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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씨와 흰민들레 복합물의 Scopolamine 유도 기억력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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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Effects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Mice

Ji Hyun Kim1, Mei Tong He2, Min Jo Kim3, Chan Hum Park4, Jae Yang Lee5, Yu Su Shin6 and Eun Ju Cho7†

서 언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향상 및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알츠하이머 질환 (Alzheimer’s disease,

AD)을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Lane

et al., 2018). AD는 치매 발병률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며, 기억력, 인지능력, 사고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저

하 등의 임상적 증상을 나타낸다 (Hampel et al., 2018;

Lane et al., 2018). AD는 콜린성 기능 장애 (cholinergic

dysfunction), 아밀로이드 베타 (amyloid beta, Aβ) plaque의

축적, 산화적 스트레스, 신경염증반응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gostinho et al.,

2010; Hampel et al., 2018). 따라서 다양한 기전의 조절을

통한 AD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소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뇌에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acetylcholinesterase), 부틸릴

콜린에스테라제 (butyrylcholinesterase) 등의 콜린에스테라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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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lzheimer’s disease (AD) is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cholinergic dysfunc-
tion, regulation of neurotrophic factor expression, and accumulation of amyloid-beta. We investi-
gated whether or not a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CT) has a protective effect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a mouse model. 
Methods and Results: Mice were orally pretreated with CT (50, 100 and 200 ㎎/㎏/day) for 14
days, and scopolamine (1 ㎎/㎏/day) was injected intraperitoneally before subjecting them to
behavior tests. CT-administered mice showed better novel object recognition and working memory
ability than scopolamine-treated control mice. In T-maze and Morris water maze tests, CT (100 and
200 ㎎/㎏/day) significantly increased space perceptive ability and occupancy to the target quad-
rant, respectively. In addition, 100 and 200 ㎎/㎏/day of CT attenuated cholinergic dysfunction
through inhibition of butyryl cholinesterase in brain tissue. Furthermore, CT-administered mice
showed higher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REB) levels
and lower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 levels compared to scopolamine-treated control mice. 
Conclusions: CT improved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through inhibition of cho-
linergic dysfunction, up-regulation of CREB, and down-regulation of APP. Therefore, CT could be
a useful therapeutic agent for AD with protective effects on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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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활성의 증가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

을 콜린 (choline)과 아세틸 CoA (acetyl CoA)로 분해시켜

콜린성 기능 장애를 유도하며, 이는 기억력 및 인지능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 (Darvesh et al., 2003; Hampel et al., 2018).

또한 cAMP-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REB)의 인

산화에 의해 발현되는 brain-derived neurotrophin factor

(BDNF)는 뇌의 신경영양인자 (neurotrophic factor)로써, 시냅

스 가소성 조절, 신경돌기 성장 등과 관련되어 기억력 및 인

지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amyloid precursor protein)로부터 amyloidogenic pathway에

의해 분리되어 생성된 Aβ는 AD의 대표적인 조직병리학적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 (Hardy and Higgins, 1992; Lee et al.,

2014b; Khallaf et al., 2017).

스코폴라민 (scopolamine)은 뇌에서 콜린성 기능 장애, Aβ

축적, 산화적 스트레스 등을 유도하여 기억력 손상을 유도하

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동물 모델은

대표적인 기억력 손상 동물 모델로써 AD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소재의 기억력 개선 효능 평가 및 메커니즘 규명 연구

에 이용되고 있다 (Ebert and Kirch, 1998; Botton et al.,

2010).

홍화씨와 흰민들레는 각각 콜린성 기능장애에 대한 개선 효

능과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을 통한 기억력 향상 효과가 보고

되었는데, 홍화씨 (Carthamus tinctorius L. seed)는 음식과

의약품으로 널리 사용되며,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소재로써 (Choi et al., 2018; Park et

al., 2019a; Nimrouzi et al., 2020), 특히 홍화씨 추출물은 기

억력 손상 동물모델에서 콜린성 기능 장애와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을 통한 기억력 개선 효능이 보고되었다 (Choi et al.,

2018; Kim et al., 2019).

흰민들레 (Taraxacum coreanum)는 한방에서 간장, 해열, 이

뇨 등의 약용재료로 사용되어 온 국내 자생식물로써, Aβ 유

도 AD 동물 모델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효능과 Aβ 유도 신경독성에 대한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신경세포 보호 효능이 보고되었다 (Lee et al., 2013; Lee et

al., 2014a). 

AD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 최근 AD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소재 개발에 있어서, multi-target 조절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서 2 개 이상의 천연물 유래 식품소재가 함유된 추출물

투여군은 단일 추출물 투여군에 비해 더욱 우수한 기억력 개

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Kim et al., 2018; Seo et al., 2018;

Park et al., 2019b). 선행연구를 통해 스코폴라민 유도 기억력

손상 동물모델에서 홍화씨와 흰민들레 2 : 8, 5 : 5, 8 : 2

각 비율별 복합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5 :

5 비율에서 우수한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data not

shown). 그러나 5 : 5 복합물의 농도별 기억력 개선 효과와

작용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코폴라민 유도 기억력 손상 동물모델에서

홍화씨와 흰민들레 5 : 5 복합물의 물체인지실험, 수동회피실

험, T-maze test, Morris water maze test를 통한 행동실험과

뇌 조직에서의 콜린성 기능 장애, CREB-BDNF signaling 및

amyloidogenic pathway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홍

화씨와 흰민들레 5 : 5 복합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 및 작용

기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홍화씨와 흰민들레 5 : 5 복합물

의 기억력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홍화씨 (Carthamus tinctorius L. seed)와

흰민들레 (Taraxacum coreanum) 복합 추출물 시료는 대용량

의 분쇄, 추출, 농축, 건조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에서 그

일부를 이용하였다. 건조 상태인 흰민들레 (생산지: 강원도 양

구군)와 홍화씨 (생산지: 전남 고흥군) 각각 50 ㎏ 을 분쇄한

다음, 5 : 5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용 여과포에 10 ㎏ 씩 나

누어 담았다. 이어서, 여과포의 매듭 상태를 확인 후 추출탱크

에 넣고, 정제수를 추출내용물의 20 배수만큼 첨가하였다.

추출용매에 여과포들이 완전히 침지된 상태에서 추출탱크를

밀폐시키고 용매를 순환시키면서 가열 추출을 시작하였다. 완

전 밀폐된 탱크에서의 추출과정은 90℃에서 8 시간 동안 진

행하였다. 추출이 끝난 다음 추출액을 200 mesh 필터가 부착

된 여과라인을 통과시켜서 농축탱크로 이송하여 농축을 하였

다. 농축탱크의 온도를 60℃로 설정하고 진공펌프로 추출액이

15 내지 16 배수가 되도록 농축한 다음, 시료를 회수하여 동

결건조를 하였다. 동결건조과정은 건조용 트레이 (tray)에 최대

용량의 50% 정도로 추출농축액을 분주해서 동결건조기에 투

입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동결건조 프로그램에 따라 48 시간

동안 동결건조를 진행하여 시험용 홍화씨와 흰민들레 복합 추

출물을 만들어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및 기억력 손상 유도

본 실험에서 사용된 ICR mouse (5 주령, 28 g - 31 g,

수컷)는 오리엔트바이오 (Seongnam, Korea)에서 구입하였

다. 실험기간 중 mouse는 동물 실험실에서 12 시간 간격으로

light-dark cycle을 유지하였고, 온도 (20 ± 2℃)와 습도 (50

± 10%)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물과 식이는 자유롭게 공급하

였다.

1 주일간 적응시킨 뒤, 군 당 평균체중이 동일하도록 총 6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실험동물은 정상군 (normal), 스코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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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처리군 (control), 스코폴라민 처리 후 홍화씨 흰민들레 5 :

5 복합물을 각각 50, 100, 200 ㎎/㎏/day 농도로 투여한 군

(CT50, CT100, CT200), 스코폴라민 처리 후 donepezil을 투

여한 군 (DO)의 총 6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donepezil은 Sigma사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기억력 손상을 위한 스코폴라민은 1 ㎎/㎏의 농도로 행동

실험 30 분 전 복강투여하였다. 기억력 손상을 유도하지 않은

normal군은 생리식염수 (0.9% NaCl)를 복강투여하였다. 정수

물에 녹인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물과 donepezil은 존대를 이

용하여 14 일간 경구투여하였으며, normal군과 control군은 정

수물을 경구투여하였다. 경구투여 기간 14 일 중 종료 전 8

일 동안 물체인지실험, T-maze test, Morris water maze test

의 3 가지 행동실험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수동회피를 위

한 기억력 개선 효능 확인을 위해, 경구투여 기간 14 일 중

종료 전 2 일 동안 수동회피실험을 실시하였다. 행동실험 종

료 후, 모든 실험동물은 CO2 가스를 이용하여 안락사 시켰으

며 이후 즉시 채혈하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장기를 관류한

뒤, 뇌 조직을 적출하여 -80℃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수

행되었다 (승인번호: PNU 2018-2013, 2019-2394). 

3. 물체인지실험 (Novel object recognition test)

물체인지상자는 외부가 보이지 않는 흑색 아크릴로 제작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첫째 날에는 두 개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체 (A, A’)를 상자 안에 고정시킨 후 mouse를 상자

의 중심에서 출발시켜 10 분간 자유롭게 물체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24 시간 후에는 두 개의 물체 중 하나를 새로운 물체로 바

꾼 후 (A, B) mouse를 동일하게 배치시킨 뒤, 10 분간 기존

물체 (old object, A)와 새로운 물체 (new object, B)에 탐색

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물체인지능력 (%)은 전체 물체를 만진

횟수와 기존물체, 새로운 물체를 만진 횟수를 기록하여 산출

하였다 (Bevins and Besheer, 2006).

4. 수동회피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수동회피실험은 차단 문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챔버로 구성

된 상자에서 진행하였다. 한 챔버는 밀폐되지 않은 밝은 공간

으로 구성하였고, 다른 챔버는 빛을 차단하여 어두운 공간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바닥에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로 전기충

격판을 설치하였다. Mouse를 밝은 챔버에 배치 시, mouse

는 주변을 살피다가 어두운 챔버로 들어가게 되는 데 이 때

어두운 챔버에 mouse가 들어가면 차단 문이 자동으로 닫히

고 전기충격 (0.8 ㎃, 3 s)이 가해지도록 수동회피상자를 구

성하였다.

첫째 날에는 mouse를 밀폐되지 않은 밝은 챔버에 배치하

고, 1 분간 어두운 챔버에 들어가는 시간을 기록하였다. 24

시간 뒤, retention trial에서는 mouse를 동일하게 배치시키고

5 분간 자유롭게 수동회피상자를 탐색하도록 하였고, 밝은 챔

버에 머무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LeDoux, 1993). 

5. T-maze test

T-maze 상자는 외부가 보이지 않는 흑색 아크릴로 시작 부

분, 왼쪽 통로, 오른쪽 통로로 구성하였으며, 오른쪽 통로는 분

리 가능한 차단 문을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mouse를 T-maze 상자의 시작 부분에 배치하고

오른쪽 통로 차단 문을 이용하여 오른쪽 통로를 차단하여 10

분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하였다. 24 시간 후에는 차단 문을

제거하여 mouse를 동일하게 배치시킨 뒤, 10 분간 왼쪽 통로

(old route)와 오른쪽 통로 (new route)에 들어간 횟수를 측정

하였다. 공간지각능력 (%)은 전체 통로에 들어간 횟수와 좌우

통로에 들어간 횟수를 기록하여 산출하였다 (Montgomery,

1952).

6. Morris water maze test

Morris water maze에 사용된 수조는 무작위로 4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에 서로 다른 표식을 붙였다. 실험 기간

중 물의 온도는 22 ± 2℃로 유지시켰으며, 물에 잘 녹으며 독

성이 없는 흰색 물감을 타서 mouse가 도피대를 찾을 수 없도

록 물을 불투명하게 유지시켰다. 한 사분면의 중앙에 눈에 보

이지 않는 도피대를 수면 아래 1 ㎝에 위치시켰다. 훈련 기간

동안 도피대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수조의 각 사분

면의 벽에 4 개의 서로 다른 표식을 부착하여 도피대를 찾아

가도록 하는 시각적 공간 단서 (visual clue)를 제공하였다.

훈련기간은 3 일 동안 4 시간 간격으로 3 회씩 실시되었다.

훈련 기간 동안 mouse를 임의의 시작점에서 수조에 넣어 60

초 동안 자유롭게 숨겨진 도피대를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시간

을 기록하였다. 도피대를 찾으면 보상으로 도피대에서 15 초

동안 휴식을 허용하였고, 60 초 이내에 도피대를 찾지 못한 경

우 mouse를 도피대로 유도하여 15 초 동안 도피대가 있던 사

분면의 공간 단서를 인지시켜 도피대의 위치를 인식시켰다.

훈련이 완료된 4 일째에는 3 가지 test를 실시하였다. 첫번

째 test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숨겨진 도피

대를 찾아가는 시간을 기록하였고, 두번째 test는 도피대를 제

거하고 도피대가 있던 사분면에 머문 시간을 측정하였다. 마

지막 test는 물을 투명하게하고 노출된 도피대에 도달하는 시

간을 기록하였다 (Morris, 1984). 

7. Western blot analysis

뇌 조직은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질화 시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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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RIPA) buffer를 첨가하여 4

℃, 12,000 rpm에서 30 분간 원심분리 시켜 상층액을 분리시

켰다. 상층액은 Bradford법을 이용한 Bio Rad assay kit

(Bio-Rad 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 정량

하여 western blot에 사용할 시료를 제조하였다 (Bradford,

1976).

각 시료는 10% sodium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SDS-PAG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분리하고, membrane에

transfer하여 5% skim milk에서 1 시간 동안 blocking 하였

다. 이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with tween 20 (PBST)

로 세척 후 희석한 1 차 항체와 over night 반응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sc-373901,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부틸릴콜

린에스테라제 (sc-377403,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BDNF (ab108319, Abcam plc.,

Cambridge, UK), phospho-CREB (ser133) (#9198S,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 beta-actin

(#8457S,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 등의 1 차 항체를 사용하였다. 이 후 PBST로 세척 후

2 차 항체로 사용한 anti-rabbit IgG, HRP (#7074S,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 및 anti-

mouse IgG, HRP (#sc-373901,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를 PBST에 희석하여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1 시간 뒤,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solution과 반응시켜 Chemilium Inescence Image System

(Davinch-K Co., Ltd.,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단백질 발

현을 확인하였다.

단백질 발현양은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였으며, beta-actin 대

비 비율을 이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각 단백질 발현양은

normal군 대비로 수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8. 통계분석

 각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결과로부터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구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각 군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AD 치료를 위한 약물에는 donepezil, tacrine, rivastigmine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

성을 억제시켜 기억력 손상에 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Kumar et al., 2015). 그러나 이들 치료제가 인체에서간 독

성,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의 독성과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됨에 따라, 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천연식물을 이용

한 항 치매 기능성 소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Kumar et al., 2015; Deng et al., 2017). 특히 AD는 다양

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병됨에 따라, 다방면적으로 AD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Iqbal et al., 2016; Deng et al., 2017).

최근 연구에 의하면, trimethyltin으로 인지능 손상을 유도한

동물모델에서 한국산 홍삼 (Korean red ginseng)과 칡

(Pueraria montana) 복합물의 투여는 단일 추출물 투여군에

비해 인지능 개선 효능이 우수하였으며, 이는 뇌 내 콜린성

기능 장애와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에 의한 것임이 보고되었다

(Seo et al., 2018). 또한, 식품 소재인 대추 (Ziziphus jujuba)

씨와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복합물은 단일 추출물에

비해 스코폴라민 유도 기억력 손상 동물모델에서 뇌 내 PKA-

ERK-CREB pathway 활성화를 통한 기억력 개선 효과가 우수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2018). 이와 같이 단일

추출물 투여군에 비해, 복합 추출물 투여군에서 기억력 및 인

지능 손상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보고됨에 따

라, 복합추출물 투여로 AD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폴라민은 항 콜린 약물제제의 일종으로 muscarinic

acetylcholine receptor 중에서 특히 M1 receptor의 길항제로

작용한다 (Ebert and Kirch, 1998). 뇌에서 스코폴라민은 아세

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을 증가시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여 단

기 기억력 손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tton et

al., 2010). 뿐만 아니라, 스코폴라민을 주입한 동물 모델의 뇌

에서 CREB-BDNF pathway 억제, Aβ plaque 축적, 산화적

스트레스, 신경염증 등을 통한 기억력 손상이 보고되었다

(Bihaqi et al., 2012; Lee et al., 2014b). 따라서 스코폴라민

유도 기억력 손상 동물모델은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

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Botton et al., 2010).

홍화씨 (Carthamus tinctorius L. seed)는 kaempferol,

acacetin, carthatin A, carthatin B, N-(p-coumaroyl)serotonin,

N-(feruloyl) serotonin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홍화씨 활성성분 중 serotonin은 뇌에서 신경전

달물질과 호르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cEntee and

Crook, 1991; Koyama et al., 2006). 흰민들레 (Taraxacum

coreanum)는 국내 자생식물 중의 일종으로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이 우수한 luteolin, chlorogenic acid, chicoric acid 등의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Mok et al., 2011; Chon,

2012; Lee et al., 2012). 흰민들레의 이들 생리활성 성분은

뇌에서 amyloidogenesis 억제 및 항염증 등의 효능으로 기억

력 개선 효능을 나타내어 AD 개선 소재로써의 가능성이 보고

된 바 있다 (Kwon, 2017; Liu et al.,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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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구를 통해 스코폴라민 유도 기억력 손상 동물모델에

서 홍화씨, 흰민들레 단일 추출물 투여군과 홍화씨 흰민들레

의 2 : 8, 5 : 5, 8 : 2 의 비율로 제조한 복합물을 각각 경

구투여 후, 기억력 개선 효능을 살펴보았다.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물 5 : 5 비율은 2 : 8 복합물 투여군에 비해 공간인지

개선 효능이, 8 : 2 복합물 투여군에 비해 물체인지 개선 효

능이 각각 높아 두 가지 행동실험 모두에서 기억력 개선 효능

을 보였으며, 뇌 내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발

현 억제를 통한 항염증 효능과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 억

제를 통한 콜린성 기능 장애 개선 효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

다 (data not shown). 또한, 홍화씨 흰민들레 2 : 8, 5 : 5,

8 : 2 비율의 복합물 수율을 측정 시 각각 34.00%, 26.33%,

16.00%임을 확인하여, 기억력 개선 효능과 추출 수율 등을 종

합하여 보았을 때 추후 기억력 개선용 소재 개발 시 5 : 5

비율 복합물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단일 추출물 및 각 비율별 복합물을 100

㎎/㎏/day의 농도로 투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홍화씨 흰

민들레 5 : 5 복합물의 농도별 기억력 개선 효능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 100, 200

㎎/㎏/day의 농도 별 홍화씨 흰민들레 5 : 5 복합물의 스코폴

라민 유도 기억력 손상에 대한 개선 효과와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기억력 개선 효능이 우수한 최적의 농도를 확인하

고자 한다.

물체인지실험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mouse의 자연적인 탐

구능력을 기반으로 물체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으로, test

day에 기존 물체를 새로운 물체로 대체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mouse는 새로운 물체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가져 새로운

물체를 탐지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Bevins and Besheer,

2006). 반면, 스코폴라민으로 기억력이 손상된 mouse는 기존

물체와 새로운 물체 간 탐지횟수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 (Koyama et al., 2006).

본 연구에서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control군은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normal군에 비해 기존 물체와 새로운 물체를 인

식하는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물체인지능력 손상을

확인하였다 (Fig. 1). 반면,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물과 치매치

료제인 donepezil을 각각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기존 물

체에 비해 새로운 물체를 탐지하는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물의 투여는 스

코폴라민으로 손상된 물체인지능력에 대한 개선 효과를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수동회피실험은 어두운 곳을 선호하는 mouse의 특성을 이

용한 대표적인기억력 측정을 위한 행동실험의 일종으로, 전기

자극을 기억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mouse의 기억력을 평가하

는 방법이다 (LeDoux, 1993).

본 연구에서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control군은 밝은 챔버에

서의 체류시간이 norma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므

로, 이는 그 전날 전기충격을 기억하지 못해 수동회피에 필요

한 기억력 손상을 확인하였다 (Fig. 2).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

물 및 donepezil 투여군의 밝은 챔버에서의 체류시간을 측정

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체류시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maze 실험은 mouse의 공간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

의 일종으로, 새로운 공간에 호기심이 많은 mouse의 자연적

행동에 의존하여 새로운 공간을 탐지하는 횟수를 측정하는 실

험이다 (Montgomery, 1952).

본 연구에서 스코폴라민으로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control

군은 기존 route에 비해 새로운 route를 탐색하는데 있어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공간인지능력의 손상을 확인하였다

(Fig. 3). 반면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물 100 ㎎/㎏, 200 ㎎/㎏

농도 투여군과 donepezil 투여군은 유의적으로 기존 route에

비해 새로운 route를 탐색하는 비율이 높아, 공간인지능력 개

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Morris water maze test는 mouse의 학습기억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실험방법으로, 수조의 사분면에 있는 공간단서를 이

Fig. 1. Effect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object recognition
impairment in the novel object recogniton test.
Normal; 0.9% NaCl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ontrol;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
stration of water, CT5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50 ㎎/㎏/day), CT1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100 ㎎/㎏/day),
CT2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200 ㎎/㎏/day), DO;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donepezil (5 ㎎/㎏/day). Values are
means ± SD. a-dThe letters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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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도피대가 있던 사분면을 기억하여 도피대를 찾아가는

실험이다 (Morris, 1984).

본 연구에서 3 일간 훈련을 통해 도피대 위치를 인식시킨

뒤, test day에 도피대를 치운 후 도피대가 있던 사분면에 머

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스코폴라민으로 손상을 유도한

control군은 norma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도피대가 있던 사분

면에 머무는 시간이 감소하였다 (Fig. 4). 반면, 홍화씨 흰민들

레 복합물 100 ㎎/㎏, 200 ㎎/㎏ 농도 투여군과 donepezil

투여군은 유의적으로 도피대가 있던 사분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습기억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뇌에서 콜린과 아세틸 CoA는 acetyl-transferase에 의해 아

세틸콜린으로 합성되고, 합성된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및 인지

능력에 중요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한다 (Hampel et al.,

2018). 반면 치매 환자의 경우, 뇌에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와 부틸릴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 증가 및 아세틸콜린 양의 감

소로 기억력 저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reig et

al., 2002; Darvesh et al., 2003). 스코폴라민으로 손상을 유

도한 in vivo 동물 모델의 뇌에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와 부

틸릴콜린에스테라제 활성 증가를 나타내어 콜린성 기능 장애

를 통해 기억력 손상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 (Sun et al.,

2019).

Fig. 2. Effects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working memory deficit
induced by scopolamine in the passive avoidance test.
Normal; 0.9% NaCl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ontrol;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
stration of water, CT5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50 ㎎/㎏/day), CT1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100 ㎎/㎏/day),
CT2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200 ㎎/㎏/day), DO;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donepezil (5 ㎎/㎏/day). Values are
means ± SD. a-bThe letters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Fig. 4. Effects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s induced by scopolamine in the Morris
water maze test. Normal; 0.9% NaCl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ontrol;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T5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50 ㎎/㎏/day),
CT1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100 ㎎/㎏/day), CT2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200 ㎎/㎏/day), DO;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donepezil (5 ㎎/㎏/
day). Values are means ± SD. a-cThe letters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Fig. 3. Effects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spatial impairment
induced by scopolamine in the T-maze test. Normal;
0.9% NaCl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ontrol;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T5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50 ㎎/㎏/day), CT1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100 ㎎/㎏/day), CT2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200
㎎/㎏/day), DO;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
stration of donepezil (5 ㎎/㎏/day). Values are means ±
SD. a-eThe letters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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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조직에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와 부틸릴콜린에스테라제

발현양을 측정한 결과 (Fig. 5), 스코폴라민을 처리한 control

군은 normal군에 비해 이들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여 콜린성

기능 장애가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홍화씨 흰민들레 복

합물 투여군의 경우,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틸릴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은

contro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홍

화씨 흰민들레 복합물 투여군은 부틸릴콜린에스테라제 활성

감소를 통해 콜린성 기능 장애 억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스코폴라민의 투여는 콜린성 기능 장애 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BDNF와 CREB 발현 감소에

Fig. 6. Effects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protein expressions of
BDNF (A) and p-CREB (B) in scopolamine-induced
mice. Normal; 0.9% NaCl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ontrol;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
stration of water, CT5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50 ㎎/㎏/day), CT1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100 ㎎/㎏/day),
CT2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200 ㎎/㎏/day), DO;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donepezil (5 ㎎/㎏/day).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n factor; p-CREB, phospho-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Values are means ±
SD. a-bThe letters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Fig. 5. Effects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protein expressions of
acetylcholinesterase (A) and butyrylcholinesterase
(B) in scopolamine-induced mice. Normal; 0.9%
NaCl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ontrol;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T5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50 ㎎/㎏/day), CT1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100 ㎎/㎏/day), CT200; scopola-
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200 ㎎/㎏/
day); DO;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donepezil (5 ㎎/㎏/day). AChE, acetylcholinesterase;
BuChE, butyrylcholinesterase. Values are means ± SD. a-
cThe letters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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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2014b). 뇌 조직

에서 BDNF와 CREB는 장기기억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며, AD 환자의 뇌에서 이들 인자의 발현이 감소됨이 보고되

었다 (Lee et al., 2014b; Pláteník et al., 2014). 

뇌 조직에서 BDNF와 CREB 단백질 발현을 측정한 결과

(Fig. 6), control군은 normal군에 비해 스코폴라민으로 인해

BDNF 및 CREB 단백질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물 투여군의 경우, BDNF의 활성

에는 control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

CREB 단백질 발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이

전 연구에 의하면 CREB의 인산화는 BDNF의 발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변환되는 시냅스 가

소성과 뇌 내 칼슘 항상성 조절 등에 관여하며 AD와 같은

신경퇴행성 환자의 경우 뇌에서 CREB의 인산화가 감소됨이

보고되었다 (Saura and Valero, 2011). 

Aβ는 39 개에서 43 개의 amino acid peptide로 뇌에서

Aβ plaque의 응집은 대표적인 AD의 조직병리학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Hardy and Higgins, 1992). Aβ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로부터 β-, γ-secretase에 의해 분리되어 생성되

며, Aβ를 생성하는 이들 기전은 amyloidogenic pathway로

알려져 있다 (Hardy and Higgins, 1992). 또한 스코폴라민으

로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동물 모델의 뇌에서 Aβ 단백질 발

현 증가로 인해 기억력 손상이 유도됨이 보고되었다 (Bihaqi

et al., 2012).

본 연구에서 amyloidogenic pathway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뇌 조직에서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발현을 측

정한 결과, control군은 normal군에 비해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홍화씨 흰민들레 복

합물 100 ㎎/㎏, 200 ㎎/㎏ 농도 투여군의 경우 스코폴라민으

로 증가한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

시켰다 (Fig. 7). 따라서 홍화씨 흰민들레 복합물 100 ㎎/㎏,

200 ㎎/㎏ 투여군은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발현 억제를

통해 Aβ 생성 억제에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화씨 흰민들레 5 : 5 복합물의 HPLC 분석을 통해 지표

성분을 확인한 결과, N-(feruloyl) serotonin (0.405 ㎎/g)과

chicoric acid (2.297 ㎎/g)를 지표성분으로 함유함을 확인하

였다 (data not shown). 이전 연구에 의하면 N-(feruloyl)

serotonin은 Aβ 생성에 관여하는 β-secretase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역할을 하는

serotonin의 유도체로 작용하여 신경 보호 효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kahashi and Miyazawa, 2011). Serotonin은 신

경세포의 primary cilia length 조절을 통한 인지능 개선 효능

이 보고되었으며, 신경세포에서 SIRT-1, SIRT-2, Hsp 70, HO

등의 발현 조절을 통해 Aβ로 인한 신경독성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보고되었다 (Hu et al., 2017; Hornedo-Ortega

et al., 2018). 또한 폴리페놀류의 일종인 chicoric acid는 기억

력 손상이 유도된 동물 모델의 뇌 조직에서 염증성 cytokine

억제를 통한 항염증 활성, Keap1/Nrf2 pathway 조절을 통한

항산화 활성, amyloidogenesis 억제 등을 통해 기억력 개선

효능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 (Liu et al., 2017a, 2017b). 따

라서 홍화씨 흰민들레 5 : 5 복합물의 기억력 개선 효능은 이

들 지표성분의 활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홍화씨 흰민들레 5 : 5 복합물은 부틸

릴콜린에스테라제 활성 억제를 통한 콜린성 기능 장애 개선,

CREB 인산화를 통한 시냅스 가소성 조절,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발현 억제를 통한 amyloidogenic pathway 억제를 통

해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홍화씨 흰민

들레 복합물은 AD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식품 소재로써의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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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combination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and Taraxacum coreanum on protein expressions of
amyloid precursor protein in scopolamine-induced
mice. Normal; 0.9% NaCl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Control;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
stration of water, CT5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50 ㎎/㎏/day), CT1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100 ㎎/㎏/day),
CT200;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CT (200 ㎎/㎏/day), DO; scopolamine injection + oral
administration of donepezil (5 ㎎/㎏/day).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Values are means ± SD. a-cThe letters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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