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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xercise training [ET, 10~18 m/min (speed),
20~30 min (exercise duration)/a day for 5 day/wk, 6 wk) on PGC-1α, GLUT-1, Tfam, Cu,Zn-SOD and
Mn-SOD proteins in brain of STZ-induced diabetic rats. The male Sprague-Dawley (SD) rats were sin-
gle-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50mg/kg of streptozotocin (STZ) to produce STZ-induced diabetic
rats. Rats were divided into 3 experimental groups with 8 rats in each group, as follows: (1) non-STZ
group (n=8), (2) STZ-CON group (n=8), (3) STZ-EXE group (n=8).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 serum glucose level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STZ-EXE group compared with STZ-CON
group (p<0.05), ii) PGC-1α (p<0.001), mtPGC-1α (p<0.001), GLUT-1 (p<0.001), and mtTfam (p<0.001)
proteins in brain of STZ-induced diabetic ra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STZ-EXE group com-
pared with STZ-CON group, iii) Cu,Zn-SOD (p<0.001) and Mn-SOD (p<0.01) proteins in the STZ-in-
duced diabetic ra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STZ-EXE group compared with STZ-CON group.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reveal that treadmill exercise training increases brain
GLUT-1 protein level possibly through up-regulation of PGC-1α and Tfam proteins which represent
key regulatory components of stimulation of brain mitochondrial biogenesis. In addition, treadmill ex-
ercise training may prevent oxidative stress by up-regulation of Cu,Zn-SOD and Mn-SOD proteins in
the STZ-induced diabet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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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고혈당, 인슐린 분비 부족 및 결핍과 인슐린 수용체

의 민감도 저하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이며, 장기간 지속되

면 합병증이 나타나며, 대표적인 합병증은 당뇨성 망막증

(retinopathy), 신장병(nephropathy), 신경병증(neuropathy)

등을 유발한다[2,7].

당뇨에 대한 병태·생화학적 기전들을 보면 인체 내 항산화 

방어기전이 손상되어 활성산소(free radical)의 생성을 높여 세

포 내 단백질과 세포막 지질의 변형, 공간 배열의 손상, 조직 

내 미토콘드리아 DNA (mtDNA)의 손상[2,7]과 고혈당증

(hyperglycemia)으로 생성된 반응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인한 저밀도 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의 지질 

과산화 증가[18,40] 등이 있다.

최근 당뇨로 인한 고혈당은 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손상

시켜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질환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의 발병률을 높게 만든다고 보고

[4,5,6]되고 있다. 즉 뇌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은  

mtDNA복제 수와 양을 크게 감소시켜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손상시킨다[1,20,24]. 한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생성 및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peroxisome proliferators-

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1α (PGC-1α)와 

mitochondrial transcription factor A (Tfam) 등의 단백질을 

발현시킨다[10]. PGC-1α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해 합성

되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활성을 조절하여 미토콘드리아

의 기능과 복제[9,23,30,31]를 하며, Tfam은 주로 DNA를 합성

시켜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는데 주요한 인자로 보고되어 있

다[12]. 따라서 당뇨와 관련된 신경퇴행성질환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뇌 미토콘드리아 수 생성관련인자들에 대한 활성 방안

이 절실히 필요하다.

뇌의 중추신경계에 필요한 주 에너지원인 글루코스를 말초

혈액에서 뇌까지 공급하고 이동시키는데 관여하는 단백질인

GLUT-1 (glucose transporter-1)은 글루코스가 뇌혈관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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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brain barrier)의 내피세포를 지나가도록 도와주기 때

문에 혈당조절에 중요한 인자[12]로써 활동을 하며, 뇌의 피질 

부분과 시상 및 해마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신경세포체에서 광

범위하게 분포되어 뇌의 기억력활동을 조절해 준다[32]. 그러

나 당뇨병 환자들의 뇌에서는 GLUT-1의 발현이 억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11]에 GLUT-1 단백질을 활성화시키

는 방안이 시급하다.

당뇨 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의·약학 분야에서 약물치

료로 혈당 감소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당뇨

병이 신경퇴행성질환인 알츠하이머 질환과 파킨슨 질환의 발병

과 관계가 높다고 보고되면서 당뇨 상태에서 뇌 조직의 글루코

스 대사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약물이외에 규칙적인 신체활

동 혹은 운동이 당뇨병 개선 및 뇌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경퇴행성질환인 알츠하이머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

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운동과 뇌 기능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운동은 조직 내 

항산화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고[36] 대뇌피질과 시상하부 

및 다양한 조직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을 향상시킬{28]뿐만 

아니라 심장과 골격근 세포 내 에너지 요구에 의해 PGC-1α

의 발현을 유도시킨다[34]고 알려져 있다. 또한 Cotaman 등

[8]은 운동수행으로 뇌신경의 가소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들

과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자극하는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or)와 같은 특정 분자들을 활성화시켜 뇌의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등[28]과 Sander 등[34]도 운동이 대뇌피질과 시상하부에서 

인슐린 신호전달 능력 향상 등 뇌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운동이 혈당 강하와 뇌 기능 향상(글루코스, 대

사,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상태에서 운동이 뇌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당뇨 상태에서 운동이 뇌조

직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기초자

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streptozotocin (STZ)

투여로 당뇨병을 유발시킨 Sprague-Dawley (SD)계 흰쥐를 대

상으로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이  글루코스 수준, 인슐린 수준,

HOMA-IR 및 PGC-1α, GLUT-1, Tfam 단백질과 항산화 효소

(Cu,Zn-SOD, Mn-SOD)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생후 6주령 된 Sprague-

Dawley (SD)계 수컷 흰쥐를 실험 동물센터에서 분양 받은 후 

1주간의 적응기간과 1주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6주간의 훈

련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실험 8주 동안 동일한 조건, 즉 온도 

20±2℃, 습도 50%로 조절된, 조명은 주간(07:00-19:00)에 소등

하고, 야간(19:00-07:00)에는 자동적으로 전등하도록 한 실험동

물실에서 사육하였다. 모든 쥐들은 케이지 당 1마리씩 넣어 

사육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미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AIN-76A 실험동물용 식이조정에 따라 제조된 식이를 제공하

였고, 식이와 수분섭취는 제한 없이 공급하였다. 이들 실험동

물들은 무작위로 정상 SD 비교집단(n=8, NON STZ-CON),

당뇨 비교집단(n=8, STZ-CON), 당뇨 운동집단(n=8, STZ-

EXE)으로 구분하였다.

당뇨유도

환경적응훈련을 1주 실시하는 동안 실험에 들어가기 3일 

전에 흰쥐 췌장의 베타(β)세포만을 특이적으로 파괴시키는 

streptozotocin을 0.1M citric acid buffer (pH 4.5) 용액에 용

해시킨 50 mg/kg을 복강에 1회 주사하여 당뇨병을 유도하

였다. 당뇨병의 유발 확인은 streptozotocin 주사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공복상태에서 꼬리 정맥으로부터 채혈하여 

공복 시 혈당 수준이 300 mg/dl 이상일 때 당뇨가 유발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 SD 비교집단은 동일한 양의 saline

만을 주사하였다[17].

훈련방법 

Rodent 트레드밀(8 Lanes, Dae-myung Scientific Co, Ltd,

Korea)을 이용하여 지구성 운동을 시키기 위해 1주일 정도 

사전적응 훈련(10분 동안 10 m/min, 주 5일)을 실시하였으

며, 본 훈련은 실온(22~24℃)에서 주 5일 총 6주간 실시하였

다[17]. 훈련 프로토콜은 Table 1과 같다.

혈중 생화학 성분 분석

NON STZ-CON 집단, STZ-CON 집단, STZ-EXE 집단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혈하기 위해 pentobarbital sodium (50

mg/kg)으로 마취 시켜 개복하여 심장에서 8 ml의 혈액을 채

혈한 후 혈청 글루코스와 인슐린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혈청 

분리 튜브를 이용하여 혈액을 약 30분 동안 방치한 후 15분 

간 원심분리(3,000 rpm)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혈중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글루코스와 인슐린 수준은 각각 Glucose

Hexokinase kit (Bayer, Pittsburg, USA)와 enzyme immuno-

assay ELISA 분석용 kit (Mercodia AB, Uppsala, Swede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

는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

sistaance=[Fasting Insulin (μU/ml)×Fasting Plasma Glucose

(mmol/l)/22.5])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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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dmill program

Speed Time

0~1 wk 10 m/min 10 min

1~2 wk 10 m/min 20 min

2~3 wk 14~15 m/min 20 min

3~4 wk 14~15 m/min 30 min

4~6 wk 17~18 m/min 30 min

뇌 적출

6주간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을 수행한 후, pentobarbital (50

mg/kg)을 복강 내 주입시켜 마취 시킨 후, 뇌 조직을 적출하

여 분석 때까지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미토콘드리아 분리방법

미토콘드리아의 분리는 Mitochondria Extraction Kit

(IMGENEX Corporation, San Diego, CA)을 이용하여 분리하

였다. 분석방법은 조직 1 g 당 5 ml의 homogenizing buffer를 

넣어 잘게 균질화 시킨 후, 균질화된 샘플은 4℃에서 10분간 

3,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였다. 분리된 상층액을 다시 4℃에

서 30분간 12,000 rpm으로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은 pellet을 5 ml의 Suspension buffer를 넣어 잘 섞어 준 

다음 다시 4℃에서 10분간 12,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였다.

이후 상층액을 제거 후 1회 더 Suspension buffer 5 ml를 넣고 

잘 섞어 준 후 다시 4℃에서 10분간 12,000 rpm으로 원심 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남은 pellet은 1 ml의 Complete

Mitochondrial lysis buffer를 넣어 4℃에서 30분간 녹인 후 

분리된 mitochondrial extract를 4℃에서 5분간 12,000 rpm으

로 원심 분리하여 획득한 상층액(mitochondria fraction)을 얻

었다. 총 단백질량은 BSA (Bovine Serum Albumin, 570 nm)를 

이용하여 Bradford [6]의 방법으로 정량화하였다.

SDS-PAGE방법

10% separating gel (30% acrylamide, 1.5M tris pH8.8, 10%

SDS, 10% Ammonium persulfate, TEMED)와 5% stacking gel

(30% acrylamide, 1M tris pH 6.8, 10% SDS, 10% Ammonium

persulfate, TEMED)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원심분리(15,000

rpm, 20분) 한 후, 상층액(total cytosol fraction)과 SDS load-

ing buffer (60mM tris pH6.8, 25% glycerol, 2% SDS, 14.4mM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nol Blue)을 잘 혼합한 

후 100℃에 10분간 끓여 단백질을 변성시킨 다음, 얼음에 10분 

식힌 후, 다시 원심분리(15,000 rpm, 20분간, 4℃)하였다. 스탠

다드 마커(SDS-PAGE Molecular Weight Strandards, BioRad)

와 함께 각 샘플을 Mini-protein Ⅱ dual-slab apparat us

(Bio-Rad, CA, USA)에 준비된 stacking gel well에 총 단백질

량이 100 μg이 되도록 분주하고 80 V에서 2시간 정도 샘플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전기영동 하였다.

Western blot 분석방법

Transfer buffer (190 mM glycine, 50 mM Tris-base, 0.05

SDS 20% methanol)에 적신 nitrocellulose membrane (Amer-

sham), Whatman 3M paper을 차례로 겹친 후, Mini trans-

blot module (Bio-Rad)에 장치하고 40 V로 2시간 전사하였다.

Membrane으로 증착이 끝나면 rocker platform 위에서 1시간 

동안 membrane을 3% skim milk 용액(in PBS-T: 10mM

Tris-base pH 8.0, 150 mM NaCl, 0.05% Tween-20)으로 block-

ing시켰다. 1차 항체인 anti-GLUT-1 (sc-7903, Santa Cruz, CA,

USA), anti-PGC-1α (sc-13067, Santa Cruz, CA, USA), anti-Tfam

(sc-23588, Santa Cruz, CA, USA), anti-SOD- 1(sc-11407, Santa

Cruz, CA, USA) and anti-SOD-2 (sc-30080, Santa Cruz, CA,

USA), anti-GAPDH (sc-0357, Santa Cruz, CA, USA)를 1:1,000

으로 bolcking (3% skim milk) 용액으로 각각 희석시켜 12시간 

동안 흔들어 준 다음 TBS-T 용액으로 10분씩 3차례 세척한 후 

2차 항체(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bbit

65-6120, ZYMED, CA, USA; horseradish peroxidase-con-

jugated rabbit anti-goat 81-1620, ZYMED, CA, USA)를 

Blocking 용액으로 1:5,000으로 희석시켜 90분 동안 흔들어 주고 

난 후 TBS-T 용액으로 10분씩 3차례 세척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ECL substrate 용액 Santa cruz Biotechnology, CA, USA)에 

membrane을 넣고 5분간 발색하고 얻어진 membrane을 이미지 

분석 시스템(Molecular Imager ChemiDoc XRS System,

Bio-Rad, USA)을 이용하여 스캔한 후 Quantity 1-D Analysis

Soft ware Bio-Rad,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량을 산출하였다.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PC 11.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mean±SD)를 

산출하고 집단 간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가설 유의 기준은 α=0.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집단 간 혈청 글루코스, 인슐린 수준 및 HOMA-IR

STZ를 투여한 SD 쥐에서 6주간의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 

후 집단 간 혈청 글루코스, 인슐린 수준 및 HOMA-IR를 분석

한 결과, 혈청 글루코스 수준의 경우, 집단 간에 p<0.014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한 결과 NON STZ-

CON 집단(100%)과 STZ-CON 집단 간에 p<0.001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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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Glucose concentration, Insulin concentration and HOMA-IR at the end of 6week of exercise training.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8 animals/groups.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ON STZ-CON 집단과 

STZ- EXE 집단 간에 p<0.001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도 

p<0.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A). 혈청 

인슐린의 경우, 집단 간에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B). 인슐린 저항성 지표로 알려진 

HOMA- IR 경우, 집단 간에 p<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한 결과 NON STZ-CON 집단과 

STZ-CON 집단 간에 p<0.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NON STZ- 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 

p<0.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C).

집단 간 PGC-1α, TGLUT-1, Tfam 단백질 발현 수준 차이

6주간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 후 뇌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기능에 중요한 조절 단백질인 PGC-1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세포질 내 PGC-1α 단백질의 경우 집단 간에 p<0.01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한 결과 

NON STZ-CON 집단과 STZ-CON 집단 간에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 p<0.001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A). 미토콘드리아 PGC-1α 단백질의 경우, 집단 간에 p<0.001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한 결과, NON

STZ-CON 집단과 STZ-CON 집단 간에 p<0.001 수준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Z-CON 집단과 STZ-EXE 집

단 간에도 p<0.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ON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도 p<0.001 수준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또한, 6주간 트레

드밀 지구성 운동 후 뇌 미토콘드리아 내 전사인자인 Tfa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p<0.01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한 결과, NON STZ-CON

집단(100%)과 STZ-CON 집단 간에 p<0.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

에 p<0.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ON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도 p<0.001 수준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C). 6주간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 후 뇌에서 글루코스를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담

당하는 GLUT-1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p<0.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한 결

과, NON STZ-CON 집단과 STZ-CON 집단 간에 p<0.001 수준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 p<0.001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NON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도 p<0.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D).

집단 간 Cu,Zn-SOD와 Mn-SOD 단백질 발현 수준 차이

STZ를 투여한 SD 쥐에서 6주간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 후 

뇌에서 활성산소 제거에 관여하는 항산화제인 Cu, Zn-SOD가 

미치는 영향을 뇌 조직에서 분석한 결과(Fig. 3A), NON STZ-

CON 집단과 STZ-CON 집단 간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Z-CON 집단과 STZ-EXE 집

단 간에 p<0.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Z

를 투여한 SD 쥐에서 6주간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 후 뇌에서 

활성산소제거에 관여하는 항산화제인 Mn-SOD가 미치는 영

향을 분리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석한 결과(Fig. 3B) NON

STZ- CON 집단과 STZ-CON 집단 간에 p<0.01 수준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당뇨병은 심각한 대사성 질환으로서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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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exercise training on PGC-1α (A), mito PGC-1α (B), mito Tfam (C), GLUT-1 (D) protein in the brain of STZ-induced

diabetic rats and untreated diabetic rats. The expression of PGC-1α, mito PGC-1α, mito Tfam and GLUT-1 in the brain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analysis. Values are expressed means±SD of 8 animals/groups.

합병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뇌에서 글루코스 대사의 장애는 

학습, 기억력과 인지능력의 감소와도 관련 있다[15,21]. 최근에

는 당뇨로 인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기전 중 미토콘드

리아의 기능 이상이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5,16], 특히 제 I 형 당뇨의 경우 고혈당과 함께 산화적 스트

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뇌 허혈, 미세혈관병증, 뇌 

위축 현상이 유발된다고 Rosen 등[33], Nishikawa 등[26],

West 등[42]이 제시하였다. Muranyi 등[25]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미토콘드리아 의존성 세포사멸 경로가 대부분 

제 I형 당뇨병성 허혈에 의한 뇌 손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당뇨가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에 관여하는 유

전자의 발현을 감소[24]시켜 미토콘드리아 생성의 변화[1]와 

근육에서 PGC-1α의 발현이 감소[29]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STZ로 유발된 당뇨 흰쥐를 대상으로 6주간의 트레

드밀 지구성 운동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과 글루코스 대사 

관련 단백질인 PGC-1α, GLUT-1, Tfam 및 항산화효소인 Cu,

Zn-SOD와 Mn-SOD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혈중 인슐린 수준(Fig. 1B)은 STZ-CON 집단과 

STZ-EXE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혈중 

글루코스 수준(Fig. 1A)은 STZ-CON 집단에 비해 STZ-EXE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슐린 수준과는 관계없이  글루코스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이며, Luis 등[22]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써 인슐린 신호 

전달이 아닌 지구성 운동으로 인한 또 다른 보상기전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뇌에서의 글루코스 수송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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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exercise training on Cu,Zn-SOD (A), mito Mn-SOD (B) protein in the brain of STZ-induced diabetic rats and untreated

diabetic rats. The expression of Cu,Zn-SOD and mito Mn-SOD in the brain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analysis. Values

are expressed means±SD of 8 animals/groups.

당하는 GLUT-1 단백질(Fig. 2D)의 경우, STZ-EXE 집단이 

STZ-CON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4주간의 지구성 운동이 당뇨 조건에서 글루코스 

유입과 이용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GLUT-1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켰다는 결과[17]와 일치하는 것으로 운동이 당뇨 조건

에서 뇌의 글루코스 이용률을 촉진시켜 신경세포의 대사적 

요구량을 효율적으로 보상해주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

며11] 뇌에서 신경세포의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PGC-1α는 심장, 신장, 뇌, 골격근, 갈색지방 등 여러 

조직의 핵 DNA에 의해 합성되어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활성

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30], 노화와 당뇨 조건하에

서 PGC-1α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24,29]처럼 이 연구에서도 

PGC-1α를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하여 실험한 결과

(Fig. 2A, 2B), STZ-CON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STZ-EXE 집단은 STZ-CON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운동 적응에서 PGC-1α의 발현 

수준이 증가되었다는 여러 선행연구[4,27,39]들의 결과들과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세포 내 cAMP와 칼슘(calcium) 수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호전달 물질인 AMPK의 활성을 일으키고, 결

국 PGC-1α의 발현을 유도한다[15]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운

동으로 증가된 PGC1-α의 발현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생

성과 활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발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

라 Tfam의 발현을 돕는 인자들을 전사시키고[44], 이들 인자

들은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β-ATP

synthase, cytochrome c, cytochrome c oxidase Ⅳ 등의 발현

을 증가시킨다[35]. 더욱이 Tfam이 mitochondria 속으로 이동

(translocation)하게 되면 mitochondria의 DNA 복제와 유전

자 발현증가를 촉진시킨다[14,19]. 더욱이 이 연구는 STZ으로 

유도된 당뇨 쥐의 뇌 미토콘드리아 PGC-1α와 Tfam의 발현은 

억제되었지만,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이 PGC-1α와 Tfam 단백

질 발현을 증가시킴으로 뇌 조직 내 mtDNA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STZ 투여는 췌장의 β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β세포에서 

H2O2을 생성을 자극시켜 반응성 산소종 생성을 높이기 때문

에 산화적 손상의 결과인 당뇨가 유발[38]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당뇨로 인한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여

러 연구자들은 항산화 효소의 발현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Superoxide dismutase (SOD)는 세포 내 호흡작용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superoxidie radical을 제거함으로써 과산화수소가 

세포 내에 잔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DNA 손상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다[20].

이 연구에서도 지구성 운동이 당뇨 조건에서 뇌 조직의 항

산화 방어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Cu,Zn-SOD와 미토콘드리아 

Mn-SOD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STZ-EXE 집단은 STZ-CON

집단에 비해 Cu,Zn-SOD와 미토콘드리아 Mn-SOD 단백질 발

현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당뇨 조

건에서 지구성 운동에 의해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한  

이유는 장기간 지구성 운동이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내 호흡비율을 높여 ATP 대사 및 산소 소비량이 증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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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체내 항산화 효소(Cu,Zn-SOD, Mn-SOD, catalase)

들을 활성화시켜 체내의 산소 독성을 물과 산소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촉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구성 운동

이 세포 내 항상성 유지[36]를 위해 항산화 방어기전을 촉진시

킨 것으로 볼 수 있다[10]. 따라서 지구성 운동은 산화적 스트

레스가 높은 당뇨 조건에서 뇌의 항산화 효소(Cu,Zn-SOD,

Mn-SOD)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당뇨로 인한 mtDNA 손상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은 당뇨 조건에서 뇌 조직

의 PGC-1α, GLUT-1, Tfam 단백질의 발현량과 항산화 효소

(Cu,Zn-SOD, Mn-SOD)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뇌 조직의 글루

코스 이용능력과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당뇨병으로 인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뇌 

조직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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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트레드밀 지구성 운동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 흰쥐의 뇌에서 PGC-1α, GLUT-1, 

Tfam 단백질 및 항산화 효소(Cu, Zn-SOD, Mn-SOD)의 발현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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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구성 운동이 streptozotocin (STZ)으로 유발된 제 1형 당뇨 특징을 가진 쥐 뇌의 글루코스 운반,

미토콘드리아 기능 및 항산화효소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1형 당뇨 모델 쥐는 

50 mg/kg의 streptozotocin을 수컷 Sprague-Dawley (SD) 흰쥐의 복강에 1회 주입하여 생산하였으며 본 실험 시 

집단은 NON-STZ 집단(n=8), STZ-CON 집단(n=8) 및 STZ-EXE 집단(n=8) 등 3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트레드밀 지구성 운동은 총 6주, 주 5일, 2주 간격으로 속도를 약 3∼4 m/min으로 점증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

동시간은 1주와 3주차에 10분씩 증가시켰다. 분석 결과 혈청 글루코스 수준은  STZ-EXE 집단은 STZ-CON 집단

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p<0.05)하였으며 PGC-1α (p<0.001), mtPGC-1α (p<0.001), GLUT-1 (p<0.001), Tfam

(p<0.001), Cu,Zn- SOD (p<0.001), Mn-SOD (p<0.01) 경우도 STZ-EXE 집단이 STZ-CON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지구성 운동이 뇌의 글루코스 이용능력과 관련된 단백질인 GLUT-1과 미토콘

드리아 기능 향상과 관련된 단백질인 PGC-1α과 Tfam을 증가시키고 산화적 스트레스의 방어 기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항산화 효소인 Cu,Zn-SOD와 Mn-SOD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