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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지가 기억력 장애 흰쥐 뇌조직의 ACh, AChE, β-amyloid, 

Apolipoprotein 발현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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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 AD)는 기억력과 일상적 활동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 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를 나타내며, 치매(De-

mentia)의 가장 주요한 유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1].

현재까지 AD에 대한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대다수

의 선행연구들은 산화스트레스와 cholinergic damage를 AD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2,3], 이와 더불어 amyloid plaques, neurofi-

brillary tangles는 AD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보고되고 있다[4]. 중추 콜

린성 신경계의 감퇴는 인지기능과 기억력 저하를 초래하고 Acetylcho-

lin (Ach)은 신경전달물질로 대뇌피질과 해마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들의 순환 농도는 Acetylcholinesterase (AchE)에 의해 

ORIGINAL  
ARTICLE

Corresponding author: Jin-Hwan Yoon Tel +82-42-629-7990 Fax +82-42-629-7973 E-mail yoonjh@hnu.kr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566).

Keywords 운동중지, 스코폴라민, 인지기능, 기억손상, 콜린성 시스템

Received 18 Jan 2017 Revised 26 Jan 2017 Accepted 3 Feb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Print) 1226-1726
ISSN(Online) 2384-0544

Effects of Detraining on Ach, AchE, β-amyloid, Apolipoprotein Ex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in Brain Tissue of Memory Impairment Rats 
Chun-Seop Jung¹, Se-Hwan Park², Jin-Hwan Yoon1

1Department of Sports Science, Hannam University, Daejeon; ²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training on ACh, AChE, β-amyloid, apolipoprotein ex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in brain tissue of memory impairment rats.

METHODS: Sparague-Dawley rats (n=40) were randomly divided into 4 groups (age=7 weeks, n=10 in each group): control group 
(CON), scopolamine-induced control group (SCO-CON), scopolamine+low intensity exercise group (SCO-LEX), and scopolamine+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SCO-HEX). The exercise groups were trained progressively on a treadmill, five days per a week for eight 
weeks following treadmill running programs: i) low intensity (1-4 weeks: 10 m/min for 30 min, 5-8 weeks: 12 m/min for 30 min), ii) 
high intensity (1-4 weeks: 15 m/min for 30 min, 5-8 weeks: 16 m/min for 30 min). After 8 weeks-exercise programming, detraining was 
conducted for the same period.

RESULTS: After detraining for 8 weeks, both exercise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Ach concentration compared with SCO-CON. 
Exercise groups significantly reduced AChE activity, β-amyloid and ApoE ε4 protein volumes compared to the SCO-CON. Both exer-
cise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of escape laten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In spite of the effects of detraining, regular exercise is still consider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hanges of 
memory impairment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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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는데, AchE는 Ach를 빠르게 가수분해 시킴으로써 인지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패러다임으로써 amyloid 이론은 세포 외 amyloid 

plaques가 뇌 세포 사멸에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과인산화 tau 단백질로 구성된 neu-

rofibrillary tangles는 AD와 연관된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6-10]. Apoli-

poprotein E (ApoE)는 뇌 주요 아포지단백의 하나로 지질과 Aβ를 수

송하는 역할을 한다. ApoE는 세가지 variants (ApoE-ε2, ApoE-ε3, 

ApoE-ε4)가 존재하고 ε2는 AD에 방어적인 반면, ε4 대립형질은 AD 발

생에 가장 큰 위험인자로 특히 AD 환자들에서 ε4가 높은 빈도를 보이

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11,12]. 

AD 개선과 치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약리적 접근

은 방출된 Ach 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AchE 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cholinergic 신경전달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와 더불

어 최근 식이요법과 운동 및 신체활동 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중

재는 AD 초기 치료와 예방을 위한 뇌 형태 및 기능 조절에 긍정적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liszewska- 

Cyna et al. [14]은 신체활동이 AD와 관련된 인지 장애 및 병태를 지연 

또는 경감시켜 전반적인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

며, 다양한 형태의 운동은 해마의 신경발달을 증가시키고 기억력 개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6]. 하지만 선행연

구의 결과들은 AD의 개선에 대한 운동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운동의 지속적 실천은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운동중지(detraining)가 AD와 관련된 위험요인의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며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억력 장애 흰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운동 

강도별 트레드밀 운동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뇌 조직에서 detrain-

ing에 의한 기억력 장애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실험동물 및 식이방법

실험동물은 7주령의 SD계 수컷 흰쥐(body weight: 187.8± 5.6 g) 40마

리를 통제그룹(CON: n =10), scopolamine 투여그룹(SCO-CON: n =10), 

scopolamine 투여+저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LEX: n =10), sco-

polamine 투여+고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HEX: n =10)으로 구

분하였다. 식이는 전 실험기간 동안 고형사료(단백질 22.5%, 지방 3.5%, 

저섬유 7.5%, 회분 9.0%, 칼슘 0.7%, 인 0.5%)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실험기간에 동물실험윤리규정에 따라 동물의 고통과 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2. 연구절차 

1) 운동 처치

운동강도는 선행연구[17,18]를 참고하여 scopolamine 투여 +저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LEX)은 1-4주에는 주당 5일간 10 m/min, 5-8

주에는 주당 5일간, 12 m/min의 속도로 1회당 30분 운동을 실시하였

다. Scopolamine 투여 고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HEX)은 1-4주

에는 주당 5일간 15 m/min, 5-8주에는 주당 5일간, 16 m/min의 속도로 

운동을 실시하였다. 8주간의 운동이 종료된 후 8주 동안 동일한 식이

와 실험실 환경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detrain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강도에 따른 운동방법은 Table 1과 같다.

2) 기억력 손상 유도

실험동물은 3일간의 실험실 환경의 적응기간을 거쳐 노인성 치매의 

특징인 아세틸콜린계의 효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무스카린 수용체 길

항제(muscarinic receptor antagonist)로 알려진 scopolamine (Sigma-Al-

drich Co, USA) 1 mg/kg을 0.9% 식염수 1 mL에 용해하여 7일동안 1일 

1회 복강 내에 주사하여 기억력 손상을 유발하였다[19]. 

3) 인지능력 평가

인지능력 사전훈련은 scopolamine 투여 전에 1회 실시하였으며, 트

Table 1. Exercise protocol

Group n
Duration  

(weeks/division)
Frequency  

(day/weeks)
Intensity Exercise time 

(min)
Detraining

Speed (m/min) Grade (%)

CON 10 8 × × × × 8 weeks
SCO-CON 10 8 × × × ×
SCO-LEX 10 8     1-4

        5-8
5 10 m/min

12 m/min
0 30

SCO-HEX 10 8     1-4
        5-8

5 15 m/min
16 m/min

0 30

CON, control; SCO, scopolamine-induced control; SCO-LEX, scopolamine+low intensity exercise; SCO-HEX, scopolamine+high intensity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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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밀 운동 8주 후에 운동이 끝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 실시하였다. 

모리스 수중미로는 원형풀(지름 120 cm, 높이 60 cm)이며, 여기에 수

심 35 cm로 물(25°C ± 2°C)을 채웠다. 그 후 수중미로를 4개의 동일한 4

분원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남서(SW) 사분원의 중심부에 원형 plat-

form (지름 10 cm, 높이 30 cm)을 설치한 후 실험동물이 육안으로 plat-

form을 볼 수 없도록 오징어 먹물 가루로 물을 불투명하게 하였다. 

platform의 표면은 거칠게 처리해 실험동물이 쉽게 기어오를 수 있도

록 하였다(Fig. 1). 60초 동안 수중미로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한 실험동

물이 60초 후에도 platform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실험동물을 자연스

럽게 platform으로 유도한 후 30초 동안 머물러 있게 함으로서 시각적 

단서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최종 테스트는 8주후 실험동물을 희생

시키기 전에 60초간 자유수영 검사를 실시하여 platform에 도달하는 

시간을 영상추적 프로그램(Panlab, S.L.U, Spain)을 이용하여 인지능력

을 평가하였다[20,21].

4) 조직시료의 준비

모든 동물은 실험이 종료된 24시간 경과 후 Zoletil 50Ⓡ (10 mg/kg, 

i.p.; Vibac Laboratories, Carros, France)을 이용하여 마취한 후 Mathis 

et al. [22]의 방법을 참고하여 대뇌 피질과 해마 조직을 추출하였다. 조

직을 추출한 후 증류수로 혈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4°C 0.25 M sucrose

를 포함하는 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5) 용액을 각 시

료조직의 3배(w/v) 가한 후 autohomogenizer (GTR-1000, Tokyo Rikak-

Mikai Co., Ltd., Tohyo, Japan)로 파쇄하여 25,000 rpm에서 30분간 원

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5) Ach 함량 측정

대뇌피질의 Ach은 Lee et al. [23]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대뇌피질 

부위를 적출한 균질액(12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 400 

mM NaCl) 50 mL를 취하여 1% hydroxylamine 50 mL를 첨가하여 혼

합한 후 HCl을 이용하여 pH를 1.2 ± 0.2로 조절한 후 Fecl3 (10% in 0.1 

N HCl)을 500 mL를 첨가하여 분광광도계(UV-160A,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AchE 활성 측정

대뇌피질의 AChE 활성의 측정은 선행연구[24,25]방법을 참고하여 측

정하였다. 각 microplate well에 0.1 M Tris buffer, pH 8.0 (Trizma HCl+ 

Trizma base)을 300 μL, 0.01 M dithionitrobenzoic acid (DTNB; Sigma 

Aldrich Corporation, St. Louis, MO, USA) 20 μL, enzyme suspension 10 

μL을 연속적으로 첨가하고 흡광도 측정직전에 기질인 0.1 M acetyl-

thiocholine chlo ride (Sigma, Aldrich Corporation ) 10 μL을 첨가한 후, 

96 well microplate reader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

도 변화를 5분 동안 관찰하여 AChE의 활성(unit/min/mg protein)을 

측정하였다.

7) Western blotting을 이용한 Aβ, apolipoprotein 분석

해마의 Aβ, apolipoprotein 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Gel상의 단백질

을 15 mM Tris-glycine buffer (190 mM glycine, 50 mM Tris-base, 0.05% 

SDS, 20% methanol)를 사용하여 100 V에서 1시간 동안 PVDF mem-

brane (Pall Corporation, USA)에 transfer 하였다. 그 후 membrane을 

TBS 시약으로 10분씩 3차례 washing하고, blocking buffer (TBS 34 mL, 

BSA 1.05 g)에서 1시간 동안 shaking시킨 후, primary antibody (Aβ: san-

tactuz, ApoE: santacruz)를 blocking buffer에 1:1,000의 비율로 희석하

여 cold room에서 overnight하였다. Membrane을 씻어내고 secondary 

antibody (anti-rabbit IgR)를 1:2,0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

간 동안 처리하고 washing 후, 마지막으로 membrane에 부착된 단백질

을 western blotting de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density 

Fig. 1. Structure of water m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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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 (Sharp jx-330)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단백질의 정량분석은 이미

지 분석 프로그램(Image Master ver. 3.0, Pharmacia Biotechnology, Pis-

cataway., NJ, USA)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통계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version 20을 이용하여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운동 중지에 따른 뇌 조직 Ach, AchE, 

인지기능, Aβ, apolipoprotein 발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between measures ANOVA)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후 통계적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증으로 Duncan을 이용하여 그 차

이를 알아보았다.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8주간의 운동 중지 후 대뇌피질의 Ach 농도 

8주간의 운동 중지 후 대뇌피질의 Ach 농도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사후 검증결과 Ach 농도

는 운동그룹이 scopolamine 투여 통제그룹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나(p<.05) (Fig. 2), 운동 강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8주간 운동 중지 후 대뇌피질의 AchE 활성 

8주간의 운동 중지 후 대뇌피질의 AchE 활성을 비교한 결과, 통제그

룹(CON: n =10), Scopolamine 투여 통제그룹(SCO-CON: n =10), Scopol-

amine 투여+저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LEX: n =10), Scopolamine 

투여 고강도+트레드밀 운동그룹(SCO-HEX: n =10)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p< .05) 사후검증 결과, AchE 활성은 트레드밀 운동그룹이 Sco-

polamine 투여 통제 그룹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 .05) (Fig. 3). 운동

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고강도 운동그룹이 저강도 운동그룹에 비

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8주간 운동 중지 후 도피잠재기

8주간의 운동 중지 후 도피잠재기를 비교한 결과 Fig. 4와 같이 통제

그룹(CON: n =10), Scopolamine 투여 통제그룹(SCO-CON: n =10), Sco-

polamine 투여+저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LEX: n =10), Scopol-

amine 투여+고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HEX: n =10)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사후검증 결과, 도피잠재기는 트레드밀 운동

집단이 Scopolamine 투여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5) 

(Fig. 4).

4. 8주간 운동 중지 후 해마 β-amyloid 발현 

8주간 운동 중지 후 해마 β-amyloid 발현을 비교한 결과 Fig. 5와 같

이 통제그룹(CON: n =10), Scopolamine 투여 통제그룹(SCO+CON: 

n =10), Scopolamine 투여+저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LEX: 

n =10), Scopolamine 투여+고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HEX: 

n =10)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사후검증 결과, β-amyloid 

발현은 트레드밀 운동집단이 Scopolamine 투여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

Fig. 2. Comparison of Ach concentration on detraining in scopolamine-in-
duced memory impairment rats. a,b,c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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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AchE activity on detraining i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rats. a,b,c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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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escape latency on detraining i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rats. a,b,c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p<.0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Es
ca

pe
 la

te
nc

y 
(s

ec
)

 CON SCO-CON SCO-LEX SCO-HEX

a

b

c c, d



http://www.ksep-es.org100 |  Chun-Seop Jung, et al. •  Memory Impairment Rats

Vol.26, No.1, February 2017: 96-102

게 감소하였다(p< .05) (Fig. 5). 

5. 8주간 운동 중지 후 해마 ApoE ε4 발현 변화

8주간의 운동 중지 후 해마의 ApoEε4 발현을 비교한 결과 Fig. 6과 

같이 통제그룹(CON: n =10), Scopolamine 투여 통제그룹(SCO-CON: 

n =10), Scopolamine 투여+저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LEX: n =10), 

Scopolamine 투여+고강도 트레드밀 운동그룹(SCO-HEX: n =10)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사후검증 결과, ApoEε4 발현은 트레

드밀 운동집단이 Scopolamine 투여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 .05) (Fig. 6).

논 의 

기억력 감퇴 및 인지기능의 저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

자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중추 cholinergic system은 무

스카린 및 니코틴 수용체를 통해 학습과 기억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

고, AchE 활성증가에 따른 Ach 감소 및 독성 Aβ, ApoE ε4발현 증가는 

AD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로써 규칙적인 강도별 트레드밀 운동 후, 8주간 detraining이 sco-

polamine으로 유도된 기억력 장애 쥐 뇌 조직에서 Ach, AchE, β-amy-

loid, ApoE ε4 발현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운동

의 트레이닝 지속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Scopolamine은 비선

택적 무스카린 수용체의 길항제로 중추 콜린성 신경 활성을 억제시킬 

뿐 아니라, 노화 동안 발생되는 퇴행성 신경, 신경정신병 병리 및 외상

성(traumatic) 뇌손상을 가정한 기억장애의 약리학적 모델에 자주 사

용되고 있다[26-28]. 

규칙적인 운동이 AD와 관련된 인자들에 긍정적 개선 효과가 있음

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scopolamine의 주입

은 해마 CA1 영역의 AChE 발현을 증가시켜 ACh의 분해를 가속화 시

킬 수 있고, 이에 대한 방어적 형태로써 트레드밀 운동은 scopolamine

에 의해 유도된 AChE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9]. Wang et al. [30]은 C57bl/6 mice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일 동

안의 자발적 달리기 운동이 Aβ25-35로 발생된 기억 손실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로써, 우리의 이전 연구

에서도 8주간의 저강도 및 고강도의 트레드밀 운동이 기억력 장애 흰

쥐의 대뇌피질과 해마에서 Ach, AchE, β-Amyloid, ApoE ε4 및 Morris 

water maze test의 수행에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31]. 이를 통

해 규칙적인 운동이 단기 및 공간 학습 및 인지기능과 같은 뇌 기능을 

개선시키고, 신경발생 및 신경영양인자의 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기억력과 관련된 운동의 긍정적 효

과와 달리 운동 중지 후 이전의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트

레드밀 운동 후 동일한 기간에 따른 운동 중지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

과, 해마의 ACh 농도 차이는 운동 강도와는 독립적으로 운동집단(SCO-

LEX, SCO-HEX)이 scopolamine 투여 집단(SCO-CON)보다 유의한 차

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으며, ACh 농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AChE 

활성을 살펴본 결과, 운동 강도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이 scopolamine 투여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지기능과 기억력에 중추 역할을 하는 

Fig. 5. Comparison of β-amyloid expression on detraining in scopolamine-
induced memory impairment rats. a,b,c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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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ApoE ε4 expression on detraining in scopolamine-
induced memory impairment rats. a,b,c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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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의 Aβ 및 ApoE ε4의 발현에 대한 결과, 도피잠재기는 모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운동집단이 scopolamine 투여 집단에 비하

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고, Aβ 및 ApoE ε4 발현에서도 두 요

인 모두 운동집단이 scopolamine 투여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를 보이며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결과는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에 대해 보고한 이전의 결과와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8주

간의 운동 중지에도 불구하고 ACh, AChE 활성 및 Aβ, ApoE ε4 발현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긍정적 지속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는 일반적으로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비대 현상이 운동 중지와 동시에 

이전의 상태로 급격히 돌아가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AD rat 모델을 대상으로 운동중지가 콜린성 신경계와 해

마 Aβ 및 ApoE ε4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

한 다각적인 논의는 제한될 수 있으나, 우리의 결과는 운동이 장기증강

(long-term potentiation, LTP) 강화와 BDNF mRNA 발현의 상위조절에 

의해 AD 모델 APP/PS1 transgenic mouse의 학습과 기억능력을 개선시

킬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32]와, 운동이 뇌 기능과 신경계에 긍정적 영

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기억의 주요 영역인 해마에서 운동의 효

과는 Wnt 신호전달체계와 관련되고, 시냅스 가소성과 장기증강(long-

term potentiation, LTP)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33,34]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im et al. [35]은 

STZ로 유도된 당뇨 쥐에서 12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은 AD와 관련된 기

억손실을 완화시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AD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Wnt 신호전달체계 활성을 통한 신경생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운동은 운동 중

지 기간에 상관없이 Wnt 신호전달체계의 활성과 LTP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Aβ 독성에 대비한 신경보호 역할[36]을 하

고, 해마의 기억력과 인지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과거 운동 경험은 detraining 기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보존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억력 감퇴 개선과 관련된 적정

한 운동 강도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detraining 

기간 동안 실험동물의 활동성 또는 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외적 요인

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직까지 detraining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다소 제한적임으로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은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가 꾸준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결 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전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에 따른 운

동 경험 및 효과는 detraining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억력 감퇴와 관련

된 인자들의 변화에 있어 여전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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