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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의 손

상으로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장애 또는 전체적인 기능장애를 야기하여 

심리ㆍ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손상이라 정의된다.1,2) 교통사고, 

낙상, 폭행, 스포츠 손상에 의해 주로 발생되며,3,4) 의식의 감소나 변화가 

일어나고,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5,6) 지속적 외상성 뇌

손상의 일종인 권투선수명정증후군 (Punch Drunk Syndrome, PDS)은 

권투선수치매 혹은 진행성 외상성 뇌질환이라고도 하며, 반복적인 뇌진탕

에 의해서 기억력과 지능 정도가 떨어지고, 복합정보처리 및 의사소통 장

애와 같은 인지적인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7-9) 또한 공격성, 무감동, 우

울증과 같은 행동결함과 운동장애로 인한 편마비와 사지마비, 균형감각 

감소, 운동기능의 실조와 협응장애 및 감각결함 역시 유발될 수 있

다.10-12)

점차 과격한 운동경기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권투선수뿐

만 아니라 각종 격투기 경기자, 더 나아가 축구 등 신체접촉 운동경기자

들에게도 PDS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13,14) 현재 많은 은퇴 권투선수들이 

PDS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의학적 개선 및 치료대책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이다.15) 이에 저자는 PDS에 대한 한약물의 효능을 연

구하고자 하였다.

한국 홍삼 (Red Ginseng)의 다양한 효능 중 뇌질환과 관련하여, 뇌허

혈 손상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감소와 해마 신경세포의 손상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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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6-18) 특히 해마 손상,19) 노령,19,20) 

ethanol,21) scopolamine22) 등에 의한 학습 및 기억 장애에 대하여 홍삼

이 유의한 개선 효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도 유의

하다고 하였다.23) 그러나 권투선수명정증후군과 같은 반복적인 외상성 뇌

손상에 의한 학습 및 기억 장애에 대한 효능을 보고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물리적 두부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PDS에 해당하는 실험동물 모형을 설정하고, 수중미로 

검사를 통하여 공간인지 학습수행과 기억력에 대한 행동변화의 관찰 및 

5주간의 홍삼 투여가 학습수행과 기억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

으며, 뇌 부위별 HIF-1α 단백질 발현의 변화를 관찰한바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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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방법

1. 동물 및 재료

1) 동물

실험동물은 샘타코(주)에서 구입한 약 200-250 g 사이의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였다. 흰쥐는 온도 (21~23 ℃), 습도 

(40~60 %), 조명 (12 시간 명/암)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음

용수와 사료가 자유롭게 공급되었으며, 실험실 환경에 1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2) 약물의 제조

한국담배인삼공사 (KT&G)에서 구입한 홍삼 300 g을 2,000 ml의 증

류수로 전탕하고,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

조 (-70 ℃, 10 mmHg)하여 66.0 g의 건조된 분말엑기스를 얻었으며, 

수율은 22 % 이었다. 

3) 실험군의 구분

실험동물을 무작위로 분류하여 정상군 (Normal), 대조군 (Control), 

그리고 홍삼투여군 (Red Ginseng)으로 나누었다. 대조군과 홍삼투여군의 

실험동물 모두에게는 무게추를 사용한 장치를 이용하여 PDS를 유발시켰

다. 홍삼투여군은 PSD유발 전과 후 40일간 홍삼추출물을 경구투여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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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동량 경구투여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schedule. Red Ginseng 

extract and normal saline were given orally once daily 

over whole research. 

2. Punch Drunk Syndrome 유발

PDS는 무게추 낙하모델 (weight-drop model)을 응용하여 유발하였

다.24) 흰쥐를 가볍게 마취시킨 상태에서, 둥근 형태 고무 재질의 65 g 무

게추를 30 cm 높이에서 진자운동을 유발하여 흰쥐의 두부를 타격하도록 

하였다 (Fig. 2). 운동량 보존법칙( )에 의하여, 30 cm 높이

에서 자유낙하 시킬 경우 무게추가 흰쥐를 가격할 때의 속력이 약 2.4 

m/s 이므로, 이때의 충격량은 약 0.16 Ns (kgㆍm/s)가 된다. 장치를 이

용한 실험동물에의 타격은 오전과 오후 각 20회씩 1일 총 40회 타격하였

으며, 이러한 타격을 6주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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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PDS device. The 

device has 65 g weighted circular mass. The circular mass 

was dropped at a height of 30 cm and hit the head of the 

rat with 0.16 Ns (kgㆍm/s).

3. 홍삼의 투여

    홍삼은 매일 한차례 일정한 시간인 오전 10시경에 건조엑기스를 생

리식염수에 녹여 5주간 투여하였다. 실험동물에의 약물 투여량은 70 kg 

성인의 1일 10 g 복용을 가정하고, 흰쥐에 대한 체중비례로 계산하여 체

중 100 g 당 14.3 mg을 매일 1회 경구투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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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rris 수중미로 장치에 의한 학습 및 기억능력 측정

수중미로로 이용되는 수조는 직경이 200 cm, 높이가 35 cm인 원형 

스테인리스 수조로 온도가 23±1 ℃ 되는 물이 20.5 cm 높이로 채워지

게 하였다. 수중미로의 주변은 비디오카메라, 실험대, 그리고 수조 주위에 

각종 도형의 공간단서 (visual cue)들을 설치하고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도피대는 직경이 14.5 cm, 높이가 20 cm인 원통형 투명 아크릴받침대로 

수면보다 약 0.5 cm 낮게 위치시켰다. 또한 흰쥐가 육안으로 도피대를 

찾아갈 수 없도록 물에 분유를 일정량 혼합하여 불투명하게 하였다. 수중

미로는 사분면으로 나누어 북동 (NE), 북서 (NW), 남동 (SE), 남서 (SW)

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북동 사분원의 중심부에 도피대를 설치하고, 반대 

측인 남서 사분원의 중앙부를 출발지점으로 사용하였다 (Fig. 3).25)

학습능력의 측정은 흰쥐들을 수조 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숨겨진 도피대를 찾아서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스스

로 도피대를 찾아낸 흰쥐들은 약 10 초간 도피대 위에서 머물면서 자유

롭게 주위를 관찰하도록 허용하였으며, 60 초 이내에 도피대를 스스로 찾

아내지 못한 흰쥐들은 실험자가 조심스럽게 도피대 쪽으로 유도하여 도피

대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다. 학습실험은 이러한 방식으로 

첫 타격 후 4 주째 되는 날로부터 4 일간 매일 4 회씩 총 16 회를 시행

하였다.26) 모든 동물들의 수영패턴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기록한 후, 

SMART 프로그램 (ver. 2.5.1, Panlab, Barcelona, Spa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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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Morris water-maze. The apparatus 

consisted of a circular water tank (diameter 200 cm) filled 

to a depth of 20.5 cm with water maintained at 23±1 ℃. 

The water was made opaque by adding milk. A platform 

(diameter 14.5 cm) was submerged 0.5 cm below the water 

surface and placed at the midpoint of one quadrant.

5. 공간 기억력 유지 검사

 수중미로 검사 마지막 날에는 공간 기억력 유지 검사를 위해서 각 

군의 흰쥐들에게 도피대가 제거된 채로 60 초간 자유 수영 검사를 시행

하였다. 수조를 5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도피대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각각의 구역에 서로 다른 점수 (Zone 1, +8; Zone 2, +5; Zone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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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4, +1; Platform, +10)를 할당하였으며, 각 실험동물들이 60 초간 

자유롭게 수영하며 도피대를 찾는 동안의 수영 궤적을 기록하여 각각의 

구역별로 수영한 시간과 부여된 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공간 기억력 유지

능력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Fig. 4).26) 

Fig. 4. Schematic diagram of graded zones divided by the distance 

from the platform. The different points was allocated to 

each zone (Zone 1, +8; Zone 2, +5; Zone 3, +2; Zone 4, 

+1; Platform, +10).

6. 뇌조직의 처리

    행동실험이 끝난 직후 실험동물을 sodium pentobarbital (25 ㎎/㎏, 

i.p.)로 마취시키고, 생리식염수 100 ㎖에 이어 4% formalin 고정액을 심

장을 통해 관류하였다. 이후 뇌를 꺼내어 같은 고정액으로 24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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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키고 20% sucrose가 함유된 완충액 (phosphate buffer saline, 

PBS)에 넣어 4 ℃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였다. 고정된 뇌는 50 ㎛의 두께

로 냉동절편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사용하였다.

7. 면역조직화학염색

    뇌조직 절편을 0.05 M PBS로 5 분간 3 회 씻어내고, 1% H2O2에서 

10-15 분정도 반응시킨 다음 다시 3 회 씻어낸 뒤 10% normal goat 

serum과 bovine serum albumin을 PBS에 섞은 blocking solution에 한 

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이후 3 회 씻어 낸 후, primary antibody를 처리

하였다. Primary antibody는 anti-HIF-1α (NB100-105, 1:100, Novus 

Biologicals, Colorado, USA)로, PBS와 Triton X-100을 섞은 용액으로 

희석한 후 4 ℃에서 12 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조직을 PBS로 씻어내고, 

abidin-biotin immunoperoxidase의 방법 (ABC Vectastain Kit)에 따라 

각각 1 시간씩 반응시켰다. 다음 NiCl2‧H2O (Sigma, USA)를 섞은 

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 (Sigma, USA) 용액에서 5-10분간 발색 

반응시키고, 조직을 poly-L-lysine 코팅된 슬라이드에 붙인 후 2-3 시간 

건조시킨 다음 탈수, 봉합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8. 통계처리

   실험결과분석은 Student's T-test를 행하여 P<0.05를 유의성이 있다

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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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성적

1. 반복적인 두부충격에 의한 PDS 모형의 유의성

두부충격을 받지 않은 흰쥐의 공간 기억능력이 132.1±10.0인 것에 

비하여, 4 주간 반복적인 두부충격을 받은 흰쥐는 77.5±6.7, 6 주에는 

75.9±3.7을 나타내어 4 주 이상 두부충격이 지속되는 경우 정상상태에 

비하여 공간 기억능력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Table 1). 또한 4 주

간의 두부충격 후 타격된 부위의 피하에 출혈이 존재하였으나 두개골 아

래 뇌 실질에는 육안적인 뇌조직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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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Memory Retention Score in Pilot Study 

for PDS-Model Setting

0 week 4th week 6th week

Total Score 132.1±10.0 77.5±6.7* 75.9±3.7**

n 7 8 7

The total scores of each rat were calculated in summation of 

multiplying swimming times by different points of each zone 

(Mean±S.E., **; p<0.01 vs 0 week).

 

Fig. 5.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hypodermal bleeding. (A) the 

hypodermal bleeding was induced by weight drop hit, (B) 

but there was not a damage on the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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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삼이 PDS 모형 흰쥐의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수중미로 장치 실험에서 각 군의 실험동물들이 도피대를 찾아서 오르

기까지의 회피시간 (escape latency)은 Table 2와 같다. 정상군의 경우 

학습검사 1 일째 첫 시행에서 105.7±14.3 sec를 기록하고 4, 8, 12 및 

16 회 시행에서 각각 53.0±17.6 sec, 27.3±9.2 sec, 30.4±11.4 sec 및 

8.6±0.6 sec를 기록하여 학습검사 시행기간동안 전반적으로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피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대조

군에서는 학습검사 1 일째 첫 시행에서 105.7±14.3 sec를 기록하고 4, 

8, 12 및 16 회 시행에서 각각 70.8±16.0 sec, 71.9±18.2 sec, 

82.4±18.7 sec 및 64.5±21.0 sec를 기록하여 정상군에 비해 회피시간

이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다. 홍삼투여군에서는 학습검사 1 일째 첫 시

행에서 101.1±10.0 sec를 기록하고 4, 8, 12 및 16 회 시행에서 각각 

55.1±14.1 sec, 61.1±13.0 sec, 60.9±14.4 sec 및 12.9±3.4 sec를 기

록하여 시행 횟수에 따른 회피시간이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되는 것이 관

찰되었으며, 6 회와 4 일째의 13-16 회에서의 회피시간은 대조군에 비해 

P<0.05의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Table 2,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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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Escape Latency of PDS Rats

Day Trials
Groups

Normal Control Red Ginseng

1st

1 105.7±14.3 108.9±11.1 101.1±10.0

2 54.7±7.9 94.3±13.9 91.1±11.6

3 63.3±15.3 79.8±18.6 71.6±17.3

4 53.0±17.6 70.8±16.0 55.1±14.1

2nd

5 85.0±14.7 103.9±12.8 101.5±10.2

6 50.6±9.6 112.9±7.1 83.0±10.4*

7 48.6±8.6 78.8±12.3 71.0±15.8

8 27.3±9.2 71.9±18.2 61.1±13.0

3rd

9 53.0±14.9 88.4±12.9 81.3±11.8

10 31.3±5.7 72.0±16.5 58.1±12.6

11 28.1±3.6 72.9±18.2 49.5±13.3

12 30.4±11.4 82.4±18.7 60.9±14.4

4th

13 42.7±13.8 92.0±13.6 54.8±10.3*

14 16.9±3.1 68.5±15.0 33.3±7.0*

15 14.9±4.6 53.5±15.0 18.6±5.5*

16 8.6±0.6 64.5±21.0 12.9±3.4*

On each trial, the rats were placed in the pool at one starting 

position. They were allowed to swim freely or until they found 

the platform. The time required to escape onto the hidden 

platform was recorded (Mean±S.E., *;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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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Red Ginseng on escape latency of PDS rats. 

Animals were hit for 4 weeks prior to the first training 

day. Red Ginseng extract and normal saline were given 

orally once daily over whole research (Mean±S.E., *;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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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삼이 PDS 모형 흰쥐의 유영패턴에 미치는 영향

수중미로 검사 5 일째에 공간 기억력 유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60

초간 자유수영 검사에서 각 실험동물이 유영한 궤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Fig. 7). 정상군의 경우 실험동물들이 이전 도피대가 있던 자리를 쉽게 

찾아내고,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Fig. 7-B). 반면에 대조군의 실험동물들은 이전 도피대의 자리를 잘 찾

아내지 못하며, 또한 활동성도 정상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이 관찰되었

다 (Fig. 7-C). 그러나 홍삼투여군의 경우 모두 이전의 도피대 위치를 찾

아가는 시도와 활동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호전됨이 관찰되었다 (Fig.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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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presentative swimming pathways in water maze. Section 

A shows swimming zones. Normal group (B) indicated 

swimming pathway from the typical mouse pathway after 4 

day-training. Control group (C) lost its directional bearings 

and thus employed more random search strategy than 

straight search strategy. Red Ginseng treated group (D) 

showed recovery in the pathway to find the hidde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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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삼이 PDS 모형 흰쥐의 기억능력에 미치는 영향

실험동물이 구역별로 수영한 시간과 점수에 따라 공간 기억 유지능력

을 수치적으로 계산한 결과, 정상군은 132.1±10.0 이었고, 대조군은 

77.5±6.7로 정상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서 대조군의 기억능력에 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홍삼투여군은 110.2±7.1로 대조군

에 비해 유의성 (P<0.01) 있는 증가를 나타내어 기억능력의 호전이 관찰

되었다 (Table 3, Fig. 8). 

또한 60 초의 자유수영 검사 동안에 이전 도피대가 있던 자리와 각 

구역별로 수영한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Zone 3와 Zone 

4 및 도피대 구역에서는 각 군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도피대와 가장 

근접한 구역인 Zone 1과 Zone 2에서 수영한 시간이 대조군은 0.4±0.3 

sec와 2.2±1.1 sec인데 비하여 홍삼투여군은 각각 2.6±0.6 sec와 

5.6±1.4 sec로 도피대 근처에서의 수영시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P<0.01과 P<0.05)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Table 4,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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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Memory Retention Score of PDS Rats

Normal Control Red Ginseng

Total Score 132.1±10.0 77.5±6.7 110.2±7.1**

n 7 8 8

The total scores of each rat were calculated in summation of 

multiplying swimming times by different points of each zone 

(Mean±S.E., **; p<0.01 vs 0 week).

 

Fig. 8. Effect of Red Ginseng on memory retention score of PDS 

rats. Red Ginseng treated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 of memory retention score (Mean±S.E.; **, p<0.01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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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Swimming Times in Graded Zones during 

Memory Retention Test of PDS Rats 

Normal Control Red Ginseng

zone 1 3.9±1.1 0.4±0.3 2.6±0.6**

zone 2 7.1±0.9 2.2±1.1 5.6±1.4*

zone 3 12.0±2.2 6.3±2.3 7.6±1.6

zone 4 35.3±2.6 50.4±2.5 43.3±2.0

Platform 0.6±0.3 0.0±0.0 0.3±0.1

At day 5, each rat was allowed to swim freely for 60s. The 

times that the rats stayed at each zone were recorded 

(Mean±S.E.; unit, sec.; *, p<0.05; **, p<0.01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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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Red Ginseng on swimming times in graded zones 

during memory retention test of PDS rats. Red Ginseng 

treated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increases of times 

stayed in zone 1 and 2 (Mean±S.E.; *, p<0.05; **, p<0.01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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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삼이 PDS 모형 흰쥐 뇌조직의 HIF-1α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Hippocampus에서의 HIF-1α 단백질 발현은 정상군의 경우 거의 관

찰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CA1 영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발현되었다. 

홍삼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Table 5, Fig. 

10). Cerebral cortex에서는 정상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HIF-1α의 발현

이 관찰되었으며, 대조군에서 더 강한 발현을 나타내었다. 홍삼투여군은 

cortex 부위에서 HIF-1α 발현이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감소된 양

상을 나타냈다 (Table 5, Fig. 11). Caudate putamen에서는 정상군에서

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비교적 강한 HIF-1α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홍삼투여군은 HIF-1α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거의 발현되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Table 5,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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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HIF-1α Immuno-Reactivity in Brain Regions 

          of PDS Rats

Normal Control Red Ginseng

Hippocampus - ++ -

Cerebral Cortex + ++ +

Caudate Putamen - + -

Immuno-reactivity against HIF-1α was presented as negative (-), 

mild positive (+), and strong posi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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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presentative sections of HIF-1α expressions in 

hippocampus of Normal (A, a), Control (B, b), and Red 

Ginseng treated (C, c) groups. HIF-1α expression was 

scarcely observed in the cytoplasm of CA1 neurons of 

normal group. Immuno-reactivity of HIF-1α was detected 

very strongly at CA1 neurons of control group. In CA1 

neurons, Red Ginseng treated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 of HIF-1α expression compare to 

control group (Scale bar; 1.0 mm in sections A, B, C; 

100 ㎛ in section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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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presentative sections of HIF-1α expressions in cerebral 

cortex of Normal (A, a), Control (B, b), and Red Ginseng 

treated (C, c) groups. HIF-1α expression was weakly 

observed in cerebral cortex of normal group. Immuno- 

reactivity of HIF-1α was detected very strongly in 

cerebral cortex of control group. Red Ginseng treated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 of HIF-1α 

expression compare to control group (Scale bar; 1.0 mm 

in sections A, B, C; 100 ㎛ in section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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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presentative sections of HIF-1α expressions in caudate 

putamen of Normal (A, a), Control (B, b), and Red Ginseng 

treated (C, c) groups. HIF-1α expression was not 

observed in caudate putamen of normal group. Immuno- 

reactivity of HIF-1α was detected very strongly in 

caudate putamen of control group. Red Ginseng treated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decrease of HIF-1α 

expression compare to control group (Scale bar; 1.0 mm 

in sections A, B, C; 100 ㎛ in section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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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권투선수명정증후군 (Punch Drunk Syndrome, PDS)은 장기간의 반

복적인 뇌진탕 (cerebral concussion)에 의해서 유발된다. 뇌진탕은 가장 

대표적인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이며, 일반적으로 두개

골의 골절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뇌기능의 촉진 (acceleration) 또

는 부진 (deceleration)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경계 작동에 장애가 일어

나는 것이다.27-29) 권투는 물론이고 하키나 미식축구, 축구와 같은 신체접

촉 운동경기, 추락이나 충돌, 신체적 폭력, 교통사고 등 뇌진탕을 유발하

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30) 뇌진탕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사망한 것 같

이 의식과 움직임이 없이 약 1-3 분 정도 바닥에 쓰러졌다가 점차 의식

을 회복한다는 것이다.27,28) 뇌진탕의 경우 신경계에 병리적인 소견이 나

타나기도 하지만 병리소견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병리소

견이 필수적인 요인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뇌진탕이 뇌의 구조적인 장

애가 아니라 기능적인 장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31,32)

뇌진탕의 두 번째 특징은 외상성 기억상실 (traumatic amenia)의 유

발이다.33,34) 외상성 기억상실은 뇌진탕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들에 대해

서 기억을 상실하는 외상전 기억상실 (pre-traumatic or retrograde 

amnesia)과 의식을 회복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외상

후 기억상실 (post-traumatic or anterograde amnesia)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외상후 기억상실의 기간이 뇌진탕의 강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35,36) 또한 외상성 뇌손상은 뇌에 명확한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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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기억상실은 물론 집중장애나 불안과 같은 인지 및 감정 장애를 

유발한다.37) 이러한 뇌진탕후 증후군 (postconcussive syndrome)은 대

부분의 경우 수주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반복적이고 심한 경우 수개월 또

는 수년간 장기간의 학습 및 기억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38-40) 외상성 뇌

손상에 의하여 유발되는 인지장애의 발생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미만성 신경축삭손상 (diffuse axonal injury)이 가장 

근접한 설명으로 보고되어 있다.41)

지속적인 뇌진탕후 증후군에 대한 치료약물의 개발에는 적절한 실험

동물 모형의 설정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소형 실험동물에서 외상성 

뇌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기존의 연구

들에 응용된 액체충격 (fluid-percussion)이나 대뇌피질 타격 (cortical 

impact) 또는 국소 타박 (focal brain contusion) 등의 방법은 사람의 뇌

진탕에서 볼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의 국소 뇌손상이나 출혈, 경련 등을 유

발하며,42,43) 반대로 타격강도를 낮추면 원하는 실험모형이 유발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44)

본 연구에서는 PDS에 좀 더 유사한 실험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

험동물을 마취시킨 상태에서 두개골 천공 없이, 약 65 g 무게추를 30 

cm 높이에서 진자운동으로 타격하였다. 이후 Morris 수중미로 장치를 사

용하여 학습과 기억능력을 측정한 결과, 1일 40 회씩 4 주 이상 두부충

격이 반복한 경우 정상 실험동물에 비하여 공간 기억능력의 유의한 감소

가 관찰되었으며, 타격된 부위를 중심으로 피하출혈은 존재하였으나 두개

골 아래 뇌 실질에는 육안적인 뇌조직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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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된 두부충격의 정도와 기간이 뇌 실질에 대한 직접적인 조직

병리학적 손상은 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 기억능력의 감퇴가 유발되

어, 적절한 PDS 실험모형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홍삼 (Red Ginseng)은 항암작용,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혈압조

절 및 동맥경화 예방, 면역기능 강화, 조혈 및 빈혈회복, 노화방지, 알콜 

해독, 위장장애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21,45-48) 또한 뇌허혈 손상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감소와 해마 신경세포

의 손상 등에 대하여 방어효능이 있으며,16-18) 특히 뇌 해마부위의 손상이

나 노령에 의한 학습과 기억능력의 감퇴는 물론 ethanol이나 

scopolamine 등과 같은 약물투여에 의한 학습 및 기억 장애에 대하여도 

유의한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9-22) 

본 연구의 결과, 수중미로 장치 실험에서 각 군의 실험동물들이 도피

대를 찾아서 오르기까지의 회피시간은 PDS가 유발된 대조군에서는 학습

검사 1 일째 첫 시행에서 약 105.7 sec를 기록하고 4, 8, 12 및 16 회 

시행에서 약 64.5-82.4 sec를 기록하여 정상군에 비해 회피시간이 유의

하게 감소되지 않았으나 홍삼투여군에서는 학습검사 1 일째 첫 시행에서 

약 101.1 sec를 기록하고 4, 8, 12 및 16 회 시행에서 약 12.9-61.1 

sec를 기록하여 시행 횟수에 따른 회피시간이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6 회와 4 일째의 13-16 회에서의 회피시간은 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홍삼투여가 두부충격

에 의한 학습능력의 저하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공간기억 유지능력을 측정한 실험에서도 홍삼투여군은 약 11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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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의 약 77.5에 비해 유의성 있는 공간기억력의 증가를 나타내었으

며, 도피대 근처에서의 유영시간 또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

를 나타내었다. 이는 홍삼투여군의 실험동물들이 도피대의 위치를 기억하

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외상성 뇌손상은 충격으로 즉시 나타나는 손상과 뇌손상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나타나는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49) 2차적인 뇌손상은 뇌압

의 증가, 저산소와 허혈로 인하여 발생하며, 미만성 신경축삭손상 시 흥

분성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증가되어 뇌손상을 촉진시킨다.50,51) 즉, 뇌

손상 시 뇌혈류는 감소되나 대사는 증가하므로 이에 충분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뇌손상을 더욱 커지게 한다고 하였다.52) 따라서 2차 손

상의 정도를 억제하는 것 또한 외상성 뇌손상 치료의 목표가 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2차적 허혈 손상은 외상성 뇌손상 후의 예정된 신경세포

의 자연사 (apoptotic cell death)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hypoxia 

inducible factor (HIF)-1α의 발현이 실험적 외상성 뇌손상 후의 

apoptotic cell death를 유발하는 인자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53)

HIF-1은 저산소 상태의 자극에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전사인자로

서,54) HIF-1α와 HIF-1β로 구성되며 뇌의 전영역 신경세포에서 발현된

다.55,56) 뇌허혈 손상은 전사인자인 HIF-1에 의해 조절되는 다수의 유전

자들의 발현을 유발하며, 저산소 상태는 HIF-1α를 활성화시켜 저산소 상

태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전사인자로서 작용한

다.56,57) 뇌손상의 경우 국소뇌허혈 또는 전뇌허혈 모든 경우에 신경세포

에서 HIF-1α mRNA와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됨이 보고되어 있다.56,5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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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HIF-1α는 장시간 혹은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대한 신경세포의 

자발적인 보호작용과 적응기능이 주된 역할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연구

에 의하면 홍삼의 성분인 ginsenoside Rb1이 HIF-1α를 증가시켜 VEGF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피부화상 환자의 신생혈관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9)

본 실험에서 PDS 유발후 뇌조직에서 HIF-1α 단백질 발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HIF-1α의 발현이 장기적인 두부충격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즉, 정상군의 경우 HIF-1α는 cortex 주변부에서만 

약하게 발현될 뿐, hippocampus와 caudate putamen 부위에서는 발현되

지 않았다. PDS를 유발한 대조군의 경우는 cortex, hippocampus 및 

caudate putamen 부위에서 모두 강하게 발현되었다. PSD 유발후 홍삼

을 투여한 군의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현이 감소하여 전체

적으로 정상군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5주간 홍삼추출

물의 투여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두부충격으로 인하여 증가된 HIF-1α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이 저

산소 상태에 적응하기 위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HIF-1α 발현을 증가

시키기 보다는, 두부충격으로 인한 저산소 상태의 유발 자체를 억제하는 

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HIF-1α가 신경세포의 생존 기전과 사망 기전 모두에 관여하는 이중적인 

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60,61) 하지만 뇌조직 신경세포에서 

HIF-1α 발현의 이러한 이중적인 작용에 대한 홍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뇌손상 후 시간경과에 따른 HIF-1α 발현의 변화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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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총괄하면, 흰쥐에 4 주 이상의 장기적인 두부충

격은 뇌 실질에 조직학적 손상이 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습과 기억 

능력의 감퇴를 유발하였으며, 홍삼은 PSD 실험모형 흰쥐의 학습능력 및 

기억능력의 저하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효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홍삼은 

PSD 실험모형 흰쥐의 대뇌피질과 해마에서 HIF-1α 단백질 발현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홍삼추출물은 

권투선수명정증후군과 같은 만성적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학습과 기억능

력 감퇴에 유의한 예방 및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홍

삼의 작용기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상성 뇌손상 상태

에서 HIF-1α 이외의 apoptosis 관련 인자들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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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흰쥐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물리적 두부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권

투선수명정증후군 (PDS)에 해당하는 동물실험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홍삼의 효능을 관찰하고자, 수중미로 검사를 통하여 공간인지 학습수행과 

기억력에 대한 영향과 뇌 부위별 HIF-1α 단백질 발현의 변화를 관찰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흰쥐에 4 주 이상의 장기적인 두부충격은 뇌 실질에 조직학적 손

상이 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습과 기억 능력의 감퇴를 유발하였다.

2. 홍삼은 PSD 실험모형 흰쥐의 학습능력 저하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효능을 나타내었다.

3. 홍삼은 PSD 실험모형 흰쥐의 기억능력 저하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효능을 나타내었다.

4. 홍삼은 PSD 실험모형 흰쥐의 대뇌피질과 해마에서 HIF-1α 단백

질 발현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홍삼추출물은 권투선수명정증후군과 같은 만성적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학습과 기억능력 감퇴에 유의한 예방 및 개선 효능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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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Red Ginseng on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 

of Rats Attended with Punch Drunk Syndrome

Min Young Lee

Major in Anatomy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isty

(directed by Prof. Nak-Won Sohn, PhD, OMD)

This study aimed first to establish the punch drunk 

syndrome (PDS) on the rats by repeated long-term mechanical 

impact on the rat head, furthermore effects of red ginseng on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 of the rats attended with PDS 

were observed. Effects of red ginseng were evaluated by escape 

latency and memory retention score with Morris water-maze. And 

HIF-1α expressions in the brain regions of the PDS rats were 

observed with immunohistochemistry.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Impairment of learning and memory resulted from 

repeated mechanical impact on the rat head for 4 weeks without 

histopathological brai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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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d ginseng treatment for 5 weeks improved learning 

deficit of rats attended with PDS.

3. Red ginseng treatment for 5 weeks increased memory 

retention score of rats attended with PDS.

4. Red ginseng treatment for 5 weeks reduced HIF-1α 

expressions in cerebral cortex and hippocampus of rats attended 

with P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d ginseng has a protective 

effect on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 of the punch drunk 

syndrome and traumatic brain inj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