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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 운동 강도가 흰쥐 갈색지방조직의 UCP-1과 UCP-3 mRNA 발 ,  인슐린 
 당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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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elative Swimming Exercise Intensity on mRNA Expression of UCP-1, UCP-3 Brown 
Adipose Tissue and Blood Insulin, and Glucose in Rat. Jin-Hwan Yoon*, Myung-Jin Oh, Tae-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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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CP-1, UCP-3 mRNA expression in brown adipose 
tissue with glycometabolism according to intensity and duration of swimming in rat. F344 rat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n=10 in each group): control (CON), low-intensity swimming 
(LIS) groups, and high-intensity swimming (HIS) groups. Animals in the LIS group were forced to 
swim in swimming pool for 30min once a day for 8 consecutive weeks with a light intensity. In the 
HIS group, the rats repeated fifteen 20-s swimming bouts with a weight equivalent to 10% of body 
weight for 8weeks, respectively. The present result demonstrated that in LIS group, serum insulin and 
glucose levels significantly decreased in LIS group compared to CON. Brown adipose tissue UCP-1 
and UCP-3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 in LIS group compared to CON and HIS 
groups. From those results, it can be suggested that low-intensity swimming may improve glyco-
metablism control by up-regulating UCP-1 and UCP-3mRNA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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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 운동은 건강유지  체력증진을 한 표 인 운동으

로 달리기 운동과 비교하여 물의 항과 도, 부력 등의 특성

에 의해 활동근 차이에 따른 기 인 생리  변화가 나타나

는 표 인 운동으로 수 은 운동  심박출량이나 심박수의 

변화 없이 조직으로 류량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9, 23]. 따라서   인 , 근육 등에 낮은 부하를 

주어 운동을 실시 할 수 있음으로 남․여, 노․소 구나 즐길 

수 있으며,   근육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증상 

완화를 한 운동처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체내 지방조직은 크게 백색지방조직(white adipose tis-

sue: WAT)과 갈색지방조직(brown adipose tissue: BAT)으

로 구분되며, 체내 에 지 균형을 이루는데 서로 다른 역할

을 한다. 백색지방조직은 성지방의 형태로 에 지를 장

하는 반면, 갈색지방조직은 열 발생(thermogenesis)을 통한 

에 지 소비 기능을 담당하고[8], 백색지방세포에 비해 크기

가 작고 다량의 미토콘드리아를 보유하여 갈색을 띠며, 한 

갈색지방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특이 으로 발 되

는 단백질인 uncoupling protein (UCP)이 존재하여 열 생성 

반응을 유도한다[28].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은 골격근과 갈색지방(brown adi-

pose tissue)에서 미토콘드리아 효소 활성도(mitochondrial 

enzyme activity)를 증가시켜 조직 내의 에 지 사를 조 한

다[36]. 미토콘드리아에서 사 인 운송체계는 mitochodrial 

carrier protein superfamily에 의해 조 되고, 이러한 군집들

은 3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 으로 6

개의 transmembrane α-helice를 형성하여 33.2 kDa의 분자량

을 보이는 UCP 단백질이다[43].

UCP는 열 생성에 여하는 단백질 군으로 UCP-1에서 

UCP-5까지 5가지 동 형태가 존재한다[17,34]. UCP1은 신생

아 혹은 설치류에서 에 지소비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체

의 경우 갈색지방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UCP-1에 

의한 에 지소비는 경미할 수 있다. UCP-1이 발 되지 않는 

조직의 미토콘드리아에는 그 기능을 신하는 단백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단백질로 UCP-2와 UCP-3가 

보고되고 있다[3,10]. UCP-2와 UCP-3의 아미노산 서열은 서로 

95%의 유사성을 보이며, UCP-1과는 약 56%의 유사성을 가지

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암시할 수 있다[21,22,41]. 이러한 UCP 

동종단백질들 에서 UCP-4와 UCP-5는 UCP-1~3와는 낮은 

유사성을 보이고, recombinant yeast에서 uncoupling respira-

tion 능력을 나타낸다[4,17].

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UCP-1의 발 을 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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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시킬 경우 당 사가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8], 골

격근과 갈색지방에서 UCP-3 단백질을 유 으로 과발  시

킬 경우  인슐린과 당 사에 효율 이라고 보고된 바 있

다[5]. 운동과 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Oh 등[26]은 비만 

쥐에게 수행한 수  운동이 갈색지방의 UCP-1, UCP-2, UCP-3 

mRNA 발 을 증가시켜  지질과 콜 스테롤 그리고 지방

산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고, 지구성 트 드  운동은 갈색

지방에서 UCP mRNA의 발 을 증가시키고, UCP-3 mRNA

와 체지방과의 상 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35,43]. 하지만 

Boss 등[2]은 지구성운동이 쥐에서 UCP mRNA 발 이 감소

된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장기간운동이 사  효율성을 증

가시킨 결과라 보고하 다. Kraemer 등[15]의 연구에서는 장

기간의 운동이 당조 과 인슐린감수성에 정 인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운동에 의한 UCP 단백질과 mRNA

의 발 을 확인하고, 이러한 단백질의 발 에 따른 사 인 

변화를 강조할 뿐 UCP의 발 에 련한 운동 강도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  운동 강도에 따라서 에 지 생

산을 조 한다고 알려진 UCP-1과 UCP-3 mRNA의 발 이 

갈색지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UCP mRNA 발 에 따

른 당 사를 알아보기 하여  인슐린과 당의 변화를 

찰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 상

실험동물은 8주령의 F344계열의 흰쥐 수컷(218±15 g)을 이

용하여 조군(control: CON, n=10), 강도 수 군(low- in-

tensity swimming: LIS, n=10), 고강도 수 군(high-intensity 

swimming: HIS, n=10)으로 분류하 다. 실험동물은  실험

기간을 통하여 고형사료와 물을 자유스럽게 섭취하도록 하

으며, 온도는 22-24oC, 습도는 50±10%가 유지되며 밤낮주기

(12시간 light/ 12시간 dark)가 조 되는 동일한 환경에서 사

육 이스(30×20 cm)를 이용하여 사육하 다.

운동 방법

수 운동그룹은 직경 1 m, 수심 50 cm에 수온 35±1oC의 

실험동물용 수조에서 하루 10분간 1주일의 응운동을 실시

하 다. 강도 운동그룹은 하루 30분 간 무 부하운동을 실시

하 으며[27], 고강도 운동그룹은 매주 체 을 측정하여, 체  

당 10%의 추를 꼬리부 에 부착하고, 하루에 20  운동을 10

 간 휴식으로 15번 반복하여 수행하 다. 이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실시하 을 경우 선행연구와 같이 젖산이 약 11 mM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37]. 모든 운동은 주당 5일, 

8주간 실시하 으며, 처치기간동안 동일한 시간 에 운동을 

실시하 다. 

조직 출  액 분석

운동은 조직 출 하루  단하 으며, 물을 제외한 사료

는 12시간 이상 공 하지 않았다. 각 그룹의 쥐들은 타민

(80 mg/kg)과 럼푼(5 mg/kg)의 혼합 용액을 복강에 주입

(intraperitoneal injection)하여 마취시킨 후, 액을 heart 

puncture방법으로 채취하여 당을 측정(ACCU-CHEK, 

Roche Diagnostics, Germany)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 다. 청 인슐린농도는 효소면역 측정법인

(enzyme immunoassay), 방사면역 측정법(RIA, radio im-

munoassay)으로 분석하 다. Interscapular region의 갈색지

방조직을 출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이들 시료는 분석 시

까지 -70oC에서 보 하 다. 

RT-PCR 분석방법

Total RNA 분리

분리한 조직은 각 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후 easy-blueTM 

total RNA extraction kit (cat no. 17061, intron, korea)을 사용

하여 total RNA를 분리 하 다. 분리한 total RNA는 정량하여 

각 샘 에서 5 μg을 cDNA 합성에 사용하 다.

cDNA 합성

각 total RNA를 5 μg 씩 tube에 넣은 뒤 95oC에서 5분 동안 

denaturation 한 후 ice에서 식혔다. 이 tube에 1× reaction 

buffer, 2.5 mM dNTP, RNasin 25U, random primer 10 

pmole, M-Mul V RTase 200 U (M7122, promega, USA)가 되

도록 첨가하여 37oC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켜 cDNA를 합

성하 다.

PCR

합성한 cDNA 1 μl 를 template로 하고, 1× gotaq master 

mix (promega, up primer 10 pmole, down priner 10 pmole)

가 되도록 첨가하여, 최종 volume 20 μl가 되도록 하여 PCR하

다[14,29].

Agarose gel 기 동

agarose (cat # . 22025, phile korea tech. Korea) 0.6 g과 

1× TAE 60 ml을 혼합하여 1%가 되도록 하여 자 인지에서 

녹인 후 EtBr 이 1 ng/ml이 되도록 첨가한 후 gel tray 에 넣고 

굳혔다. 1% agarose gel 을 1× TAE buffer에 완 히 잠기게 

놓은 후 PCR product를 DNA loading dye와 혼합하여 각 

well에 loading 한 후 100 V, 30분 동안 기 동 하여 UV 

illuminator를 이용하여 UCP-1과 UCP-3 mRNA band를 확인 

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었다.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14.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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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항목별 평균(mean)과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SD)

를 구하 고, 항목별 집단 간 차이검정은 일원변량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이용하 다.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에 

한 사후검증은 Tukey HSD의 방법을 이용하 다. 통계  

유의수 은 p<0.05로 설정하 다.

결   과

운동 강도에 따른 UCP-1과 UCP-3 mRNA 발 에 미치는 

향

수 운동 강도에 따라 갈색지방조직의 UCP-1과 UCP- 

3mRNA 발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RT-PCR을 실

시하 다. 이 분석에서 나타난 정성․양  자료는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UCP-1mRNA 발 량을 살펴보면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강도 수 군

(217355.8±24132.45)은 조군(82030.3±2920.03)  고강도 수

군(96462.6±7885.7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

며, 고강도 수 군은 조군에 비해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UCP-3mRNA 발 량을 살펴보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강도 수 군(207539.6±23449.56)은 

조군(83011.7±3182.05)  고강도 수 군(88019.6±6549.2) 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고강도 수 군은 조

군에 비해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운동 강도에 따른  당  인슐린에 미치는 향

수 운동 강도에 따라 측정된  당과 인슐린 농도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운동 강도에 따른 당수 의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32), 

조군에 비해 강도 수 군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고강

도 수 군은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한  인슐린수 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조군과 비교해 강도와 고강도 수

군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강도 수 군에 비해 고강도 수 군에서는  당과 인슐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 1. Change of UCP-1 and UCP-3 induction levels in brown 

adipose tissue after low- and high-intensity swimming. 

β-actin is a loading control. (post-hoc: p<0.05*, p<0.01**, 

p<0.00***)

Fig. 2. Change of glucose and insulin levels after low- and 

high-intensity swimming. Con, control; LIS, low-in-

tensity swimming; HIS, high-intensity swimming. 

(post-hoc : p<0.05*, p<0.01**, p<0.00***)

고   찰

규칙 인 신체활동과 운동을 실시하는 생활 습 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골격근에서 유 자 발 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8주간의 강도와 고강도 수 운동을 운동 강도

에 따라 처치한 후 갈색지방의 UCP-1, UCP-3mRNA 발 과 

당 그리고  인슐린 수 을 분석하여 찰하 다. 

에 지 소비에 따른 열 생산(thermogenesis)은 신체 활동과 

같은 운동이나 식이섭취 없이 체온 유지에 필요한 기  사

(minimal heat production)와 다양한 신체 내 생리  환경에 

따라 조 된다[20,32]. 열 생산에 기여하는 생물학 기 은 

ATP 소모와 생산에 련되어 있으며, 근육의 떨림에 의한 열 

생산(shivering thermogenesis)으로 구분되어진다[25,32]. 즉 

세포질 내 열 생산 기 과 미토콘드리아의 자 수송

(mitochondrial electronic transport)이 여하고 있다. 갈색지

방에 특이 으로 존재하는 UCP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

하여 열 생성을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양성자 출

(proton leak)에 한 한 세포내 ATP를 유지하는데 요

한 역할과 UCP-1, 3의 활성은 지방분해를 활성화 시키는 cy-

clic AMP의 양이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1]. 한 UCP는 

ATP 생성과 련 없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양성자 출

(proton leak)을 증가시키는 산화성 인산화(oxidative phos-

phorylation)와는 무 한 짝풀림 산화작용(uncoupling oxida-

tion)을 유발하는 운반단백질(carrier protein)이다. 음식섭취

와 추 환경에서의 열 발생은 UCP의 생리  역할에 의해 유

발되며 체에 지 소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갈색지방에서 

특이 으로 발 되는 UCP는 UCP-1, 3로 구분되며, 신체 에

지 항상성(body energy homeostasis)조 에 요한 역할을 한

다[1,16,19,33]. 걷기운동과 같은 강도 운동은 당뇨환자의 근

육에서 UCP-3 단백질 발 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본 연구 결과 강도 수 군의 갈색지방에서 UCP-1, 

3mRNA 발 량이 조군과 고강도 수 군보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을 우선 으로 에 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리  역할에 작용하여 유리지방산 공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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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응이 증가된 것으로 상되며, 강도 운동 특성상 

산화효소의 활성도와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지근(slow 

muscle)에 의한 운동형태의 효과라 생각된다[2,12,40,42]. 한 

고강도 수 군에서의 UCP-1과 UCP-3mRNA 발 량이 강

도 운동보다 감소한 것은 고강도 운동에 의해 체내 루코스 

장량이 감소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에 지 소비를 여 에

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한 기능으로 운동  ATP 생산을 

높이기 해 UCP mRNA 발 이 감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Tsuboyama-kasaoka 등[38]의 연구에서와 같이 탈신경근

을 유도한 쥐에서 UCP mRNA 발 량이 하되었는데, 이는 

UCP mRNA가 불필요한 에 지 손실을 감소시킴으로써 에

지소비를 조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하 다. 

UCP-1과 UCP-3mRNA의 과발 은 공복 시 당과 인슐린 

농도를 낮추고  당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5], 본 연구에서도 공복 시 당과 인슐린 농도가 UCP-1, 

UCP-3mRNA 발 을 증가시킨 강도 수 군에서 조군 보

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후에도 발열반응이 지

속됨으로써 산소 소비량이 증가되어 에 지소비를 증가시킨 

결과로 에 지 소비가 glucose 이용률을 향상시켜 인슐린 민

감도를 개선시킨 결과라 생각된다[5,24]. Schrauwen 등[35]과 

Corttight 등[6]은 트 드  운동에 의해 UCP-3 mRNA 발

이 증가한다고 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휴식 시 미토콘드리

아 inner membrane에 축 된 지방산 anionic을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방출시켜 지질산화를 유도하 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UCP-1과 UCP-3 활성은 갈색지방의 열 생성을 유발하

며, 체내 에 지 사조 을 통한 체지방 장을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하고 당 사와 인슐린 항성 조 에 요한 기능

을 담당한다[28]. 운동은 교감신경의 활성에 의해 cAMP가 증

가되고 lipolysis를 활성화하여 세포내에서 이용 가능한 유리

지방산을 증가시킴으로써 UCP-1과 UCP-3mRNA를 자극하

여 활성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27]. Clapham 등[5]은 

UCP-3를 과 발 시킨 쥐에서 공복 시 당과 청 인슐린 수

을 낮추었다고 보고하 으며, Rippe 등[31]은 고지방식이 

쥐에서 UCP-1의 증가에 따라 당과 인슐린 수 이 개선되었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갈색지방의 UCP 발 은 짝풀림 작

용으로 ATP 생산 없이 에 지를 활성화하여 지질산화를 도와 

강도 수 에서 에 지 소비율을 진하고 발열반응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상된다[22]. 한 고강도운동이 조군

에 비해 인슐린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당수 에서도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이상의 

고강도 운동 형태는 교감신경호르몬 반응이 증 되어 가인산

분해효소(glycogen phosphorylase)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운동 

 간과 활동근에서 당원분해가 진됨에 따라 감소된 리코

겐을 운동 후 합성이 증가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상된다[12]. 

하지만 고강도 수 군에서 UCP-1과 UCP-3mRNA 발 이 

강도 수 군보다 낮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당과 

인슐린수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 사와 인슐린감수성에 한 운동의 효과로 루코스 수송

체인 Glucose transporter-4 (GLUT-4)와 더욱 한 련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에 의한 GLUT-4 발 에 련된 기 은 

재까지 잘 알려지고 있다[7,9]. 골격근에서 GLUT-4발 은 

루코코티코이드(glucocorticoids), 성장 호르몬(growth hor-

mone) 등과 같은 몇몇의 생리학  변인에 의해 향을 받으

며, 근육에서 GLUT-4 발  유도 기 의 자극은 성장인자

(trophic factor)와 AMP kinase의 활성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13,18]. 선행연구들에서 고강도 운동은 골격근에서 많은 양의 

성장인자들의 발 을 진시키는데, 이러한 성장인자와 AMP 

kinase 활성 변화는 운동 강도와 운동시간에 한 련이 

있으며, 특히 고강도 운동 시 두 요인들의 활성도가 진된다

[30,3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고강도 운동 시 당의 감소는 

골격근 내 GLUT-4 증가에 의한 glucose transfer와 insulin ac-

tivity 증가에 의해 glucose uptake 증가를 유도한 결과라 측

된다. 

본 연구와 같이 UCP-1과 UCP-3mRNA의 과발  시킬 수 

있는 매개체는 갈색지방의 열 생성을 진시켜 에 지 소모를 

증가시킴으로 당 사를 조 하고 인슐린 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 UCP의 특성상 신생아시 견갑

부의 갈색지방이 성인이 되면서 퇴화되는데[22], 갈색지방의 

정 인 기능을 유지하기 한 방법으로 UCP의 발 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동 형태와 기간 등의 다양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더욱 많은 연구가 요

구된다. 결론 으로 본 연구결과 운동 강도에 따른 갈색지방 

내 UCP-1과 UCP-3mRNA 발 은 속근 섬유의 동원율이 높은 

고강도 수 군보다 지근섬유의 동원율이 높은 강도 수 군

에 의해 더 많이 발 되는 것을 찰하 으며, 운동에 의해 

발 된 UCP가 갈색지방의 열 생성을 진시켜 에 지 소모를 

증가시킴으로 당 사를 조 하고 인슐린 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F344계 흰쥐를 상으로 8주간 강도 운동

군과 고강도 운동군으로 나 어 수 운동을 실시하여, 갈색지

방조직 내 UCP-1과 UCP-3mRNA 발 을 찰하고 당  

인슐린 수 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

과 강도 수 을 실시한 그룹이 조군과 고강도 운동그룹보

다 갈색지방조직 내 UCP-1과 UCP-3 mRNA 발 이 증가되는 

것을 찰하 으며, 고강도 수 군에서 조군 보다 인슐린 

수 이 낮게 나타났으나 당에서는 유의한차가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강도 수 군에서 조군보다 당  인슐린 

수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찰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강도 수 운동이 갈색지방조직 내 UCP-1과 UCP-3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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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을 증가시키고, 당 사를 활성화하여 인슐린민감도를 개

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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