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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test that complex motor training enhance motor function significantly,

to test change in cerebellum, and to test the synaptic plasticity into the immunohistochemistry response of

synaptophysin. Using an animal model of fetal alcohol syndrome - which equates peak blood alcohol concen-

trations across developmental period - the effects of alcohol on body weight during periods were examined.

The effect of complex motor training on motor function and synaptic plasticity of rat exposed alcohol on

postnatal days 4 through 10 were studied. Newborn rats were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1) normal

group (NG), via artificial rearing to milk formula and (2) alcohol groups (AG), via 4.5 g/㎏/day of ethanol in

a milk solution. After completion of the treatments, the pups were fostered back to lactating dams, where

they were raised in standard cages (two-and three animals per cage) until they were postnatal 48 days. Rats

from alcohol group of postnatal treatment then spent 10 days in one of two groups: Alcohol-experimental

group was had got complex motor training (learning traverse a set of 6 elevated obstacles) for 4 weeks. The

alcohol-control group was not trained. Before consider replacing with the experiment/study, (avoid using
got in writing) the rats were examined during four behavioral tests and their body weights were meas-
ured, then their coronal sections were processed in rabbit polyclonal antibody synaptophysin. The synaptophy-

sin expression in the cerebellar cortex was investigated using a light microsc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lcohol groups contained significantly higher alcohol concentrations than the normal

group. 2. The alcohol groups had significantly lower body weights than the normal group. 3. In alcohol groups

performe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rmal group on the motor behavioral test. 4. In alcohol-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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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immunohistochemistric response of the synaptophysin in the cer-

ebellar cortex compared to the noma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proved motor function induced

by complex motor training after postnatal exposure is associated with dynamically altered expression of

synaptophysin in cerebellar cortex and that is related with synaptic plasticity. Also, these data can po-

tentially serve as a model for therapeutic intervention.

Key Words: Complex motor training; Fetal alcohol syndrome; Motor function; Synaptic plasticity.

I. 서론

산모의 임신기간 동안의 알코올 남용은 발생 과정에

있는 태아의 뇌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 운동수행력, 사회 및 정서 행동 조절의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Climent 등, 2002; Hannigan과

Berman, 2000). Abel(1989)은 자궁내 알코올 노출로 인

해 발생한 장애를 태아 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FAS)이라 하며, 진단에 필요한 세 가지의

기준 즉, 출생 전․후의 성장지연과 중추신경계의 손상

및 안면기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태아 알코올증후군

의 진단시 요구되는 안면기형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자궁내 알코올노출의 경험으로 인해

신경발달학적 장애를 나타내는 알코올관련 신경발달장

애(alcohol-related neurodevelopmental disorder: ARDN)

와 인지장애, 과활동성 및 운동장애를 동반하는 태아알

코올영향(fetal alcohol effect: FAE) 등의 장애를 지닌

아동들도 있다(Coles 등, 1997; Klintsova 등, 2002).

우리나라에서는 태아 알코올증후군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지만 미국의 경우 1000명당 .5명에서 5.6

명으로 매우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태아알코올

영향이나 알코올관련 신경발달장애 아동의 출생률까지

포함한다면 신생아 100명당 1명 정도에 해당되는 많은

아동들이 태내의 알코올 노출로 인해 일생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Cook, 2003; Sampson 등, 1997).

태아기 동안의 알코올 노출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

프로그램에 손상을 입은 태아 알코올증후군 아동들과

알코올관련 신경발달 장애 아동들은 신경세포의 소실,

뇌의 부피감소, 소뇌의 형성부전(hypoplasia), 뇌량의 발

육부전(agenesis) 및 생존한 신경 세포사이의 신호 전

달 변화나 비정상적인 연결 및 가소성의 약화로 인해

지속적인 기능장애를 보인다(Climent 등, 2002; Goodlett

과 Horn, 2001; Hannigan과 Berman, 2000). 특히 신경

의 취약성이 증가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알코올 노출은

지속적이고 유해한 신경독성(neuronal toxicity)을 유발

하는데, 주목할 점은 뇌 발생 후기 동안의 알코올 노출

로 인해 소뇌의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Heaton 등, 1999; Maier와 West, 2001). 이러한 중추신

경계의 손상은 지능의 저하, 집중력 결손, 과잉행동, 학

습과 기억의 손상, 균형 및 손-눈 협응력의 장애와 보

행의 장애와 같이 광범위한 기능적 문제점으로 나타나

며, 뇌성마비나 정신지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Coles

등, 1997). 최근 MRI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태내 알

코올 노출로 인한 태아 알코올증후군 아동들은 대조군

에 비해 소뇌의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소뇌의

부피 감소가 10명 중 8명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Mattson와 Riley, 1996; Mattson 등, 1996). 또한 알코

올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태아 알코올증후군

의 진단에 필요한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뇌벌레

(vermis)의 중간시상(midsagitta) 영역에서 전엽(anterior

lobe)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owell 등, 1996).

소뇌의 기능은 운동의 조절과 관련이 있다. 즉 소뇌

는 운동을 개시하기 전에 근육군의 적절한 협응을 통해

근육 긴장을 억제함으로써 운동 과정을 원활하게 하며

운동 방향의 편위나 동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운동학습 과정이나 연관학습에 있어 소뇌의 중요성

은 운동 기술을 학습할 때 그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사

실을 배우면서 점차 기술이 완전하게 습득됨에 따라,

처음에 서술성이었던 운동 기억(declarative memory)이

비서술성 기억(procedural memory)으로 변화되어 소뇌

에 부호화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운동이 수행될 수 있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임재형과

정성태, 1996).

최근 운동기술학습(motor skill learning)이나 복합운

동훈련(complex motor training)을 통하여 소뇌 및 대

뇌에서 신경연접의 증가와 신경회로망의 재구성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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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사실이 전자현미경적 분석에 의해 밝혀지고 있

다(Anderson 등, 1996; Kleim 등, 1998). 신경연접가소

성(synaptic plasticity)은 학습에 의한 기억형성시 일어

나는 일련의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가소성은

신경연접형성(synaptogenesis) 및 분포의 변화와 관련

이 있다. 특히 연접전 신경세포의 축삭 말단 부위에 있

는 여러 단백질들은 연접소포(synaptic vesicle)의 결합

이나 융합(fusion) 과정에 참여(Luscher 등, 2000)하여

신경연접형성과 신경돌기의 확장(neurite elongation)에

관여한다(Catsicas 등, 1991; Steward와 Worley, 2002).

Synaptophysin은 38-kDa 개재 막당단백(integral mem-

brane glycoprotein) 혹은 p38로 알려져 있는 연접단백

질로 연접전 형질막(presynaptic plasma membrane)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또한 신경연접의

기능적인 표지자일 뿐만 아니라 동물 모델과 환자들의

신경연접형성을 연구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Hinz

등, 2001). 발달 과정에서 소뇌피질의 축삭 확장(axonal

elongation)이나 연접부 형성에 관여하는 synaptophysin

의 발현 분포 증가는 축삭말단내의 연접소포의 축적과

소뇌의 신경연접증가를 반영하는 표지자로써 이용되기

도 한다(Leclerc 등, 1989).

신경계의 기능은 뇌의 발생 과정동안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형성되는 복잡한 신경망 구조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이나 기억 및 운동행동학

적 훈련은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연접의 연결강도

를 변화시켜 기존의 신경망이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

한 다양한 중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아 알코올증

후군 아동들에게 적용할 적절한 치료적 중재의 개발과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운동훈련을 통한 치료적

중재가 어떤 기전으로 기능적 회복에 기여하는지를 운

동행동학적 측면 및 조직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통하

여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중추신경계의 발생시기 동안의 알코올 노출로 인해

소뇌의 발생에 손상을 입은 흰쥐에게 협응력과 균형 및

운동 학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합운동훈련을 적용

하여 훈련을 통한 조기중재가 운동기능과 소뇌의 발달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치료적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치료적 운동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는 생후 8～10주, 체중 250～300 g의 건

강한 자성 흰쥐에서 태어난 생후 4일된 Sprague-Dawley

계 신생 흰쥐를 사용하였다. 임신연령 22일인 출생일,

즉 생후 0일을 기준으로 생후 4일된 흰쥐에게 생후 10

일까지 7일 동안 알코올을 경구적으로 주입하였다. 실

험 기간 중 알코올을 주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성

흰쥐와 함께 사육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였고, 실험

실의 온도는 22±1℃, 습도는 50±2%로 유지하였다. 1일

광주기와 암주기를 각각 12시간으로 조절하였다. 그리

고 각 실험동물을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고 복합운

동훈련을 받지 않은 정상군과 생후 4일에서 10일 사이

에 알코올을 투여한 후 생후 20일부터 복합운동훈련을

받은 알코올-실험군 및 알코올을 투여한 후 복합운동

훈련을 받지 않은 알코올-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1) 알코올 적용

출생일을 생후 0일로 하여 생후 4일에 알코올-실험

군 및 알코올-대조군에게 경구적으로 알코올을 투여하

였다. 알코올 주입방법은 Klintsova 등(2002)과 Hsiao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수정하여 11%(v/v)

의 에탄올이 포함된 우유 유동식(4.9 g/㎏/day)을 하루

에 두 번 2시간 간격으로 경구용 존데를 이용하여 주입

하였다. 알코올은 7일간 투여하였으며, 생후 6일에 두

번째 알코올을 주입 하고 90분이 경과한 후 혈중알코올

농도(blood ethanol concentrations: BECs)를 측정하기

위해 각 군당 3마리씩의 혈액을 수집하였다. 혈액은 심

장천자로 수집하였으며 정상군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

하였다.

2) 복합운동훈련

본 실험에 이용된 복합운동훈련 프로그램은 권도윤

(2001)과 Kleim 등(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학습

모델을 수정하여 운동학습력과 균형 및 협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훈련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훈련을

시작하기 전 3일 동안 적응기간을 갖게 하여 스트레스

를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훈련은 하루에 1회씩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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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장애물 치수

1 막대 직경: 5 & 3 ㎝, 길이: 100 ㎝

2 밧줄 직경: 4 & 2 ㎝, 길이: 100 ㎝

3 사다리 간격: 5 ㎝, 길이: 80 ㎝

4 금속체인 직경: 3 ㎝, 길이: 100 ㎝

5 평행봉 직경: 1.2 & 2 ㎝, 길이: 80 ㎝

6 격자판 간격: 2～3 ㎝, 사각형

표 1. 복합운동훈련의 구성

고 과제는 쉬운 과제에서 어려운 과제 순으로 실시하였

다. 만약 실험동물이 한 장소에 10초 이상 멈추어 있다

면 실험자는 부드러운 강화나 소리로써 자극을 가하여

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복합운동훈련은 6가지의 과제로 구성하였다(표 1).

3. 결과 측정

1) 혈중알코올농도

생후 6일에 11%(v/v)의 에탄올이 포함된 우유 유동

식(4.9 g/㎏/day)을 두 번째 주입 하고 90분이 경과한

후 혈중알코올농도(blood ethanol concentrations:

BECs)의 측정을 위해 수집된 혈액을 분석하였다.

2) 체중의 변화

각 집단들은 일반적인 성장지표로 고려되는 체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체중은 알코올을 처치하기 직전 즉,

생후 4일과 알코올을 마지막으로 처치한 생후 10일에

각각 측정하였다. 그리고 복합운동훈련을 실시하기 시

작한 날과 훈련이 끝난 4주 후에 각각 측정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3) 운동기능검사

(1) Horizontal ladder beam 검사

Soblosky 등(1997)과 Klintsova 등(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방법을 수정한 것으로 체지 배치의 정확성

과 움직임의 협응성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바닥

에서 45 ㎝높이의 의자 두개를 연결하여 나무를 이용하

여 제작된 직경 .48 ㎝, 길이가 100 ㎝인 Horizontal

ladder beam을 설치하였다. 또한 Horizontal ladder

beam 끝에는 20 ㎝×25 ㎝×25 ㎝ 크기의 암실을 연결

하여 실험동물을 유인하였다. ladder beam 사이의 간격

을 0 ㎝, 2 ㎝ 및 4 ㎝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2 ㎝간격

의 ladder beam을 사용하여 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

훈련을 실시한 후 0 ㎝와 2 ㎝ 및 4 ㎝의 간격 순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완성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최대 시간은 20초로 하였다.

(2) Rota rod 검사

본 연구에서는 Rota rod(IITC, Serise B)를 이용하여

균형 및 협응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Rota

rod 기구는 길이 5 ㎝, 직경 10 ㎝의 회전하는 rod가 1

m 높이에 현수되어 있다. 최대 RPM을 15로 하여 전

훈련을 실시한 후 6, 15 및 25RPM으로 검사를 실시하

였다. 검사자는 최대 RPM에 도달하기까지 낙하하거나

검사자가 낙하를 방지하여 잡아준 횟수를 포함한 미끄

러진 회수를 측정하였다. 낙하 횟수는 최대 5회로 하였

고 6, 15 및 25RPM에서 각 3회씩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조직학적검사

(1) 심장 관류 및 조직 처리

각 실험동물들은 운동행동학적 검사를 모두 실시한

후 전신마취제를 복강내 주사(2 ㎖/㎏)하여 마취한 후

.9% NaCl로 관류 수세한 후 4% paraformaldehyde를

이용하여 관류 전고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뇌신경을 제

거한 뇌를 적출하여 소뇌를 분리한 후 4% paraf-

ormaldehyde 용액에 4℃에서 24시간 동안 침전시켜 후

고정을 실시하였다. 후고정이 끝난 조직은 30% sucrose

용액에서 24시간동안 침전시킨 후 탈수(dehydration)과

정과 청명(clearing)과정을 실시한 후 파라핀 포매

(paraffin embedding)를 실시하였다. 이후 파라핀 블록

(paraffin block)을 제작하고 5 ㎛ 두께로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건조기에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2)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5 ㎛ 두께로 관상면에서 제작된 소뇌 절편은 syn-

aptophysin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해 면역조직화

학반응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과정은 동일한 환경에

서 실시하였으며, 항체의 수세와 희석은 .01M PBS를

이용하였다. 먼저 제작된 절편을 탈파라핀(deparaffin)

과 함수(hydration)과정을 거친 후, 조직내의 비특이적

인 면역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 normal goat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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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집단의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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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집단의 체중 변화

rum(Sigma)으로 실온에서 30분간 전처리를 실시하였

다. 항체가 포함된 모든 용액에 2.5% normal goat se-

rum을 첨가하였으며 전처리가 끝난 조직은 ABC(avi-

din-biotin complex)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다. 먼저 1:200로 희석된 1차 항체인 monoclonal

antibody against synaptophysin 용액을 사용하여 4℃

에서 24시간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01M PBS 로 조직

을 수세한 후 2차항체인 goat anti-mouse IgG(1:150)로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수세한 후 3차

항체로 Vectastatin Elite ABC Regent(Vector, USA)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수세하였으며, 수세

가 끝난 조직은 0.01M PBS용액에 .03%의 H²O²가 포함

된 .3%의 DAB(3, 3‘-diaminobenzidine tetrahydro-

chloride) 용액에 담궈 실온에서 10분간 발색과정을 거

친 후 .01M PBS로 수세하였다. 이후 대조염색을 실시

한 후 탈수(dehydration)와 청명(cleaning)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permounting media(PMM)인 clar-

ion(Biomeda, USA)을 이용하여 cover glass로 봉입하

였다.

(3) 항체 양성반응 세포 수 분석

면역조직반응 처리과정을 거친 절편들은 반응을 측

정하기 위하여 영상분석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

version 4.0β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위 면적당 syn-

aptophysin반응을 측정하였다.

4. 결과처리 및 분석

각 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기술통계학적 분석을 통

해 각 집단에서의 측정값을 평균 및 표준오차로 분석하

였다. 그리고 운동행동학적 검사 및 조직학적 검사의

결과는 각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윈도용 SPSS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5

로 하였다. 그리고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실험동물의 혈중알코올농도

각 집단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값은 그림 1과

같다. 정상군은 .42±.03 ㎎/㎗로 나타났으며, 알코올-대

조군은 263.23±15.2 ㎎/㎗ 이고 훈련을 받은 알코올-실

험군은 254.52±14.7 ㎎/㎗ 나타났다. 그리고 알코올-대

조군과 알코올-실험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5)

2. 실험동물의 체중변화

정상군과 알코올-실험군 및 알코올-대조군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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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ota rod 검사

로 일반적인 성장지표로 고려되는 체중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리고 세 집단 사이의 통계

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알코올을 주입하기 전인 생후 4일에는 유

의수준이 .826으로 나타나 세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변

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193, p>.05). 그러나 알코올

주입이 끝난 생후 10일에는 유의수준이 .00으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대조군과 알코올-실험군의 체중

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45.859, p<.05),

복합운동훈련을 시작한 생후 20일(F=47.623, p<.05)과

훈련이 끝난 생후 48일(F=40.652, p<.05)에도 유의수준

이 .00으로 나타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Duncan의 다중 범위 검정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

시한 결과 정상군과 알코올-대조군 및 알코올-실험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알코올-대조군과 알코

올-실험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2).

3. 운동행동학적 검사

1) Horizontal ladder beam 검사

체지 배치의 정확성과 움직임의 협응성을 검사하기

위해 horizontal ladder beam 검사를 실시한 결과 0 ㎝

에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수준이 .462(F=0.814 p>.05)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격이 2 ㎝에서는 유의수준이 .00(F=23.92, p<.05)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간격이 4 ㎝ 일때도 유의수준이 .00(F=48.17, p<.05)으

로 세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간격이 2 ㎝일때는

정상군과 알코올-대조군 및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대조군과 알코올-실험

군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복합운동훈련의 적

용으로 운동기능의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간격이 4 ㎝

일 때 사후 검정을 통하여 각각의 집단간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정상군과 알코올-대조군사이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알코올-실험군 간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알코올-대조군과 알코올-

실험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3).

2) Rota rod 검사

운동의 협응성과 균형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Rota

rod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동물들은 RPM이 올라갈

수록 낙하 회수가 증가하였으며 알코올-실험군에 비해

알코올-대조군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6RPM에서

는 유의수준이 .521(F=0.682, p>.05)으로 나타나 세 집

단사이에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15RPM에서는 유의수준(F=7.982, p<.05)이 0.004로 나

타나고, 25RPM에서는 유의수준이 .003(F=8.585, p<.05)

으로 나타나 세 집단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4). 또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5RPM

에서는 정상군과 알코올-대조군사이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나 알코올-실험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복합운동훈련에 따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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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ynaptophysin 발현 결과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알코올-대조군과 알코올-실험군

사이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과제의 난이도를 올려 25RPM에서 검사

를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알코올-대조군 및 알코올-실

험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알코올-대조

군과 알코올-실험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그림 4).

4. 소뇌 피질의 Synaptophysin의 발현 양상

소뇌 신경연접단백질인 synaptophysin의 발현 양상

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소뇌 피질의 syn-

aptophysin의 발현양상을 살펴보면 정상군은 알코올-대

조군이나 알코올-실험군에 비해 synaptophysin의 발현

이 현저하였고, 알코올-대조군에 비해 알코올-실험군에

서 더욱 현저한 synaptophysin의 발현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수준이

.00(F=22.23 p<.05)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synaptophysin은 소뇌의 피질 영

역중 가장 안쪽의 과립층(granular layer)에서 가장 많

은 발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6). Duncan의 사후검

정을 통하여 각 집단간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정상군

과 알코올-대조군 및 알코올-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대조군

에 비해 알코올-실험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5)(그림 6).

Ⅳ. 고찰

뇌 성장기의 알코올 독성에 대한 노출은 중추신경계

의 세포사를 통한 신경변성을 유발시켜 중추신경계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태내 알코올 노출이 신경병리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로는 저산소증

(hypoxic), 저혈당증(hypoglycemic)이나 태아 환경내의

허혈, 과도한 산소유리기의 생성 및 내인성 항산화

(endogenous protective antioxidants)의 감소등을 들수

있다(Agarwal 등, 1999; Andrews 등, 1999). 또한 세포

손상이나 세포사를 유발할수 있는 칼슘 항상성의 변화

와 세포의 대사 변화(DNA hypomethylation) 및 에탄

올의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유해성으로 인한

손상이 있다. 임신기간 동안 알코올에 의한 태반 혈관

의 수축으로 영양분 공급의 감소 및 정상적인 발달과정

에 필요한 비타민 A와 엽산(folic acid)의 저하 및

CYP2E에 의한 과산화반응 등도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Copani 등, 2001; Schoedel 등, 2001). Obernier 등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흰쥐의 경우 정상적인 뇌 발달시기에 세포사하는 세포

수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뇌 세포가 파괴된다고 한다.

흰쥐는 생후 초기 발달기 동안 두뇌의 급속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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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소뇌의 발달은 생후 4일에서 10

일경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사람의 임신 마지막 3기

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태아 알코올증후군의 동물 모델

에서 알코올을 투여하는 시기로 이용된다. 흰쥐의 생후

10일경의 뇌 발달은 사람의 제태 36주에서 40주령 유아

의 뇌 발달에 해당되며 생후 30일의 흰쥐는 사람의 아

동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Bayer 등, 1993; Goodlett과

Eilers 1997). Bonthius과 West(1990)는 생후 4～9일동

안 매일 하루에 4회 및 2회에 걸쳐 4.5 g/㎏/day 용량

의 알코올을 투여시킨 저용량 집단과 6.6 g/㎏/day의

알코올을 투여한 고용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매일 저

용량의 알코올을 투여시킨 흰쥐가 고용량의 알코올을

주여시킨 흰쥐보다 뇌중량이 더욱 감소되고 뇌신경세포

의 손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흰쥐에게 알코올성 소뇌 손상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생후 4일된 신생흰쥐에게 7일간, 즉 생후 4일에서 10일

까지 11%(v/v)의 에탄올이 포함된 우유 유동식(4.9 g/

㎏/day)을 경구 투여한 후 심장천자를 통해 혈액을 채

취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알코올을 투여

하지 않은 정상군은 알코올을 투여한 대조군과 실험군

의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알코올-대조

군과 알코올-실험군은 각각 263.23±15.2 ㎎/㎗,

254.52±14.7 ㎎/㎗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선행연구자들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복합운동훈련을 적용하기에

앞서 동일한 조건의 알코올성 손상이 유발되었음을 의

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신체 발달의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는 체중을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주입된 알코올-

대조군 및 알코올-실험군은 정상군에 비해 체중 증가

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태

아알코올증후군의 진단 기준인 신체발달의 지연으로 볼

수 있다. 생후 4일에서 9일 사이에 10.2%(v/v)의 에탄

올을 실험동물에게 투여하여 체중을 연구한 Goodlett과

Eilers(1997)의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는 본 연구에 비해

체중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

서는 1일 4.9 g/㎏/day의 양을 주입한 반면 선행연구자

들은 6.5 g/㎏/day의 고용량을 투여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복합운동훈련은 조롱박세포의 가시돌기 가지치기

(dendritic branching)와 신경연접전 소포를 증가시키고

신경연접형성을 촉진하여 기억 및 학습능력을 향상에

관여한다. 최근 운동기술학습이나 복합운동훈련을 통해

신경세포와 신경연접의 가소성이 촉발되어 새로운 신경

연접이 형성되고 신경연접 종말의 성장을 도와 신경연

접간의 접촉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어(Sanes,

2003) 운동학습이나 운동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훈련방법은 운동 학습력과 균형

및 협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훈련 과제들은 권도윤(2001)과 Kleim 등(1998)의 연구

에서 사용된 운동학습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훈련과제들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그 효과가 검정된 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동

훈련이 운동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

양한 운동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체지 배치의 정

확성과 움직임의 협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

이 사용한 검사 방법을 수정하여 실시한 Horizontal

ladder beam 검사에서 정상군과 알코올-대조군 및 알

코올-실험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Rota rod

검사의 결과 운동과제가 쉬운 과제일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과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질수

록 정상군과 운동훈련을 적용받은 알코올-실험군에 비

해 훈련을 받지 않은 알코올-대조군의 운동기능이 더

욱 나쁜 것으로 관찰되었다.

운동기능의 향상은 신경계 회복의 행동학적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경계의 회복 기전에는 신경연

접의 강화를 비롯한 신경연접가소성이 포함된다. 따라

서 소뇌의 신경연접가소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신경연접단백질인 synaptophysin의 발현양상을

관찰하였다. Synaptophysin은 발달과정동안 신경연접의

형성 정도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경연접의 분포

(synaptic profile distibution)와도 일치하므로 해부학적

인 재구성(anatomical remodeling)이나 신경 발달의 연

구에 있어 신경연접의 증가나 감소를 측정하는데 지표

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단백질이다(Cabalka 등, 1990;

Calhoun 등, 1996; Liu 등, 1996; Masliah 등, 1991,

1993). 특히 synaptophysin은 신경세포체의 세포질 내

부보다는 축삭 말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신경연접

부형성에 관여하며, 신경연접부형성이 이루어지는 생후

4일에서 14일까지 가장 높은 발현양상을 보인다.

복합운동훈련을 적용시킨 Frick 등(2003)은 환경적인

강화가 주어진 흰쥐에서 공간기억력이 향상될 뿐만 아

니라 신경연접전 단백질인 synaptophysin이 증가되고,

김성수(2002)는 수중미로를 이용하여 공간학습을 실시

한 흰쥐에서 운동학습기간 동안 synaptophysin mRNA

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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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경연접의 특성을 변화시킨다는 선행자들의 연구

들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알코올-실험군은 알

코올-대조군에 비해 synaptophysin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소뇌의 여러 부

위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코올에 노

출되지 않은 정상군은 신생기동안 알코올에 노출된 군

들에 비해 synaptophysin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소뇌의 과립세포층에서 그 발현이 매우 뚜렷이 관찰

되었는데 이는 과립세포층에서 여러 세포들의 연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과립세포층 중 바깥과

립세포층은 과립세포가 안쪽과립세포층으로 이동됨에

따라 생후 20에서 25일에 완전히 사라지며 생후 21일에

는 안쪽과립세포층이 형성되고 생후 30일까지 과립세포

가 골지세포 및 이끼섬유와 함께 사구를 형성를 형성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복합운동기술훈련은 소뇌

피질의 PML에서 연접형성을 촉진시키고 운동수행력의

장애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계주, 2001;

Klintsova 등, 2002). Anderson 등(1996)은 정상 성숙흰

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넓이의 막대와 사다리, 체

인 및 시소 등으로 이루어진 장애물들을 이용하여 운동

학습, 균형 및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기술학

습을 30일간 적용한 결과 운동학습집단이 소내 조롱박

세포의 신경연접수가 80%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많은 선행연구자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손상을 입은 실험동물에게 지

속적이고 효과적인 자극을 이용한 복합운동훈련을 적용

하면 균형과 협응력 및 운동 학습력을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뇌의 신경연접에 관여하는 syn-

aptophysin의 발현이 더욱 현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운동훈련이 소뇌의 신경연접가소성을 강화시켜, 운

동기능의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신경연접가소

성은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연접의 연결강도를 변

화시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

다. 즉, 신경연접의 연결강도(synaptic strength)는 고정

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훈련을 통해 수정되어 증감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경연접가소성으로 인해 기존의 신

경망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중추신경계의 발달과정이

나 태내 알코올 노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손상을 입은 뇌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극을 통하여

다양한 운동훈련을 제공하다면 중추신경계의 신경연접

가소성과 운동기능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운동학습이나 운동훈련을 통한 다

양한 재활 치료적 접근 방법이 중추신경계의 발달에 긍

정적인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 발달에 손

상을 입은 아동의 중추신경계 가소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균형 및 협응력과 운동학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합 운동 훈련이 태내 알코올 노출로 인한 소뇌 손상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세 집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알코

올-대조군 및 알코올-실험군은 정상군에 비해 혈중 알

코올농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p<.05), 알코올-대조군

과 알코올-실험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2. 일반적인 성장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체중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

었다(p<.05).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대조군과 알코올-

실험군의 체중이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으나, 알코올-대

조군과 알코올-실험군 사이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3. 운동기능을 평가한 결과 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관찰되었다(p<.05).

4. 소뇌의 신경연접단백질인 synaptophysin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

었다(p<.05).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대조군과 알코올-

실험군의 synaptophysin 발현이 현저히 낮았으며, 알코

올-실험군 이 알코올-대조군에 비해 높은 발현양상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추신경계 발생시기 동

안의 알코올 노출은 소뇌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달기 동안 적용된 복합운동훈련으로

신경연접단백질인 synaptophysin의 발현에 영향을 미쳐

신경연접형성을 포함한 신경연접가소성이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동기능의 향상이 초래되었음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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