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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 운동이 철의 축적과 미세아교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주영¹, 최동훈¹, 엄현섭2, 김태경3, 이남희4, 염동철¹, 조준용¹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생화학연구실, 2건양대학교 스포츠의학과, 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단국대학교 체육학과

1

The Effects of Treadmill Exercise on Iron Accumulation and Microglia Activ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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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readmill exercise on iron accumulation and microglial cell activity in the cerebral
cortex of APP-C105 transgenic Alzheimer’s mice.
METHODS: The transgenic mice and their comparative non-transgenic mice at 24 months of age were divided into 3 groups: NTC
(Non-Tg-Con, n=7), TC (Tg-Con, n=7), TE (Tg-Exe, n=7). TE group ran on the treadmill (30 min/day, 5 day/week) for 8 weeks.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readmill exercise significantly improved spatial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 in TE group compared
with TC group in Morris water-maze test and Passive avoidance test. In addition, TE group with treadmill exercise showed to decrease
significantly in the accumulation level of iron, amyloid-beta protein, activated-microglia factor and pro-inflammation factor in comparison with TC group. anti-inflammation factor TE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C group.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eadmill exercise has positive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 iron accumulation level of iron
and activated-microglia factor and it can act as a key role for clinical strategy in AD.
Key words: Alzeheimer’s disease, Iron accumulation, Microglia, Amyloid-beta, Inflammation, Cognitive function

서 론

톤반응(Fenton reaction)에 의해 일어나 반응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를 발생시키며, 반응산소종의 과도한 생산은 인체에 부정적인

철(iron)은 모든 유형의 세포에 필수적인 요소로 산소운반, 미토콘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3,4]. Muller et al. [5]의 연구에서 과량의

리아의 에너지 생산과 DNA 합성 등의 역할을 한다[1]. 정상적인 뇌의

반응산소종은 심부전증, 노화, 근육 대사 장애 및 근육 피로 등을 유

기능에서 철의 항상성(iron homeostasis)은 엄격하게 조절된다. 세포에

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뇌에서의 철 대사장애는 비결합된 자유철

서 자유 철(Free iron)은 다양한 철 조절 단백질들로 조절되며, 그 중 페

의 증가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경세포사멸 및 노화를 촉

리틴(ferritin)은 Fe²⁺를 Fe³⁺로 전환시키며 Fe³⁺를 페리틴의 내부로 저장

진시키고 지질과산화와 단백질변형 뿐만 아니라 DNA 손상에도 관여

시키는 단백질이다[2]. 이러한 페리틴의 화학적 교환은 세포 내 labile

한다[6].

iron pool (LIP)에서 이루어지지만 비결합된 철은 산화환원반응인 펜

최근 알츠하이머질환(Alzheimer’s disease), 파킨슨질환(Parkin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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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등 다양한 신경퇴행성질환에

츠하이머 질환 동물에게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한 결과 인지 장애와

서 비정상적인 단백질들 주위에 철의 과잉이 발견되어 뇌신경과학에

아밀로이드 감소 뿐만 아니라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였다고

서 철 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9].

보고하였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질환의 뇌에서 철의 축적과 미세아교

알츠하이머 질환은 점진적인 기억력 감소 및 인지기능 저하를 나타

세포 활성화에 관련하여 운동을 통해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내며, 대표적인 특징으로 대뇌피질과 해마에서 세포 내 신경섬유원 농

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운동이 철의 축적과 미세아교세포 활성화를 예

축(neurofibrillary tangle)과 세포 외 아밀로이드-베타의 침적이 나타나

방하고 이를 통하여 신경 퇴행을 조절 및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알츠하이머 질환을 유발하는 병리기전으로 알려져 있다[10-12].

단된다.

Salvador et al. [6], Everett et al. [10], Jack et al. [13]과 Kim et al. [14]은

따라서 본 연구는 트레드밀 운동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뇌에서 인지

알츠하이머 질환자의 뇌에서 철의 침적이 아밀로이드-베타의 응집을

능력과 철의 축적, 아밀로이드-베타의 수준,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인

유도하여 아밀로이드-베타 침적과 철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인 Iba-1와 신경염증유발인자인 인터류킨-1베타, 인터류킨-10, 종양

Meadowcroft et al. [15]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뇌 피질 조직에서는 전반

괴사인자-알파의 활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적으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페리틴이 함께 관찰되며 이는 철의 침적
이 아밀로이드-베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침적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
체에 악영향을 준다.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은

연구 방법
1. 실험 동물

신경염증의 병리적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아교세포 중 미세

본 연구는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K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아교세포는 뇌의 면역계에서 대식세포로 알려져 있다[16]. 미세아교세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실험동물은 24개월 된 알츠하이머 질환

포의 활성이 일어나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초기에는 손상을 최소

모델 마우스(APP-C105 transgenic mouse, male)를 식약처에서 제공받

화하기 위해 오토파지(Autophagy) 기능으로 아밀로이드-베타를 제거

아 K대학교 동물사육실(습도 50 ± 5%, 온도 22 ± 2°C, 명암주기 12시간)

하여 회복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속적인 미세아교세포활성은 전염증

에서 식이량과 물은 자유 공급하여 사육하였다. 실험동물은 비교집단

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류킨-1베타(Interleukin-1 beta)와 종양괴사인자

(Non-Tg-Con, NTC; n =7), 알츠하이머 집단(Tg-Con, TC; n =7), 알츠하

알파(Tumor necrosis factor alpha) 등의 생산을 증가시킨다[17,18]. 증가

이머 운동집단(Tg-Exe, TE; n=7)으로 구분하였다.

된 인터류킨-1베타와 종양괴사인자 알파는 신경염증을 이끌어 신경세
포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아밀로이드-베타와 아밀로이드 전구체

2. 운동 방법

단백질은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시켜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신경염증

Tg-Exe 집단은 실험동물용 DJ2-242 (Model: DJ2-242, Dual Tread-

기전에 중요한 목적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mill)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사전 적응훈련(경사도

알츠하이머 질환자와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동물의 뇌에서 미세아교

0%, 운동시작 5분 2 m/min, 다음 5분 5 m/min, 마지막 20분 8 m/min)

세포의 활성이 나타났으며,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알

은 1주간 실시하였다. 사전 적응훈련을 시킨 후 본 운동은 주 5일, 8주

파, 인터류킨-1베타, 인터류킨-1알파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17-21]. 또

간 실시하였고 저강도 운동방법으로 운동시작 5분 동안 8 m/min로,

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으로 인한 신경염증은 그 자체로 미세아교세

다음 5분은 11 m/min로, 마지막 20분은 14 m/min 속도로 유지하고,

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밀로이드-베타의 생성을 유도시킬 수

경사도는 0%로 고정하였다. Choi et al. [23], Cho et al. [27]과 Kim et al.

있다[17,18].

[28]의 운동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기전 연
구가 전개되고 있으나 대부분 연구들은 약물 처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3. 분석방법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약리적 방법으로 운동이

1) 기억력 행동검사

최근 관심을 받고 있으며 뇌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1) 수중미로 검사(Morris water-maze test)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속적인 운동은 뇌의 신경보호 및 신경 복

알츠하이머 형질전환 마우스를 대상으로 Morris water-maze test를

원 작용에 도움을 주며 동물 실험에서 운동은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실시하여 표적 분면 시간(target quadrant time), 표적을 지나간 횟수

노화된 뇌의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4].

(Number of crossing platform) 및 수영패턴(swimming pattern)은 컴퓨

Kortas et al. [25]은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유산소운동을 시

터 프로그램(SMART-LD)으로 작동하는 카메라로 측정하였고 SMART-

킨 결과 혈청 페리틴 농도가 감소함을 보고하였고, Dao et al. [26]은 알

CS program (Panlab, Barcelona, Spai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Mo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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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maze test는 원형수조(높이 40 cm ×지름 1.5 m)에 수면에서 1 cm

crose 용액에서 5일 동안 침전시킨 다음 freezing microtome을 사용하

정도 낮게 지름 12 cm인 표적(target)을 원형수조바닥에 설치하고 물

여 40 μm 두께의 연속관상 절편을 제작하였다.

(22°C-25°C)을 받아 탈지분유를 풀어 표적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검사

4) Western blot analysis

는 처음 5일 동안 각 2회씩 지정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표적에 도달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해 액화질소과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2회 모두 표적을 찾지 못한 마우스에게는 표

파쇄하고 단백질과 Protein Extaction Solution-RIPA를 혼합하고 균질화

적의 위치를 인지시켰다. 각각의 검사는 최소 5분의 간격을 두었으며

하여 원심분리기(Micro-centrifuge, 5417R, Eppendorf)를 이용해 원심분

마지막 6일째 표적을 없애고 출발지점에서 시작하여 1분 동안의 결과

리(14,000 rpm, 30분, 4°C)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5% stacking gel (3DW,

를 실험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30% acrylamide: bisacrylamide, 1 M tris pH 6.8, 10% SDS, TEMED, 10%
Ammonium persulfate)과 12%의 separating gel (3DW, 30% acrylamide:

(2) 수동회피검사(passive avoidance test)

bisacrylamide, 1.5 M tris pH 8.8, 10% SDS, TEMED, 10% Ammonium

수동회피실험 장치의 전실은 빛을 비추어 주는 백색의 밝은 상자(18

persulfate)을 SDS-PAGE에 사용하였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얻은 상

×18× 25 cm), 후실은 검은색의 어두운 상자(18×18× 25 cm)로 구성되

층액과 2X Sample loading buffer (60 mM tris pH 6.8, 25% glycerol, 2%

어 있고, 어두운 공간의 바닥에는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는 강철 스테

SDS, 14.4 mM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ol blue)를 1:1 비율로

인리스를 설치하였다. 전실과 후실 사이의 벽에는 아래 부분에 직격 4

혼합한 후에 95°C에서 10분간 끓여 단백질을 변성시킨 다음에 10분간

cm되는 원형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은 기요틴(guillotine)형의 문으

아이스에서 cooling하고, spin down하였다. Protein size marker (ELPIS

로 개폐된다. 실험동물을 한 마리씩 다른 cage에서 1분간 방치한 후, 전

biotech, Korea)와 각 샘플들을 Mini-Protein II dual-slab apparatus (Bio-

실에 넣고 10초간 적응을 시킨 후 기요틴형 문을 올려서 실험동물이

Rad, CA, USA)에 준비된 stacking gel well에 각 샘플을 분주하여 80 V로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였다. 실험동물의 네 발이 어두운 후실로 모두

바닥에 내려올 때까지 전기영동하였다. MeOH에 Polyvinylidine difluo-

들어가면 문을 재빨리 닫고 전실에서 후실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

ride (PVDF) membrane을 적셔 activation시킨 후에 Transfer buffer (190

(initial latency time)을 측정하고 전기충격(0.5 mA)을 2초간 주었다. 그

mM glycine, 50 mM Tris-base, 0.05% SDS, 20% methanol)로 washing하

리고 5초가 지난 후에 실험동물을 꺼내 사육장 cage에 넣어주었다. 72

였고 Transfer buffer에 적신 whatman 3 M paper를 차례대로 겹쳐 Mini

시간 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전실에서 후실로 들어가는 시간

trans-bolt cell (Bio-Rad, CA, USA)에 장치한 후 200 mA로 90분 전사하

(latency to enter dark)을 최대 300초까지 기록하였다.

고 membrane으로 증착이 끝나면 platform shaker 위에서 BSA용액(in
TBS-T: 10 mM tris-base pH 8.0, 150 mM NaCl, 0.1% Tween-20)으로 60분

2) 조직 준비

동안 membrane을 3% Blocking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1차 항체는 β

8주간 운동과 행동검사를 수행한 후, 동물용 Chamber를 이용하여

-Amyloid (Santa cruz, 1:1,000), Iba-1 (Santa cruz, 1:1,000), IL-1β (Santa

CO2가스를 흡입시켜 마취시킨 후, 뇌 조직을 적출하여 분석 시까지

cruz, 1:1,000), TNF-α (Santa cruz, 1:1,000), IL-10 (Santa cruz, 1:1,000) 등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을 사용하였다. 1차 항체는 3% BSA 용액에 1:1,000으로 각각 희석시킨
후에 12시간 동안 platform shaker를 이용하여 흔들어주고 0.1% TBS-T

3) 조직 고정

용액으로 10분씩 3번 세척 후 2차 항체(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

8주간 트레드밀 운동과 운동기능검사를 수행한 후 western blot, 면

ed goat anti-mouse, Santa Cruz, USA;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역조직화학염색 분석을 위해 집단 당 western blot 5마리, 면역조직화

goat anti-rabbit, Invitrogen, CA, USA)를 3% BSA 용액에 1:5,000으로 희

학염색 2마리씩 구분하였다. Western blot을 위한 뇌 조직 적출은 동물

석시켜 60분 동안 platform shaker를 이용하여 흔들어주고 TBS-T 용액

용 chamber를 이용하여 CO2가스를 흡입시켜 마취한 후, 단백질 발현

으로 10분씩 3번 세척하였다. 마지막으로 membrane을 Luminata Forte

측정을 위한 뇌 조직을 적출하였고 분석하기 전까지 -80℃ 초저온냉동

Western HRP Substrate (Millipore, USA)에 넣고 1분간 발색시킨 후

고에 보관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 분석을 위해 동물용 chamber를

membrane은 이미지 분석 시스템(Molecular Imager ChemiDoc XRS

이용하여 CO2가스를 흡입시켜 마취한 후, 흉강을 열어 좌심실을 통해

System, Bio-Rad, USA)을 사용하여 스캔 후 Quantity One 1-D Analysis

50 mM 인산염 완충 식염수(phosphoate buffer saline, PBS)를 3분 동안

Software (Bio-Rad,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양을 산출하였다.

주입하고, 4% paraformaldehyde (PFA)를 0.1 M 인산 완충액에 녹인 고
정액으로 10분 동안 관류시켰다. 관류 고정 후 뇌를 적출한 후, 4% PFA
고정액에 담아서 4°C에서 12시간 침전시켜 고정한 후 조직을 30% Su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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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으며 Antigen retrieval을 위해서 각 조직을 0.01 M Sodi-

막자사발과 액화질소를 이용하여 함께 파쇄하고 Iron assay buffer와

um Citrate buffer로 85°C에서 2시간 끊인 후 0.01 M PBS로 3번 세척하

혼합하여 균질화 시킨 후 원심분리기(Micro-centrifuge, 5417R, Eppen-

였다. 10% Normal Goat serum (ab7481, abcam, UK)을 이용하여 실온

dorf)를 사용하여 원심분리(16,000 ×g, 10분, 4°C) 한 후 상층액을 얻었

에서 40분 동안 Blocking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 0.01 M PBS로 5분씩 3

다. 96 well plate에 샘플과 Assay buffer를 혼합하여 100 μL를 넣었다. 그

번 세척하였다. Blocking 후 1차 항체 amyloid-beta (sc-28365, Santa

후 각 시료에 5 μL의 Iron Reducer를 추가 후 수평 쉐이커를 사용하여

Cruz, USA)를 24시간 동안 4°C에서 Overnight시켰다. 각 조직을 0.01

RT에서 30분간 반응을 일으킨다. 그 후 100 μL의 Iron probe를 추가적

M PBS로 5분씩 3번 세척 후, 실온에서 2차 항체(horseradish peroidase-

으로 넣고 다시 수평 쉐이커를 사용하여 RT에서 30분간 반응을 일으

conjugated Goat-mouse, Santa Cruz, USA)를 1:5,000으로 반응시켰다.

킨다. 이 과정이 끝난 후 Micropalate Reader를 이용하여 593 nm에서

다시 0.01 M PBS로 5분씩 3번 세척 후, 실온에서 30분 동안 Vectastain-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lite ABC kit (PK-6200, Vector Laboratories, USA)의 용액으로 반응시
키고 0.01 M PBS로 5분씩 3번 세척 후, DAB Peroxidase Substrate Kit

4. 자료처리방법

(SK-4100, Vector Laboratories, USA)를 사용하여 5-8분 동안 발색하였

이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PC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

다. 발색된 조직은 0.01 M PBS로 5분씩 3번 세척시키고 gelatin-coating

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 ± SD)를 산출하였으며, 집단 간 변인의 차이

된 슬라이드에 붙여 완전 건조시킨 후 80%, 90%, 100% Et-OH로 탈수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집

시키고 80%, 90%, 100% xylene으로 투명화 시킨다. 이후 Permount를

단 간 유의차이가 있을 경우 Bonferroni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

사용하여 봉입하고 광학현미경(DM-2500, Leica Microsystems, Ger-

하였다. 이때 가설 유의 기준은 α=.05 수준으로 하였다.

many)을 통해 관찰했다.

연구결과
6) 효소면역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각 집단에서 철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Iron assay kit (MAK025,

1. Morris Water-maze test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으며 샘플은 대뇌피질 조직(10 mg)을
p=.001

5

p=.04

Number of crossing platform

Target quadrant (sec)

20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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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p=.001

p=.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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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TE

B

Fig. 1. (A) The effect of 8 weeks treadmill exercise on levels of target quadrant, number of crossing platform in the water maze. (B) Patterns of swimming
shown in the NTC, TC, and TE mice.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400
Latency time (sec)

Latency time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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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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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8 weeks treadmill exercise on the passive avoidance test. Latency to enter the dark compartment on the training day and test day of
NTC, TC, and TE mice was measured after 8 weeks of execise.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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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운동이 인지능력과 행동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수중미로검사

다(Fig. 3). 효소면역측정법(ELISA)으로 살펴본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

를 통해 분석하였다(Fig. 1). 먼저, 표적분면에서 수영시간은 집단 간 유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18] =15.382, p =.001). 먼저 TC 집단은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8] =10.192, p =.001). NC 집단

N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했고(p =.001), TE 집단은 TC 집단에

은 NTC 집단에서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003), TE 집단은 TC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12).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4). 다음으로 표적을 지나간 횟
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8] =12.867,
p =.001). TC 집단은 N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001),
TE 집단은 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32).

4. 대뇌피질에서 아밀로이드-베타 발현의 변화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드
밀 운동이 대뇌 피질에서 아밀로이드-베타 변화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면역조직화학염색(DAB Method)으로 살펴본 결과 NTC

2. Passive avoidance test 인지능력의 변화

집단보다 TC 집단과 TE 집단에서 아밀로이드-베타의 축적이 나타났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드

다. 특히 TC 집단의 대뇌피질에서 TE 집단보다 넓은 범위에서 축적이

밀 운동이 인지능력과 행동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수동회피검사

이루어졌다. 아밀로이드-베타를 Western blot의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를 통해 분석하였다(Fig. 2). 최초 학습에서 측정한 latency는 집단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18]=10.304, p =.742). 72

p=.001

소하였고(p =.001), TE 집단은 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04).

Fe (ng/μL)

시간 후 측정한 latency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F[2,18]=133.430, p =.001). TC 집단은 N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

2
1
0

3. 대뇌피질에서 철의 양적 변화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드
밀 운동이 대뇌 피질에서 철의 양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p=.012

3

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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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Fig. 3. The effect of 8 weeks treadmill exercise on the accumulation of iron in
NTC, TC, and TE mice was measured.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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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8weeks treadmil exercise on Amyloid-beta in the cortex of NTC, TC and TE. (A) The aggregation of Amyloid-beta in the cortex of NTC,
TC, and TE group analysed by inmunohistochemistry (DAB method). (B) The levels of Amyloid-beta in the cortex analysed by western blots.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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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 of 8 weeks treadmill exercise on level of Iba-1 in the cortex analysed by western blots.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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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ffect of 8 weeks treadmill exercise on level of pro-inflammation factor in the cortex analysed by western blots.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Fig. 4),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18]=236.032, p =.001). TC

TNF-α (F[2,18]=18.564, p =.001)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단은 N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05), TE 집단은 TC

나타났다. TC 집단은 NTC 집단에 비해 IL-1β(p =.001)와 TNF-α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12).

(p =.00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TE 집단은 TC 집단에 비해 IL-1β
(p =.001)와 TNF-α (p =.004)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5. 대뇌피질에서 Iba-1의 변화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드

7. 대뇌피질에서 Anti-inflammation Factor의 변화

밀 운동이 대뇌 피질에서 Iba-1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드

(Fig. 5)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18] =75.311, p =.001). TC

밀 운동이 대뇌 피질에서 IL-10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집단은 N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001), TE 집단은

(Fig. 7)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18]=73.34, p =.001). TC 집

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2).

단은 NTC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465). 하지
만 TE 집단은 TC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1).

6. 대뇌피질에서 Pro-inflammation cytokines의 변화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드
밀 운동이 대뇌 피질에서 IL-1β와 TNF-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Fig. 6).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 (F[2,18]=55.45, p =.0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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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 of 8 weeks treadmill exercise on level of anti-inflammation factor in the cortex analysed by western blots.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를 대상으로 뇌에서 철의 침착과 미세아교세포 활성에 의해 유발된 신

생체지표)의 증가를 통해 알츠하이머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

경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다고 보고되고 있다[9.33]. 또한, 알츠하이머 집단보다 알츠하이머 운동

먼저 8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인지능력 및 행동학습능력에 미치

집단에서 철의 침적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동을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동회피검사와 수중미로검사를 실시하였

통해 철의 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Ziolkowski

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 집단보다 알츠하이머 운동집단에서 인지기능

et al. [34]은 칼로리 제한, 규칙적인 운동과 킬레이션 요법(chelation

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중미로검사에서 알츠하이머 집

therapy)이 철의 항상성을 조절하여 철의 침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단이 표적분면에서의 수영시간과 표적을 지나간 횟수가 감소되었고,

고 있다. 이 연구의 뇌의 철 침적 감소는 트레드밀 운동이 철 항상성을

알츠하이머 운동집단에서 표적분면에서의 수영시간과 표적을 지나간

조절하는 단백질의 기능개선으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트레드밀 운동으로 인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은(APP)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주요 원인

해 행동학습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동회피검사에서

으로 아밀로이드-베타를 생성하는 경로로 진행되면 뇌의 산화적 대사

알츠하이머 집단이 알츠하이머 운동집단보다 어두운 공간에 있는 대

감소, 인슐린 수용체 기능 억제, 학습능력 및 기억력의 결손을 유도하

기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트레드밀 운동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고, 뇌에서의 에너지 균형을 악화시킨다[10,35]. 이 연구에서는 AP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으로 뇌에서 아밀로이드 전구

트레드밀 운동을 통해 인지능력이 향상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체 단백질과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는 비교집단보다

다[27,29].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가소성 및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신경

알츠하이머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Koo et al. [22]과

내구성, 혈관 생성, 에너지 대사 및 뉴로트로핀의 합성 등의 향상으로

Games et al. [36]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집단보다

인해 기억력과 인지능력에 변화를 보고하였다[30-32].

알츠하이머 운동집단에서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과 아밀로이드-베

최근 알츠하이머 질환자의 뇌 속에서 철 대사 장애는 뇌 위축, 세포

타 단백질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Choi et al. [23]와 Adlard et

외 아밀로이드-베타의 축적, 신경 및 시냅스 손실, 신경염증과 산화 스

al. [29]의 결과와 같이 트레드밀 운동으로 아밀로이드-베타의 감소가

트레스 등과 함께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행 및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다. Radak et al. [31], Lange-Asschenfeldt et al. [32]와 Vaynman et

보고되고 있다[10-12,33]. 알츠하이머 질환자의 뇌 속에서 철 침적은 펜

al. [37]의 연구에서 중강도 지구성 운동은 항산화 효소, eNOS, BDNF,

톤반응을 일으켜 과산화수소와 같은 반응산소종의 수준을 증가시켜

신경 성장 인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및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생산

아밀로이드-베타 및 신경섬유원 농축의 신경 독성을 발생시킨다. 이는

을 증가시키고, 반응산소종의 생산과 인지기능에 관여하는 아밀로이

신경염증을 촉진하는 성상교세포(astrocytes)와 미세아교세포의 활성

드-베타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화로 뇌의 신경세포사멸이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질환을 악화시킨다

아밀로이드-베타의 침적은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 등으로 전염증

[3,4,17]. 이 연구에서는 APP-C105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생쥐를 대상

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유도한다[27,38]. 알츠하이머 질환의 초기 단

으로 뇌에서 철의 침적을 분석한 결과 비교집단 알츠하이머 집단에서

계에서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는 식균 작용, 제거 및 분해를 증가시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 생쥐의 뇌에서 철의 침

으로써 아밀로이드-베타의 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16,20]. 하지만 후

적을 보고한 Meadowcroft et al. [15]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해마와

기 단계에서는 미세아교세포의 보호 효과를 잃고 전염증성 사이토카

대뇌피질에서의 철 침적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병리학적 특징이 검출

인을 지속적으로 생성시켜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아밀로이드 전

되기 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뇌척수액 페리틴(뇌에서 철 운반

구체 단백질 수준과 아밀로이드-베타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3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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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미세아교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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