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극이 체중 부하를 제거한 신생 흰쥐 척수조직의 NT-3 및
MAP2 발현에 미치는 영향

구현모
경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선민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Abstract1)

Influence of Electrical Stimulation on NT-3 and MAP2 Expression of Neonatal Rat

Spinal Cord

During Suspension Unloading

Hyun-mo Koo, Ph.D., P.T.
Dept. of Physical Theapy, Kyungwoon University

Sun-min Lee, M.Sc., P.T.
Dept. of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development of neonatal neuromuscular system is accomplished by the functional interaction be-

tween the spinal neurons and its target cells, skeletal muscle cells, and the intrinsic and extrinsic factors

affecting this proces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uspension unloading (SU) and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upon the development of the neonatal spinal cord. For this

study, the neonatal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 control group, an experimental group

Ⅰ, and an experimental group Ⅱ. The SU for experimental group Ⅰ and Ⅱ was applied from postnatal

day (PD) 5 to PD 30, and the NMES for experimental group Ⅱ was applied from PD 16 to PD 30 using

NMES that gave isometric contraction with 10 ㎐ for 30 minutes twice a day. In order to observe the ef-

fect of SU and NMES, this study observed neutrophin-3 (NT-3) and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 2

(MAP2) immunoreactivity in the lumbar spinal cord (L4-5) at the PD 15 and PD 30. The results are as

follows. At PD 15, lumbar spinal cord of experimental group Ⅰand Ⅱ had significantly lower NT-3 and

MAP2 immunoreactivity than control group. It proved that a microgravity condition restricted the spinal

development. At PD 30, lumbar spinal cord of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Ⅱ had significantly

higher NT-3 and MAP2 immunoreactivity than experimental group Ⅰ. It proved that the NMES facili-

tated the spinal development by spinal cord-skeletal muscle inter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ight

bearing during the neonatal developmental period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neuromuscular

development. Also, the NMES on its target skeletal muscle can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spinal

cord system with a full supplementation of the effect of weight bearing,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in

neonatal developmental process.

Key Words: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 2;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eutrophin-3;

Spinal cord; Suspension un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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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출생 이후의 신경근육계 발달을 위해서는 연접전 요

소와 연접후 요소의 구조적 및 기능적 발달의 조화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조화는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사이

의 상호적 신호전달을 통해서 형성된다(Nishi, 2003).

즉, 척수 내의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가 지배하는 표

적 기관인 근육세포 사이의 구심성 및 원심성 신호전달

을 통한 기능적 상호작용은 신경근육계의 발달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생기

발달 과정에서 주어지는 정상적인 생리적 자극이나 장

기적 훈련 및 신체적 탈조건화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이

이러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달과정의 다양한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특히, 다양한 신

체 활동들은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

들이 보고되었다. 능동적인 신경근육 활동이 뇌와 척수

에서 신경영양성 인자인 BDNF(brain-derived neuro-

trophic factor)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신경 가소성 및

신경 재생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NT-3(neu-

trophin-3), NT-4(neutrophin-4), MAP2(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 2), NGF(nerve growth factor)와 같

은 다른 영양성 인자들의 작용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Molteni 등, 2002; Gomez-Pinilla 등,

2002). 이러한 신경영양성인자들의 작용은 활동-의존성

양식(activity-dependent fashion)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최근의 연구(Ying 등, 2003)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대

한 신체 운동 및 감각 자극의 영향이 중추신경계의 구

조적 및 기능적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NT-3는 근육을 지배하는 감각 신경

원의 초기 분화, 생존, 척수내의 종말가지 형성에 관여

하고,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을 전달하는 근방추의 Ia

구심성 섬유와 골지건기관의 Ib 구심성 섬유가 사이신

경원 및 운동신경원과 효과적인 연접을 형성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하므로(Chen과 Frank,

1999), 척수-골격근 상호작용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고

(Ramer 등, 2000), 이러한 작용은 특히 신생기 척수의

발달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Mendell과 Arvanian, 2002).

신경계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신경

돌기의 가지치기는 미세소관과 액틴세사를 포함한 세포

골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Hely 등, 2001),

신경계에서 발견된 단백질의 일종인 MAP2는 미세소관

의 중합반응(polymerization), 다발형성(bundling), 공간

형성(spacing), 액틴세사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미세소관

의 변화를 유도하는 많은 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가지

돌기의 확장 및 가지치기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Maccioni와 Cambiazo, 1995).

흰쥐의 신생기 발달과정에서 위와 같은 척수 신경세

포의 발달은 생후 3주 이내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

므로(Kerai 등, 1995), 이 시기는 신경계의 발달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천성

질환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체중 부하가 적절

히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근골격계의 변화와 함께

신경계의 변화가 동반된다. 즉, 신경근육 활동의 증감에

따라서 특정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원들의 형태학적

및 대사적, 기능적 특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Roy

등, 1999). 출생 초기 근수축 활동의 감소는 어린 생쥐

및 성숙한 생쥐의 골격근과 고유수용성 감각 신경원 사

이의 연결을 감소시키게 되고(Kobayashi 등, 1987;

Nichol과 Bennet, 1987), 발달 과정에서 운동신경원의

성숙에 필수적인 감각신경원을 통한 근육정보 입력을

제한하여 기능적인 운동종판(motor end plate)의 발달

을 저하시키는 등(Kalb와 Hockfield, 1990)의 신경학적

발달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운동신

경원들의 발달이 지배 근육들과의 기능적 상호작용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러한 의존성은 지배 근

육으로부터 유래된 영양성 인자들의 공급과 관련되므로

표적 기인성 신경영양성 이론(target derived neuro-

trophic theory)이라 한다(Oppenheim, 1996). 이 과정에

서 형성되는 신경지배 패턴의 차이는 운동 협응 및 감

각 반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Chen과 Frank, 1999).

또한 근골격계로부터 입력되는 감각정보는 척수 수준

뿐만 아니라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 발달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Chakrabarty와 Martin, 2000).

체중 부하의 결핍으로 인해 신경근육계의 활동이 감

소된 조건에서 신경근육계의 변화를 예방 또는 지연시킴

으로써 정상적 운동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체 자극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특

히, 골격근을 경유해서 감각 및 운동 신경세포를 자극함

으로써 신경근육계의 기능적 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기 자극이 이용될 수 있다. 전기 자극

은 신경 자극(Herbison 등, 1979), 신경근 연접부의 기능

강화(Vanderthommen 등, 2002),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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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élanger 등, 2000; Granat 등, 1993) 등의 다양한 목적

을 위하여 특정 조직에 적용하게 되는데, 특히 신경근전

기자극은 근재교육, 근경직의 감소, 근위축의 방지, 관절

가동범위의 증가 등을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

으로 재활 영역에서 많이 이용된다(Pandyan 등, 1997).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근육과 신경

의 발달 과정 동안에 적절한 체중 부하의 결핍은 신경

근육계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적절한

중력 자극이 척수 신경 조직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

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 촉진을 위

한 필수 인자인 체중 부하 자극을 보완하는 전기자극의

임상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체중부하 제거 조건에 노출

시킨 후, 골격근에 대한 전기자극이 이를 지배하는 척

수 조직의 정상 발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역조직화학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동물

건강한 10 마리의 자성 흰쥐로부터 태어난

Sprague-Dawley계 웅성 신생 흰쥐 30마리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신생 흰쥐는 선천적인 발달

수준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 체

중을 측정하였고, 육안적인 신체적 및 행동학적 이상을

나타내는 신생 흰쥐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실험동물

은 현수와 전기자극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현수만을

적용한 실험군 Ⅰ, 현수와 전기자극을 적용한 실험군

Ⅱ로 구분하고, 각 군당 10마리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2. 실험적 처치

가. 현수를 통한 미세중력환경에 대한 노출

실험군 Ⅰ 및 실험군 Ⅱ로 분류한 Sprague-Dawley

계 신생 흰쥐 20마리에 대하여 현수를 통한 체중부하

제거 방법을 이용하여 체중부하를 제거하였다. 실험군

Ⅰ 및 실험군 Ⅱ에 대한 현수의 적용은 후지의 체중부

하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높은 기간인 생후 8～13일을

포함하는 생후 5일부터 생후 30일까지 실시하였고, 4.5

시간의 현수 적용과 1.5시간의 현수 제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신생 흰쥐가 모체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수의 적용에 따른 자세성 혈

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지지대를 이

용하여 체간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전기자극

흰쥐 후지의 가자미근에 대한 전기자극이 이 근육을

지배하는 요수 조직(L4～5)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하여 Meditone Physio 8 신경근전기자극기1)

를 이용하여 전기자극을 실시하였다. 전기자극은 실험

군 Ⅱ에 대하여 생후 16～30일까지 15일간 후지의 하퇴

부에 두 개의 5×3 ㎟ 접착성 표면전극을 부착하여 적

용하였다. 전기자극의 강도는 하퇴부 근육의 가시적인

근수축과 족관절의 족저굴곡이 나타나는 최소 강도로

설정하여, 10 ㎐로 30분 간 하루 2회 적용하였다. 전기

자극의 파형은 300 ㎲의 맥동폭을 가진 이상파로서, 전

기자극시에는 5초간의 근수축 유발 시간과 10초간의 이

완 시간으로 설정하여 근피로를 최소화하였다.

3. 조직학적 검사

가. 척수조직의 분리2)3)

대조군, 실험군 Ⅰ 및 실험군 Ⅱ에 대한 실험적 처치

가 이루어진 생후 15일 및 생후 30일에, 실험적 처치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 시점마다 각 군당 5마리씩

의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실험동물에 대하여 Ketamine HCl과 Rompun®을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복강주사(3㎖/㎏)를 실시한 후 통증에

대한 회피반응의 유무를 통해 마취 여부를 확인하고,

.9% NaCl 용액을 전신 관류시켜 혈액을 제거하였다.

이후에 4% paraformaldehyde 용액을 전신 관류하여 조

직 전고정을 실시하고, 4～5번 요수 분절의 척수 조직

을 신속하게 분리하였다. 각 군으로부터 척수 조직은

급속냉동기
2)
를 이용하여 -30℃로 냉동시킨 상태에서,

미세절단기3)를 사용하여 25 ㎛ 두께로 횡단 절단한 후

4℃의 .01M PB(phosphate buffer)에 냉장 보관하였다.

1) Ultra Scientific Instrument Ltd., U.K.

2) Frigomobil, Leica, Germany.

3) Model SM2000R, Leica,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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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역조직화학법(immunohistochemistry)

4～5번 요수 분절의 전각부에서 MAP2 면역반응성

을 관찰하였고, 후각부에서 NT-3 면역반응성을 관찰하

였다. .01 M PB에 냉장 보관한 척수 표본에 대하여

mouse monoclonal anti-neurotrophin 3 및 rabbit pol-

yclonal anti-MAP2 antibody4)를 각각 1:200 농도로 실

온에서 24시간동안 처리하였다. 일차항체 처리 후 bio-

tinylated anti-mouse IgG 및 biotinylated anti-rabbit

IgG
5)
를 1:25의 농도로 각각 90분간 처리하고, 이후에

Vectastatin Elite ABC Reagent
6)
를 이용하여 3차 항체

를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항체 처리 과정 사이에서는

.01M PB를 이용하여 10분씩 3회 수세하였다. 항체 처

리가 종료된 척수 표본에 대하여 .3% DAB(3,

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용액을 처리하

여 발색 반응을 유도하고, Cresyl violet acetate
7)
를 이

용한 3분 간 대조염색, 탈수 및 청명의 과정을 거쳐 봉

입 처리하였다.

4)5)6)7)8)

4. 분석방법

각 군의 요수 조직 표본에 대하여 면역조직화학법을

적용한 후, 광학현미경
8)
으로 관찰한 조직학적 소견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분석 및 도식화하였다. 요수 조

직 표본에서 척수전각부의 MAP2, 척수후각부의 NT-3

발현 위치 및 상대적 발현 수준을 관찰하기 위하여

Image Pro Plus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현 부위의 단위

면적당 픽셀수를 측정하고, SPSS version 10.0 프로그

램을 이용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분

석을 위해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요수 전각부의 MAP2 발현

가자미근을 지배하는 요수 분절(L4～5)의 척수 전각

부위에서 MAP2의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MAP2의

발현은 주로 척수 전각 운동신경원들의 세포체와 가지

돌기 부위에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특히

신경돌기를 따라서 백색질 부위 까지 이어져 있음을 관

찰할 수 있었다(그림 1). 현수를 적용한 상태에서 전기

자극을 실시하기 전인 생후 15일과 실험군 Ⅱ에 대한

전기자극이 종료된 생후 30일에 관찰된 MAP2의 상대

적 발현 수준은 표 1과 같다. 세 군 사이에서 생후 15일

과 생후 30일에 나타난 MAP2의 상대적 발현 수준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후 15일(F=109.94, p<.05)과 생후

30(F=115.71, p<.05)일에서 p=.00으로 나타나 각 시점에

서 세 군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리고 각 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후 15일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Ⅰ, 대조군과 실험군Ⅱ 사이에서 유의성이 나타

났으나,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생후 30일에는 대조군과

실험군Ⅰ, 대조군과 실험군 Ⅱ,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1)(표 1).

2. 요수 후각부의 NT-3 발현

각 군의 요수 팽대부(L4～5) 척수 조직의 후각부 교

양질 영역에서 NT-3 면역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

림 2). 현수를 적용한 상태에서 전기자극을 실시하기

전인 생후 15일과 실험군 Ⅱ에 대한 전기자극이 종료된

생후 30일 관찰된 NT-3의 상대적 발현 수준은 표 2와

같다. 세 군 사이에서 생후 15일과 생후 30일에 나타난

NT-3의 상대적 발현 수준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

후 15일(F=72.80, p<.05)과 생후 30일(F=82.62, p<.05)

시점에서 p=.00으로 나타나 각 시점에서 세 군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후 15일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Ⅰ, 대조

군과 실험군Ⅱ 사이에서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생후 30일에는 대조군과 실험군Ⅰ, 대조

군과 실험군 Ⅱ,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 사이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표 2).

4) Chemicon, U.S.A.

5) Vector Lab. Inc., U.S.A.

6) Vector Lab. Inc., U.S.A.

7) Sigma, U.S.A.

8) Model BX50, Olympu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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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생후 30일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대조군 186.00±20.54a 232.50±26.58a

실험군 Ⅰ 127.87±15.16
b

144.90±19.12
b

실험군 Ⅱ 122.77±18.93
b

183.80±20.64
c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해 유의성이 있을 경우 각

세로열의 위첨자가 다름

표 2. 4～5번 요수 전각부의 MAP2 면역반응성

(단위: 픽셀수)

생후 15일 생후 30일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대조군 1753.43±158.43a 2046.63±191.91a

실험군 Ⅰ 1323.40±164.34
b

1458.97±210.82
b

실험군 Ⅱ 1274.90±188.54
b

1823.13±120.71
c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해 유의성이 있을 경우 각

세로열의 위첨자가 다름

표 1. 4～5번 요수 후각부의 NT-3 면역반응성

(단위: 픽셀수)

대조군 생후15일 대조군 생후30일

실험군Ⅰ생후15일 실험군Ⅰ생후30일

실험군Ⅱ생후15일 실험군Ⅱ생후30일

그림 1. 요수 전각부의 NT-3 면역반응성

(─ : 100 ㎛, ↑: 발현부위).

대조군 생후15일

실험군Ⅰ생후15일

대조군 생후30일

실험군Ⅰ생후30일

실험군Ⅱ생후15일실험군Ⅱ생후15일

그림 2. 요수 후각부의 MAP2 면역반응성

(─ : 100 ㎛, ↑: 발현부위).

Ⅳ. 고찰

다양한 선천적 및 후천적 원인들로 인하여 출생 이

후의 신생기 발달 과정에서 정상적인 중력 환경을 경험

할 수 없는 조건에 노출될 경우에는 신체의 구조와 기

능이 정상적인 발달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임상적 문제점들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생 이후의 정상적인 발달과

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인 체중 부하 자극을 제거한 조건

이 척수 신경 조직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상적 대안으로서

전기자극의 치료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대표적 서

근(slow muscle)인 가자미근에 대하여 현수 및 전기자

극을 적용한 후 이 근육을 지배하는 요수 조직에서

MAP2, NT-3와 같은 신경영양성 인자에 대한 면역조직

화학적 표지물질들을 관찰함으로써 신경근육 상호발달

을 위한 체중 부하 자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체중부하를 제거하여 미세중력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한 현수 방법으로는 꼬리 현수 모델

(tail-suspension model)을 통한 후지 현수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Huckstorf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자체 제작한 지지대를 착용시켜 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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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였다. 본 연구 모델에서 현수의 적용은 생후 5일

부터 생후 30일까지 적용하였는데, 이 시기는 발달 과

정에 대한 미세중력자극의 영향이 가장 큰 시기가 생후

8일부터 생후 13일이라고 보고한 Walton의 연구(1998)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흰쥐 신경계의 구조적 및 기

능적 발달은 출생 초기에도 지속되고, 골격근의 발달은

이를 지배하는 신경계와 밀접한 구조적 및 기능적 연결

을 이루고 있으므로, 골격근의 변화와 척수 조직의 발

달을 상호 관련지어 관찰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

다. 이와 관련하여, 출생 이후 신경근육 발달 기간 동안

의 골격근 마비가 근섬유 자체의 소실 뿐만 아니라 이

를 지배하는 운동신경원의 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Greensmith 등, 1998).

본 연구에서 신경근육 조직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

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자극 방법으로 사용한 전

기자극 방법은 특정 조건에서 근력과 지구력의 유지 및

증가(Bélanger 등, 2000; Powell 등, 1999), 감각수용기

의 자극(Liubisavljević 등, 1997), 효소활동의 변화

(Mercier 등, 1993)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적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극 방법으로 적용한

신경근전기자극은 운동 기능 회복, 경직 감소, 근력 강

화, 구축 예방의 목적으로 재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

는 장비이다(Wang 등, 2004). 전기자극은 현수를 지속

시킨 실험군 Ⅱ의 가자미근에 대하여 적용하였는데, 제

1형 근섬유 80%와 제 2형 근섬유 20%로 구성되어 있

는 흰쥐 후지의 가자미근은 미세중력 환경에 대하여 민

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서근(slow muscle)으

로서 현수 자극과 전기자극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수용

하는 부위이며, 이 근육은 요수 4～5번 분절로부터 신

경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근을 지배하

는 운동신경원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전기자극

빈도는 10～20 ㎐이므로(Schiaffino와 Serrano, 2002),

본 연구에서는 가자미근의 전기자극을 위하여 10 ㎐의

저빈도 전기자극을 적용하였다. 또한 Mercier 등(1999)

의 연구에서 3～5개월령의 흰쥐와 23～25개월령의 흰쥐

를 대상으로 현수를 적용한 후 전기자극을 실시한 결

과, 월령이 높을수록 전기자극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실험적 처치

기간인 신생기는 전기자극에 대한 신경근육계의 적응

현상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기자극의 효과도

높은 시기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현수적용 이후에 전기자극에 따른 영양

성 인자들의 발현 양상을 실험적 조건을 적용한 가자미

근을 지배하는 요수 4～5번 수준의 척수 조직에서 관찰

함으로써 기능적 변화 및 신경근육 상호작용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가자미근의 근섬유들은 L4 요수 분절의

앞가지(ventral rami)로부터 나온 축삭돌기들에 의해서

20～30% 가량 지배되고, L5 요수분절 의 축삭돌기로부

터 70～80%의 가자미근 근섬유들이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lawińska 등, 1994). 요수 조직에서 전기

자극에 따른 MAP2와 NT-3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시

점은 생후 30일로서, 이 시기는 Nagano와 Suzuki의 연

구(2003)에서 흰쥐 가자미근의 정상적 발달 과정에서

GDNF, NT-3, BDNF, NT-4와 같은 영양성 인자들의

발현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 생후 1개월경이라 보고

한 시점과 일치하므로, 실험 조건에 따른 전기자극의

영향으로 인한 신경근육 상호작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중력 자극 및 전기 자극이 골격

근의 기능적 활동 감소가 이 골격근을 지배하는 척수신

경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골격근으

로부터 구심성 신호가 유입되는 척수 후각 부위와 골격

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원이 위치하는 척수 전각 부위

를 구분하여 각각 관찰하였다.

미세중력 자극을 적용한 후 생후 15일 시점에서 관

찰한 실험군의 척수 표본의 척수 후각부에서 NT-3의

발현 수준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는

현수에 의해서 신경근육계에 주어지는 중력 자극이 감

소함으로써 신경근육계의 상호작용이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감각신경원의 말초 표적기관인

골격근의 활동 수준이 발달기 동안에 감각 신경원의 표

현형(phenotype)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Oakley와 Karpinski, 2002). 발달 과정에서 NT-3는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 신경원의 생존 및 운동신경원과

의 연접 조절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자로서 알려져 있고

(Mendell 등, 1999), 고유수용성 신호의 정상적 입력은

운동행동학적 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설치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들(Farinas 등,

1994; Oakley 등, 2000; Tesarrollo 등, 1994)에서도

NT-3는 근방추 Ia 구심성 섬유의 전기생리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방추의 구심성 감각 정보 전달

기능에 필수적이고(Mendell 등, 1999), 감각신경원의 생

존 및 기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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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경근육연접부의 성숙을

촉진하여 연접 전달을 강화시키므로(Wang 등, 1995),

신경근육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자로 볼 수 있다.

생후 30일 시점에서, 대조군과 전기자극을 적용한 실험

군 Ⅱ의 요수 후각 교양질 부위에서는 현저한 NT-3

발현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Xie 등(1997)의

연구에서, 세포막의 탈분극이 NT-3 mRNA의 빠른 증

가를 유발함으로써, 근육세포와 척수 신경원들 사이의

시냅스 전달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신경근전기

자극은 세포막의 탈분극을 촉진함으로써 척수 신경조직

에 대한 구심성 전달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라 생각된다. Ying 등(2003)과 Xie 등(1997)은 운동 적

용 시에도 NT-3의 발현 수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여 능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본 연구의

전기자극 방법은 능동적인 운동의 적용이 불가능한 조

건에서 신경근육계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안적

방법의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요수 후각 부위의 NT-3 발현 수준을

관찰함과 동시에 요수 전각 부위의 MAP2 면역반응성

을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수 운동신경원 세포체의

크기는 생후 3주 이내에 4배가량 증가되어, 생후 21일

경에는 성숙한 운동신경원의 약 70%에 도달하게 된다

(Kerai 등, 1995; Westerga와 Gramsbergen, 1992). 운

동신경원의 크기는 성숙한 운동신경원의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Henneman 등, 1965). 특히

운동신경원의 가지돌기(dendrite)는 출생 이후에 현저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출생 이후에는 일차성 가지

돌기의 수는 변화되지 않고, 생후 2개월에 걸쳐서 가지

돌기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Dekkers 등,

1994). 이러한 운동신경원 가지돌기의 길이 성장을 효

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요수의 전각 부위에서

MAP2의 면역반응성을 관찰하였다. Bernhardt와

Matus(1984)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MAP2는 척수 전각의 회색질 부위인 운동신경원

의 세포체와 가지돌기에서 광범위하게 발현되었고, 전

각부에서는 수많은 긴 가지돌기들이 백색질 부위인 외

측 섬유단(lateral funiculi)과 내측섬유단(medial funi-

culi)까지 방사형으로 이어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MAP2는 척수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회색질 전체에서

발현되고, 발달수준에 따라서 발현량이 변화되므로, 신

경계의 발달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면역조직화학적

표지물질로 이용될 수 있다(Breckenridge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Ⅰ에 비하여 대조군 및 실험군 Ⅱ

에서 현저하게 높은 MAP2 발현 양상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자극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서 중력 자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골격근으로부터 유입

되는 구심성 신호를 유지함으로써 운동신경원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동물의

신생기 발달 과정에서 관찰한 신경세포체의 크기 증가

및 가지돌기의 가지형성 증가를 통한 운동신경원의 해

부학적 성숙은 기전류(rheobase)의 증가 및 신호입력

저항의 감소와 같은 기능적 발달과도 관련된다(Seebach

와 Mendell, 1996; Tanaka 등, 1992). Trachtenberg(1998)

는 운동신경원들은 이들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활동에

따라서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이 조절되고, 이를 통해서

근섬유의 생존을 간접적으로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척수 신경조직의 발달은 이와 상호 연결된

근육계의 발달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근골격

계에 대한 체중부하 제거 및 전기자극의 영향이 척수

조직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침을 관찰함으로써 전기자극

의 임상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Ⅴ. 결론

신생기 신경근육계의 발달 과정에서 전기 자극이 미

세중력자극에 의한 척수 조직의 발달 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후 15일 시점에서,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의 요

수 조직(L4～5)은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

의 NT-3, MAP2의 면역반응성을 나타내어 체중 부하

제거에 따른 미세중력 자극이 척수 신경조직의 발달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후 30일 시점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Ⅱ의 요수

조직(L4～5)은 실험군 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NT-3, MAP2 면역반응성을 나타내어 골격근에 대한

전기자극이 이를 지배하는 척수 신경조직의 발달을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출생 이후의 체중 부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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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신경근육계의 발달에 필수적인 환경적 인자이고,

체중 부하 제거 조건에서 임상적 대안으로 적용한 골격

근의 전기자극은 이를 지배하는 척수 조직의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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