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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firm the function of lactate dehydrogenase (LDH) (EC 1.1.1.27, LDH), its metabolism was stud-
ied by activity, kinetics, and isozyme analysis in tissues of Ldh testis-specific C expressing mice (Mus 
musculus) maintained in a state of starvation for 48 hr and 96 hr. In skeletal muscle, liver, and eye 
tissues, LDH and LDH A4 activity increased and anaerobic metabolism predominated. While LDH ac-
tivity in the heart and kidney tissues decreased, LDH B4 activity increased and aerobic metabolism 
predominated, producing pyruvic acid. In the testis tissue, LDH C4 activity decreased. In the brain 
tissue, LDH activity increased, but the isozyme change was small and the amount of pyruvic acid 
decreased. Km

PYR 
increased in tissues other than kidney tissue, and the affinity for pyruvic acid 

decreased. Consequently, in Ldh-A and B-expressing tissues, the activities of isozymes with higher 
concentrations increased. However, in Ldh-A, B, and C-expressing tissue, C4 decreased and the func-
tion of the tissue also decreased. In particular, LDH in brain tissue played a role as a pyruvate 
reductase. Therefore, this process might be the mechanism for producing energy in the state of 
sta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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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젖산탈수소효소(EC. 1.1.1.27, lactate dehydrogenase, LDH)

는 Ldh-A, B, C 에 의해 생성되는 사량체 동위효소로 NADH/ 

NAD
+를 사용하여 피루브산과 젖산의 상호전환을 촉매한다. 

LDH A4 동위효소는 골격근과 간조직 같은 혐기적 조직에서 

젖산을 생성하고, B4 동위효소는 심장과 같은 호기적 조직에서 

피루브산을 생성하며, 종과 조직에 따라 동위효소의 조성 및 

발현을 조절하여 대사가 진행된다[6, 17]. LDH eye-specific 

C는 농어목 어류의 눈조직에서 주로 발현되며 서식 방법과 

먹이를 습득하는 행동양식에 따라 발현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27, 28, 41, 42], LDH liver-specific C는 대구목과 잉

어목 어류의 간조직에서 발현되며 붕어 간조직의 세포질과 

퍼옥시좀에서 NADH/NAD
+ 조절에 관여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6, 40]. 그리고 포유류와 조류의 정소조직에서만 발현되

는 LDH testis-specific C는 정자가 수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를 공급하며 ATP 항상성에 관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9, 

21], 최근 저 산소 내성 토끼(Ochotona curzomiae) 골격근에서

도 나타났고[35] 종양세포에서도 발현되어 암 지표유전자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 따라서 Ldh-C가 왜 특정조직

에서만 발현되는지에 대해 Ldh-C가 발현되는 어류와 포유류 

일부 종에서 연구 중이지만 에너지 대사과정에서의 LDH-C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먹이 공

급이 중단된 기아상태에서 생명체가 대사적으로 적응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기아상태에서 LDH A, B, C의 적응 양상을 

확인하여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DH eye-specific C와 

liver-specific C가 발현되는 종을 선택하여 기아상태에서 연구

한 결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게 관여하지만, liver-specific C 

동위효소가 eye-specific C 동위효소보다 영향을 더 받는 것으

로 확인되어[43] LDH-C에 따라 에너지 대사에서 기능의 차이

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아상태의 포유류의 

정소에서 발현되는 testis-specific C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아상태에서는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간조직에서 피

루브산, 젖산, 케톤체 같은 monocarboxylates가 monocarbox-

ylate transporters (MCTs)에 의해 수송되어 뇌조직을 포함한 

필요한 조직에 에너지를 공급하므로[31], 기아 생쥐의 간과 신

장조직에서 MCT1이 증가되어 유입된 젖산을 사용하여 조절

되며[11, 38] 48시간 기아 상태의 흰쥐에서도 뇌간에서 MCT2 

mRNA가 증가되어 케톤체가 증가되므로 황체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18]. 또한 기아 24시

간 후 흰쥐와 돼지 간조직에서도 MCT1 mRNA가 증가되어

[15] 기아상태에서 MCT 발현을 조절하여 조직에 에너지를 적

절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 그리고 LDH 기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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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루브산은 눈과 뇌조직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산화스트

레스에 대해 방어 역할을 하므로[14, 36], 흰쥐의 뇌 손상 시 

피루브산 화합물을 즉시 주입하면 대사가 조절되어 신경세포

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7, 19]. 대사노폐물로 

인식되었던 젖산은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23] 여러 

적응 현상에 관여하고 세포에서 산화환원 균형을 유지하며[22], 

동화 작용에 관여하는 신호로 작용하고[25], 뇌조직에서 장기

기억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뇌의 가소성에도 관여되어

[33, 39, 44] 젖산과 피루브산이 세포 대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질의 수송체인 MCT에 

표적인 약물이 개발되어 임상치료에도 활용되고, in vivo에서 

대사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조직 내 과분극된 13C-lactate와 
13C-pyruvate 변화를 측정하여 암환자의 대사 변화를 확인하

는데 사용되므로[20]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LDH의 기질과 수송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LDH의 동위효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LDH 동위효소 발현에 의하여 기질의 대사가 조절되므

로 본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LDH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

한 연구의 일환으로 LDH testis-specific C가 발현된 생쥐를 

기아 상태로 유지시킨 후 Ldh-A, B만 발현되는 조직과 Ldh-C

가 발현되는 조직에서 Ldh-A, B, C의 발현을 확인하고 LDH 

대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기아환경 조건  조직 추출액 비

포유류 설치목 쥐과 생쥐(Mus musculus, ICR)는 33±2 g 수

컷으로 대한바이오링크에서 구입하였고, 온도 22±2, 습도 

40-60% 및 광 주기 12시간인 사육실 환경에서, 대조군(C, n=3) 

먹이와 물을 공급하였고, 기아 상태의 생쥐 실험군(기아군)은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물은 공급하여 사육 시켰으며, 

Schutkowski [31]와 예비 실험 조건에 의해 48시간 기아 상태

인 기아군(S1, n=3)과 96시간 기아 상태인 기아군(S2, n=3)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대조군, S1 및 S2의 골격근, 심장, 간, 신장, 

정소, 눈 및 뇌조직을 각각 적출하여 혈액과 수분을 제거한 

후 4,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5)를 3배(v/w) 

가하여 glass homogenizer로 파쇄 하였다. 조직파쇄물은 20.000 

× g에서 1시간씩 2회 원심분리(Mega 21R, Hanil)하였으며, 상

등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청주대학교 동물실험윤

리위원회 승인(CJUIACUC-B142012)을 받아 동물 윤리 준칙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Lcatate dehydrogenase의 활성 측정  단백질 정량 

LDH의 활성은 1.5 mM 피루브산과 0.14 mM NADH를 포

함한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5) 3 ml에 시료

를 가한 다음 NADH로부터 NAD+로 전환되는 정도를 spec-

trophotometer (UV-160A, Shimadzu)를 사용하여 25, 340 nm

에서 측정하였다[37]. 활성은 1분 동안 기질 1 μmole을 전환시

키는데 필요한 효소의 양을 1 unit로 하였고, millimolar co-

efficient 13.6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단백질은 BSA를 표준단

백질로 사용하여 Bradford 방법[2]에 따라 분광광도계로 595 

nm에서 정량 하였다. LDH의 비활성은 units/mg으로 계산하

였다.

 

Native-polyacrylamide gel 기 동 

Native-PAGE는 polyacrylamide vertical slab system (SE 

250, Hoefer)으로 7.5% acrylamide separation gel과 2.67% 

stacking gel로 circulator를 사용하여 4를 유지시키면서 시행

되었다[5]. 시료에 sucrose와 bromophenol blue 용액을 1:1(v/ 

v)로 섞은 후 well에 가하고, 5 mM Tris-glycine buffer (pH8.3)

로 100 V에서 20분간, 200 V에서 130분간 전기영동 하였으며, 

LDH는 DL-lactate, NBT, PMS 및 NAD+를 혼합한 용액으로 

37에서 염색 시킨 후, 15% 초산용액으로 고정하였다[37]. 

피루 산의 정량  LDH의 피루 산에 한 기질 의존성 

피루브산은 pyruvate assay kit (Sigma)를 사용하여 양을 

측정하였다. 조직을 적출한 후 증류수로 혈액을 제거하고 수

분을 제거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하여 4,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5)를 3배(v/w) 가한 후 glass homog-

enizer로 파쇄 하였다. 조직 파쇄액은 13,000× g에서 2회 원심

분리 시키고 상등액을 ultra-2 10 K device (10,000 NMWL, 

Amicon)로 세포 기질 LDH를 제거시킨 용액을 시료로 사용하

였다. 반응 혼합액 50 μl에 시료 50 μl를 가하여 25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Tecan Sunrise, Switzerland)

로 570 nm에서 측정하였다. 피루브산 0.01-10 mM에서 농도 

단계별로 대조군과 기아군(S1, S2)의 골격근, 심장, 간, 신장, 

정소, 눈 및 뇌조직 추출액의 LDH 활성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최대 활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활성(V/Vmax,%)을 측정하여 피

루브산에 대한 억제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Lineweaver-Burk 

plot에 의해 조직 별 Km
PYR과 Vmax

PYR을 구하였다.

결과  고찰

기아상태 생쥐의 lactate dehydrogenase의 활성 측정  

단백질 정량

LDH-A, B, C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LDH testis-specif-

ic C가 발현된 생쥐를 48시간(S1) 및 96시간(S2) 기아 상태로 

사육 시킨 후 대조군, S1 및 S2의 골격근, 심장, 간, 신장, 정소, 

눈 및 뇌조직의 LDH 활성 및 LDH 비활성(units/mg)을 비교

하였다(Table 1). 골격근조직의 LDH 활성이 74.18 units로 가

장 크고, 이에 비해 S1에서 감소되었고 S2에서 99.68 units로 

증가되었다. 간조직의 LDH 활성은 49.92 units로 S1에서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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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DH activity and protein concentration in various tissues from mouse (C: control, S1: 48 hr starvation, S2: 96 hr starvation) 

Tissues
Skeletal

muscle
Heart Liver Kidney Eye Brain Testis

LDH

activity

(units/g)

C

S1

S2

74.18±8.12

65.34±6.05*

99.68±9.69*

28.68±4.53

34.53±4.10
*

26.37±2.93

49.92±3.31

64.69±5.83

66.94±7.32*

 33.44±3.88

 38.20±3.44

 29.45±1.94

6.22±0.73

7.81±0.71
*

8.84±0.88*

7.91±1.13

4.21±0.29

13.76±1.99

5.47±0.59

6.22±0.48
*

5.07±0.31

Protein

(mg/g)

C

S1

S2

24.67±0.94

34.92±2.20
*

24.33±1.53

54.96±7.66

54.28±3.42

41.88±2.63

62.96±6.36

61.36±3.86

51.47±5.20*

 47.10±4.75

 42.58±7.25

114.75±10.07
*

66.73±7.46

73.04±4.60

70.58±4.44

20.60±1.20

16.50±1.04
*

48.23±4.87*

40.72±2.92

26.86±1.69
*

30.53±1.92*

Specific 

activity

(units/mg)

C

S1

S2

3.01

1.87

4.10

0.52

0.64

0.63

0.79

1.05

1.30

0.71

0.90

0.26

0.09

0.11

0.13

0.38

0.26

0.29

0.13

0.23

0.17

Data are mean ± SD,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rresponding control value using the Student’s t-test, p<0.05.

Fig. 1. Nativ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zymograms of LDH isozymes in various tissues from mouse. (C: control, S1: 

48 hr starvation, S2: 96 hr starvation, M: skeletal muscle, H: heart, L: liver, K: kidney, E: eye, B: brain, T: testis.)

units, S2에서 66.94 units로 모두 증가되었다. 심장조직의 LDH 

활성은 28.68 units이며 S1에서 34.53 units로 증가되었고 S2에

서 26.37 units로 조금 감소되었으며, 신장조직도 33.44 units에

서 S1의 38.20 units로 증가되었고 S2에서 29.45 units로 감소되

었다. 정소조직의 LDH 활성은 5.47 units로 낮았으나 S1에서 

6.22 units로 증가되었고 S2에서 5.07 units로 조금 감소되었다. 

눈조직의 LDH 활성은 6.22 units이고 S1의 7.81 units, S2의 

8.84 units로 증가되었고, 뇌조직의 경우 활성이 7.91 units로 

낮지만, S1에서 4.21 units로 감소되고 S2에서 13.76 units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S2에서 뇌조직의 LDH 활성이 가장 크게 

74% 증가되었고, 간과 눈조직의 LDH 활성이 S1과 S2에서 증

가되었지만, 골격근과 뇌조직은 S1에서 감소되었고 S2에서 증

가되었다. 눈조직의 LDH 활성은 42% 증가되었고, 골격근과 

간조직의 경우 증가 폭이 34%로 유사하였다. 심장, 신장 및 

정소조직은 S1에서 증가되었고 S2에서 각각 8, 12, 7% 감소되

어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신장조직의 LDH 활성이 가장 

크게 감소되었다. LDH 비활성은 S2의 간조직 1.30 units/mg

으로 65%, 골격근조직 4.10 units/mg으로 33%, 정소조직은 

S1에서 0.23 units/mg으로 77%, S2에서 0.17 units/mg로 31% 

증가되었으나, 뇌와 신장조직은 단백질 양이 증가되어 LDH 

비활성이 각각 0.29, 0.26 units/mg으로 24%, 63% 감소되었다.  

본 실험에서 기아 시 골격근의 LDH 활성이 증가되고 뇌의 

LDH 활성이 가장 크게 증가된 것은, 운동 중에 골격근에서 

생성된 젖산이 뇌로 수송되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보고[29]

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심장조직은 식이상태에서 젖산

과 포도당이 산화 되지만 기아 상태에서 지방산의 산화가 우

세하며 MCT2와 MCT4 mRNA 농도가 감소되어 젖산의 산화

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6, 31]. 따라서 본 실험에서 기

아 시 심장조직의 LDH 활성이 조금 감소되지만 LDH B4 동위

효소가 증가되어(Fig. 1) 피루브산이 증가되므로 항산화 작용 

및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아 시 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 간과 신장조직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8, 20] LDH liver-specific C가 eye-specific C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간과 뇌조직에서 LDH 활성이 크게 증가되었다

는 보고[43]와 비교하면 본 실험결과 간조직 LDH 활성이 증가

되는 정도는 liver-specific C가 발현된 종에 비해 낮게 확인되

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에 의해 간조직에서 세포질과 퍼옥시

좀에서 LDH가 확인되었고[1] 원형질막, 미토콘드리아 및 퍼

옥시좀 막에서 MCT를 확인하여 산화환원 균형은 물론, 지방 

대사와 관련된다는 보고[40]에 의해 기아 시 간조직에서 피루

브산 등 monocarboxylate를 사용하고 지방 대사를 하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48 hr 기아 생쥐의 조직에서 MCT 발현을 

분석하여 간조직에서 MCT1과 MCT2가 증가되고 신장조직에

서 MCT1만 증가되므로 젖산을 유입하여 당 신생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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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yruvate quantity of various tissues from mouse (C: control, S2: 96 hr starvation)

Tissues Skeletal muscle Heart Liver Eye Brain Testis

C

S2

0.0400±0.003

0.0682±0.006

0.0637±0.006

0.0726±0.006*

0.0770±0.007

0.0859±0.007*

0.2991±0.026

0.1984±0.017*

0.0918±0.008

0.0696±0.006*

0.0637±0.006

0.0859±0.007*

Data are mean ± SD,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rresponding control value using the Student’s t-test, p<0.05.

조직에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한다는 보고[11, 38]로 본 실험

결과 간조직에서 LDH 활성이 증가된 것이 뒷받침될 수 있다. 

Native-polyacrylamide gel 기 동

Ldh-A, B, C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생쥐 대조군, S1 및 

S2의 골격근, 심장, 간, 신장, 정소, 눈 및 뇌조직의 LDH를 na-

tive-PAGE하여 동위효소의 발현을 확인하였다(Fig. 1). 대조

군의 골격근 LDH는 음극 쪽에 A4 동위효소가 가장 강하고, 

AB3, B4 동위효소 활성이 약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S1, 

S2에서 A4, A3B가 증가되고, AB3, B4 동위효소가 감소되었다. 

심장조직은 A4 동위효소가 약하고 나머지 동위효소가 강하게 

나타났으나, S1, S2에서 A4가 약해지고 B4 동위효소가 증가되

었다. 간조직은 대조군에서 A4가 강하고 나머지 동위효소가 

약하게 확인되었고, S2에서 A4가 증가되고 B4 동위효소가 약

해졌으며, 신장조직은 대조군에 비해 S2에서 AB3와 B4 동위효

소가 조금 증가되었다. 정소조직은 A4, C4, AB3, B4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S2에서 A4와 B4가 유사하고 C4가 크게 감소되었

다. 눈조직은 A4가 강하고 B4가 약하게 확인되었고, S2에서는 

A4 동위효소가 조금 증가되었다. 뇌조직은 A4가 약하고 나머

지 동위효소가 조금 강하게 확인되었으며, S1, S2에서도 동위

효소가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서 골격근, 간 및 눈조직은 LDH 

A4가 증가되어 혐기적 대사가 증가되었고, 심장과 신장조직은 

LDH B4가 증가되어 호기적 대사가 증가되었으며, 정소조직은 

LDH C4가 크게 감소되었고, 뇌조직의 동위효소는 거의 유사

하였으나 LDH 활성이 74% 증가 되었으므로 뇌조직의 젖산 

농도는 동위효소 조성보다 LDH 활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고

[29]로 뒷받침될 수 있고, 어류 기아 종에서 liver-specific C와 

eye-specific C가 간, 눈과 뇌조직에서 발현이 조절되고, 뇌조

직에서 LDH A4가 증가되어 젖산의 대사가 우세하다는 보고

[10, 43]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흰쥐의 골격

근, 심장 및 정소에서 LDH 활성이 증가하여 혐기적 대사가 

증가되고 눈조직은 호기적 대사가 증가되어[10] 유사하였다. 

용존 산소를 급격히 증가시킨 환경에 LDH eye-specific C를 

지닌 꺽지와 liver-specific C를 지닌 모래무지를 순응시킨 경

우 골격근에서 LDH A4, 심장에서 B4 동위효소가 증가되어[3] 

본 실험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온도를 증가시킨 경우 liver-C가 

발현된 간조직은 C4를 증가시켜 조절하였으나[13] 본 실험결

과에서는 LDH testis-specific C가 발현된 정소조직에서 C4가 

감소되었음으로 조건에 따라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 LDH 

C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DH-C knock-out 생쥐 

경우 생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흰쥐 정소 Leydig cell을 

젖산을 첨가하여 배양 시 testosterone이 증가되었다는 보고

[24]와 48 hr 기아상태의 흰쥐 뇌에서 MCT를 통해 케톤체 유

입이 증가되어 황체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는 보고[18]에 의

해 본 실험에서 정소의 LDH C4가 감소되어 생식기능이 저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hr 기아 후 흰쥐와 돼지 간조직에서 

MCT1과 MCT2가 증가되어 젖산이 공급된다는 보고[15]는 본 

실험의 간조직에서 LDH A4 동위효소와 LDH 활성이 증가된 

결과와 일치하므로 간조직에서 젖산이 에너지 생성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루 산의 정량  LDH의 피루 산에 한 기질 의존성

기질에 대한 LDH의 역학 실험은 동위효소의 구조와 대사

를 이해하고, 종과 조직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므로[32] 

피루브산을 정량하고, 피루브산에 대한 기질의존성을 측정하

여 대사를 확인하였다. 생쥐 대조군과 S2의 골격근, 심장, 간, 

정소, 눈 및 뇌 조직의 피루브산을 정량 하였다(Table 2).  대조

군에서 0.04, 0.0637, 0.0770, 0.0637, 0.2991, 0.0918 μmole/g으

로 측정되어 골격근조직에서 가장 적고, 눈조직에서 특히 많

았다. S2에서 조직 별로 0.0682, 0.0726, 0.0859, 0.0859, 0.1984, 

0.0696 μmole/g로 눈과 뇌조직에서만 감소되었고 다른 조직

에서는 증가되었으며 골격근이 가장 크게 증가되었다. S2의 

골격근에서 LDH A4 동위효소가 증가되어 젖산이 증가하지만 

LDH 활성이 34% 증가되므로 피루브산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장조직의 경우 S2에서 LDH 활성은 감소되지만 

LDH B4가 증가되어 피루브산의 양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대조군의 눈조직에서 피루브산이 0.2991 μmole/g으

로 높게 측정되어, 눈과 뇌조직에서 항산화제로서 작용을 한

다는 보고[14, 36]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S2에서 피루브산이 

감소되므로 항산화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뚝망둑어 골격근, 심장 및 눈조직의 피루브산이 0.18-0.30 

μmole/g으로 높게 측정되어 육상에서 시식함으로써 생기는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항산화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보고[12]

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뇌조직의 경우 LDH 활성이 증가되고 

피루브산이 24%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므로 그 결과 젖산이 

증가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뇌조직에서 젖산이 장기기억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뇌의 가소성에 관여한다는 보고[22, 33, 39]에 의해 뒷받침 되

고, 기아 시 LDH liver-specific C를 지닌 붕어와 eye-specific 

C를 지닌 파랑볼우럭의 뇌조직에서 젖산이 증가된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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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yruvate concentrations on the activity of LDH isozymes in various tissues from mouse. ●: control, ○: 96 hr 

starvation.

Table 3. Apparent Michaelis-Menten constant values for lactate dehydrogenase in various tissues from mouse (C: control, S1: 48 

hr starvation, S2: 96 hr starvation)

Tissues
Skeletal

muscle
Heart Liver Kidney Eye Brain Testis

Km
PYR

(mM)

C

S1

S2

0.0361

0.0762

0.0495

0.0163

0.0220

0.0211

0.0425

0.0459

0.0664

0.0248

0.0200

0.0220

0.0285

0.0346

0.0312

0.0202

0.0341

0.0201

0.0043

0.0081

0.0091

Vmax
PYR

(unit/g)

C

S1

S2

94.28

112.55

106.39

106.99

111.63

114.03

99.33

100.22

117.17

91.98

99.17

96.12

99.61

99.12

97.37

102.04

122.24

101.93

103.27

104.96

107.04

[43]와도 일치하였다. 정소조직의 피루브산이 35% 증가되었

으나 LDH 활성은 감소되었음으로 젖산을 생성하는 LDH tes-

tis-specific C4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DH의 기질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루브산 0.01-10 mM

까지 농도 별로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 피루브산에 의해 

LDH 활성이 억제되는 정도는 간, 골격근, 눈, 뇌, 심장, 신장 

및 정소조직 순서로 커졌으므로 하부단위체 A와 B보다 C가 

크게 억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루브산에 의한 간 및 골격근

조직의 LDH 활성이 44%, 41%로 측정되어 억제되는 정도가 

가장 낮았고, S2에서 25% 활성이 남아 더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아군에서 피루브산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

라 LDH 활성이 억제 되는 정도가 커졌으므로, 젖산이 대사에

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장조직의 LDH는 피루브

산 10 mM에 대해 23% 활성을 나타내고, S2에서 11% 활성이 

남아 크게 저해되었다. 신장과 정소조직의 LDH는 10 mM 피

루브산에서 16%, 13%, S2에서 15%, 11%로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났으나, 정소조직의 LDH가 급격히 억제되는 것이 특징적이

었다. 눈과 뇌조직의 LDH는 10 mM 피루브산에서 27%, 24% 

활성이고 S2의 뇌조직은 19%로 활성이 낮아 졌으므로 뇌조직

에서 피루브산에 의한 억제 정도가 조금 크므로 젖산이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눈조직은 33%로 활성이 증

가되어 억제 정도가 낮아 피루브산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대조군, S1 및 S2에서 조직 별 Km
PYR과 Vmax

PYR을 

측정한 결과(Table 3), Km
PYR 값은 골격근 조직 0.0361 mM에서 

S1 0.0762 mM, S2 0.0495 mM로 증가되었고 심장조직은 0.0163 

mM에 비해 S2에서 0.0211 mM로 증가되었으며, 정소조직은 

0.0043 mM에서 S1과 S2의 0.0081, 0.0091 mM로 증가되었고, 

간조직도 0.0425 mM에 비해 S2에서 0.0664 mM로 크게 증가

되었고 Vmax
PYR이 117.17 units로 증가되었다. 신장조직은 

0.0248 mM에서 S2의 0.220 mM로 조금 감소되고, Vmax
PYR이 

91.98에서 96.12 units로 증가되었다. 눈조직은 0.0285 mM에

서 S2에서 0.0312 mM로 증가되고 Vmax
PYR도 조금 감소되었으

며, 뇌조직은 0.0202 mM에서 S1의 0.0341 mM로 증가되고 

Vmax
PYR도 122.24 units로 증가되었으나, S2에서 0.0201 mM로 

대조군과 유사하고 Vmax
PYR도 거의 유사하여 다른 조직과 다르

게 확인되었다. 그 결과 기아군의 골격근, 심장, 간 및 정소조

직 LDH는 피루브산에 대한 친화력이 감소하고 Vmax
PYR이 증

가되나, 신장조직은 피루브산에 대한 친화력이 증가하였고, 

눈조직은 친화력이 감소하고 Vmax
PYR도 감소되어 피루브산의 

양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갑상선기능저하증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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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골격근과 심장의 Km
PYR과 Vmax

PYR이 모두 증가하였다는 보

고[10]와 유사하였다. 본 실험에서 10 mM 피루브산에 의해 

심장조직 LDH의 활성이 23% 남아, 소(Bos taurus) B4 동위효소

의 LDH 활성이 22% 남았다는 보고[4]와 거의 유사하였다. 

LDH B4 동위효소가 피루브산에 의해 더욱 억제되고 A4 동위

효소는 억제되는 정도가 낮아 젖산이 축적된다고 하였으나[6] 

기아 시 심장조직의 A4가 감소하고 B4 동위효소가 증가되어 

피루브산이 증가되고 젖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조

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소조직 LDH의 Km
PYR 0.0043 mM과 

S2의 0.0091 mM에 비해 생쥐 testis C는 Km
PYR 0.76 mM [34]로 

보고되어 차이를 나타냈고, LDH C는 기질특이성의 범위가 

넓어 피루브산에서 젖산을 생성할 뿐 아니라 α–ketoglutarate

에서 S-2-hydroxyglutarate도 생성하므로 저 산소에 적응하거

나 암세포 같은 세포에서 LDH C에 의해 S-2-hydroxygluta-

rate가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34]. 그리고 기아상태 붕어의 

골격근 LDH의 Km
PYR도 대조군에 비해 조금 증가되었으나

[43], 생쥐 기아군 LDH의 Km
PYR이 대조군에 대해 변화되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 친화력이 크게 감소되고 에너지 대

사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 기아상태에서 골격근, 간, 눈 및 뇌 조직은 LDH 

활성이 증가되어 혐기적 대사가 증가되고 젖산을 사용하였으

나, 심장과 신장조직은 LDH B4에 의해 피루브산이 증가되어 

호기적 대사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였다. 신장조직을 제외한 

조직들에서 Km
PYR이 증가되어 피루브산에 대한 친화력이 감

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눈과 뇌조직의 피루브산의 양이 감

소되었고, 정소조직의 LDH 활성이 감소되고 LDH C4 동위효

소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기아상태에서 Ldh-A, B만 발현된 조

직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이 높은 동위효소가 증가되었고, 

Ldh-A, B, C가 발현된 정소조직의 경우 Ldh-C에 의해 기질의 

대사를 조절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뇌조직에서 LDH는 피루브산 환원효소로서 역할을 하여 에너

지를 유지하지만, 눈조직에서는 항산화기능이 저하되고, 정소

조직의 경우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랜 기아 

상태를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아상태에서 LDH tes-

tis-specific C는 정소조직에서만 발현되어 에너지 생성에 관여

되었으나, LDH liver-specific C와 eye-specific C의 경우 간, 

뇌 및 눈조직에서 발현되고, liver-specific C가 eye-specifc C보

다 영향을 더 받는다는 보고[43]와 비교하면 척추동물 세 가지 

종류의 LDH C가 순간 에너지 생성에 관여되는 것은 유사하지

만 포유류의 정소 기능을 위해 LDH C가 더 진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세 종류의 LDH C, 기질의 농도 및 MCT 수송

체를 종합하여 연구한다면 LDH C 기능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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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기아상태에서 Ldh-C가 발 된 생쥐(Mus musculus) 조직의 젖산탈수소효소의 사 

염정주*․김규동  

(청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EC 1.1.1.27, LDH)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Ldh testis-specific C가 발

현된 생쥐(Mus musculus)를 48 hr과 96 hr 기아상태로 유지시킨 후 조직들의 LDH 대사를 LDH 활성, 역학 및 

동위효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골격근, 간 및 눈조직에서 LDH와 LDH A4활성이 증가되어 혐기적 대사가 우세

하였고, 심장과 신장조직의 LDH 활성은 감소되지만 LDH B4 활성이 증가되어 피루브산을 생성하는 호기적 대사

가 우세하였다. 하지만 정소조직에서는 LDH C4가 감소되었고, 뇌조직의 LDH 활성은 조직 중에서 가장 많이 증

가되었지만 동위효소의 변화가 작고 피루브산의 양이 감소되었다. 신장조직을 제외한 조직들에서 Km
PYR이 증가되

어 피루브산에 대한 친화력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결과 Ldh-A, B가 발현된 조직에서는 상대 농도가 

큰 동위효소의 활성이 증가되었으나 Ldh-A, B, C가 발현된 정소조직은 LDH C4가 감소되어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특히 뇌조직에서 LDH는 피루브산 환원효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기아상태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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