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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effect of swimming training on brain function after

focal cerebral ischemia in rats. Therefore, this study was examined on neurogenesis in dentate gyrus of

hippocampus using 5-bromo-2´-deoxyuridine (BrdU) to label proliferating cells and assessed the neuro-

logical response following focal cerebral ischemia in rats using neurological motor behavioral test. In an

observer-blinded fashion, twenty male Sprague-Dawley (280～310 g, 7 weeks old)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MCAO plus swimming group (ME, n1=5), MCAO plus control group (MC, n2=5), SHAM plus

swimming group (SE, n3=5), SHAM plus control group (SC, n4=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

lows: 1) The limb placing time before and after swimming in the ME group were significantly longer

than the MC group (p<.05), the SE group were significantly longer than the SC group (p<.01). 2) The

balance beam scores before and after swimming in the ME group was higher than the SE group, the MC

group was higher than the SC group bu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3) The foot fault index

before and after swimming training in ME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i.e., improved) than the MC

group (p<.001) and the SE group (p<.001), the SE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i.e., improved) than the

SC group (p<.001). 4) The mean number of BrdU-positive cells in the dentate gyrus in the M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C group (p<.001) and the SE group (p<.01). The MC group and the

S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C group (p<.001). 5) There was significantly correlation be-

tween limb placing time and number of BrdU-positive cells on swimming training,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r=.807, p<.0001) and between foot fault index and BrdU-positive cells number, there was neg-

ative correlation (r=-.503, p<.05). However, between balance beam scores and BrdU-positive cells number,

there was no correlation.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ole of swimming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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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improves behavioral motor function probably by enhancing cell proliferation in that hippocampus. This

study provides a model for investigating the stroke rehabilitation that underlies neurogenesis and func-

tional ability.

Key Words: BrdU immunohistochemistry; Focal cerebral ischemia; Neurogenesis; Neurological motor

behavioral test; Swimming training.

Ⅰ. 서론

뇌혈관 질환은 많은 국가에서 사망원인 중 세번째에

해당될 만큼 치명적이고, 치료의 예후도 매우 제한적이

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Moseley 등, 2003; Paganini-Hill 등, 1988). 2004년 통

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매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35,000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은 주로 혈전성 색전증(thromboembolism)으로 인

해 뇌세포가 괴사하는 뇌허혈증(cerebral ischemia)으로

주로 감각운동 기능장애, 인지적 기능장애, 근력약화,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능저하 등이 나타나게 된다

(Hattori 등, 2000; Johansson, 2000).

뇌조직에서 허혈손상은 복잡하고 치명적인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들이 작동되어 세포막의 특성 및 이온 이

동의 변화, 지속적인 단백질 분해와 합성장애, 세포생존

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의 손상 및 이러한 손상을 인지

하는 능력의 상실 등을 초래한다. 허혈은 고에너지인

ATP 화합물의 공급을 차단하여 전반적인 탈분극을 초

래하고 과량의 glutamate가 분리되어 허혈에 민감한 신

경원(neuron)은 전압의존성 이온채널과 glutamate 조절

성 Ca2+ 채널이 열려 세포내 Ca2+ 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phospholipase, calpain, calcineurin의 활성

화 및 nitric oxide synthase의 활성화, free arachidonic

acid의 축적 등이 발생한다(위대한, 2001; Kirsi, 2001).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고, 신경학적 질환

과 장애의 원인이 된다(Eriksson 등, 1998). 그러나 뇌

허혈에 따른 장애는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회복된다(Dombovy와 Bach-y-Rita, 1988). 이것은 손상

된 뇌조직이 재생되지 않더라도 신경보호기전에 의해

국소적 신경세포 발아(sprouting)와 연접 재조직화

(synaptic reorganization)가 형성되어 기능회복에 관여

한다고 한다(Ding 등, 2003; van Praag 등, 2002). 이러

한 뇌신경세포생성(neurogenesis)은 신경세포가 증식

(proliferation), 생존(survival), 분화(differentitation)되

는 과정을 거치는데 신경전구세포(neuronal progenital

cells)인 신경아세포(neuroblast)는 치아이랑의 과립세포

하 영역에서 생성되어 신경세포로 분화되고, 축삭을 내

어 다른 신경세포와 연접을 이루어 신경세포를 생성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van Praag 등, 2002),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Gu

등, 2000). 그러나 이러한 신경세포생성은 뇌의 특정 부

위 즉, 해마 치아이랑(hippocampal dentate gyrus)의 과

립하 영역(subgranular zone)과 후구(olfactory bulbs)의

뇌실하 영역(subventricular zone)에서 관찰되고(Jin 등,

2001; Johansson과 Ohlsson, 1996), 학습, 운동, 강화된

환경, 뇌 허혈 등에 의해 증가된다(Gould 등, 1999;

Trejo 등, 2001).

신체적 활동은 뇌신경 세포를 더 많이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방법으로 운동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Trejo 등, 2001; van Praag 등, 1999a). 일상

에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에게 적용된 운동치료는 기

능을 회복시키고, 인지기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Neeper 등, 1995).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경세

포 생성은 해마와 후구에서만 발생하는데 운동은 해마

에서는 포유동물 뇌에서 효과적으로 신경세포생성을 촉

진하여 신경간세포들의 증식에 적용함으로써 뇌의 기능

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Kempermann 등, 1997).

Van Praag 등(1999b)은 학습, 수영, 수의적 휠 달리

기(voluntary wheel running)등을 적용한 실험에서 수

의적 휠 달리기가 대조군 보다는 생쥐 해마의 치아이랑

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2배로 증가시킨다고 하

였고, 김신호(2001)와 Trejo 등(2001)은 쥐를 트레드밀

운동을 시켰을 때 치아이랑에서 세포생성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운동 시 신경전구세포의 생존과 분화와 관련이

있는 신경성장인자(neurotrophic factor)의 분비가 증가

하고(Nanda와 Mack, 2000), 연접 가소성이 증가되어,

강화된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일으킨다(Schuman,

1999). 그리고 해마에서 신경세포를 생성시키고(Czurko

등, 1999), 장기강화(long-term potentiation)가 증가되

어 기억 능력을 향상시킨다(Ahmadiasl 등, 2003). 이러

한 선행연구들은 정상인이나 뇌 손상 환자들에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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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극이 뇌 신경세포를 생성시키며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영은 유산소 운동의 한 형태로 뇌손상 환자들에게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신체에

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신체 움직임에 따라 저항이

균등하게 작용하여 전신근육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 시 임상적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Chu 등,

2004; Magder 등, 1981). 쥐를 8시간 고정

(immobilization)한 후 2시간의 수영운동을 시킨 결과

고정으로 인한 해마 조직의 산화적 손상이 회복되고 인

지기능이 정상화 되었으며(Radak 등, 2001), 쥐를 대상

으로 1년 동안 주 5일 매일 1시간씩 수영 운동을 시킨

결과 노화와 관련이 있는 SEPs(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의 형태적 변화를 방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enturk 등, 2000). 반면에 van Praag 등(1999b)은 30

일간 일일 2회, 1회 12～40초 동안 수영을 쥐에게 시킨

결과 해마 치아이랑에서 세포생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수영 훈련(swimming train-

ing)이 뇌허혈 시 해마 치아이랑에서 신경세포생성과

신경학적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서로의 상관관계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뇌허혈이 유발된 휜쥐를

대상으로 수영 훈련 시 해마 치아이랑에서 뇌신경세포

생성과 신경학적 운동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체중이 280～310 g인 7주된 Sprague-Dawley계열 수

컷 휜쥐 20마리를 전 실험기간 동안 항온(23±2℃), 항

습(60%), 12시간은 밝게, 12시간은 어둡게 조정된 사육

실에서 고형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체중은 매일 조사하여 건강 지표로 하였다

(Duncan 등, 1998). 각 동물들은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

을 거친 후 각 각 5마리씩 MCAO-운동군(ME)와

MCAO-대조군(MC), SHAM-운동군(SE)와 SHAM-대

조군(SC)의 4집단에 무선배정 하였다.

2. 실험방법 및 내용

가. 국소 뇌 허혈 유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소 뇌 허혈(focal cerebral is-

chemia) 모델은 운동장애 등 실제 임상증상과 유사하

므로 본 연구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Longa 등

(1989)의 방법에 따라 근위부 뇌허혈 기법을 시행하였

다. 사전에 마취된 쥐 전경부 중앙선을 따라 피부를 절

개하여 경동맥을 노출시키고, 미세혈관용 클립(clip)을

이용하여 내경동맥과 경동맥의 혈행을 완전히 차단하였

다.내경동맥을 묶고 외경동맥 분지의 근위부를 결찰한

후 Poly-L-lysine으로 끝부분이 둥글게 코팅된 4～0

nylon monofilament(2.8 ㎜)를 외경동맥에서부터 삽입

하였다. 수술실은 경동맥과 내경동맥의 분지로부터 최

소 19～20 ㎜까지 들어가도록 삽입하였다. SHAM 집단

은 MCAO와 동일한 수술과정을 거쳤으며, 수술실 삽입

은 분지로부터 15 ㎜로 제한하였다(이정필, 2004; Jin

등, 2001). 이후 전경부의 피부를 봉합, 소독하고 마취

에서 깨어난 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였다. 수술 후 뇌

허혈 유발은 반대측 앞다리가 굴곡, 내전, 내회전되고,

뒷다리는 내전, 내회전되고, 흰쥐의 꼬리를 잡고 들었을

때 환측으로 회전했을 때로 선정하였고(Zhang 등,

2002), 뇌허혈을 확정 짓기 위해 운동은 5일째부터 일

주일간 실시하였다.

나. 수영 훈련

수영 훈련(swimming training)은 직경이 50 ㎝인 플

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수조에서 실시하였다. 수영 중

쥐가 꼬리로 체중을 바닥에 지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

해 수심은 50 ㎝로 하고, 수온은 30～35℃로 유지하였

다. 운동량은 쥐를 대상으로 수영 효과를 검증했던 선

행연구(최송화 등, 2000; Kim 등, 2000)를 기초로

VO2max의 50～65% 강도로 보고된 무부하 상태의 자

유 유영을 실시했고, 3일간의 운동 적응기를 거친 후

뇌 허혈 후 5일째부터 11일째까지 일주일간 매일 30분

씩 실시하였다.

3. 신경학적 운동 행동 검사

뇌허혈 유발이후 신경학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정

도를 여러 가지 행동 검사를 통해 4일째 12일째 측정하

였다. 검사는 각 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검사자에 의

해 평가되었고 3회 실시 후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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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지 배치 검사(limb placing test)

De Ryck 등(1989)의 검사를 수정한 것인데 쥐의 앞

발과 뒷발의 촉각, 고유수용감각, 근력을 평가하는 검사

로써 40 ㎝ 높이의 나무 막대기(폭 3 ㎝, 길이 1.5 ㎝)

에 쥐를 매달리게 하여 나무막대기에서 떨어질 때까지

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나. 막대 균형 검사(balance beam test)

Puurunen 등(2001)의 검사를 수정한 것인데 쥐의 전

정운동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써 40 ㎝ 높이의 나무 막

대기(폭 3 ㎝, 길이 1.5 ㎝)에 쥐를 매달리게 하여 30초

동안에 행동을 측정하였다. 점수는 쥐가 30초 내에 나

무막대기에서 떨어지면 0점, 쥐가 30초 동안 나무막대

기에 머무는데 다른 움직임 없으면 1점, 쥐가 나무막대

기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방향변화를 시도하면 2

점, 쥐가 나무막대기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나무막대기 위에 걸을 때 환측 뒷발이 50% 이상

미끌어지면 3점, 쥐가 나무막대기에서 오른쪽 혹은 왼

쪽으로 방향을 틀어 나무막대기 위에 걸을 때 환측 뒷

발이 50% 이하로 미끌어지면 4점, 쥐가 막대 위를 걸

을시 단 한번만 뒷발이 미끌어지면 5점, 쥐가 막대 위

를 걸을시 뒷발이 전혀 미끌어지지 않으면 6점으로 하

였다.

다. 실족 검사(foot fault test)

Hernandez와 Schallert(1988)의 검사를 수정한 것인

데 쥐의 협응력, 운동통합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써 철

사로 만든 격자 표면(폭 50 ㎝, 길이 150 ㎝, 높이 2.5

㎝, 격자철사직경 2 ㎜)위에 쥐를 올려놓고 60초 동안

걷게 했을 때 철사 사이로 발이 실족되는 비율을 측정

하였다(실족 걸음/전체 걸음).

4. BrdU 투여

5-bromo-2´-deoxyuridine(BrdU)를 14일간 실험기간

동안 뇌허혈 후 4일 째와 12일 째 모든 집단에서 1일 1

회 운동 30분 전에 복강 내로 투여하였다(50 ㎎/㎏ in

saline)1).2)

5. 뇌적출 및 조직처리

Ketamine과 Rompun(.1 ㎖/㎏)으로 마취 시킨 후 흉

강을 열고 좌심실을 통하여 .05 M phosphate-buffer

saline(PBS)을 5분간으로 주입하였다. 계속해서 .1 M의

phosphate buffer(PB)에 녹인 4% paraformalde-

hyde(PFA) 용액을 4℃에서 10분간 관류시킨 후 뇌를

적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24시간 침전시킨 후 고정하

였다. 고정된 뇌를 30% sucrose 용액에 일주일간 침전

시킨 후 microtome
2)
으로 bregma -3.0 ㎜범위에서 2

㎜의 두께로 연속관상 절편을 제작하였다.3)

6. 면역조직화학법4)

각 집단에서 crycut 18003)으로 뇌 절편을 최소 6장

선택하여 .05 M PBS에서 3분씩 3번 세척한 후 .3%

Triton X-100으로 20분간 incubation 시켰다. 그 다음

.05 M PBS에서 3분씩 3번 세척한 후, 50% for-

mamide-2 X standard saline citrate(SSC) 용액에 조

직을 넣고 65℃의 수조에서 2시간 동안 shaking in-

cubation시켰으며, 다시 2 X SSC 용액으로 5분간 2

번 세척한 후, 2N HCI에 조직을 옮겨 30분간 in-

cubation 시켰다. 계속해서 .1 M sodium borate(pH

8.5)로 25℃에서 10분 이상 중화시키고, .05 M PBS에

서 3분씩 3번 세척한 후 1시간 동안 1% BSA와

100% horse serum 그리고 3% Triton X-100으로 고

정하였다.

고정 후 BrdU primary antibody(1:600)4)로 24시간

incubation시키고, .05 M PBS에서 3분씩 3번 세척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secondary antibody(1:200)
5)

로 반응시켰다. 다시 .05 M PBS에서 3분씩 3번 세척

한 후 1시간 동안 ABC용액으로 처치하였다. .05 M

PBS에서 3분씩 3번 세척한 다음 조직을 DAB발색용

액으로 반응시킨 후 표본을 gelatin-coationg된 슬라

이드에 놓고 탈수시킨 후 고정시켰다.5)

7. BrdU 양성반응 세포 수 측정

각각의 항체들과 면역 반응이 일어난 세포들은

광학현미경6)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해마의 과립세

1)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 Harvard Instrument Large Rat Brain, U.S.A.

3) Leica Instruments, Germany.
4) Roche, Mannheim, Germany.
5)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6) BX-51, Olympu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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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CAO/SHAM 집단의 체중변화

ME: MCAO-운동군(n1=5); MC: MCAO-대조군(n2=5);

SE: SHAM-운동군(n3=5); SC: SHAM-대조군(n4=5)

Data=평균±표준편차

포층의 면적을 영상 분석기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BrdU 양성 세포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6)

8.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1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평

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은 각 집

단간의 BrdU 양성세포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각 집단간의 신경학적 운동행동

점수의 차이를 검정하기위해 repeated measured

two-way ANOVA를, 각 집단의 수영훈련 전과 후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BrdU 양성세포수와 신경학적

운동행동 점수간의 상관성을 보기위해 Pearsons cor-
relation을 실시하였고, Tukeys post hoc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결과

1. MCAO/SHAM 집단의 체중변화

체중은 1일째부터 13일째까지 측정하였다(그림 1).

모든 집단에서 수술 후 첫 3일 동안 체중이 감소하였

다. SHAM 집단은 3일까지 약 30 g 감소하였지만 11

일째에는 거의 원래 체중에 도달했다. ME 집단은 6일

째까지는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 꾸준

히 증가하였고, MC 집단은 9일째까지 체중이 감소하였

지만 그 이후 변화는 없었다.

2. 수영이 신경학적 운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1) 각 집단의 수영 전․후 체지 배치 검사

수영 전․후 체지배치시간은 ME 집단(10.89±2.92

sec)이 MC 집단(5.03±.89 sec)보다 유의하게 길었고

(p<.05), SE 집단(7.50±1.44 sec)이 SC 집단(1.25±1.32

sec)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01). 각 집단의 수영훈련

전․후간 비교에서는 ME 집단과 MC 집단이 수영 전

보다 수영 후에 유의하게 길었고(p<.01), SE 집단이 수

영 전 보다 수영 후에 유의하게 길었다(p<.001)(그림 2).

2) 각 집단의 수영 전․후 막대 균형 검사

수영 전․후 막대 균형 점수는 ME 집단(.24±.06

points)이 SE 집단(-.02±.09 points)보다 높고, MC 집단

(.10±.60 points)이 SC 집단(.0±.18 point)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수영훈련

전․후간 비교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그림 3).

3) 각 집단의 수영 전․후 실족 검사

수영 전․후 실족비율은 ME 집단(-8.66±4.36%)은

MC 집단(-4.50±1.46%)과 SE 집단(-1.30±.67%)보다 유

의하게 낮고(p<.001), SE 집단(-1.30±.67%)은 SC 집단

(-.42±.21%)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1). 각 집단의

수영훈련 전․후간 비교에서는 ME 집단과 SE 집단이

수영 전보다 수영 후에 유의하게 낮았다(p<.05)(그림

4).

3. 각 집단의 BrdU 양성 세포수

ME 집단(57.20±.71/㎟)은 MC 집단 (21.0±3.54/㎟,

p<.001)과 SE 집단(41.0±.71/㎟, p<.01)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MC 집단과 SE 집단은 SC 집단(2.80±1.41/

㎟, p<.001)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5).

4. 각 집단의 신경학적 운동능력과 뇌신경세

포생성간의 상관관계

LP와 BrdU 양성 세포수 간에는 r=.807로서 p<.001

에서 상관관계가 있고, FF와 BrdU 양성 세포수 간에는

7) Fullerton,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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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집단의 수영 전․후 막대 균형 검사

ME, MCAO-운동군(n1=5); MC, MCAO-대조군(n2=5);

SE, SHAM-운동군(n3=5); SC, SHAM-대조군(n4=5)

Data=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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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집단의 수영 전․후 체지 배치 검사

ME: MCAO-운동군(n1=5); MC: MCAO-대조군(n2=5);

SE: SHAM-운동군(n3=5); SC: SHAM-대조군(n4=5)

Data=평균±표준편차

+p<.001 vs SHAM; *p<.05, **p<.01, ***p<.001

Source(Mean difference) LP BB FF

BB -.196

FF -.503* -.083

Number of BrdU-positive cells .807*** .108 -.523*

LP: 체지 배치 검사, BB: 막대 균형 검사, FF: 실족 검사
*
p<.05,

***
p<.001

표 1. 각 집단의 신경학적 운동능력과 뇌신경세포생성간의 상관관계

r=-.503으로서 p<.05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BB와

BrdU 양성 세포수 간에서는상관관계가 없었다(표 1).

Ⅳ. 고찰

운동은 뇌신경세포생성을 증가시키고(Trejo 등 2001;

van Praag 등, 1999a), 뇌 가소성을 향상시켜 중추신경

계 질환자들의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한 방법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Felling과 Levison, 2003).

Vaynman 등(2004)은 능동적 운동은 BDNF를 포함한

신경성장인자(nerve growth factor)의 발현을 증가시켜

신경발생을 자극하고, 뇌손상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

키며 학습과 정신적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수영(swimming)은 뇌졸중(stroke) 환자의 감각

운동기능(sensorimotor function)향상을 위해 널리 이용

되고 있다(Wakayoshi 등,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뇌

허혈(cerebral ischemia)이 유발된 흰쥐를 대상으로 수영

훈련(swimming training)에 따른 뇌기능의 변화를 연구

하기 위해 BrdU 면역조직화학법(immunohistochemistry)

으로 해마의 치아이랑(hippocampal dentate gyrus)에서

뇌신경세포생성(neurogenesis)과 신경학적 운동행동검사

(neurological motor behavioral test)로 각 집단간 신경

학적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체중(body weight)은 뇌허혈 손상의 간접적 지표

(indirect index)로 이용되고 있다(Garcia와 Liu, 1996).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수술 후 첫 3일 동안 체

중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연구(Gibson과

Murphy, 2004; Marin 등, 2003)와 마찬가지로 뇌허혈

시 전 시상하부(anterior hypothalamus)에 이차적인 영

향을 주어 식욕이 감퇴하여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

이고, 수영을 한 ME와 SE 집단에서 체중이 증가한 이

유는 수영 훈련이 식욕중추에 영향을 주어 체중이 증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뇌허혈 유발 흰쥐의 신경학적 운동능력검사는 쥐의

앞발과 뒷발의 촉각, 고유수용감각, 근력을 평가하기 위

해 체지 배치 검사(limb placing test)를, 쥐의 전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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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집단의 BrdU 양성 세포수

ME: MCAO-운동군(n1=5); MC: MCAO-대조군(n2=5);

SE: SHAM-운동군(n3=5); SC: SHAM-대조군(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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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집단의 수영 전․후 실족 검사

ME: MCAO-운동군(n1=5); MC: MCAO-대조군(n2=5);

SE: SHAM-운동군(n3=5); SC: SHAM-대조군(n4=5)

Data=평균±표준편차

+p<.001 vs SHAM;
*
p<.05,

***
p<.001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막대 균형 검사(balance beam

test)를, 그리고 쥐의 협응력, 운동통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족 검사(foot fault test)를 실시했다.

신경학적 운동행동검사로 각 집단간 신경학적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수영 훈련 전․후

체지 배치 검사 시 시간은 ME 집단은 MC 집단 보다

유의하게 길었고, SE 집단은 SC 집단 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이 결과는 수영집단이 대조군보다 쥐의 앞발과

뒷발의 촉각, 고유수용감각, 근력이 향상되어 체지 배치

시간(limb placing time)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영 훈련 전․후 막대 균형 검사시 점수(point)는

ME 집단은 SE 집단 보다 높고, MC 집단은 SC 집단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각 집단

의 수영훈련 전․후간 비교에서는 모든 집단에서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MCAO 집단이 SHAM

집단 보다 막대 균형 점수(balance beam point)가 향상

되었으나 수영훈련이 전정운동기능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수영 훈련 전․후 실족 검

사시 비율(%)는 ME 집단은 SE 집단과 MC 집단보

다 유의하게 낮았고, SE 집단은 SC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결과는 수영집단이 대조군보다 실족 비율

(foot fault Index)이 낮게 나타나 협응력과 운동통합능

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ME와 MC 집단이

뇌허혈 이후 일주일간 운동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지

만, 그 이후 운동기능이 서서히 회복된 것은 Yang 등

(2003)과 Ding 등(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뇌손상

후 연접 재조직화가 형성되어 회복 기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수영 훈련은 뇌허혈 유발 휜쥐의

전정운동기능보다 협응력, 고유수용감각, 근력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운동기능향상

은 신경계 회복의 행동학적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신경

계의 회복 기전에는 뇌신경 생성에 따른 가소성

(plasticity)이 원인이다(Celnik와 Cohen, 2004). Parent

등(2002)은 뇌허혈시 신경전구세포인 신경아세포

(neuroblast)가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생성되어 손상된

부위로이동하여 발아하고 연접하여 뇌세포가 생성된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뇌신경세포의 생성

을 연구하기 위해 뇌세포가 분열할 때 S주기에 핵 내

로 삽입하여 증식하고 있는 세포를 표지하는 5-bro-

mo-2´-deoxyuridine (BrdU)를 이용하였다(유병규,

2001; Cameron과 Mckay, 2001). 뇌허혈 부위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생성된 BrdU 양성 세포수는 ME 집단에

서는 MC 집단과 SE 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MC 집단과 SE 집단은 SC 집단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그림 6에서보면 뇌허혈 동측부위의 해마 치아

이랑에서 BrdU 양성 세포의 생성이 관찰되었는데 해마

의 치아이랑에서 ME 집단이 SE 집단에 비해 BrdU 양

성 세포수가 증가 되었고, MC 집단은 약간의 BrdU 양

성 세포수가 관찰되었고, SC 집단은 거의 적은양의

BrdU 양성 세포수가 관찰 되었다. 이와 같이 수영을

한 집단에서 대조군보다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BrdU 양

성 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수영훈련이 뇌신경세포생성(neurogenesis)에 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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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집단의 치아이랑에서 BrdU 양성 세포의 발현

A: MCAO-운동군(n1=5); B: MCAO-대조군(n2=5);

C: SHAM-운동군(n3=5); D: SHAM-대조군(n4=5)

화살표: BrdU 양성 세포 발현, 척도막대: 5 ㎛.

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운동으로 인한 뇌

신경세포생성으로 기능적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한 Neeper 등(199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MC 집단이 SC 집단보다 BrdU 양성 세포수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Liu 등, 1998; Nakayama

등, 1994)에서와 같이 허혈로 유발된 세포생성은 허혈

로 인한 과도한 세포사멸(apoptosis)에 대한 보상적 적

응기전으로 인해 신경전구세포(neuronal progenital

cell)가 활성화되어 신경세포생성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ME 집단이 SE 집단보다 BrdU 양성 세포수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뇌허혈과 운동이 뇌신경세포 증가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결과는 뇌허혈

이후 수영 훈련으로 인해 뇌손상 주위에 신경세포가 발

아하여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여 신경세포생성을 증가

시켜서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대체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함을 보여 준다(Ding 등, 2004; Nudo 등, 2001).

Van Praag 등(1999b)은 수영이 뇌신경세포생성을 증가

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수영 훈련시 뇌허혈 유발 흰쥐의 치아이랑에서 새로

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었다. 이는 수영방법의 차이인 것

으로 보인다. 즉, 위의 연구에서는 일일 2회 1회 수영

시간이 12～40초로써 유산소 운동이 중추신경계의 변화

를 유발하기에는 다소 짧은 지속시간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회 수영시간이 30분으로써 선행연구에

비해 4～5배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영훈련에 의한 뇌 허혈 유발 흰쥐의 뇌신경세포생

성이 운동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기위

해 신경학적 운동 능력과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뇌신경

세포생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지 배치 시

간과 BrdU 양성 세포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고, 실족 비율과 BrdU 양성 세포 수간에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막대 균형 점수와 BrdU 양성

세포수 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수영

훈련시 해마 치아이랑에서 증가된 BrdU 양성세포에 의

해 뇌허혈 유발 흰쥐의 신경학적 운동기능이 향상된 것

으로 추정되며, 운동기능 중 전정운동기능보다 오히려

협응력과 고유수용감각, 근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Schabitz 등(2004)은 Forced Arm

Use(FAU) 같은 강한 운동(forced exercise)을 했을 때

오히려 신경영양인자가 증가하여 전정기능도 증가되었

다고 보고 하였다. 허미정(1993)의 연구에서는 중증뇌

성마비아동에게 다양한 전정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을 때 전정운동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유추해 볼 때 본 연구는 수영

운동 같이 부하가 적은 운동은 전정운동기능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전정기관을 자극시키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적용 시 전정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뇌손상 이후 운동으로 유발

된 뇌신경세포가 운동기능회복에 미치는 역할과 범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영 훈련이 뇌손상

후 뇌신경세포생성으로 기능회복을 하는데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어 앞으로 재활 치료 시 실험적 자료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뇌 허혈이 유발된 흰쥐를 대상으

로 수영 훈련에 따른 뇌기능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BrdU 면역조직화학법으로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뇌신

경세포생성과 신경학적 운동행동 검사로 각 집단간 신

경학적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하였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영훈련 전․후 체지 배치 시간에 대한 결과는

ME 집단은 MC 집단보다 유의하게 길고(p<.05), SE

집단은 SC 집단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01).

2. 수영훈련 전․후 막대 균형 점수에 대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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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집단은 SE 집단보다 높고, MC 집단은 SC 집단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수영훈련 전․후 실족 비율에 대한 결과는 ME 집

단은 SE 집단과 MC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고(p<.001),

SE 집단은 SC 집단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1).

4.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생성된 BrdU 양성 세포수는

ME 집단은 MC 집단(p<.001)과 SE 집단(p<.01)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MC 집단과 SE 집단은 SC 집단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5. 수영훈련에 있어서 뇌 허혈 유발 흰쥐의 신경학적

운동 능력과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뇌신경세포생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지 배치 시간과 BrdU 양성

세포수 간에는 r=.807로서 p<.001에서 상관관계가 있었

고, 실족 비율과 BrdU 양성 세포수 간에는 r=-0.503으

로서 p<.05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막대 균형

점수와 BrdU 양성 세포수 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수영훈련으로 인해 뇌 허혈 유발 흰쥐의

해마의 치아이랑에서 뇌신경세포가 증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운동 기능능력 또한 향상되었다. 운동행동기능에

서는 전정운동기능보다 오히려 협응력 고유수용감각,

근력이 향상 되었다. 추후 뇌허혈시 운동과 뇌신경세포

가 전정운동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폭넓은 연

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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