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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헐적으로 저 산소 환경에 노출시킨 생쥐에서 운동에 의한 
폐 조직에서의 HIF-1α와 TNF-α의 발현의 변화

배배배경경경:::저 산소 환경에서 운동을 시행함으로 지구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
어왔다.저 산소 운동에 의해 산소 운반능이 호전되었고 적절한 근신경계에
자극을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힘과 속도를 늘렸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그
러나 저 산소상태는 생체에 강력한 자극으로 작용하여 폐의 내피세포와 상피
세포의 개형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혈관형성을 유도하여 혈관 분포를 개선할
수 있다.이런 과정은 운동 중에도 역시 관찰될 수 있다.HIF-1α는 저 산소
에 노출되었을 때 혈관의 개형 및 기관지 개형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저 산소에 노출되었을 때 TNF-α를 활성화하고 폐 섬유화를 유발하여
만성적 심폐 개형을 유발한다고 하였다.저 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육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되고 있으나 폐 실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목목목적적적: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 노출시킨 생쥐에 있어 운동을 시행했을 때

폐 조직에서 HIF-1α와 TNF-α의 발현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방방법법법:::실험 방법은 10주령의 수컷 BALB/c생쥐 총 16마리를 저 산소 운동

군(HE,n=4),대기 운동군(NE,n=4),저 산소 비운동군(HC,n=4),대기 비운
동군(NC,n=4)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생쥐는 태어난 지 12시간 안에 무작
위로 두 군으로 나누어 저 산소 환경(산소 분압 13%)과 대기 환경(산소 분압
약 21%)에서 10주 동안 사육하였고 각 군은 10주 후 다시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은 10주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다른 군은 운동을 시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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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실험에 사용한 산소 분압 13%는 고산지대 3,800m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운동을 시킨 생쥐의 경우 운동시행 10주 후에 폐를 적출하였고 운동을 시키
지 않은 생쥐의 경우 태어난 지 20주 이후 희생시켜 폐를 적출한 후
RT-PCR 방법으로 HIF-1α 와 TNF-α mRNA를 측정하였다.
결결결과과과:::저 산소 운동군(HE)의 HIF-1α의 발현이 저 산소 비운동군(HC)과

대기 운동군(NE)보다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대기 운동군(NE)에서 HIF-1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과 저 산소 비운동군(HC)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저 산소 비운동군(HC)에서 HIF-1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보다 증
가 하였다.
저 산소 운동군(HE)에서 TNF-α의 발현이 저 산소 비운동군(HC)과 대기 운
동군(NE)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대기 운동군(NE)에서 TNF-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과 저 산소 비운동군(HC)에 비해서 증가하였다.저 산소
비운동군(HC)과 대기 비운동군(NC)과의 TNF-α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결결결론론론:::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된 경우 폐

조직에서 HIF-1α가 증가했으며 또한 운동자극에 의해서도 HIF-1α가 의미
있게 증가했다.특히 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된 이후 운동을 시행한 경
우에 HIF-1α의 발현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것으로 보아 간헐적 저 산소
에 노출된 이후 정상 산소 운동을 시행했을 때 폐 조직에서의 TNF-α의 발
현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또한 간헐적 저 산소 자극과 운
동자극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저산소증과 운동에 의한
HIF-1α와 TNF-α의 발현의 증가가 폐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
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핵핵핵심심심 되되되는는는 말말말:간헐적 저 산소 운동,HIF-1α,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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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간헐헐헐적적적으으으로로로 저저저 산산산소소소 환환환경경경에에에 노노노출출출시시시킨킨킨
생생생쥐쥐쥐에에에서서서 운운운동동동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폐폐폐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의의의
HHHIIIFFF---111αααα와와와 TTTNNNFFF---αααα의의의 발발발현현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지지지도도도 리리리 원원원 연연연 교교교수수수>>>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학학학과과과
이이이 부부부 길길길

III...서서서 론론론

장기간 저 산소에 노출이 되었거나 고산 지대에 노출되었을 때 적혈구,혈

색소,모세혈관의 밀도 및 골격근육의 마이오글로빈의 밀도가 증가한다.이런

결과로 산소 운반능력이 호전될 수 있다(Benjamin등,1997).Elodie등(2006)은

저 산소 노출에 의해 근육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호전되고 젖산

의 완충능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구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저 산소 환경의 고산지대에서 운동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운동선수를

저 산소농도(2,500m 상당 고도의 산소농도)에 노출시키고 평지와 같은 조건

에서 훈련하여 지구력의 향상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이후 고산 생활-

평지 훈련(Living high–Training Low)모델이 제시되었고 Laurent등(2006)

은 고산지대에 살면서 평지에서 훈련을 했을 때 산소 운반능이 호전되었고

적절한 근신경계에 자극을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힘과 속도를 늘렸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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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저 산소 노출은 강력한 자극으로 폐에서 다양한 변화를 유도한다.폐혈관

의 내피세포가 저 산소 환경에 활발하게 반응하며 혈액의 분포와 혈관압력을

조절하게 된다.저 산소 환경에 의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

되면 혈관의 투과도가 증가하고 혈관 평활근의 긴장이 상승하고 혈전형성이

조장되며 세포증식이 유발되어 결과적으로 혈관의 조직 개형이 가속화된다.

산소 분압이 12%이하가 되면 혈관 폐 평활 근세포의 가역적 수축을 유도하

게 되어 폐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Rubin등,2007).저 산소 환

경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에서도 개형이 유발되는데 기도 평활근의 비대와 증

식과다를 유도하며 상피 하 그물 호흡 기저막이 두꺼워지고 섬유화를 유발하

며 점막 하 기관지선의 비대 및 기관지 상피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Jeffery등,2001).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특히 호흡성 세 기관지 및 폐

포 벽이 두꺼워지고 기도가 좁아지며 비틀림이 생긴다고 하였다(Hogg등,

2004).

저 산소 환경에 반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사 인자로 HIF-1α(Hypoxia

induciblefactor1alpha)를 들 수 있다.HIF-1α는 저 산소에 노출되었을 때

세포 내 반응의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Semenza,2007)산소 상태를

감지하고 이에 반응하여 산소 의존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전사 인자로서

중요성을 갖는다(Semenza,2000).Jörg등(2007)은 HIF-1을 저 산소에 의한

혈관의 생성에 관여하고 혈관 개형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Vasiliy등(2007)은 HIF-1이 기관지 상피와 상피 하 섬유화를 유발하여 기도

개형에 중요하게 관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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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등(1999)은 저 산소는 강력한 면역조절신호이며 다면 발현성의

cytokine인 TNF-α(TumorNecrosisFactor-alpha)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

였고 Miyazaki등(1995)은 TNF-α가 폐 섬유화를 유발하여 만성적 심폐 개형

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 산소 환경에서 운동을 시행함으로 지구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Stephane등(2006)은 저 산소 운동 프로토콜을 시행했을 때 궁극적으로 근육

의 적응력이 호전됨을 보고하였고,Damian등(1999)에 의하면 저 산소 운동

은 지방산 및 총 콜레스테롤,고밀도 지단백질 및 저밀도 지단백질 등 심폐

위험인자를 개선 시켰으며 운동 능력을 호전시키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보였

다.

이런 저 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육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Carsten등,2006;Steven등,2007)심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

구되고 있으나 폐 실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산 생활-

평지 훈련모델의 개념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고산지대와 동일한 저 산소 환경

을 만들어 훈련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근육에서 기능적 및 생리적 호전이 유도되고 심폐기능

이 개선된 것을 보면 이와 관련한 폐 실질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서 자란 생쥐에서 정상 산소 운동을

시행하면 폐 조직에서의 HIF-1α와 TNF-α등의 cytokine의 발현이 변화할 것

으로 가정하였다.본 저자는 간헐적 저 산소에 노출된 생쥐에 있어 정상 산

소 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폐에서의 HIF-1α와 TNF-α등의 cytokine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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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재재재 료료료 및및및 방방방 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 대대대상상상

수컷 BALB/c생쥐(체중20-22gm)는 stainlesssteelwirechamber에서 사
육되며 일정한 온도(211C)와 습도(60.5%)를 유지하고 12시간 light/dark
schedule을 따랐다.먹이와 물은 자유롭게 공급하였다.
10주령의 수컷 BALB/c생쥐 총 16마리를 저 산소 운동군(HE,n=4),대기

운동군(NE,n=4),저 산소 비운동군(HC,n=4),대기 비운동군(NC,n=4)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생쥐는 태어난 지 12시간 안에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

어 저 산소 환경(산소 분압 13%)과 대기 환경(산소 분압 약 21%)에서 10주

동안 사육하였고 각 군은 10주 후 다시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은 10주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다른 군은 운동 시키지 않았다.간헐적 저 산소 환

경에 노출시킨 실험군은 2시간 간격으로 산소 분압 13%에 도달하도록 하였

다.실험에 사용된 산소 분압 13%는 고산지대 3,800m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운동을 시킨 생쥐의 경우 운동시행 10주 후에 폐를 적출하였고 운동을 시키

지 않은 생쥐의 경우 태어난 지 20주 이후 희생시켜 폐를 적출한 후

RT-PCR 방법으로 HIF-1α 와 TNF-α mRNA를 측정하였다.

222...운운운동동동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운동은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였다.Treadmill(Panlab,Korea)기계를 사용
하여 3일/1주,16-20m/min의 속도로 각 30-45분 동안 시행하였고 총 10-20
주 동안 진행하였다.10주 이후의 생쥐를 대상으로 폐를 적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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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RRRNNNAAA 분분분리리리

RNA 분리하기 위해서 조직에 Trizol1ml을 첨가한 후 finger-motored
disposablepestle을 이용하여 분쇄하였다.분쇄된 조직에 chloroform을 첨가
하여 vertex한 후 12000G에서 15분 동안(5°C)원심분리 하고 그 이후 1:1
로 isoprophenol을 첨가하여 12000g에서 10분 동안(5°C)원심분리 하였다.
RNA pallet를 RNasefree75% ethanol에 2차례 세척한 다음 7500g로 5분 동
안 원심분리 하였다.RNasefreewater로 용해한 후 UV spectophotometer를
이용하여 260nm 흡광도에서 정량하였다.

444... RRReeevvveeerrrssseee TTTrrraaannnssscccrrriiippptttaaassseee --- PPPooolllyyymmmeeerrraaassseee CCChhhaaaiiinnn
RRReeeaaaccctttiiiooonnn(((RRRTTT---PPPCCCRRR)))

PCR은 UniversalRiboclone cDNA Synthesis System을 사용하여 total
RNA의 1g으로부터 first-strandcDNA synthesize하였다.Primer는 mouse
HIF-1α:5'-GTCGGACAGCCTCACCAAACAG-3'as forward primerand
5'-TAGGTAGTGAGCCACCAGTGTCC-3' as reverse primer (542 base
pairs);HIF에 대한 PCR은 35cycle을 돌렸다.(94°C for5min,94°C for30
sec,61°C for30sec72°C for1minand 72°C for7min)(Belaiba,2007)
TNF-α의 primer는 forward5'-AGA TAG CAA ATC GGC TGA CGG-3';
reverse5'-ATCAGT TCT ATG GCCCAG ACC-3'를 사용하여 TNF-α에
대한 PCR은 35cycle을 시행하였다.(94°C for5min,94°C for30sec,56°C
for30sec72°C for30secand72°C for7min)이후 Agarousgels을 이용
하여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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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SSStttaaatttiiissstttiiicccaaalllaaannnaaalllyyysssiiisss

mRNA 양은 GAPDH mRNA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통계적 검정은
SPSS Win12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집단
간의 평균의 비교는 Kruskal-Wallis검정을 사용하였다.각 군과의 비교는
onewayANOVA를 사용하였다.P값이 0.05이하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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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 과과과

저 산소 운동군(HE)의 HIF-1α의 발현이 저 산소 비운동군(HC)보다 유의

하게(P<0.001)증가하였고 대기 운동군(NE)보다 유의하게(P<0.05)증가 하였

다.대기 운동군(NE)에서 HIF-1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과 저 산소 비

운동군(HC)보다 유의하게(P<0.001)증가하였다.저 산소 비운동군(HC)에서

HIF-1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보다 증가 하였다(P>0.05).(((그그그림림림 111)))

저 산소 운동군(HE)에서 TNF-α의 발현이 저 산소 비운동군(HC)보다 유의
하게(P<0.001)증가하였고 대기 운동군(NE)보다 유의하게(P<0.05)증가하였
다.대기 운동군(NE)에서 TNF-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과 저 산소 비
운동군(HC)에 비해서 증가하였다(P>0.05).저 산소 비운동군(HC)과 대기 비
운동군(NC)과의 TNF-α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P>0.05).(((그그그림림림 222)))

***adjustedvolumecountpermm2,NC:대기 비운동군,NE:대기 운동군,HC:저 산소 비운동

군,HE:저 산소 운동군

그그그림림림 111. 각 군의 폐 조직에서의 HIF-1α의 발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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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volumecountpermm2,NC:대기 비운동군,NE:대기 운동군,HC:저 산소 비운동
군,HE:저 산소 운동군

그그그림림림 222. 각 군의 폐 조직에서의 TNF-α의 발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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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 찰찰찰

HIF-1α는 세포 내 산소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며 저 산소에 노출되었을 때
적응을 유도한다(M.Vogt등,2001).정상 산소 분압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
다가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되면 재빨리 안정화되고 핵 내의 유전자 전위를 유
발하여 전사인자로서 작용하게 된다(Bardos등,2005).그 이후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고 단백질을 부호화하여 세포 내로 산소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한 기질의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Bracken등,2003).또한 HIF-1α는 적
혈구 생성을 자극하여 혈액의 산소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Jelkmann등,
2004).이런 HIF-1α의 작용이 Coulet 등(2003)에 의하면 모든 조직에서
VEGF(VascularEndothelialGrowthFactor),eNOS(EndothelialNitricOxide
Synthase),HOX-1(Homeobox-1)등의 표적 유전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
였다.표적 유전자 중 VEGF는 혈관생성을 자극하여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
키고 eNOS,HOX-1은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로 작용하여 저 산소 조직의
관류를 유도한다고 하였다.이와 달리 Jörg 등(2007)에 의하면 VEGF,
PDGF(Platelet-DerivedGrowthFactor)에 의해 혈관 증식 및 평활근의 증식
을 유도하고 MT1(MatrixMetalloproteinase1),TIMP-1(TissueInhibitorof
MetalloProteases-1)을 매개하여 세포 외 기질 대사를 조절함으로 기도 및
혈관 개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Vasiliy등(2007)에 의하면 기도 개형
이 유발된 폐 조직을 대상으로 HIF-1α 염색을 시행했을 때 상피의 구조적
변화의 진행에 따라 HIF-1α 양성 발현 세포가 증가했고 호흡기 기저막의 두
께가 증가하고 상피 하 혈관의 줄어드는 개형이 진행될수록 HIF-1α 양성 발
현 세포가 증가했다고 보고 하였다.Rachida등(2007)에 의하면 생쥐의 폐에
서 HIF-1α가 정상 산소환경에 비해 저 산소 노출에 의해 의미 있게 증가했
다고 했고 이런 결과로 HIF-1α가 상피 하 개형의 발생과정에 관여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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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지금까지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HIF-1α의 발현이 증가하며 폐에

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그러나 위에 살펴본 병적인 상태와
는 달리 고산지대에서 태어나서 자란 티베트인의 경우처럼 어렸을 때부터 생
리적인 저 산소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이와는 다른 심
폐기능의 변화가 관찰되었다(TiantyWu,2003).티베트인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폐 기능적인 부분에서 총 폐활량과 폐활량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고
흉곽이 증가도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Sun등,1990;Droma등,1991;Apte
등,2005).그리고 폐혈관의 비대가 대조군에 비해 약화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저 산소에 반응하는 폐 고혈압 반응이 약화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Tucker
와 Rhodes,2001).그리고 이런 반응은 주로 4개월에서 3세까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었다(Sui등,1988).더욱이 알프스 산맥의
목초지대에 살고 있는 고산 지대 동물인 plateaupika를 살펴 보면 폐동맥의
벽이 얇고 저 산소에 의한 폐혈관의 혈관수축 반응이 대조군에 비해 약화되
어 있었다.이것을 고산지대의 산소 사용 효율을 높여 저 산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적응방법으로 설명하였다(Ge등,1998).그리고 HG LI등(2008)에 의
하면 이 동물의 폐 조직에서 HIF-1α를 측정 했을 때 그 발현이 증가했고 특
히 고도가 증가할수록 의미 있게 HIF-1α의 발현이 증가했다고 보고 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생리적인 저 산소 환경에서 폐 조직의 HIF-1α의 발현의 증
가가 저 산소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 반응과 관련한 것일 수 있음을 추
측할 수 있다.본 연구처럼 생후 4시간 이내부터 지속적으로 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 노출시켰을 때 폐 조직의 HIF-1α의 발현의 증가가 생리적인 저 산소
환경의 적응과 관련한 긍정적인 효과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운동에 의한 HIF-1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육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폐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운동 시 근육은 심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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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저 산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HIF-1α가 증가하며 해
당 작용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저 산소에 반응해서 혈관생성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Carsten등(2006)에 의하면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상 산소 지구력
운동을 시행했을 때 운동하는 동안 근육에서 HIF-1α의 발현이 감소되고 운
동 이후 그 감소가 소실되었다고 하였고 M.Vogt등(2001)에서도 성인을 대
상으로 정상 산소 환경에서 운동을 한 경우에 근육의 HIF-1α mRNA가 상승
하지 않았지만 저 산소 환경에서 운동을 한 경우 근육의 HIF-1α mRNA가
의미 있게 상승했다고 보고하였다.Joffrey등(2006)에 의하면 운동선수를 대
상으로 해수면 고도에서 지내게 하고 정상 산소 환경에서 훈련한 경우 근육
의 HIF-1α mRNA 발현이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고 저 산
소 환경에서 훈련한 경우에만 HIF-1α mRNA의 발현이 유의하게 상승했다고
보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에서 정상 산소 운동을 시행한 경우 HIF-1

α mRNA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고 저 산소 운동을
시행한 경우에만 증가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기 운동군(NE)에서 대기
비운동군(NC)에 비해 폐 조직에서의 HIF-1α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산소 환경에서도 운동 자극에 의해 폐 조직에서의
HIF-1α의 발현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산소 운동군
(HE)의 HIF-1α의 발현이 저 산소 비운동군(HC)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기 산소 운동군(NE)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로 보아 간헐적 저 산소
자극에 노출된 이후 운동 자극을 주었을 때 폐 조직에서의 HIF-1α의 발현이
가장 강력히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리고 간헐적 저 산소 자극과
운동자극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 산소 자극과 운동 자극에 의해 상승된 HIF-1α가 폐 조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본 연구의 특징은 생후 4시간 안에 저 산소 chamb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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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저 산소 자극에 노출 시켰고 여러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저 산소 환경에 노출시켰으며 10주 이후부터 정상
산소 운동을 시행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그리고 티베트인들을 관찰한 연구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낮
은 (A-a)DO2를 가지므로 쉽게 확산 할 수 있으며 고효율의 환기 관류를 유
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Zhuang등,1996).이는 티베트인들의 폐 용량이
증가되어 있고 이에 따른 폐포 표면적과 모세혈관의 혈액양이 증가되어 운동
하는 동안에 산소포화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 하였다(Cheng등,
1997).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을 때 한족에 비
해 저 산소에 의한 폐혈관 수축 반응이 약화되어 나타났으며(Groves등,
1993)안데스인이나 히말라야인들을 운동 시켰을 때도 고지대로 이민 온 사
람들보다 높은 운동 능력을 보였고 운동하는 동안에 높은 산소포화도를 보였
다.그리고 산소운반계의 전반적인 기능적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수치인 최대
산소 섭취능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대조군 보다 의미 있게 상승한 결과를 보
였다(Sun등,1990;Zhuang등,1996).또한 Qiu-Hong등(1997)에 의하면 청년
기의 티베트인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을 때 최대 산소섭취능이 증가했고 운
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의미 있게 동맥 산소 포화도가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
다.이 결과로 보면 생후 고산환경에 노출된 경우 저 산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심폐기능의 호전이 운동 시에도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본 연구
에서도 운동자극에 의해 상승된 폐조직의 HIF-1α가 저 산소 적응에 긍정적
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식세포와 단세포 혈구세포에서 주로 생성되는 TNF-α는 여러 cytokine의

생성을 유도하며 세포의 성장,분화에 관여하며 자연고사 및 괴사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염증성 cytokine으로 알려져 있다(Baiya등,2003;Sack등,
2000).Taylor등(1999)에 의하면 저 산소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장의 상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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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시간 의존적으로 TNF-α가 증가하였고 Murinemacrophagecellline
을 저 산소에 노출시켰을 때 LPS 자극 TNF-α mRNA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FenQin등,2008).이와 달리 Nitza등(2008)은 복강의 Mouse
macrophagecellline에서 저 산소 노출에 의해 LPS 자극 TNF-α mRNA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Piguet등(1994)에 의하면 TNF-α가 섬유
모세포의 분화와 콜라젠 생성에 관여하여 bleomycin으로 폐 섬유화를 유발한
생쥐에서 TNF-α의 유전자 표현이 증가되었고 SolubleTNFreceptor를 사용
한 후 폐 섬유화를 감소시켰다고 보고 하였다.
TNF-α에 미치는 운동에 대한 효과는 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 주로 혈장에

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JH Drenth등(1998)에 의하면 중등도 운동에 의해
혈장의 TNF-α가 감소되거나 변화가 없었고 Bente등(2001)은 고강도 운동에
의해 혈장의 TNF-α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Maria등(2002)에 의하면
지구력 운동을 시행했을 때 혈장의 염증세포와 TNF-α가 증가했고 DM Kim
등(2006)에 의하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과 운동 강도에 따
라 혈장의 TNF-α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런 변화는 운동 이후 회복 30분
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Kenneth 등(1999)에 의하면 운동에
의해 혈장의 TNF-α 증가 뿐 만이 아니라 cytokine억제제인 SolubleTNF
receptor의 연쇄 반응 및 항 염증 cytokine의 증가를 유도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였다.폐 조직 및 혈장에서 운동 이후 TNF-α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Colbert등(2001)이 한 연구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treadmill
운동 이후 혈장의 TNF-α는 상승하지 않았는데 폐 조직의 TNF-α mRNA는
유의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고 하였다.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상 성인
을 대상으로 저 산소 운동 후 혈장에서 TNF-α를 측정했을 때 정상 산소에
서 운동한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운동 강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Blegen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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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기 운동군(NE)에서 TNF-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
과 저 산소 비운동군(HC)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
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그러나 저 산소 운동군(HE)의 TNF-α 발현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간헐적 저 산소에 노출된 이후 정상 산
소 운동을 시행했을 때 폐 조직에서의 TNF-α의 발현이 강력히 증가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그리고 간헐적 저 산소 자극과 운동자극간의 상승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어 그 해석에 제
한이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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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된 생쥐에 있어 운동을 시행했을 때
폐 조직에서 HIF-1α와 TNF-α의 발현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저 산소 운동군(HE)의 HIF-1α의 발현이 저 산소 비운동군(HC)과 대기
운동군(NE)보다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2.대기 운동군(NE)에서 HIF-1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과 저 산소
비운동군(HC)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저 산소 비운동군(HC)에서 HIF-1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보다 증
가 하였다.
4.저 산소 운동군(HE)에서 TNF-α의 발현이 저 산소 비운동군(HC)과 대
기 운동군(NE)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5.대기 운동군(NE)에서 TNF-α의 발현이 대기 비운동군(NC)과 저 산소
비운동군(HC)보다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된 경우 폐 조직에

서 HIF-1α가 증가했으며 또한 운동자극에 의해서도 HIF-1α가 의미 있게 증
가했지만 특히 간헐적 저 산소 환경에 노출된 이후 운동을 시행한 경우가
HIF-1α의 발현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또한 간헐적
저 산소에 노출된 이후 정상 산소 운동을 시행했을 때 폐 조직에서의 TNF-
α의 발현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이 결과로 보아 간헐적
저 산소 자극과 운동자극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저산소증과
운동에 의한 HIF-1α와 TNF-α의 발현의 증가가 폐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어
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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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hhheeeeeeffffffeeeccctttsssooofffeeexxxeeerrrccciiissseeeaaannndddaaatttmmmooosssppphhheeerrriiicccoooxxxyyygggeeennn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iiinnnnnnooorrrmmmooobbbaaarrriiiccc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ooonnnccchhhaaannngggeee

ooofffHHHIIIFFF---111αααα    aaannndddTTTNNNFFF---αααα    iiinnnmmmiiiccceeellluuunnngggtttiiissssssuuueee

LLLeeeeeeBBBuuuGGGhhhiiilllMMM...DDD...
DepartmentofInternal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Won-YeonLee)

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 The physical training with hypoxic environment(HE)
increasescardiopulmonary performance.Hypoxiaisapotentstimulusfor
lungendothelialandepithelialremodeling.Vascularremodelingestablishes
and improves blood vesselsupply such as vasculogenesis,angiogenesis
andarteriogenesis.Theseprocessesareobservedduringphysicaltraining
also. HIF-1α is a crucial factor affecting hypoxia-induced vascular
remodeling.TNF-α isknowntoinducepulmonaryvasoconstriction.Recent
datasuggestthatHIF-1α involveintheregulationofmuscleadaptations
afterHE.ButthechangesofHIF-1α andTNF-α isnotwellknownin
lungtissueafterHE.
AAAiiimmmsss:::WeinvestigatedthatthechangesofHIF-1α andTNF-α inlung

tissuesofmiceexercisedwithintermittenthypoxiccondition.
MMMeeettthhhooodddsss::: 16 male BALB/c mice within 12hours after birth were

randomlydividedintofourgroups:normoxiacontrolgroup(NC,21%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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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xia controlgroup(HC,13% O2),normoxia exercise group(NE,21%
O2),and hypoxia exercise group(HE,13% O2).Each ofthe exercise
groupswassubjectedtotraveltreadmill3daysperweeksfor10to20
weeks.Upon thecompletion ofexperiment,thelungsareremoved,and
evaluate HIF-1α and TNF-α mRNA expression in lung tissue with
RT-PCR technique.
RRReeesssuuullltttsss::: The mRNA expressions of HIF-1α were significantly

increased(p<0.05)inNE andHE groupsandthosearemoreincreasedin
HE group(p<0.05).ThemRNA expressionsofTNF-α weresignificantly
increased(p<0.05)inHEgroups.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ss:::These data suggestHIF-1α was activated by exercise

andmorewithhypoxicstimulusinlungtissue.Exerciseafterexposureto
intermittenthypoxia is strong stimulus ofHIF-1α and TNF-α in lung
tissue.AndtherelationofHIF-1α andTNF-α elevationinlungwithHE
andcardiopulmonaryimprovementdeservestobeevaluated.

KKKeeeyyywwwooorrrddd:Hypoxicexercise,HIF-1α,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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