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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실험을 통한 총아100의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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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are so many studies that herbal composition has the effect on enhancing the memorial ability.

But there are few studies whether it has effect on enhancing attentional abil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prove the effects of a herbal composition(ChongA 100) on enhancing not only memorial but also attentional ability. The

memorial ability interfered by amyloid-β was evaluated with passive avoidance test Y-maze task. The attentional ability

was studied with attentional set-shifting task(ASST). The 200mg/kg of ChongA100 could significantly recover the

shortened latency of passive avoidance test and the interfered alternation of Y-maze task. The number of trials in

ASST was significantly reduced as well. Our study suggests that it has effects on enhancing both memorial and

attention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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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최근에는 뇌의 기능

향상을 통한 학습 능력 증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2)

. 이

러한 관심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서 보이는데, 노인은 치매와

관련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찾고 있으며,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령기의 아

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은 기억력

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억력 향상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연구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매를 유발하는 amyloid-β를 생쥐

에게 투여하여 치매를 유발시킨 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물질

을 투여하는 방법
3)
을 연구에 많이 적용한다.

집중력 향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 외국에서 일부 학자4,5)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

부 약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구가 미약한

편이다.

국내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 보면 집중력에 대한 연구는 주

로 명상6)이나 뇌파를 이용한 기구로 임상 시험2)을 한 것이 대부

분이며, 동물 실험을 진행한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韓醫學에서는 기억력 및 집중력을 다른 명칭으로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神’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룰 수 있다. 神이란 좁

게는 사상, 의식 등의 정신활동을 의미하고 넓게는 모든 생명활

동의 현상, 즉 생명력을 나타낸다7). 이러한 神의 조절을 통해 기

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한약은 여러 약물의 혼합을 통해 전체적인 뇌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한가지 처방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총아100으로 기

억력 및 집중력과 관련하여 생쥐 및 흰 쥐의 행동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및 사육환경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기억력에 관한 수동회피 실험(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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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ance Test)및 Y자 미로 실험(Y-maze task)은 25±3 g의 ICR

계 생쥐(5주령)을 대한 실험 동물로부터 구입하여 대조군, 저농

도군, 고농도군(n=10)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집중력에 관한 실험에는 230±10 g Sprague-Dawley계 수컷

흰 쥐(6주령)를 대한실험동물로부터 구입하여 대조군, 탕약군

(n=8)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생쥐와 흰쥐는 동물실험실에서 사육되었으며, 실험실 온도

는 20-25℃, 습도는 30-35% 빛은 7:00~19:00까지 12시간 밝혀주었

다. 각 생쥐와 흰쥐는 동물실험실에서 5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시험물질의 조제

실험에 사용된 총아100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지역

연고산업진흥사업단 참여기업인 자연인에서 제공받아 대추

8.4% 생강 7.0% 석창포 4.9% 백복신 4.9% 원지 2.8% 백복령

2.8% 인삼 2.8% 천궁 2.8% 당귀 2.8% 작약 2.8% 백출 2.8% 감초

2.8% 숙지황 2.8% 황기 2.625% 육계 2.625% 산사 2.625% 맥아

2.625%를 혼합한 후 원료 중량의 5-10배 양의 물을 넣고 95℃로

4시간동안 달인 후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1 ㎛필터로 여과한 후

50brix가 되도록 6시간 동안 감압농축하였다.

3. 투여 방법

1) 기억력 실험 (수동회피실험, Y자 미로실험)

저농도 군은 40 ㎎/㎏, 고농도 군은 200 ㎎/㎏ 의 농도로 12

일간 소식자(sonde)를 이용하여 경구로 투여하였다.

2) 집중력 실험 (집중력 조합-이동 실험:attentional set-shifting

task)

200 ㎎/㎏ 의 농도로 10일간 소식자(sonde)를 이용하여 경

구로 투여하였다.

4. 실험 도구

1) 기억력 실험

(1) 수동회피 실험 상자(Passive avoidance box : Shuttle box)

제작

수동회피실험을 위해 왕복상자는 50×50×40 ㎝의 크기로 제

작하였다. 이 상자는 아크릴 판을 벽으로 하여 동일한 크기의 두

방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방을 나누는 벽에는 가로, 세로 각 10

㎝인 단두대 형식의 문이 있어 외부에서 상하로 열고 닫을 수 있

게 하였다. 좌측 방의 뚜껑에는 할로겐 전구(250W)를 달아 실험

동물이 싫어하는 매우 밝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측 방에는 실

험 동물의 발바닥에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밑면에 스테인

레스봉을 깔고 통전장치를 설치하여 AC 가변 전원 전기 충격발

생기로 2.0 ㎃의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 밝은 방의 벽

면은 흰색의 아크릴로 하였고, 어두운 방은 검은색 아크릴로 하

였다.

(2) Y자 미로 (Y-maze )

Y자형 미로 측정 장치는 3개의 통로(arm)를 뻗어 알파벳 Y

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각 가지는 길이 25 ㎝, 높이 14 ㎝, 폭 5

㎝이고 중심에서 120°의 각도로 위치시킨다.

2) 집중력 실험

(1) 집중력 조합-이동 무대(Attentional Set-Shifting Arena)

이는 하얀 색칠을 한 나무로 가로×세로×높이를 40 ㎝×71 ㎝

×20 ㎝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상부 1/3 지점은 가운데에 칸막이

를 설치한 후 그 중간에 지름 6 ㎝ 구멍을 파서 자기 그릇을 배

치하였다. 하부 1/3 지점에는 위아래로 여닫히는 단두대 형식의

칸막이를 만들어 언제든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이 공간은 생쥐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칸막이가 올라가면 앞

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Fig. 1).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attentional set shifting test

arena(inner dimensions, length×width×height:40×71×20 ㎝).

(2) 자기 그릇

지름이 6 ㎝되는 작은 자기 그릇을 준비하고, 실험이 시작되

기 일주일 전에 지정된 향기를 안쪽 가장자리에 200 ㎕ 바르고,

실험 전일 다시 4 ㎕를 도포하였다.

(3) 향기

8종(Lemon, Rosewood, Clove, Nutmeg, Rosemary,

Cinnamon, Citronella, Thyme)의 향기를 준비하여, 2종(Lemon,

Rosewood)은 실험 3일째, 나머지 6종은 실험 4일째에 사용하였

으며, 향기는 (주)Aromaalab(성남,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5. 실험 방법

1) 기억력 실험

(1) 사건 기억력 측정

사건 기억력은 수동 회피 실험(Passive Avoidance Test)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수동회피 실험을 이용하여

치매가 유발될 수 있는 amyloid-β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농도가

결정되면, amyloid-β를 생쥐에게 주입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다.

① 기억력 결손을 일으키는 amyloid-β의 농도 결정

생쥐는 3일간 shuttle box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였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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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밝은 방에 투입하여, 어두운 방으로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였

고, 어두운 방으로 넘어가면 약 1분간 쉬게 한 후, 밝은 방으로

몰아낸 다음 상자에서 빼냈다.

4일째에는 Laursen & Belknap8)이 설정한 절차에 따라서

amyloid-β를 생쥐의 정수리(Bregma)에 주입(intracerebroventr-

icular injection;ICV)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amyloid-β 

1-42(Sigma, Seoul, Korea)이다. 각각의 생쥐는 50 ㎕ Hamilton

microsyringe에 26-gauge 바늘을 덧씌워 2.4 ㎜의 깊이가 주입되

도록 설치한 후 생쥐의 정수리(Bregma)에 amyloid-β를 5 ㎕씩

주입하였다. 이 때 생쥐는 각 군당 10마리로 하였으며, 대조군

(Con)은 ICV 시행시 phosphate-buffered saline(PBS)를 투여하였

으며, 500 pmol 투여한 군(500), 1 nmol 투여한 군(1000)으로 나

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shuttle box에 생쥐를 넣고, 생

쥐가 어두운 방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생쥐가 어두운 방

에 들어가면 중앙의 통로를 막은 후 생쥐가 심하게 발작할 정도

의 강도로 10초간 전기 충격을 가한 후 중앙의 통로를 다시 개방

하여 밝은 방으로 넘어 오게 하였다.

5일째에는 생쥐를 밝은 방에 내려놓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

가는 시간(latency)을 확인하였다. 뒷발까지 넘어갔을 때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각 test는 최대한 300초까지 측정하였고,

300초를 초과한 것은 300초로 간주하였다.

② 총아100의 사건기억력 향상능 측정

상기의 과정과 동일한 방법을 반복한다. 단, 실험 10일 전에

5일간 동물 실험실에 적응토록 하고, 일주일간 한약을 경구투여

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하는 과정에서도 한약은 계속

투여하였다. 각 군당 10마리 정도로 나누었으며, 대조군(사료와

물을 제공), 증류수군(치매 유발, 사료와 물을 제공 먹은 군), 저농

도군(치매 유발, 사료와 물, 저농도 총아100제공), 고농도군(치매

유발, 사료와 물, 고농도 총아100제공)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2) 공간 기억 능력 측정

수동 회피 실험 다음날 동일한 생쥐로 Y자형 미로 실험

(Y-maze task)를 통해 측정하였다. 생쥐의 움직임을 교차회수

(alternation)로 나타내는데, 교차회수란 생쥐가 연속적으로 3개

의 통로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을 때 한 번 교차한 것으로 정의

된다. 각 생쥐는 한 쪽 미로의 끝에서 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다른 가지(arm)로 가도록 하였으며, 교차를 올바르게

성공하면, 1점을 부여하였다. 생쥐가 올바르게 교차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된 점수에서 획득가능한 최고 점수(각 arm을

통과한 합에서 2를 뺀 회수)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여 점수를 산

정하였다. 미로를 통과하는 기준은 생쥐가 각 통로의 반을 통과

한 시점으로 하였다.

2) 집중력 실험

(1) 집중력 측정

집중력 측정은 Birrell & Brown
5)
이 제안한 집중력 조합-이

동 실험(Attentional Set-Shifting Task)을 약간 변형하여 시행하

였다. 이 실험은 4일간 진행되는데, 실험 시행되기 하루 전에 금

식 시켰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기존에 주던 사료는 중

단하고, 실험할 때 섭취하는 먹이만 허용하였으며, 측정 시간 외

에는 부가적인 먹이는 금지하였다.

① 적응 기간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 무대에 대해 적응 시켰다. 자기 그

릇에는 톱밥을 깔고 먹이를 놓았는데, 먹이는 (주)동서식품(서울,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코코볼을 절반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여 1

회 먹는 양으로 하여 먹도록 하였다. 쥐는 출발대기실에서 칸막

이가 열리면 전방에 있는 자기로 나아가 먹이를 먹도록 하였으

며, 먹이를 먹은 후 반대편 자기로 움직이면 비워진 자기에 다시

먹이를 보충하여 쥐가 5분간 자유롭게 양쪽 자기를 왕복하면서

먹도록 먹이를 제공하였다. 5분이 종료되면 쥐를 다시 출발 대기

실에서 출발하여 다시 5분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반복하는

데, 첫 번째 훈련과는 달리 먹이를 안 보이게 톱밥으로 가렸다.

5분이 종료되면 먹이를 두 번째 훈련 때에 비해 먹이를 톱밥 깊

숙이 배치하여 실험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둘째 날의 실험은

첫째 날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② 훈련 기간

셋째 날, 특정 향기나 특정 재질에 따라 먹이가 있을 수도

있고, 먹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훈련시켰

다. 처음에는 동일한 톱밥을 깔아 시각적인 차이를 배제하였고,

하나는 Rosewood, 하나는 Lemon향기를 분사하여 후각적에 따

른 변수를 인식시켰다. 이 중 Rosewood 향기가 있는 그릇에만

먹이를 배치하여, 쥐가 향기에 따라 먹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

켰다. 이 때 그릇은 무작위로 위치를 바꾸어, 방향에 따른 변수를

배제하였고, 쥐가 자기 그릇에 가서 톱밥을 뒤지지 않고 냄새만

맡고, 정확한 그릇으로 가서 톱밥을 뒤져서 먹이를 찾아내는 것

을 성공으로 인정하여, 이를 5회 연속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

어가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는 향기를 분사하지 않은 자기로 자기 그릇 안에

들어갈 재질만 하나는 종이로 하고, 하나는 비닐로 하고, 종이로

채운 자기에만 먹이를 배치하였다. 이는 후각의 변수는 배제하고

시각으로만 먹이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며, 쥐가 어떤 경우에는

후각에 반응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각에 반응하여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이 단계 역시, 5회 연속으로 성공하면 성

공으로 인정하고, 훈련을 종료하였다. 이 날 먹이가 없는 곳에는

먹이를 가루내어 분사하여 쥐가 먹이의 냄새를 맡고 선택하지

않도록 하였다.

③ 측정

넷째 날 실험은 총 7단계로 시행된다(See Table 1). 처음에는

simple discrimianation(SD)단계로 재질은 전일 사용하였던 톱밥

을 동일한 톱밥을 사용하였고, 향기는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였

다. 먹이는 clove향기가 있는 자기에만 배치하고, 향기에 따라 먹

이를 찾도록 조작하였다. SD단계가 종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데, 이 단계부터는 각 단계 안에서 2과정으로 다시 나누어,

일차적으로 표에 제시된 처음 조건을 5회 연속으로 성공하면 조

건을 뒤집어서 다시 실험하였으며, 이 과정을 한 단계로 설정하

였다. 다음 단계는 Compound discrimination(CD) 단계로서, SD

단계와 동일한 향기를 사용하였으며, clove향기가 있는 곳에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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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배치하였고, 눈에 보이는 재질을 톱밥대신 볼모양의 솜털과

털실로 나누었다. 다음 단계는 reversal of Compound

discrimination (CD Rev)의 단계로 CD단계에서 먹이가 들어가

는 향기만 바꾼 조작을 통해 실험하였다. 다음 단계는

intradimension(ID) 단계로서, CD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되나, 향기나 재질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다. 다음 단계

는 reversal of intradimension(ID Rev)단계로서, CD Rev와 동일

한 방식으로써 ID 단계에서 사용한 향기와 재질을 사용하였다.

다음 단계는 extradimension(ED) 단계로서 전 단계가 향기를 따

라서 먹이를 배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계는 재질에 따라

먹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음 단계인 reversal of

extradimension(ED Rev) 역시 metallic ball에 먹이를 배치하는

식으로 하였다. 각 단계는 전일 실험과 같이 5회 연속으로 성공

한 것을 성공으로 인정하였다. 각 실험에서 먹이가 있는 자기는

불특정하게 좌우의 위치를 변경하여 쥐가 방향성에 따라 선택하

지 않도록 하였으며, 먹이가 없는 자기에는 먹이를 가루내어 분

사하여 먹이 냄새를 맡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Table 1. Attentional Set-Shifting behavioral protocol

Discrimination
stage

Dimensions Example combinations

Relevant Irrelevant (+) (-)

SD Odor Clove/Sawdust Nutmeg/Sawdust

CD Odor Medium
Clove/cotton ball
Clove/ knitting wool

Nutmeg/knitting
wool

Nutmeg/ cotton ball

CD Rev Odor Medium
Nutmeg/ cotton ball
Nutmeg/ knitting wool

Clove/ knitting wool
Clove/ cotton ball

ID Odor Medium
Rosemary/wood balls
Rosemary/rubber

Cinnamon/rubber
Cinnamon/wood

balls

ID Rev Odor Medium
Cinnamon/wood balls
Cinnamon/rubber

Rosemary/rubber
Rosemary/wood

balls

ED Medium Odor
Velvet/ citronella
Velvet/thyme

Metalic ball/thyme
Metalic

ball/citronella

ED Rev Medium Odor
Metalic ball/thyme
Metalic ball/citronella

Velvet/ citronella
Velvet/thyme

Representative example of stimulus pairs and the progression through the stages of the
attentional set shifting protocol. In this example, odor was the initial discriminative
stimulus dimension, shifting to digging medium in the ED stage. For each stage, the
positive stimulus is in bold, and is paired randomly across trials with the two stimuli
from the irrelevant dimension.

6. 통계처리

1) 기억력 실험

수동회피 실험과 Y자 미로 실험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측정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Dunett’s test를 시행

하였다.

2) 집중력 실험

집중력 조합-이동 실험(Attentional Set-Shifting Task)은 이

원분산분석(Two-way ANOVA)로 측정하였고, 사후 분석은

Bonferroni 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1. 기억력 실험

1) 치매를 유발한 amyloid-β의 농도

실험은 증류수를 뇌에 주입한 대조군(Con)과 amyloid-β를

500 pmol 주입한 군(500)과 1 nmol을 주입한 군(1000)으로 나누

어 실험하였으며, 1 nmol을 주입한 군에서 치매가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2).

Fig. 2. Effect of intracerebroventricular amyloid-β on passive

avoidance test. Control group(Con) was injected with phosphate-buffered
saline(PBS) and treated group was injected various doses of amyloid-β(500 pmol,

1 nmol).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with n=10~12 mice per

group. *: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0.05

2) 총아100의 효과

(1) 사건 기억 능력

수동 회피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증류수를 먹이고 뇌에 증류

수를 주입한 대조군(Con)과 증류수를 먹이고 뇌에 amyloid-β 1

nmol을 주입한 증류수군(DW), 한약혼합제제를 40 ㎎/㎏복용하

고 뇌에 amyloid-β 1 nmol를 주입한 저농도군(Low), 한약혼합

제제를 200 ㎎/㎏복용하고 뇌에 amyloid-β 1 nmol를 주입한 고

농도군(High)로 나누어서 실험하였으며, 고농도군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3).

Fig. 3. Effect of Chonga100 given by mouth in part of memory

capacity on passive avoidance test. Control group(Con) and DW group
were given with distilled water and the others were given Chonga100 at different

concentration(40 ㎎/㎏, 200 ㎎/㎏) by mouth.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

±S.E.M, with n=10~12 mice per group. *: compared with DW group. P<0.05

(2) 공간 기억 능력

Y자 미로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사건 기억 능력과 동일한 군

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고농도군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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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honga100 in part of spatial memory on Y-maze

task. Control group(Con) and DW group were given distilled water and the others
were given Chonga100 at different concentration(40 ㎎/㎏, 200 ㎎/㎏) by mouth.

Control group(Con) was injected phosphate-buffered saline(PBS) and treated

groups were injected amyloid-β at the concentration of 1nmol by method of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 ±S.E.M, with

n=10~12 mice per group. *: compared with DW group. P<0.05

2. 집중력 실험

집중력 조합-이동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증류수를 복용한 대

조군(Con)과 한약혼합제제를 복용한 탕약(Tang)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탕약군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Fig. 5).

Fig. 5. Effect of Chonga100 on attentional ability on the number of

trials to criterion (mean±S.E.M) at each stage of the attentional

set-shifting task. Chonga100 was significantly effective on the stage of CD(*
P<0.001 compared with group of Con for the same stage) and totally, effectiv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Con) at the level of P<0.05.

고 찰

이번에 사용된 실험들은 뇌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된

행동실험이다. 수동 회피 실험은 기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9,10)으로써 한약혼합물 제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amyloid-β로

뇌실에 주입하여 치매를 유발하고, 강한 전기 자극을 가해 생쥐

가 기억하던 어두운 방의 안락함을 위험한 방으로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사건 기억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amyloid-β는 치

매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뇌에 산화적 스

트레스와 감염을 야기시켜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Y자 미로 실험은 공간 기억(spatial memory)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13)

. 미로는 세 갈래 길(arm)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쥐

는 한쪽 코너에서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어가면 다른 두개의 길

(arm)을 선택하게 되고, 이 길(arm)을 진입한 후 다시 돌아 나오

게 되면 다시 두 갈래의 길(arm)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때

생쥐가 들어가 보지 않았던 길(arm)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면, 나머지 한 길(arm)로 들어가게 고안함으로써, 생쥐의 공간 기

억(spatial memory) 능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집중력 실험은 2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는

데, 하나는 자기 그릇에서 나는 향기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그릇

이 담고 있는 재질이다. 이는 쥐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먹이

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방식을 인식시켜 그 변화

를 인지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 치매가 유발되기 위해 사용된

amyloid-β의 농도는 1nmol로 결정하였고, 2가지 농도로 기억력

실험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효과가 확인되었다. 집중력

실험의 경우 증류수를 먹은 군과 한약을 200 ㎎/㎏ 농도로 먹은

두 군으로 분류하여 실험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총아100이 기억력과 집중력 모두에게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韓醫學에서 神이란 심장의 精華가 모인 것을 이른다
14). 神은 심의 통제를 받고 기는 神의 통제를 받으며, 형체는 머

리의 통제를 받는다. 형체와 기가 교합하고 神이 그 가운데서 주

재하는 것은 三才의 道라고 하였다15). 『黃帝內經·素問·八正神明

論』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神을 保養해 주면 血氣는 神기가 의

존하는 곳이므로 삼가 保養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6)
라고

하였고, 王氷은 註解에서 “神이 편안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神이

없어지면 형체가 피폐해지므로 삼가 보양하지 않을 수 없다”16)

고 하였다. 따라서, 韓醫學에서는 이러한 神을 보양하는 약물들

이 처방되어 왔었는데, 그 중에서는 뇌기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처방이 많이 있다. 특히 기억력 저하는 韓醫學에서는 健忘

으로 표현되며, 『黃帝內經·靈樞·大惑論』에서는 “心肺의 氣가

허약하면 營衛氣가 腸胃에만 머물러 오랫동안 있다가 때맞추어

머리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氣血이 모두 虛해져 健忘症이 생

기는 것입니다.”
17)
라고 하였고, 『黃帝內經·素問· 調經論』에서

는 “만약 血이 하부만 아우르거나 섞이고 氣가 상부만 아우르면

氣가 어지러워지고 健忘症이 생긴다.”16)라고 하였고, 丹溪는 痰

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긴다고 하였다
15)

. 이러한 이론을 종합하

면, 腦로 가는 血이 부족하여 神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다. 健忘에 대한 치료법은 心血을 保養하고 脾

土를 다스리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제를 써서 잘 조리해주어야

한다15)고 했다. 집중력에 관해서는 문헌에 뚜렷하게 명명되고 있

지는 않지만, 이 역시 神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神으로 가

는 血이 부족하여 神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것이

다. 따라서, 집중력에 관한 치료법도 健忘과 같은 치료법을 사용

하여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뇌기능 향상에 대해 서양의학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반해 한방 처방은 東醫寶鑑에만 십여종이 있을 정도로 역

사가 오래 되었는데, 특히 聰明湯15)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험

생이 기억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이번 실험

에 사용된 총아100은 이러한 원리에서 기존의 처방에서 많이 사

용 되어진 本草를 중심으로 처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人蔘, 茯笭, 石菖蒲, 遠志는 혼합 처방되어 운동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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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지질 과산화를 감소함으로써 기억력 손상을 개선하였고
18), 노년기를 연장함으로써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9). 또

한, 에탄올로 인해 손상된 기억과 학습의 과정을 개선시킨다고

하였다20). Smriga등21)은 이 네가지 약물을 각각 실험했는데, 茯

笭과 人蔘은 기억력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고, 遠志와 石菖蒲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다. 遠志는 한약 분류상 安神藥이며, 濕痰

을 제거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22). 石菖蒲

는 한약 분류상 開竅藥이며, 濕濁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을 맑게하

여 뇌를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22)

. 이러한 교제에서의 언급

은 Smriga등21)의 실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듯이 보이나, 이

번 본 교실에서 실험한 결과와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두 약물은

기억력 자체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나, 집중력을 향상시킴으로

써 기억력에도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처방은 이 외에도 보기제와 보혈제, 활혈제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기억력 향상을 도모한 처방이다.

이번 본 실험실에서 시행된 행동 실험을 통해 총아100이 기

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은 집중력에 대한 한

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면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으나, 본

초 각각의 효능에 대한 검증과 면역 화학(immunochemistry)적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총아100은 사건 기억력을 유의성있게 향상시켰다. 총아100

은 공간 기억력을 유의성있게 향상시켰다. 총아100은 유의성있

게 집중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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