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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n L-arginine supplementation and regular
exercise training on NF-κB, TNF-α, iNOS, Cav-1, eNOS and Ang II in the aortas of D-galactose
(D-gal) induced aging rats. The male Strague-Dawley rats were treated with a D-galactose aging in-
ducing agent; the D-gal injection (50 mg/kg) was given intraperitoneally for 12 wk.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1) Young control group (Y-Con, n=8), (2) Aging control
group (A-Con, n=8), (3) Aging exercise group (A-Ex, n=8), (4) Aging exercise group with L-arginine
supplementation group (A-Ex+A , n=8), and (5) Aging with L-arginine supplementation group (A-A,
n=8). The exercise consisted of running on a treadmill for 60 min/day at 20 m/min for 6 day/wk,
at 0% gradient for 12 wk. The L-arginine supplementation was given orally at a dose of 150
mg/kg/day for 12 wk.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NF-κB, TNF-α, iNOS, Cav-1
and Ang II proteins in the aortas of D-gal induced ra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however, L-argi-
nine supplementation and regular exercise resulted in a significant inhibition in the expression of
NF-κB, TNF-α, iNOS, Cav-1 and Ang II proteins. 2. eNOS protein in the aortas of D-gal induced rat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however, L-arginine supplementation and regular exercise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xpression of eNOS proteins.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reveal that L-arginine supplementation alone or regular exercise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L-arginine supplementation for 12 wk increases anti-inflammatory effects by decreasing NF-κB, TNF-
α, and iNOS protein expressions within the aortic tissue. In addition, L-arginine supplementation
alone or regular exercise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L-arginine supplementation may prevent en-
dothelial function by up-regulation of eNOS protein in the aortas of D-gal induced aging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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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관의 노화는 혈관 내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로 인하여 내

피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염증 등을 일으킨다. 노화로 염증성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염증반응이 올라가[11,13] 혈관이 막히

거나 좁아짐에 따라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허혈

성 심장질환, 그리고 동맥류 같은 노인성혈관질환의 유병률

이 높아진다[2]. 노인성혈관질환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망원인으로 많은 차지를 하고 있으며[3], 이에 따라 많은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그 방어기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최근 노화된 혈관과 염증반응 간의 상관관계가 규명되면서

이들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특히

Nuclear Factor kapa B (NF-κB) 활성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11]. NF-κB는 염증과정의 조절인자이며, 연령증가와 함께 증

가된 산화적 자극에 의해 더욱 활성화 된다[27]. 게다가 NF-κ

B가 증가하면 interleukin (IL)-1β, IL-6, IL-8, tumor necrosis

factor (TNF)-α, cyclooxygenase (Cox)-2, inducible nitric ox-

ide synthase (iNOS) 등의 활동을 조절하고, 산화환원(redox)

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만성염증을 일으켜 조직손상 및 병적상

태를 발생[11]시키므로 노인성혈관질환의 표지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Angiotensin (Ang II)는 혈관 수축과 염증성 단백질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심장근육의 섬유화, 동맥경화 등을 촉

진[22]시켜 노화에 따른 병적상태를 더욱 촉진시킨다.

Caveolin (Cav-1)은 노화가 진행되면 뇌, 간, 허파, 신장 등

에서 발현을 증가시키지만 혈관근육을 포함한 근육 및 지방에

서는 오히려 감소된다[7]. 심혈관에서의 Cav-1은 endothelial

NOS (eNOS)의 활동을 억제[15]시켜 혈관내피세포에서 ni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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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NO)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의 이완을 방해한다. 그러

므로 노화된 혈관에서의 Ang II 와 Cav-1의 발현억제는 정상

적인 혈관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6,22].

한편 L-arginine은 준필수아미노산으로서 모든 세포에서

이용되며, 기능은 혈관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혈관

반응성 조절물질인 NO를 생성한다. 또한 L-arginine은 NO의

전구체로서 eNOS (효소)에 의해서 NO 생성이 촉진되며, 증가

된 NO는 혈소판과 혈관조직을 증식 한다[15,21]. 이러한 이유

로 Bὂger & Bode-Bὂger 등은[2] 고혈압환자들에게 L-arginine

를 섭취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이들 혈관에서 혈관이 확장되

었음을 보고하였으며, Orozco-Gutiѐrrez 등[28]도 8주 동안

L-arginine섭취가 폐동맥혈압강하와 우심실의 기능을 개선시

켰다고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L-arginine섭취는 혈관확장효

과로 심혈관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와 함께 새로운

치료식품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심혈관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며, 운동은 약물이나 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트레이닝만으로 활성화된 염증인자들을 감소시킬 수 있

다[12].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수축물질과 이완물질을 변

화시켜 혈압증가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19,24]으로 알

려져 있다. Jankord & Jemiolo [23]에 의하면, 유산소운동은

노인들에게 항염증효과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는 혈장 내 IL-6의 발현감소와 IL-10의 발현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Colbert 등[12]도 건강한 노인들을 대

상으로 운동을 적용시킨 후 이들의 혈장에서 TNF-α, IL-6,

CRP가 모두 감소되었다고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L-arginine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조직손

상에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복합처치는

노인성혈관질환예방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노화에 따른 대동맥조직에서 L-arginine 섭취와 규칙

적인 운동의 병행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Sprague-Dawley (SD)계 흰쥐 숫컷을 이

용하여 D-galatose (D-gal) 투여로 노화를 유도하였고, L-argi-

nine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의 복합처치를 통해 NF-κB, TNF-α,

iNOS, Cav-1, eNOS, 그리고 Ang-II 등의 발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4주령 SD계 숫컷 흰쥐(rat)를 사용하였다. 모

든 실험동물은 S대학 실험동물실에서 사육되었으며, 2주간

의 적응기를 거친 후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 집단은 총

5집단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한 집단에 8마리씩 각각

다음과 같이 group을 배정하였다. (1) Young control

(Y-con), (2) aging control (A-con) (3) aging exercise group

(A-Ex) (4) aging exercise group + L-arginine (A-Ex+A) (5)

aging L-arginine group (A-A) 으로 실험기간 동안 식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사육실의 온도(22±1℃),

습도(60±3%) 그리고 조명(12시간 light/dark cycle)은 자동

조절에 의해 운영되었다.

노화유도

노화유도는 Lei 등[25]의 방법을 인용하였으며, 산화적 스트

레스생성증가로 노화를 유발하기 위해 D-galactose (Sigma,

USA)를 생리식염수에 녹여 50 mg/kg의 용량을 복강 내 투여

하였다. Con그룹은 동일한 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으며,

1일 1회, 총 12주간 투여하였다.

L-arginine 투여방법과 운동방법

이 실험에서 사용한 L-arginine (No. W381918; Sigma,

USA)의 투여방법은 Adrião 등의[1]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투

여방법은 생리식염수에 150 mg/kg의 용량을 녹여 1일 1회로

12주간 경구투여 하였고, 실험대조군에는 동일한 량의 생리

식염수를 경구 투여하였다.

운동방법은 Chang 등[9]의 중등도 트레이드밀 운동방법을

인용하였으며, 설치류 전용 트레이드밀에서 경사도 0%에서

운동적응기 1주를 거친 후 주 6회 20 m/min속도에서 60분간

총 12주간 실시하였다.

조직처리

L-arginine섭취와 운동은 희생 24시간 전부터 중단하였고,

식이는 12시간 전부터 절식하였으며, 물만 공급하였다. 실험

종료일에는 혼합마취액(Rumpun:Zoletil-1:1 비율로 혼합)으

로 마취한 후 개흉하여 대동맥을 적출한 후 차가운 PBS에서

세척하여 혈액을 제거한 후 -70℃ 초저온 냉동고에서 분석할

때 까지 보관하였다.

Western Blot

대동맥조직은 액화질소와 함께 분쇄한 후 lysis 완충액과

함께 균질화 하였다. 균질액은 4℃에서 13,000x g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Bradford [5]법에 따라 총 단백질량을

정량하였다. 단백질은 35 μg으로 10% SDS-polyacrylamide

gel 에서 전기영동 후 membrane으로 전이시켰다. 4% BSA가

첨가된 TBST용액으로 1시간 실온에서 blocking 시켰다. NF-κ

B, TNF-α (1:300, Santacruz, USA), iNOS, eNOS (1:2500, BD,

USA), Cav-1 (1:1,000, Cell Signaling, USA)의 1차 항체를 4%

BSA에 희석하여 4℃냉장고에서 over night시켰다. 다음날

TBST 완충액으로 10분간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Santacruz,

USA)를 1:5,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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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ression of NF-κB, TNF-α and

iNOS proteins (A) and graph (B) in

aorta statistics. NF-κB, TNF-α and

iNOS protein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Values are means±SD.

*(p<0.05), **(p<0.01) vs Y-Con.

+(p<0.05), ++(p<0.01) vs A-Con.

#(p<0.05) vs A-Ex and A-A,

respectively.

다. 다시 TBST 완충액으로 10분간 3회 세척한 후, ECL Plus

(Amersham, USA)로 1분간 반응시킨 뒤 X-ray film (Kodak,

Japan)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단백질 농도측정은 Gel doc

2000 (Bio red, ITALY)을 이용하여 농도를 정량화하여 통계처

리 하였다.

통계방법

이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실험결과는 SPSS/PC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mean±SD)

를 산출하고, 집단 간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Tukey를 사용하였다. 통계

적 유의 수준은 p<0.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NF-κB, TNF-a, iNOS의 단백질 발현

이 연구에서 노화유도에 따른 NF-κB, TNF-α, iNOS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결과, A-Con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높은

NF-κB (p<0.05), TNF-α (p<0.01), iNOS (p<0.01)를 보여 주었

고, Y-Con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Ex군, A-A군 그리

고 A-Ex+A군의 NF-κB 는 Y-Con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p<0.01) 발현하였다(Fig. 1). A-Ex군 A-A군 그리고 A-Ex+A군

의 TNF-α는 Y-Con군과 비슷하게 발현하였으며, iNOS는

A-Ex군과 A-A군에서 유의하게 높은(p<0.01) 발현을 하였다.

그러나 A-Ex군, A-A군 그리고 A-Ex+A군들은 A-Con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NF-κB (p<0.05), TNF-α (p<0.05), iNOS

(p<0.05)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A-Ex+A군은 A-A군 그리고

A-Ex+A군에 비해 가장 낮은 iNOS (p<0.05)를 보여주었다

(Fig. 1).

Cav-1, eNOS, Ang II의 단백질 발현

이 연구에서 노화유도에 따른 Cav-1의 발현양상을 관찰한

결과, A-Con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높게 발현하였으며,

Y-Con 간의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다. 그러나 A-Ex군,

A-A군 그리고 A-Ex+A군은 A-Con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유

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2).

eNOS의 발현변화는 A-Con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낮

은 발현을 하였으며, Y-Con군 간의 비교에서 A-Con군과

A-Ex군이 유의한 차이(p<0.05, p<0.01)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A-Ex군, A-A군 그리고 A-Ex+A군은 A-Con군에 비해 증가하

였으며,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Ang II의 발현변화는 A-Con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높은 발현을 하였으며, Y-Con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A-Con군

(p<0.01), A-Ex 군(p<0.05), A-A군(p<0.05)에서 나타났다. 하지

만 A-Ex군, A-A군 그리고 A-Ex+A군은 A-Con군에 비해 유의

하게 억제(p<0.05, p<0.01)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A-Ex+A

군은 A-Ex군과 A-A군에 비해 더 낮게 발현되어 유의한 차이

(p<0.05)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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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ression of Cav-1, eNOS and Ang-II

proteins (A) and graph (B) in aorta

statistics. Cav-1, eNOS and Ang-II

protein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Values are means±SD. *(p<0.05),

**(p<0.01) vs Y-Con. +(p<0.05), ++(p<　

0.01) vs A-Con. #(p<0.05) vs A-Ex and

A-A, respectively.

고 찰

노화는 호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산화적스트레

스 증가가 원인이며, 산화적 스트레스는 단백질, DNA, 지질과

같은 고분자(macromolecules)와 세포들의 기능을 변화시켜

서서히 세포들을 죽게 만들어 노화가 나타난다[10]. 이러한 노

화이론을 토대로 많은 연구자들은 노화에 대한 기전을 입증시

키기 위해 장기간 D-gal을 투여하였고, 그 결과 조직 내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 Ca++ 항상성 손상,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등

을 입증하여 노화현상과 유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25,26].

또한 조직 내 D-gal의 축적은 최종당화 종산물(advanced gly-

cation end products, AGE)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과 펩티드의

아미노그룹들과 반응을 한다. 이때 생성된 AGE는 노화를 더

욱 가속화시키고, 노화와 관련된 당뇨, 동맥경화, 신부전증,

감염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을 일으킨다[32].

본 연구에서도 혈관노화를 유도하기 위해 12주간 D-gal을

투여하였고, 노인성혈관질환의 대표 염증인자[11]들을 대동맥

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화유도군인 A-Con군에서 NF-κB,

TNF-α, iNOS의 발현양상이 Y-Con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D-gal투여가 노화진

행의 증폭된 염증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노화된 혈

관은 세포 내 항산화방어체계를 무너뜨리고 산화환원의 균형

을 깨트려 O2
-
, OH, H2O2, ONOO

-
등의 RS (reactive species)

생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증가된 RS는 염증과정에서 대

식세포(macrophage)의 과잉 활동을 유도하여 면역계 활동들

을 일으키며[4], 이때 활성화된 염증인자들은 만성염증을 유도

하고, 정상적인 기능들을 변화시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유

발하는 것이다[8]. Chung 등[10]은 인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DNA, RNA, 효소, 세포막 등을

산화시키고, 더 높은 염증반응을 만든다고 하였으며, 이는 세

포들의 기능 저하 및 손상 때문에 항상성을 붕괴시켜 노화나

노인성질환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2주

간 D-gal투여로 노화관련 염증인자들이 대동맥에서 증가된 발

현을 입증시켰다.

Cav-1, Ang II를 분석한 결과, A-Con군이 Y-Con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발현된 것을 관찰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

혈관에서 Cav-1의 발현증가가 eNOS를 억제하였기 때문에 혈

관확장이 억제된 것이며[16], 혈관 수축 물질인 Ang II의 발현

이 증가한 것[22]으로 사료된다. Cav-1은 세포막에 작은 플라

스크모양(flask-shaped)으로 함몰된 기관이며[34], 세포막을

통해 신호전달관련 단백질들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그 활성

을 조절한다. 그 중 NO를 생성하는 eNOS와 결합하여 다중복

합체(heterometric complex)를 만들기 때문에 eNOS의 활동을

억제시킨 것[6, 17]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ng II가 증가한 이유는 혈관의 수축이 가중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들 수축은 조직 내 산소공급의 부족으

로 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더욱 자극시켜

[33] 세포들이 손상[14,22]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gal투여로 유도시킨 노화대동맥에서는 Cav-1과 Ang II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eNOS의 발현은 더욱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노화혈관에서의 염증인자들의 활동억제와 eNOS의 활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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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L-arginine과 규칙적 운동

으로 염증인자와 혈관이완 인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A-A, A-Ex 그리고 A-Ex+A군들은 A-Con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NF-κB, TNF-α, iNOS 그리고 Ang II를

보여주었고, eNOS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혈관내피의 기능 손상으로 NO의 활동이 억제되어 혈관의 기

능장애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L-arginine투여에 따른 NO

의 생성이 혈관 평활근에서 cyclic guanosine mono-phos-

phate (cGMP)를 유도 및 증가시켜 혈관의 확장과 콜레스테롤

을 감소[20,28]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NO는 아세

틸콜린에 의해 유도되어 eNOS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관을 이

완시키는 것처럼 규칙적인 운동 또한 조직 내 혈류를 증가시

키고, 면상마찰력(shear stress)을 높여 아세틸콜린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혈관내피세포 내에서 Ca++활동들을 높여

eNOS의 발현을 증가[20,28]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운동은 혈소판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혈소판의 응고 및 유

착을 막을 수 있으며, 혈관 주변에 있는 염증반응과 혈전 생성

을 막아 혈관의 기능을 더욱 활성 시키기 때문[30]에 염증관련

인자인 NF-κB, TNF-α, iNOS, Cav-1, 그리고 Ang II의 활동을

억제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Seo 등은[31] 노화된 쥐에게 운동을 적용시킨 결과 간에서

의 NF-κB의 발현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pro-

inflammatory인자인 TNF-α와 iNOS의 발현을 억제시켜, 항염

증효과와 수명연장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L-arginine

과 운동 그리고 복합처치는 A-Con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NF-κB, TNF-α, iNOS, Ang II를 보여주었고, 그 중 복합처치군

에서 가장 낮은 iNOS와 Ang II를 보여 줌으로서 혈관의 염증

과 수축에 대한 개선효과를 가중시키는 효과를 보여준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화혈관에 있어 L-arginine

과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성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NF-κB, TNF-α, iNOS, Cav-1, Ang II 발현억제와 eNOS의 발

현증가로 노화된 혈관으로부터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노인성혈관

질환에 있어서 치료물질로 대체할 L-arginine의 역할과 운동

의 병행은 노인성혈관질환의 표지자인 염증인자에 대해 항

염증효과와 혈관이완의 유익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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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노화유도 쥐의 대동맥에서 L-arginine 투여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 염증인자와 혈관이완조절

인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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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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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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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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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교실, 2동의대학교 체육학과, 3세종대학교 체육학과, 4아주대학교 의

과대학 생리학교실)

이 연구는 L-arginine과 규칙적인 운동이 D-galctose (D-all)투여로 유발된 노화흰쥐의 대동맥에서 발현되는

NF-κB, TNF-a, iNOS, Cav-1, eNOS, Ang II의 변화양상을 관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노화유도 모델 쥐는

D-gal (50 mg/kg)를 숫컷 Strague-Dawley (SD)계 흰쥐의 복강에 1일 1회 총 12주간 투여하여 생산하였으며, 이

실험의 집단은 젊은 대조군(Y-con, n=8), 노화 대조군(A-con, n=8), 노화 운동군(A-Ex, n=8), 노화운동+아르기닌군

(A-Ex+A, n=8), 노화 아르기닌군(A-A, n=8)의 5군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L-arginine은 1일 150 mg/kg씩 총

12주간 경구투여 하였다. 운동방법은 트레이드운동으로 1일 60분씩 20 m/min 속도에서 훈련하였다. 분석결과

1) 유도된 노화군에서 NF-κB, TNF-a, iNOS, Cav-1, 그리고 Ang II 단백질의 발현은 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L-아르기닌군에서 NF-κB, TNF-a, iNOS, Cav-1, 그리고 Ang II 단백질의

발현은 노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 유도된 노화군에서의 eNOS 단백질 발현은 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L-아르기닌군은 eNOS 단백질의 발현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2주간 L-아르기닌 투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복합처치는 염증인자와

관련된 단백질인 NF-κB, TNF-a, iNOS 단백질들의 발현을 억제시켜 항염증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혈관내피의 기

능향상과 관련된 eNOS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