietkon, Switzlan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동

~23.60 g(Table 1) 체중을 기준으로 정상 매체 대조군(매

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28일의 실험 기간에 체중 증가

체 경구 및 복강투여 대조군), scopolamine hydrobromide

량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대조군(매체 경구
및 SCP 복강투여 대조군), tacrine 10 mg/kg 경구투여 및

체중 계산식＝28번째 약물 투여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의 몸무게－첫 번째 약물 투여 날의 몸무게

SCP 복강투여 대조 약물군, CM-SD 실험군(각각 20, 40,
80 mg/kg 및 SCP 복강투여 실험군) 총 6군으로 군당 20마

수동회피실험(Passive avoidance task test)

리씩으로 구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마우스는 20~25°C,

수동회피실험은 실험물질의 학습, 기억력 저장 및 활용의

습도 40~45%, 12시간 명암주기가 유지되는 동물실에서 1

3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경학적

주일간 예비 사육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대

행동실험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Chuong 등, 2014; Hu

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DHU

등, 2019; LeDoux, 1993). 수동회피실험을 위해 빛/소음

2021-005)을 받아 수행하였다.

시설과 전기가 들어오는 바닥이 설치된 2개의 분리된 상자
로 구성된 실험 장치(Cat NO. 7550, Coulbourn Instru-

시험물질의 투여

ments, Selangor, Malaysia)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제조한 CM-SD를 10, 20, 40 mg/mL 농도로 멸균 증류수

다. SCP hydrobromide 처리 30분 후 실험을 진행하였으

에 용해시켜 10 mg/kg의 용량(20, 40, 80 mg/kg)으로 금속

며, 각각의 마우스들을 실험 장치 박스의 빛/소음 시설에 넣

제 존대가 부착된 1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매일 1회씩 28일

는다. 15초 후 빛과 소음이 장치에 적용되고 마우스가 인접

간 강제 경구투여하였으며, tacrine hydrochloride(Sigma-

한 바닥의 박스를 탈출할 때까지 지속한다. 마우스가 인접한

Aldrich) 1 mg/mL 농도로 멸균 증류수에 용해시킨 다음

바닥의 박스로 탈출하면 두 구획 사이의 문이 닫히게 되고

Table 1. In vivo experimental test groups used in this study
Group

Inducer

Control

Saline (vehicle)
SCP 1 mg/kg
SCP 1 mg/kg
SCP 1 mg/kg
SCP 1 mg/kg
SCP 1 mg/kg

Control drug
Active

Dose (mg/kg/d)
10
10
10
80
40
20

mL/kg
mL/kg
mg/kg
mg/kg
mg/kg
mg/kg

SCP: scopolamine, CM-SD: curcumin spray dry powder.

Treatment drug

Animal No.

Vehicle (distilled water)
Vehicle
Tacrine
CM-SD, the highest dosage
CM-SD, the middle dosage
CM-SD, the lowest dosage

M01∼M20
M21∼M40
M41∼M60
M61∼M80
M81∼M100
M101∼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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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 vivo experimental designs used in this study. Male C57BL/6NCrljOri mice were selected as six groups (20 mice in
each groups, total 120 mice). Curcumin spray powder was orally administered to mice whose memory was impaired by scopolamine
intraperitoneal treatment (1 mg/kg) once a day at concentrations of 20, 40, and 80 mg/kg for 28 days. In addition, tacrine was
also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as 1 mg/mL concentrations and also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as equivalence
to 10 mg/kg, once a day for 28 days.
전기자극(3.0 mA, 3 s)이 바닥에 가해진다. 위와 동일한 조

폼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으며, 최대 제한

건으로 훈련검사(training test) 시행 후 24시간 후에 기억

시간을 300초로 한정하여 기록하였다. 이 실험은 초기 시험

력 검사(retention test)를 시행하였다. 박스 간의 이동 시간

물질 투여 29일째 SCP hydrobromide 처리 24시간 후에

은 체류잠복기(step-through latency time)로 기록되었고,

진행하였다. 또한 수동회피실험의 동물과는 분리하여 진행

300초를 최대 상한선으로 제한하여 시행하였다.

하였다.

모리스 수중미로실험(Morris water-maze test)

ACh 및 AChE 활성 측정

수중미로실험 역시 인지기능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수동회피실험을 완료한 마우스를 설치류 인공호흡기(Mo-

흔히 이용되는 행동학적 검사 중 하나로(Morris, 1984), 실

del 687, Harvard Apparatus, Cambridge, MA, USA)를

험동물의 인지 장애 시 물이 채워진 수조에서 탈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흡입마취 후 뇌 조직을 적출하였다. 해마 부위를

찾아가는 탈출잠복기(escape latency time)가 현저히 증가

분리하고 분석이 끝날 때까지 -150°C(Ultradeep Freezer,

하는 점에 착안하여 기억력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행동학적

MDF-1156, Sanyo, Tokyo, Japan)로 냉동하였다. 분리된

평가이며, 특히 반복적인 시도에서 인지 장애를 나타내는

해마의 무게를 측정한 후 차가운 0.01 M HCl(pH 7.4)에

실험동물의 탈출잠복기는 더욱 증가하므로 장기 기억력 평

bead beater(TacoTMPre, GeneReserch Biotechnology

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Roof 등, 2001). 모리스 수중미로

Corp., Taichung, Taiwan)와 Ultrasonic cell disruptor

실험은 모리스의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고, Hung 등(2008)

(KS-750, Madell Technology Corp., Ontario, CA, USA)

의 방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 실험은 원형 수조(지름 100

를 이용하여 균질화했으며, 12,000×g로 15분간 원심분리

cm, 높이 37 cm)에 수심 27 cm, 온도 22°C의 물을 채워

하였다. ACh 함량과 AChE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Am-

진행하였다. 탈출 플랫폼(지름 10 cm)은 수조의 사분면 중

plex Red ACh/AChE assay kit(Cat No. A12217, Invitro-

하나의 수면 아래 침수시켜 설치하였다. SCP hydrobro-

gen, Grand Island, NY, USA)을 사용하였다. Working

mide 처리 30분 후 training test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마

solution으로 2 U/mL horseradish peroxidase와 0.2 U/mL

우스를 물에 빠뜨려서 탈출 플랫폼으로 탈출하는 것을 관찰

choline oxidase를 함유한 400 μM AmplexRed를 사용하

하였으며, 전체 과정은 비디오 추적시스템(Smart Junior,

였다. CM-SD가 조직에서 ACh 함량 및 AChE 활성에 미치

PanLab, Barcelona, Spain)으로 관찰하였다. 마우스가 탈

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100 U/mL의 AChE와 100 μM의

출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을 때 10초 동안 플랫폼 위

ACh를 각각 첨가하였다. 반응은 100 μL의 working sol-

에 머물도록 한다. 그러나 마우스가 150초 내로 플랫폼에

ution이 microplate wells의 샘플에 가해졌을 때 시작되었

도달하지 못하면 플랫폼 위로 옮겨져서 10초 동안 머물게

다. 각각의 샘플에서 방출된 형광 발광은 VersaMax ELISA

한다. Retention test는 training test 시행 24시간 후에 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마우스가 물에서 탈출 플랫

USA)를 사용하여 측정했으며, 560 nm의 여기파장(exci-

강황 Spray Dry 분말의 기억력 개선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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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ion wavelength)과 590 nm의 발광파장(emission wave-

verse Transcription Kit(Applied Biosystem, Foster

length)이 사용되었다. 배경의 형광 발광은 negative con-

City, CA, USA)을 이용하여 역전사하였다. ABI Step One

trol에서 축출한 값을 빼서 제외하였다.

Plus Sequence Detection System(Applied Biosystem)을
이용하여 정상 대조군에 대한 발현 수준을 계산하고 분석을

RT-PCR을 이용한 ChAT 및 기억 관련 유전자 mRNA 발현

진행하였다. PCR 증폭은 94°C에서 10분, 94°C에서 15초

ChAT는 ACh의 합성을 담당하므로 중추 및 말초 신경계

간 35 cycle, 57°C에서 20초, 72°C에서 30초로 시행하였

의 콜린성 신경원의 활성에 AChE와 반대의 측면에서 매우

다. ChAT의 발현 수치는 β-actin RNA를 내부 대조군으로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Oda, 1999). 즉, ChAT의 활

사용하여 정상군과 비교한 수치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성은 인지 장애와 직접 연관되어 고령 인구에서 현저히 감소

(Schmittgen과 Livak, 2008). PCR oligonucleotide pri-

한다(Zambrzycka 등, 2002). BDNF는 기억의 저장 및 활용

mer는 Table 2와 같이 나열하였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대

에 직접 관련된 영양 인자(neurotrophic factor)로 학습 및

조군으로 정상 대조군의 대동맥 조직을 사용하였고, 2-ΔΔ

기억력에 관여하는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Ct 방법을 사용하여 ChAT, BDNF, PI3K, Akt, ERK1 및

PI3K/Akt 및 ER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2, CREB, CaMK IV의 상대적 발현을 계산하였다(Livak과

(MAPK) 경로를 포함한 하위 신호전달 체계의 자극은 해마

Schmittgen, 2001).

부위의 기억력 관련 유전자 CaMK IV와 CREB의 발현을 증
가시켜 인지기능을 증가시킨다(Lin 등, 2014; Wu 등, 2008;

대뇌피질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

Callaghan과 Kelly, 2012; Kim 등, 2018; Brouillette 등,

자유라디칼은 외인성 물질의 자극 또는 세포 대사의 결과

2007; Wattanathorn 등, 2011). SCP는 BDNF, PI3K, Akt,

생산되는 독성물질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

ERK1 및 2, CREB, CaMK IV 등의 기억력 관련 유전자들의

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Wattanathorn 등, 2011),

발현을 해마 부위에서 현저히 억제하여 기억력 장애를 초래

뇌에서 이들 자유라디칼은 다양한 분자들과 반응하여 신경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ong 등, 2014; Bartus 등,

변성과 기억력 장애를 초래한다(Rao, 2009). 현재 AD의 인

1982; Lee 등, 2014; Hu 등, 2019).

지기능 장애 약시 산화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한 병인으로 부

RNA는 수동회피실험 종료 후 마우스로부터 취한 해마 조

각되고 있다(Ghumatkar 등, 2015). 즉, AD 환자에서 내인

직에서 Trizol 시약(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

성 항산화제, glutathione(GSH), catalase(CAT) 및 super-

TM

실시

oxidedismutase(SOD)의 감소에 따른 지질과산화, malo-

간 시스템(Bio-Rad, Hercules, CA, USA)으로 측정하였으

nidialdehyde(MDA)의 증가는 신경세포 내 당화를 더욱 증

며, 오염된 DNA를 제거하기 위해 시료들은 재조합형 DNase

가시키고,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s) 내 per-

I(DNA-free; Ambion, Austin, TX, USA)으로 처리하였다.

oxynitrite 및 hemeoxygenase-1과 같은 물질의 축적을 일

RNA는 매뉴얼에 따라 reagent High-Capacity cDNA Re-

으켜 최종적으로 노인반(senile plaques)을 형성하는 것으

용하여 추출하였다. RNA의 농도 및 품질은 CFX96

Table 2. Oligonucleotides for realtime RT-PCR used in this study
Target

5’－3’
Sense
Antisense

Sequence
CTTGGATGGTCCAGGCAC
GTCATACCAACGATTCGCTCC

BDNF

Sense
Antisense

GACAAGGCAACTTGGCCTAC
CTGTCACACACGCTCAGCTC

NM_007540

PI3K

Sense
Antisense

TCCAAATACCAGCAGGATCA
ATGCTTCGATAGCCGTTCTT

NM_001024955

Akt

Sense
Antisense

TACTCATTCCAGACCCACGA
GAGGTTCTCCAGCTTCAGGT

NM_009652

ERK1

Sense
Antisense

TGGCTTTCTGACGGAGTATG
GGTCCAGGTAGTGCTTGC

NM_011952

ERK2

Sense
Antisense

CCTCAAGCCTTCCAACCTC
GCCCACAGACCAAATATCAATG

NM_011949

CREB

Sense
Antisense

TACCCAGGGAGGAGCAATAC
GAGGCAGCTTGAACAACAAC

NM_009952

CaMK IV

Sense
Antisense

AAATCAGCCTGGTCCTTGAG
GAAGCATTTGCGGTGCACGATG

NM_009793

β-Actin

Sense
Antisense

GCTGAGAGGGAAATCGTGCGT
TCTGGTTTGAGGTCACGATG

NM_007393

ChAT

NCBI accession number
NM_00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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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Ghumatkar 등, 2015; Kumar 등, 2012).

분당 1 nM의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양으

특히 뇌 조직은 에너지 요구량이 매우 높은 조직으로 산화스

로 정의되었다. SOD 활성도 측정은 이전의 방법(Sun 등,

트레스에 더욱 민감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지질과산화, 반응

1988)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SOD 추정치는 nitrotetrazo-

성 산소류(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형성, 철 이

lium blue와 반응하여 formazan 염료를 형성하는 xanthine

온의 이화, 항산화제의 고갈이 더욱 쉽게 발생하고(Nuno-

과 xanthine oxidase에서 생성되는 superoxide radicals의

mura 등, 2001), 학습 및 기억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성에 기초하였다. SOD 활성은 이 과정을 방해하는 정도에

대뇌 기저핵 및 편도핵이 특히 산화스트레스에 민감한 것으

따라 560 nm에서 측정되는데 U/mg으로 단백질량을 표현

로 알려져 있다(Mattson 등, 1999). 따라서 산화스트레스

하였다. SOD 효소 활성도의 단위는 초기 nitroblue tetra-

및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불균형은 다양한 신경 변성 질환의

zolium 흡광도를 1분당 50% 감소시키는 효소의 양과 같다.

직접적인 병인으로 작용한다(Ghumatkar 등, 2015). 이 중
미토콘드리아의 장애는 다양한 ROS를 유리하여 노화 및 신

통계분석

경병성 질환을 발생시키며, 특히 AD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다른 용량

서 지적장애, 기억력 감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그룹에 대해서는 다중 비교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분산의

(Swerdlow, 2011). 또한, SCP 역시 심각한 항산화 방어

동질성은 Levene test를 이용해 이루어졌다(Levene, 1981).

시스템의 장애를 초래하여 지질과산화의 증가를 일으키고

Levene test에서 분산의 동질성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

AD와 유사한 병증을 야기한다(Hu 등, 2019; Nam과 Lee,

으면, 데이터는 그룹 간의 유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ANOVA

2014; Ghumatkar 등, 2015; Lee 등, 2015). 지질과산화에

test 후 Tukey’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로 검증하

의해 형성되는 다양한 독성물질은 주변 조직의 파괴를 수반

였다. Levene test에서 분산의 동질성에 유의한 편향이 있

하고(Comporti, 1985; Mansoorali 등, 2012), 산화스트레

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모수 검증법인 Kruskal-Wallis H

스는 뇌 손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test를 시행하였다. Kruskal-Wallis H test를 사용하여 유

왔다(Rao, 2009; Zhan과 Yang, 2006). GSH는 대표적인

의성이 관찰되면 Mann-Whitney test로 그룹 간의 유의성

내인성 항산화제로 낮은 농도에서도 과도한 ROS을 제거한

을 관찰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Re-

다(Odabasoglu 등, 2006). 또한 SOD는 대표적인 내인성

lease 14.0K, IBM SPSS Inc., Armonk, NY, USA)를 이용

항산화 효소로 뇌 조직에서도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근간을

하여 평가하였다(Ludbrook, 1997).

이루는 중요한 효소(Hu 등, 2019; Zhan과 Yang, 2006; Hu
등, 2012)이며, CAT 역시 과산화물인 H2O2를 무해한 H2O

결과 및 고찰

로 분해하는 대표적인 내인성 항산화제의 일종이다(Cheeseman과 Slater, 1993).

체중의 변화

모리스 수중미로실험이 끝난 28일째 마우스들은 흡입마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체중 및 28일간의 투여 기간에

취 후 희생되었다. 피질을 제거하고 MDA 및 GSH 함량,

증체량의 변화는 모든 SCP 처리군에서 유의하거나 의미 있

CAT 및 SOD 효소 활성도를 각각 측정하여 대뇌 항산화

는 변화는 없었다. SCP 대조군에 비해 체중 및 증체량의

방어 시스템을 관찰하였다. 분리된 대뇌피질의 무게를 측정

변화 역시 모든 실험물질인 tacrine 10 mg/kg, CM-SD 20,

한 후, 0.1 M MEDTA(pH 7.4), 10 mM sucrose, 10 mM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 실험 전 기간에 걸쳐 유의하거

Tris-HCl이 들어간 완충용액으로 균질화하였으며, 12,000

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Table 3, Fig. 2).

×g로 1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대뇌 지질과산화 농도는

투여 기간의 증체량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

UV/VIS 분광광도계(OPTIZEN POP, Mecasys, Daejeon,

군에 비해 -0.93%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tacrine 10 mg/kg,

Korea)를 이용하여 nM of MDA/g으로 흡광도 525 nm에서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thiobarbituric acid tes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Jamall과

비해 각각 -5.53, 2.00, 3.53 및 4.71%의 변화를 나타내었

Smith, 1985). 총단백질량은 bovine serum albumin(Invi-

다. 따라서 적어도 본 시험의 조건으로 SCP 및 tacrine 10

troge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이전 방법(Lowry 등, 1951)

mg/kg, CM-SD 20, 40 또는 80 mg/kg 28일 반복 경구투여

에 따라 측정하였다. GSH 함량 측정을 위해 준비된 sample

는 C57BL/6 마우스의 체중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을 25% trichloroacetic acid 0.1 mL(Merk, San Francis-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o, CA, USA)와 혼합한 후 40분 동안 4°C의 온도에서
4,200 rpm으로 원심분리하였다. GSH 함량은 2-nitroben-

수동회피실험 결과

zoic acid(Sigma-Aldrich)를 사용하여 nM/mg 단백질량으

SCP 대조군에서는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로 흡광도 412 nm에서 측정하였다(Sedlak과 Lindsay,

(P<0.01) 밝은 방에서의 체류시간 즉, 체류잠복기의 감소가

1968). 과산화수소의 분해는 CAT의 처리하에 240 nm에서

인정되었으나, tacrine 10 mg/kg을 포함한 모든 실험물질

측정하였다(Aebi, 1974). CAT 활성은 25°C 및 pH 7.8에서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보다 체류잠복기의 현저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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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n body weight gains in intact or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Body weights (g) after initial test substance treatment
1 day before
0 day1) [A]
28 days [B]

Groups
Intact vehicle control
SCP control
Tacrine
CM-SD 20 mg/kg
CM-SD 40 mg/kg
CM-SD 80 mg/kg

21.58±1.03
21.57±1.04
21.56±0.98
21.55±0.94
21.58±1.17
21.56±1.11

19.54±0.99
19.53±1.12
19.49±1.10
19.49±1.00
19.60±1.21
19.47±1.18

Body weight gains
[B－A]

23.83±1.19
23.78±1.16
23.50±1.42
23.94±0.93
24.00±1.37
23.80±1.19

4.29±0.52
4.25±0.56
4.02±0.71
4.45±0.51
4.40±0.35
4.34±0.3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20 mice.
Tacrine was administrated at a dose level of 10 mg/kg.
Day 0 means the day of initial test article administration.
SCP: scopolamine, CM-SD: curcumin spray dry powder.
1)
All animals were overnight fasted.

Body weights (g) .

26
24

Step-thriugh latency time (sec) .

Intact vehicle control mice
SCP control mice
Tacrine 10 mg/kg treated mice
CM-SD 80 mg/kg treated mice
CM-SD 40 mg/kg treated mice
CM-SD 20 mg/kg treated mice

22
20
18

250
200

bc

ac

ac

150
100

a
a

50
0

16
-5

0

5

10

15

20

25

30

Days after initial test substance administration

Fig. 2. Body weight changes in intact or scopolamine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No significant or meaningful
changes on the body weight and gains during 28 days of experimental periods were detected in all SCP treated mice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mice, and also no noticeable
changes on the body weight gains were detected in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curcumin spray dry powder (CM-SD) 20, 40,
and 80 mg/kg treated mice as compared to those of SCP control
mice, and also in tacrine 10 mg/kg treated mice respectivel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10 mice. Day 0 means
the day of initial test article administration. SCP was intraperitoneally treated at 1 h after the 7, 14, and 28th test substance
administration. All animals were overnight fasted before initial
test substance administrations.

Intact

SCP

Controls

Tacrine

20

40

80

CM-SD treated as (mg/kg)

Fig. 3. Changes on the step-through latency times of passive
avoidance task test in intact or scopolamine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Significant decreases of the step-through
latency times were detected in SCP control mice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mice. However, dramatic increases
of step-through latency times were detected in all test material
administered mice including tacrine 10 mg/kg, as compared to
those of SCP control mice, respectively. Especially,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curcumin spray dry powder (CM-SD) showed
dose-dependent favorable effects on the passive avoidance task
test as comparable to those of tacrine 10 mg/kg at an oral dose
level of 40 mg/kg, in this behavior test. Values are expressed
a
b
as mean±SD of 10 mice.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by Mann-Whitney (MW) test. cP<0.01 as
compared with SCP control by MW test.

가 각각 인정되었고, 특히 세 용량의 모든 CM-SD 투여군에
서는 명확한 투여 용량 의존적인 체류잠복기의 증가가 인정

등(2015)의 연구와 강황과 강황의 주요 성분인 curcumin과

되었으며, CM-SD 40 mg/kg 투여군에서는 tacrine 10 mg/

curcuminoid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낸 연구(Eun 등,

kg과 비교할만한 SCP 유발 체류잠복기 감소 억제 효과를

2017; Ahmed와 Gilani, 2009)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

나타내었다(Fig. 3). 체류잠복기는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로 보아,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본 실험의 조건으로 SCP

매체 대조군에 비해 -73.87%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

유발 기억력 장애 C57BL/6 마우스 모델에 대해 CM-SD

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

40 mg/kg의 투여 용량에서 tacrine 10 mg/kg과 비교할만

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179.23, 39.52, 179.44 및

한 정도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 중 하

226.01%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나로 판단된다.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 beta) 1-42를 처리한 쥐의 뇌
손상을 일으킨 상태에서 강황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수동회
피실험과 수중미로실험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는 Lee

수중미로실험 결과
CM-SD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동회피

758

김대원 ․ 정재준 ․ 신창호 ․ 천윤석 ․ 김종규 ․ 윤남규 ․ 이한주 ․ 구세광 ․ 서보승

실험과 별도로 준비된 실험동물에서 수중미로실험을 수행

해마 조직 내 ACh 함량 및 AChE 활성의 변화

한 결과, SCP 대조군에서는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유의

SCP 대조군에서는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해마 조직 내

성 있는(P<0.01) 탈출 플랫폼을 찾아가는 탈출잠복기의 증

유의성 있는(P<0.01) ACh 함량의 감소와 AChE 활성의 증

가가 있었으나, CM-SD 80 mg/kg을 포함한 모든 실험물질

가가 각각 있었으나, CM-SD 40 mg/kg을 포함한 모든 실험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P<0.01) 탈

물질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해마 조직 내 유의성

출잠복기의 감소가 각각 있었고, 특히 세 용량의 모든 CM-

있는(P<0.01) ACh 함량의 증가와 AChE 활성의 감소가 각

SD 투여군에서는 명확한 용량 의존적인 탈출잠복기의 감소

각 있었고 특히 세 용량의 모든 CM-SD 투여군에서는 명확

효과가 있었으며, CM-SD 40 mg/kg 투여군에서는 tacrine

한 투여 용량 의존적인 해마 조직 내 ACh 함량 증가와 AChE

10 mg/kg과 비교할만한 SCP 유발 탈출잠복기 증가 억제

활성 감소가 있었으며, CM-SD 40 mg/kg 투여군에서는 ta-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4). 탈출잠복기는 SCP 대조군의 경

crine 10 mg/kg과 비교할만한 SCP 유발 해마 조직 내 ACh

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241.98%의 변화를 나타내었으

함량 감소 및 AChE 활성 증가 억제 효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나, ta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

(Fig. 5, 6).

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50.90, -29.89, -50.25
및 -58.99%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마 조직 내 ACh 함량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71.72%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아밀로이드 베타 1-42를 처리한 쥐의 뇌 손상을 일으킨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상태에서 강황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수동회피실험과 수중

대조군에 비해 각각 125.18, 83.81, 121.94 및 174.10%의

미로실험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는 Zhang 등(2015)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마 조직 내 AChE 활성은 SCP 대조군

연구와 강황과 강황의 주요 성분인 curcumin과 curcumi-

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158.47%의 변화를 나타내

noid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낸 연구(Eun 등, 2017;

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Ahmed와 Gilani, 2009)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42.56, -31.54,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본 실험의 조건으로 SCP 유발 기억력

-41.77 및 -53.18%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AChE 억제제는

장애 C57BL/6 마우스 모델에 대해 CM-SD 40 mg/kg의 투

대부분 알칼로이드류에 속하는 천연물에서 유래되는데

여 용량에서 tacrine 10 mg/kg과 비교할만한 정도의 기억

(Chuong 등, 2014; Nam과 Lee, 2014), 계속해서 부작용이

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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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n the escape latency times of morris water
maze test in intact or scopolamine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Significant increases of the escape latency times
were detected in SCP control mice as compared to those of intact
vehicle control mice. However, significant decreases of escape
latency times were detected in all test substance administered
mice including curcumin spray dry powder (CM-SD) 80 mg/kg
as compared to those of SCP control mice, respectively. Especially,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CM-SD showed dose-dependent favorable effects on the Morris water maze test as comparable to those of tacrine 10 mg/kg at an oral dose level of
40 mg/kg, in the current behavior test. Values are expressed as
a
mean±SD of 10 mice.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by Tukey’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THSD) test.
b
P<0.01 as compared with SCP control by T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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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n the hippocampus acetylcholine (ACh) contents in intact or scopolamine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In SCP control mice, significant decreases of hippocampus ACh contents were observed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mice, however, significant increases of the hippocampus ACh contents were detected in all test substance administered mice including curcumin spray dry powder (CM-SD)
40 mg/kg as compared to those of SCP control mice, respectively.
Especially,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CM-SD showed dosedependent favorable inhibitory effects on the SCP-induced hippocampal ACh content decreases as comparable to those of tacrine 10 mg/kg at an oral dose level of 40 mg/kg, in the present
measurement.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10 mice.
a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by Tukey’s
b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THSD) test. P<0.01 as compared
with SCP control by T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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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 조직 내 ChAT 및 기억력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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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3K, Akt, ERK1 및 2, CREB, CaMK IV mRNA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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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n the hippocampus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ies in intact or scopolamine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In SCP control mice, significant increases of
AChE activities were observed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mice, however, significant decreases of AChE activities
were detected in all test substance administered mice including
curcumin spray dry powder (CM-SD) 40 mg/kg as compared to
those of SCP control mice, respectively. Especially,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CM-SD showed dose-dependent favorable
inhibitory effects on the SCP-induced hippocampal AChE activity increases as comparable to those of tacrine 10 mg/kg at an
oral dose level of 40 mg/kg, in the current measurement. Values
a
are expressed as mean±SD of 10 mice.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by Mann-Whitney (MW) test. bP<0.01
as compared with SCP control by MW test.

의존적인 증가가 있었으며, CM-SD 40 mg/kg 투여군에서
는 항상 일관성 있게 tacrine 10 mg/kg과 비교할만한 SCP
유발 해마 조직 내 ChAT, BDNF, PI3K, Akt, ERK1 및 2,
CREB, CaMK IV mRNA 발현 감소 억제 효과를 각각 나타
내었다(Fig. 7).
해마 조직 내 ChAT mRNA 발현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64.33%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
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67.13, 39.33, 65.73 및
100.28%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마 조직 내 BDNF mRNA
발현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68.86
%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90.38, 42.95, 86.22 및 116.67%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

적은 천연 AChE 억제제를 찾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마 조직 내 PI3K mRNA 발현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뇌 조직 내 콜린계의 활성 감소는 기억력 저하의 중요한

매체 대조군에 비해 -71.27%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

원인 중의 하나로, 뇌 조직 신경세포에서 choline과 acetyl

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

CoA는 ChAT에 의해 ACh로 합성이 된다(Blusztajn과 Wurt-

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63.76, 37.98, 71.78 및 114.29

man, 1983). Ach는 중추와 말초에서 타이밍, 주의력, 학습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마 조직 내 Akt mRNA 발현은

력, 기억력을 포함한 복합적인 인지과정에 관여한다(Bran-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68.28%의

don 등, 2004). 따라서 시냅스 간극으로 분출되어 ACh가 감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40

소하는 콜린성 신경은 학습과 기억장애를 야기한다(Moha-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83.91,

pel 등, 2005).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기능 장애가

36.91, 80.76 및 117.35%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뇌의 해마 및 대뇌피질에

해마 조직 내 ERK1 mRNA 발현은 SCP 대조군의 경우

서 ACh의 감소이다. ACh는 AChE에 의해 acetate와 chol-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72.58%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ine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된 AChE의 작용으로

ta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

ACh의 양이 감소하면 기억력 저하가 일어난다(Choi 등,

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89.09, 54.55, 85.09 및

2004). ChAT는 중추와 말초 신경계에서 콜린성 뉴런 기능

125.82%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마 조직 내 ERK2 mRNA

의 가장 중요한 특이 지표이다(Oda, 1999). ChAT의 활동은

발현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77.08

노화된 뇌에서 강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감퇴와 비활동성의

%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정도는 인지기능 손상의 심각도와 관련된다(Zambrzycka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등, 2002).

127.71, 55.41, 126.41 및 181.39%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CM-SD가 SCP에 의해 유도된 기억력손상

해마 조직 내 CREB mRNA 발현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C57BL/6 마우스에서 ChAT mRNA, ACh와 AChE 활성도

매체 대조군에 비해 -67.86%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

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40 mg/kg 이상에서

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

는 tacrine 10 mg/kg 경구 투여군보다 증가 효과를 보이는

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66.77, 36.65, 63.04 및 101.55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마의 ACh 함량, ChAT mRNA의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마 조직 내 CaMK IV mRNA 발

감소, AChE 활성도의 상승과 관련이 있었다.

현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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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on the hippocampal ChAT and novel memory susceptibility gene mRNA expressions in intact or scopolamine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realtime RT-PCR analysis. Significant and dose-dependent increase of the hippocampus
(A) ChAT, (B) BDNF, (C) PI3K, (D) Akt, (E) ERK1, (F) ERK2, (G) CREB, (H) CaMK mRNA expressions were demonstrated
in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curcumin spray dry powder (CM-SD) treated mice as compared with SCP control mice, respectively.
a
Tacrine was administrated at a dose level of 10 mg/kg.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mice. P<0.01 as compared with
d
b
c
intact vehicle control by THSD test.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by MW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e
with SCP control by THSD test. P<0.01 as compared with SCP control by MW test. ChAT, choline acetyltransferase;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PI3K, phosphoinositide 3-kinase; Akt, protein kinase B;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CREB,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aMK,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하여 기억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SCP(Chuong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등, 2014; Bartus 등, 1982; Lee 등, 2014; Hu 등, 2019)의

79.64, 45.71, 75.36 및 122.14%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처리에 의한 마우스에 CM-SD는 BDNF, PI3K, Akt, ERK1,

BDNF는 기억의 저장 및 활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

ERK2, CREB, CaMK 등의 증가를 통한 온전한 신경세포로

인자(Kim 등, 2018; Callaghan과 Kelly, 2012)로, 학습 및

의 신경회로의 시냅스 후 전기반응성과 세포생존성을 향상

기억력에 관여하는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를 자극한

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Callaghan과 Kelly, 2012). BDNF에 의한 PI3K/Akt 및
ERK/MAPK 경로를 포함한 하위 신호전달 체계의 자극은

대뇌피질 지질과산화 및 내인성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변화

CREB의 발현을 증가시켜 인지기능을 증가시킨다(Lin 등,

SCP 대조군에서는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대뇌피질 조

2014; Wu 등, 2008). 이와 함께 CaMK IV 역시 해마 부위의

직 내 유의성 있는(P<0.01) MDA 함량, 지질과산화의 증가

기억력 관련 유전자로 활용되고 있다(Brouillette 등, 2007;

와 내인성 항산화제 GSH, 내인성 항산화 효소 SOD 및 CAT

Wattanathorn 등, 2011).

활성의 감소가 각각 있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BDNF, PI3K, Akt, ERK1 및 2, CREB, CaMK IV 등의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대뇌

기억력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해마 부위에서 현저히 억제

피질 조직 내 유의성 있는(P<0.01) MDA 함량의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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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n cerebral cortex lipid peroxidation and antioxidant defense systems in intact or SCP-induced memory impairment
mice
Groups

Lipid peroxidation
Malondialdehyde
(nM/mg protein)

Glutathione
(nM/mg protein)

Antioxidant defense systems
Catalase
(nM/mg protein)

SOD
(U/mg protein)

Intact vehicle control
SCP control
Tacrine
CM-SD 20 mg/kg
CM-SD 40 mg/kg
CM-SD 80 mg/kg

1.76±0.44
4.77±0.64a
3.34±0.60ab
3.86±0.26ab
3.35±0.52ab
2.62±0.40ab

8.20±0.93
1.81±0.49a
4.32±1.11ab
2.92±0.29ab
4.29±1.07ab
5.56±1.00ab

55.13±14.03
7.70±2.48a
21.64±6.97ab
14.54±2.49ab
23.11±5.95ab
30.93±11.50ab

33.70±10.10
4.04±2.15a
15.35±3.19ab
10.41±1.62ab
15.66±3.46ab
20.26±6.96ab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10 mice.
Tacrine was administrated at a dose level of 10 mg/kg.
SCP: scopolamine, SOD: superoxide dismutase, CM-SD: curcumin spray dry powder.
a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by Mann-Whitney (MW) test.
b
P<0.01 as compared with SCP control by MW test.
GSH 함량, SOD 및 CAT 활성의 증가가 각각 있었고 특히

본 실험 결과 SCP에서 높은 수준의 용량 의존적인 대뇌피

세 용량의 모든 CM-SD 투여군에서는 대뇌피질 조직 내 명

질 조직 내 MDA 함량의 감소와 GSH 함량, SOD 및 CAT

확한 투여 용량 의존적인 MDA 함량의 감소와 GSH 함량,

활성의 증가가 관찰되어 천연 산화방지제로 신경세포 사멸

SOD 및 CAT 활성의 증가가 있었으며, CM-SD 40 mg/kg

의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의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투여군에서는 tacrine 10 mg/kg과 비교할만한 SCP 유발

판단된다.

대뇌피질 조직 내 MDA 함량 감소, GSH 함량, SOD 및 CAT

AChE 억제제로 알려진 tacrine, donepezil, rivastig-

활성 증가 효과를 항상 일관성 있게 나타내었다(Table 4).

mine, galantamine 등은 중앙 콜린성 시냅스에서 ACh의

대뇌피질 조직 내 MDA 함량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다양한 치매를 비롯하여 인

매체 대조군에 비해 171.33%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

지기능 장애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나, 복용한 30% 환자에

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

게서 ALT 수치 상승의 부작용이 발견되었고(Watkins 등,

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29.90, -19.16, -29.73 및

1994) 구역, 구토, 식욕감소, 장운동의 이상 증가 등 다양한

-44.99%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대뇌피질 조직 내 GSH 함

부작용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기존의 실험 논문들에

량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77.93%

서 대조군인 tacrine보다 뛰어난 효능을 보이며 부작용이

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낮은 약재들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수용성 강황 추출물에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대한 이번 실험이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의의

139.03, 61.36, 137.15 및 207.08%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뇌피질 조직 내 CAT 활성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86.03%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

요

약

crine 10 mg/kg,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
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181.03, 88.84, 200.18 및

다양한 항산화제들 역시 AD에 대해 비교적 효과적인 기억

301.70%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대뇌피질 조직 내 SOD 활

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계속해서

성은 SCP 대조군의 경우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88.02%

부작용이 낮은 천연물 유래의 AD 치료제를 찾기 위한 노력

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tacrine 10 mg/kg, CM-SD 20,

이 시도되고 있고, 강황과 강황의 주요 성분인 curcumin과

40 및 80 mg/kg 투여군에서는 SCP 대조군에 비해 각각

curcuminoid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80.38, 157.80, 288.06 및 401.86%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천연물 유래 기

지질과산화는 지질 이중층 막의 구조를 변형시켜 세포의

능성 식품 또는 천연물 신약 소재 개발의 일환으로 아리바이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Podloucká 등,

오에서 개발한 신규 수용성 강황 제형인 강황 추출물(CM-

2013), 폴리페놀이 갖는 항산화 성질이 지질과산화 저해능

SD)의 기억력 개선 효과 및 작용 기전[항산화 활성, 콜린성

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손상된 뇌 조직 내에서

신경 조절(ACh 함량 및 AChE 활성, ChAT mRNA 발현),

지질과산화 및 ROS 형성의 억제와 함께 GSH 함량, SOD

해마 기억력 관련 유전자(BDNF, PI3K, Akt, ERK1 및 2,

및 CAT 활성의 증가는 허혈성 뇌 손상 방지에 이차적인

CREB, CaMK Ⅳ) 발현]을 SCP 유발 기억력 장애 마우스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Hu 등,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SCP에 의해 밝은 방에서의

2019; Mansoorali 등, 2012; Zhan과 Yang, 2006; Hu 등,

체류시간 즉, 체류잠복기의 현저한 감소가 수동회피실험에

2012).

서 인정되었으며, 수중미로실험에서도 도피대를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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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잠복기가 정상 매체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고,
최종 희생 시 해마 부위 조직 내 ACh 함량 및 ChAT mRNA
발현의 감소가 AChE 활성의 증가와 함께 인정되었으며, 기
억력 관련 유전자(BDNF, PI3K, Akt, ERK1 및 2, CREB,
CaMK Ⅳ) mRNA 감소가 일정하게 관찰되었고, 대뇌피질
내 MDA의 증가가 GSH 함량, SOD 및 CAT 활성의 저하와
함께 관찰되었다. 즉,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실험에
서도 SCP에 의해 AChE 활성의 증가와 ChAT mRNA 발현
의 감소에 의한 ACh의 함량 감소 및 이와 관련된 기억력
관련 유전자 발현의 감소와 대뇌피질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고갈에 의한 기억력 장애가 유발되었으나, 이러한 SCP에
의한 ACh 감소 및 이와 관련된 기억력 관련 유전자 mRNA
발현 감소와 대뇌피질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고갈에 의한
기억력 장애 소견이 CM-SD 20, 40 및 80 mg/kg 투여에
의해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현저히 억제되었으며,
특히 CM-SD 40 mg/kg은 항상 일관성 있게 tacrine 1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적어도 본 실험의 조건하에서 콜린성 신경 활성 및
항산화 효과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기억력 관련 유전자(DNF,
PI3K, Akt, ERK1 및 2, CREB, CaMK IV) 발현 조절을 통해
SCP 유발 기억력 장애 C57BL/6 마우스 모델의 CM-SD
40 mg/kg에서 tacrine 10 mg/kg과 비교할만한 정도의 기
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어, 금후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기억력 장애에 더욱 효과적인 인지기능 개선
용 치료제 또는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collabo R&D
사업화 [2단계] (S2889318)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이며 연
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Abe E. Reversal effect of DM-9384 on scopolamine-induced
acetylcholine depletion in certain regions of the mouse brain.
Psychopharmacology. 1991. 105:310-316.
Aebi H. Catalase. In: Bergmeyer HU, editor. Methods of Enzymatic Analysis. 2nd ed. Academic Press, New York, NY,
USA. 1974. p 673-684.
Ahmed T, Gilani AH. Inhibitory effect of curcuminoids on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and attenuation of scopolamine-induced amnesia may explain medicinal use of turmeric in
Alzheimer’s disease. Pharmacol Biochem Behav. 2009. 91:
554-559.
Bartus RT, Dean Ⅲ RL, Beer B, Lippa AS. The cholinergic
hypothesis of geriatric memory dysfunction. Science. 1982.
217:408-414.
Becker R, Giacobini E, Elble R, McIlhany M, Sherman K.
Potential pharmacotherapy of Alzheimer disease. a comparison of various forms of physostigmine administration. Acta
Neurol Scand Suppl. 1988. 77(s116):19-32.

Bishnoi M, Chopra K, Kulkarni SK. Protective effect of curcumin, the active principle of turmeric (Curcuma longa) in haloperidol-induced orofacial dyskinesia and associated behavioural, biochemical and neurochemical changes in rat brain.
Pharmacol Biochem Behav. 2008. 88:511-522.
Blusztajn JK, Wurtman RJ. Choline and cholinergic neurons.
Science. 1983. 221:614-620.
Brandon EP, Mellott T, Pizzo DP, Coufal N, D’Amour KA,
Gobeske K, et al. Choline transporter 1 maintains cholinergic
function in choline acetyltransferase haploinsufficiency. J
Neurosci. 2004. 24:5459-5466.
Brouillette J, Young D, During MJ, Quirion R. Hippocampal
gene expression profiling reveals the possible involvement
of Homer1 and GABAB receptors in scopolamine-induced
amnesia. J Neurochem. 2007. 102:1978-1989.
Callaghan CK, Kelly ÁM. Differential BDNF signaling in dentate gyrus and perirhinal cortex during consolidation of recognition memory in the rat. Hippocampus. 2012. 22:2127-2135.
Cheeseman KH, Slater TF. An introduction to free radical biochemistry. Br Med Bull. 1993. 49:481-493.
Choi WH, Um MY, Ahn JY, Kim SR, Kang MH, Ha TY.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y activity and protective effect
against cytotoxicity of perilla seed methanol extract. Korean
J Food Sci Technol. 2004. 36:1026-1031.
Chuong NN, Trung BH, Luan TC, Hung TM, Dang NH, Dat
NT. Anti-amnesic effect of alkaloid fraction from Lycopodiella
cernua (L.) Pic. Serm.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mice. Neurosci Lett. 2014. 575:42-46.
Comporti M. Lipid peroxidation and cellular damage in toxic
liver injury. Lab Invest. 1985. 53:599-623.
Devipriya N, Srinivasan M, Sudheer AR, Menon VP. Effect of
ellagic acid, a natural polyphenol, on alcohol-induced prooxidant and antioxidant imbalance: a drug dose dependent study.
Singapore Med J. 2007. 48:311-318.
Eichenbaum H. How does the brain organize memories?. Science. 1997. 277:330-332.
Eun CS, Lim JS, Lee J, Lee SP, Yang SA. The protective effect
of fermented Curcuma longa L. on memory dysfunction in
oxidative stress-induced C6 gliomal cells, proinflammatoryactivated BV2 microglial cells, and scopolamine-induced amnesia model in mice.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7.
17:367. https://doi.org/10.1186/s12906-017-1880-3
Farlow M, Gracon SI, Hershey LA, Lewis KW, Sadowsky CH,
Dolan-Ureno J, et al. A controlled trial of tacrine in Alzheimer’s disease. JAMA. 1992. 268:2523-2529.
Feng J, Tao T, Yan W, Chen CS, Qin X. Curcumin inhibits mitochondrial injury and apoptosis from the early stage in EAE
mice. Oxid Med Cell Longev. 2014. Article ID 728751.
https://doi.org/10.1155/2014/728751
Ghumatkar PJ, Patil SP, Jain PD, Tambe RM, Sathaye S. Nootropic, neuroprotective and neurotrophic effects of phloretin
in scopolamine induced amnesia in mice. Pharmacol Biochem
Behav. 2015. 135:182-191.
Giacobini E. Cholinesterase inhibitors: new roles and therapeutic
alternatives. Pharmacol Res. 2004. 50:433-440.
Guerra-Araiza C, Álvarez-Mejía AL, Sánchez-Torres S, FarfanGarcía E, Mondragón-Lozano R, Pinto-Almazán R, et al.
Effect of natural exogenous antioxidants on aging and on neurodegenerative diseases. Free Radic Res. 2013. 47:451-462.
Hasanein P, Mahtaj AK. Ameliorative effect of rosmarinic acid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rats. Neurosci
Lett. 2015. 585:23-27.
He X, Zhu Y, Wang M, Jing G, Zhu R, Wang S. Antidepressant
effects of curcumin and HU-211 coencapsulated solid lipid

강황 Spray Dry 분말의 기억력 개선 효과 평가

nanoparticles against corticosterone-induced cellular and animal models of major depression. Int J Nanomedicine. 2016.
11:4975-4990.
Houghton PJ, Ren Y, Howes MJ.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s
from plants and fungi. Nat Prod Rep. 2006. 23:181-199.
Hu D, Cao Y, He R, Han N, Liu Z, Miao L, et al. Schizandrin,
an antioxidant lignan from Schisandra chinensis, ameliorates
Aβ1–42-induced memory impairment in mice. Oxid Med Cell
Longev. 2012. Article ID 721721. https://doi.org/10.1155/2012/
721721
Hu JR, Chun YS, Kim JK, Cho IJ, Ku SK. Ginseng berry aqueous extract prevents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mice. Exp Ther Med. 2019. 18:4388-4396.
Hung TM, Na MK, Dat NT, Ngoc TM, Youn UJ, Kim HJ, et
al. Cholinesterase inhibitory and anti-amnesic activity of alkaloids from Corydalis turtschaninovii. J Ethnopharmacol. 2008.
119:74-80.
Iversen SD. Behavioural evaluation of cholinergic drugs. Life
Sci. 1997. 60:1145-1152.
Jamall IS, Smith JC. Effects of cadmium on glutathione peroxidase, superoxide dismutase, and lipid peroxidation in the rat
heart: A possible mechanism of cadmium cardiotoxicity. Toxicol Appl Pharmacol. 1985. 80:33-42.
Kim DSHL, Kim JY, Han Y. Curcuminoids in neurodegenerative diseases. Recent Pat CNS Drug Discov. 2012. 7:184-204.
Kim HS, Park SI, Choi SH, Song CH, Park SJ, Shin YK, et
al. Single oral dose toxicity test of blue honeysuckle concentrate in mice. Toxicol Res. 2015. 31:61-68.
Kim JH, Kim OK, Yoon HG, Park J, You Y, Kim K, et al. Antiobesity effect of extract from fermented Curcuma longa L.
through regulation of adipogenesis and lipolysis pathway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rats. Food Nutr Res. 2016. 60:
30428. https://doi.org/10.3402/fnr.v60.30428
Kim YR, Kwon MY, Pak ME, Park SH, Baek JU, Choi BT.
Beneficial effects of Gagam-Palmultang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deficits in mice.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8. Article ID 3479083. https://doi.org/10.
1155/2018/3479083
Kulkarni SK, Bhutani MK, Bishnoi M. Antidepressant activity
of curcumin: involvement of serotonin and dopamine system.
Psychopharmacology. 2008. 201:435. https://doi.org/10.1007/
s00213-008-1300-y
Kumar H, Kim BW, Song SY, Kim JS, Kim IS, Kwon YS,
et al. Cognitive enhancing effects of alpha asarone in amnesic
mice by influencing cholinergic and antioxidant defense mechanisms. Biosci Biotechnol Biochem. 2012. 76:1518-1522.
Kumar NK, Nageshwar M, Reddy KP. Protective effect of curcumin on hippocampal and behavior changes in rats exposed
to fluoride during pre- and post-natal period. Basic Clin
Neurosci. 2020. 11:289-300.
LeDoux JE. Emotional memory systems in the brain. Behav
Brain Res. 1993. 58:69-79.
Lee JS, Kim HG, Lee HW, Han JM, Lee SK, Kim DW, et al.
Hippocampal memory enhancing activity of pine needle extract against scopolamine-induced amnesia in a mouse model.
Sci Rep. 2015. 5:9651. https://doi.org/10.1038/srep09651
Lee S, Kim J, Seo SG, Choi BR, Han JS, Lee KW, et al. Sulforaphane alleviates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mice. Pharmacol Res. 2014. 85:23-32.
Levene A. Pat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excision of tumours
in the head and neck. Part Ⅰ. Clin Otolaryngol Allied Sci.
1981. 6:145-151.
Lin P, Wang C, Xu B, Gao S, Guo J, Zhao X, et al. The VGF-derived peptide TLQP62 produces antidepressant-like effects in

763

mice via the BDNF/TrkB/CREB signaling pathway. Pharmacol Biochem Behav. 2014. 120:140-148.
Livak KJ, Schmittgen TD. Analysis of relative gene expression
data using real-time quantitative PCR and the 2−ΔΔCT method.
Methods. 2001. 25:402-408.
Lowry OH, Rosebrough NJ, Farr AL, Randall RJ. Protein measurement with the Folin phenol reagent. J Biol Chem. 1951.
193:265-275.
Ludbrook J. Update: Microcomputer statistics packages. A personal view. Clin Exp Pharmacol Physiol. 1997. 24:294-296.
Mansoorali KP, Prakash T, Kotresha D, Prabhu K, Rao NR.
Cerebroprotective effect of Eclipta alba against global model
of cerebral ischemia induced oxidative stress in rats. Phytomedicine. 2012. 19:1108-1116.
Mattson MP, Pedersen WA, Duan W, Culmsee C, Camandola
S.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perturbed
energy metabolism and neuronal degeneration in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s. Ann N Y Acad Sci. 1999. 893:154175.
Mohapel P, Leanza G, Kokaia M, Lindvall O. Forebrain acetylcholine regulates adult hippocampal neurogenesis and
learning. Neurobiol Aging. 2005. 26:939-946.
Molchan SE, Martinez RA, Hill JL, Weingartner HJ, Thompson
K, Vitiello B, et al. Increased cognitive sensitivity to scopolamine with age and a perspective on the scopolamine model.
Brain Res Brain Res Rev. 1992. 17:215-226.
Morris R. Developments of a water-maze procedure for studying
spatial learning in the rat. J Neurosci Methods. 1984. 11:4760.
Nam Y, Lee D. Ameliorating effects of constituents from Cortex
Acanthopanacis Radicis on memory impairment in mice induced by scopolamine. J Tradit Chin Med. 2014. 34:57-62.
Noh JR, Kim YH, Gang GT, Hwang JH, Kim SK, Ryu SY, et
al. Hepatoprotective effect of Platycodon grandiflorum against
chronic ethanol-induced oxidative stress in C57BL/6 mice.
Ann Nutr Metab. 2011. 58:224-231.
Nunomura A, Perry G, Aliev G, Hirai K, Takeda A, Balraj EK,
et al. Oxidative damage is the earliest event in Alzheimer
disease. J Neuropathol Exp Neurol. 2001. 60:759-767.
Oda Y. Choline acetyltransferase: The structure, distribution and
pathologic change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Pathol Int.
1999. 49:921-937.
Odabasoglu F, Cakir A, Suleyman H, Aslan A, Bayir Y, Halici
M, et al. Gastroprotective and antioxidant effects of usnic acid
on indomethacin-induced gastric ulcer in rats. J Ethnopharmacol. 2006. 103:59-65.
Oh MH, Houghton PJ, Whang WK, Cho JH. Screening of Korean herbal medicines used to improve cognitive function for
anti-cholinesterase activity. Phytomedicine. 2004. 11:544-548.
Palit P, Mukherjee D, Mandal SC. Reconstituted mother tinctures of Gelsemium sempervirens L. improve memory and
cognitive impairment in mice scopolamine-induced dementia
model. J Ethnopharmacol. 2015. 159:274-284.
Park SM, Ki SH, Han NR, Cho IJ, Ku SK, Kim SC, et al.
Tacrine, an oral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induced hepatic oxidative damage, which was blocked by liquiritigenin
through GSK3-beta inhibition. Biol Pharm Bull. 2015. 38:
184-192.
Podloucká P, Berka K, Fabre G, Paloncýová M, Duroux JL,
Otyepka M, et al. Lipid bilayer membrane affinity rationalizes
inhibition of lipid peroxidation by a natural lignan antioxidant.
J Phys Chem B. 2013. 117:5043-5049.
Rao KS. Free radical induced oxidative damage to DNA: relation
to brain aging and neurological disorders. Indian J Biochem

764

김대원 ․ 정재준 ․ 신창호 ․ 천윤석 ․ 김종규 ․ 윤남규 ․ 이한주 ․ 구세광 ․ 서보승

Biophys. 2009. 46:9-15.
Roof RL, Schielke GP, Ren X, Hall ED. A comparison of longterm functional outcome after 2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odels in rats. Stroke. 2001. 32:2648-2657.
Saxena G, Singh SP, Agrawal R, Nath C. Effect of donepezil
and tacrine on oxidative stress in intracerebral streptozotocin-induced model of dementia in mice. Eur J Pharmacol.
2008. 581:283-289.
Schmittgen TD, Livak KJ. Analyzing real-time PCR data by
the comparative CT method. Nat Protoc. 2008. 3:1101-1108.
Sedlak J, Lindsay RH. Estimation of total, protein-bound, and
nonprotein sulfhydryl groups in tissue with Ellman’s reagent.
Anal Biochem. 1968. 25:192-205.
Song WY, Choi JH. Korean Curcuma longa L. induces lipolysis
and regulates leptin in adipocyte cells and rats. Nutr Res Pract.
2016. 10:487-493.
Sun Y, Oberley LW, Li Y. A simple method for clinical assay
of superoxide dismutase. Clin Chem. 1988. 34:497-500.
Suresh D, Srinivasan K. Studies on the in vitro absorption of
spice principles－Curcumin, capsaicin and piperine in rat intestines. Food Chem Toxicol. 2007. 45:1437-1442.
Swerdlow RH. Brain aging, Alzheimer’s disease, and mitochondria. Biochim Biophys Acta. 2011. 1812:1630-1639.
Taraschenko OD, Barnes WG, Herrick-Davis K, Yokoyama Y,
Boyd DL, Hough LB. Actions of tacrine and galanthamine
on histamine-N-methytransferase. Methods Find Exp Clin
Pharmacol. 2005. 27:161-165.
von Geldern G, Mowry EM. The influence of nutritional factors
on the prognosis of multiple sclerosis. Nat Rev Neurol. 2012.
8:678-689.

Watkins PB, Zimmerman HJ, Knapp MJ, Gracon SI, Lewis KW.
Hepatotoxic effects of tacrine administration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JAMA. 1994. 271:992-998.
Wattanathorn J, Jittiwat J, Tongun T, Muchimapura S, Ingkaninan
K. Zingiber officinale mitigates brain damage and improves
memory impairment in focal cerebral ischemic rat.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1. Article ID 429505. https://
doi.org/10.1155/2011/429505
Win-Shwe TT, Tsukahara S, Ahmed S, Fukushima A, Yamamoto
S, Kakeyama M, et al. Athymic nude mice are insensitive
to low-level toluene-induced up-regulation of memory-related
gene expressions in the hippocampus. Neurotoxicology. 2007.
28:957-964.
Wu H, Lu D, Jiang H, Xiong Y, Qu C, Li B, et al. Simvastatinmediated upregulation of VEGF and BDNF, activation of the
PI3K/Akt pathway, and increase of neurogenesis are associated with therapeutic improvement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J Neurotrauma. 2008. 25:130-139.
Zambrzycka A, Alberghina M, Strosznajder JB. Effects of aging
and amyloid-β peptides on choline acetyltransferase activity
in rat brain. Neurochem Res. 2002. 27:277-281.
Zhan C, Yang J. Protective effects of isoliquiritigenin in transi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induced focal cerebral
ischemia in rats. Pharmacol Res. 2006. 53:303-309.
Zhang L, Fang Y, Xu Y, Lian Y, Xie N, Wu T, et al. Curcumin
improves amyloid β-peptide (1-42) induced spatial memory
deficits through BDNF-ERK signaling pathway. PLoS One.
2015. 10:e013152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31
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