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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이 심근의 혈관생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홍영표¹, 여효성² 

¹한국체육대학교 건강교육, ²계명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서 론

정신분열(schizophrenia)은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만성적인 정신의

학적 질병으로 항정신성 약물 치료 후에도 재발의 위험과 다양한 질병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정신분열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2-3배 더 높은 조기 사망률을 나타내며[2], 기대수명이 

20%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 대부분 정신분열 환자의 사망

률은 자살(suicide)보다 병리적 질환에 의한 것이며[4], 특히 심혈관 질

환에 의한 사망률이 정신분열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2배 높게 조사

된 바 있다[5]. 심혈관질환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6] 정신분열 환자들은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이 1.2-3.6배

[7-9], 급성 심장사 발생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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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gular endurance exercise on the changes of angiogenic biomark-
ers in myocardial tissues of the schizophrenia-induced rats.

METHODS: Twenty-one SD 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CON (n=7), MK (n=7) and MK+ET (n=7) groups. MK and MK+ET 
groups were treated with MK-801 for 2 weeks before endurance training. MK+ET group ran on a rodent treadmill at 22 m/min for 4 
weeks (5 days/week, 30 min/day) after the treatment. Protein expressions of NMDA receptor and angiogenic factors (HIF-1α, VEGF, 
Flk-1, Ang-1,-2) in myocardial tissue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RESULTS: Expression of NMDA receptor (p=.004), VEGF (p=.016), Flk-1 (p=.001), Ang-1 (p=.001), Ang-2 (p=.015) in MK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in CON group. On contrary, MK+ET group showed no significant expression of NMDA receptor, VEGF 
and Flk-1 compared to CON group (p>.05). Ang-1 (p=.001) and Ang-2 (p=.001) expression of MK+ET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ON group, whereas Ang-1 expression in MK+ET (p=.024)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MK group. In addition, Ang-2:  
Ang-1 ratio in MK (p=.001)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CON group,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N and 
MK+ET group (p>.05).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duction of NMDA receptors by MK-801 may negatively affect the angiogenic 
responses in myocardial tissue and that regular endurance exercise may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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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조기 사망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에 대한 신뢰

할 만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신분열 환자에 대한 심혈관 질환 발병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

여 제시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드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혈관 질

환은 심근세포 손실[11]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또한 혈관의 기능이상이 세포로의 영양분 공급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혈관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안되고 있

다. 심장의 관류와 혈액 공급은 모세혈관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

문에[12] 모세혈관 밀도의 감소는 심장의 관류 저하를 야기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사 요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소와 영양분의 비효

율적인 공급은 병리적 비대에서 나타나는 저산소, 심근세포 손실과 섬

유화와 같은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13]. 모세혈관과 심근 성장 간의 불

균형은 생리적 비대로부터 심부전으로의 전환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14], 이에 따라 모세혈관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발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

진다. 그뿐만 아니라 심근 조직의 모세혈관을 생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인 지표인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확장성 심근병

증(dilated cardiomyopathy)과 심부전 (heart failure) 환자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 

한편 정신분열 환자의 경우 혈액, 뇌척수액, 그리고 사후(post-mor-

tem) 뇌에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VEGF를 포함한 혈관생성(angio-

genesis) 관련 지표인 hypoxia-inducible factor (HIF), insulin growth fac-

tor-1 (IGF-1),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의 발현 이상이 관찰

되어 왔다[16-18]. 정신분열증 환자 뇌의 배측면 전두엽 피질(dorsolater-

al prefrontal cortex)에서 VEGF mRNA 발현이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

었고[16] 이것은 국부적인 혈류의 이상을 유도하는 병리적 혈관생성

(pathologic angiogenesis)을 나타낸다[19].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가 심

혈관 질환에 의해 조기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신분열을 가

진 개체의 심장 조직에서 혈관생성 지표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미

흡한 상황이다.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지

고 있으나[20], 일반적으로 지구성 운동이 인지 기능[21,22]뿐만 아니라 

유산소성 기능[23]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ain et al. [24]의 

연구에서는 운동(30일 이내)이 특히 뇌의 운동피질(motor cortex)에서 

모세혈관(혈관신생 지표)의 빠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혈류가 증가되

는 결과와 함께 운동이 뇌의 혈관기능을 개선시킬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신분열 환자를 대상으로 지구성 운동 수행 

후 심폐기능의 개선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25].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심근 조직에서 지구성 운동을 통한 혈관신생 지표

들의 발현 정도를 관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종합하면 정신분열증이 심혈관 질환 발병을 증가시킴으로써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원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기능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동은 혈관생성 과정을 통해 혈관기능의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정신분열과 

운동을 대상으로 심근 조직의 혈관생성 지표들의 증감을 제시한 연구

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Mk-801은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의 길항제 중 하나로 정신분열 증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26]. 뇌의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glutamate) 수용체인 NMDA

의 활성은 칼슘(Ca2+)의 세포 내 유입을 조절함으로써 신경전달과 학습

에 관여하며[27], mk-801은 NMDA 채널의 펜시클리딘(phencyclidine) 

부위에 결합하여 칼슘의 세포 내 유입을 억제하고 흥분성 손상을 유

도함으로써[28] 궁극적으로 정신분열과 매우 유사한 상태를 유발한다

[29]. 심장 조직에서도 mk-801과 NMDA 수용체 간의 관련성[30] 및 

NMDA와 혈관생성지표인 VEGF와의 상호작용[31]을 제시한 연구결

과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mk-801 처치를 통해 정신분열을 유도하고 

심근에서 혈관생성지표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운동의 효과를 확인하

는 것은 정신분열 환자에 대한 의미 있는 생리적 정보를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험용 흰쥐를 대상으로 mk-801을 처치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을 유발하고 규칙적인 지구성 운동훈련을 수행하여 심근 

조직에서 나타나는 혈관생성 지표인 HIF-1α, VEGF, fetal liver kinase-1 

(Flk-1), Angiopoietin-1 (Ang-1), Angiopoietin-2 (Ang-2)의 변화를 관찰

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21마리의 흰쥐(Sprague-Dawley 

rat, 4주령)이며, 연구 목적에 따라 대조집단(control, CON), MK-801 처

치집단(mk-801 treatment, MK), MK-801 처치+지구성 훈련집단(mk-

801 treatment+exercise training, MK+ET)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당 7마

리씩 배정하였다. 실험종료 시까지 탄수화물 67.5%, 지방 11.7%, 단백질 

20.8%가 포함된 고형 사료를 자유식이하였으며 적절한 사육 환경(온

도 22 ± 2℃, 습도 50-60%, 조명 12/12시간)을 조성하여 유지하였다. 실

험동물에 대한 기본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animals 

CON MK MK+EX

Body weight (g) 417.57±31.08 464.57±24.67 453.00±14.94
Heart weight (g) 1.64±0.40 1.57 ±0.30 1.46 ±0.14
Heart weight/
 Body weight (%)

0.35±0.08 0.34±0.07 0.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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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절차

실험 개시 후 종료 시까지 매주 모든 실험동물의 체중 및 식이량의 

변화를 관찰하여 이상 증세를 보일 시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훈련 개

시 전 MK 집단과 MK+ET 집단은 2주간 MK-801 처치를 실시하였고 

MK+ET 집단은 MK-801 처치 후 총 4주간의 지구성 훈련을 실시하였

다. 전반적인 실험절차는 Fig. 1에 제시하였다. 

1) MK-801 처치 방법

총 2주간의 기간 동안 MK 집단과 MK+ET 집단의 실험동물을 대상

으로 mk-801 0.2 mg/kg을 saline 2 mL/kg에 희석하여 복강 내 투여하

였다. CON 집단의 경우에도 복강 내 주입에 의한 스트레스를 동일하

게 적용하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saline 2 mL/kg을 투여하였다. mk-

801 처치는 mk-801 처치 후 NMDA 수용체가 현저히 감소된 선행연구 

방법을 따라 수행되었다[32].

2) 지구성 훈련 방법

Mk-801 처치를 마친 MK+ET 집단은 실험동물용 트레드밀(DJ2-242, 

Dual Treadmill, 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총 4주간 주 5회, 하루 30

분씩 지구성 훈련을 수행하였다. 사전 적응을 위해 1주간 3 m/min의 

속도로 10분씩 운동 후 본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훈련 시 속도는 점진

적으로 22 m/min의 속도까지 증가시켰다[33].

3. 분석 방법

1) 실험동물 해부 및 표본 적출

실험동물의 심근 조직은 Fig. 1의 실험설계를 바탕으로 적출하였다. 

지구성 훈련이 종료된 후 48시간 시점에 각 집단(CON, MK, MK+ ET)

의 복강 내에 마취제(xylazine 8 mg/kg+ketamine 40 mg/kg)를 주입시

켜 마취시켰다. 심장의 좌심실 표본을 얻어 액화 질소(-180℃)에 급속 

냉동시킨 후 분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2) 단백질 분석

NMDAR1, HIF-1α, VEGF, Flk-1, Ang-1, Ang-2 단백질의 분석을 위

해 western blott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좌심실 조직을 30 mg 단

위로 동일하게 절편 후 lysis buffer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methylsulfonyl f luoride 

[PMSF], 5 mM dithiothreitol [DTT])를 300 μL를 첨가하여 4℃에서 30

분간 배양하였다. 그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어진 

상층액에서 단백질 농도를 분석하여 정량하였다. 정량 후 상측액을 다

른 e-tube에 옮겨 2X SDS loading buffer (60 mM tris pH 6.8, 25% glyc-

erol, 2% SDS, 14.4 mM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nol Blue)를 

혼합한 후에 100℃에 10분 가열하고 얼음에서 10분 배양 후 다시 1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4℃)하여 사용하였다. 준비된 샘플은 스탠

다드 마커(SDS-PAGE Molecular Weight Strandards, BioRad)와 함께 준

비된 10% separating gel (30% acrylamide, 1.5 M tris pH 8.8, 10% SDS, 

10% Ammonium persulfate, TEMED)과 5% stacking gel (30% acryl-

amide, 1 M tris pH 6.8, 10% SDS, 10% Ammonium persulfate, TEMED)

의 각 well에 분주하였으며, 80 V에서 샘플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시

간 정도 전기영동을 수행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 (Bio-rad, 

USA)과 Transfer buffer (190 mM glycine, 50 mM Tris-base, 0.05% SDS, 

20% methanol)로 적신 3M paper (Whatman)를 차례로 겹쳐 Mini trans-

blot cell (Bio-Rad, CA, USA)에 장치한 후 60 V로 2시간 동안 전사하여 

membrane으로의 증착을 종료한 후, 5% BSA 용액(10 mM Tris-base, 

HCl-pH7.6, 0.5 M NaCl, 0.05% Tween20)으로 90분 동안 blocking 과정

을 실시하였다. Blocking 종료 후, anti-NMDAR1 (Ab-890, EnoGene 

Biotech, NY), anti-HIF-1α (sc-13515, Santa Cruz biotechnology, CA), an-

ti-VEGF (sc-7269, Santa Cruz biotechnology, CA), anti-Flk-1 (sc-6251, 

Santa Cruz biotechnology, CA), anti-Angiopoietin-1 (sc-6320, Santa 

Cruz biotechnology, CA), anti- Angiopoietin-2 (sc-7015, Santa Cruz bio-

technology, CA), anti-b-actin (sc-47778, Santa Cruz biotechnology, CA)

Fig. 1.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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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1,000의 비율로 희석하여 1차 항체를 4℃에서 overnight하였다. 1

차 항체를 걷어내고 1X TBS-T 용액으로 10분씩 3차례 세척한 후 2차 

항체를 1:5,000 농도로 희석하여 90분 동안 처리한 후 다시 세척하였다. 

WBLR solution에 membrane을 넣고 발색시킨 후 이미지 분석 시스템

(Molecular Imager ChemiDoc XRS System, Bio-Rad, USA)에 의해 얻어

진 밴드를 통해 최종적으로 단백질량을 분석하여 결과에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자료분석을 위해 SPSS/PC+Versio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집단(CON, MK, MK+ET)에 따른 심근의 단백질 농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검

증은 Tukey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검증 수준은 p=.05로 설정하

였다. 

 

연구결과 

1. 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 후 NMDA receptor 발현의 차이

NDMA 수용체의 단백질 발현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F =  

6.908, p=.006). CON 집단에 비해 MK 집단의 NMDA 수용체는 유의

하게 낮은 반면(p=.004, -42.7%), MK+ET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150)(Fig. 2). 

2. 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 후 HIF-1α 발현의 차이

HIF-1α 단백질 발현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1.096, 

p=.356). CON 집단에 비해 MK 집단의 HIF-1α 단백질 발현은 낮은 경

향(p=.034, -16.9%)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MK+ET 집단과도 차이가 없었다(p=.897)(Fig. 3). 

Fig. 2. Differences of NMDA receptor protein expression between groups 
after MK-801 treatment and endur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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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fferences of HIF-1α protein expression between groups after MK-
801 treatment and endur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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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erences of VEGF protein expression between groups after MK-
801 treatment and endur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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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fferences of Flk-1 protein expression between groups after MK-
801 treatment and endur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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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 후 VEGF 발현의 차이

VEGF 단백질 발현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F =7.121, p=.005). 

CON 집단에 비해 MK 집단의 VEGF 단백질 발현은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으며(p=.016, -24.4%), MK+ET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p=.949). 

한편, MK 집단과 MK+ET 집단 간 VEGF 단백질 발현은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008, +35.4%)(Fig. 4).

4. 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 후 Flk-1 발현의 차이

Flk-1 단백질 발현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F =10.419, p=.001). 

CON 집단에 비해 MK 집단의 Flk-1 단백질 발현은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으며(p=.001, -21.1%), MK+ET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p=.065)

(Fig. 5). 

5. 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 후 Ang-1 발현의 차이

Ang-1 단백질 발현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F =53.398, p=.001). 

CON 집단에 비해 MK 집단의 Ang-1 단백질 발현은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으며(p=.001, -56.9%), MK+ET 집단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p=.001, 

-40.4%). 또한, MK 집단과 MK+ET 집단 간에도 Ang-1 단백질 발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24, 38.4%)(Fig. 6).

6. 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 후 Ang-2 발현의 차이

Ang-2 단백질 발현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F =14.926, p=.001). 

CON 집단에 비해 MK 집단의 Ang-2 단백질 발현은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으며(p=.015, -19.2%), MK+ET 집단에서도 낮게 나타났다(p=.001, 

-33.2%). 반면 MK 집단과 MK+ET 집단 간에는 Ang-2 단백질 발현의 

차이가 없었다(p=.081)(Fig. 7).

7.  MK-801 처치와 지구성 훈련 후 Ang-2:Ang-1 ratio 의 차이

Ang-2:Ang-1 ratio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F =21.304, p=.001). 

CON 집단에 비해 MK 집단의 Ang-2:Ang-1 ratio는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으나(p =.001, 92.2%), MK+ET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745). 또한, MK 집단과 MK+ET 집단 간에도 Ang-2:Ang-1 ratio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1, -42.1%)(Fig. 8).

 

논 의 

이 연구는 흰쥐를 대상으로 심근 조직의 혈관생성 지표에 대한 mk-

801 처치의 효과와 규칙적인 지구성 훈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관찰

함으로써 정신분열을 가진 개체의 심혈관 질환 발병의 잠재적 원인과 

개선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k-801 처치에 의해 심근 조직의 NMDA 수

용체 단백질 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나 지구성 훈련을 수행한 경우 

통제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구성 운동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혈관생성 지표인 VEGF와 그 수용체인 FLK-1의 농도는 

mk-801 처치 후 각각 -24.4%, -21.1% 유의하게 낮았으며 운동을 수행한 

경우 통제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NMDA 수용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감소된 혈관생성 반응이 규칙적인 지구성 훈련에 의해 

Fig. 6. Differences of Ang-1 protein expression between groups after MK-
801 treatment and endur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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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fferences of Ang-2:Ang-1 ratio between groups after MK-801 
treatment and endur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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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fferences of Ang-2 protein expression between groups after MK-
801 treatment and endur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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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Ang-1과 Ang-2는 mk-801 처치뿐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후에도 통제집단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이며 상이한 결

과를 나타냈으나, mk-801 처치에 의해 증가된 Ang-2:Ang-1 ratio의 경

우 지구성 운동에 의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mk-

801 처치를 통해 정신분열을 유도한 쥐 심근의 감소된 NDMA 수용체 

농도는 혈관생성 지표들의 감소를 수반하며 규칙적인 지구성 훈련은 

이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분열 발병의 대표적인 원인은 도파민(dopamine)과 글루타메이

트 간의 불균형 또는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기능 이상과 같은 도파민

의 기능 이상이다[34,35].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아형 중 하나인 

NMDA 수용체의 비정상적인 발현은 정신분열 증상에 기여하는 것으

로 제안되어 오고 있다[36]. Mk-801은 NMDA 아형의 길항제이며 중추

신경계로 순조롭게 통과되어[29] 심혈관계 기능에 있어 NMDA 수용체

의 역할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30].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흰

쥐에 mk-801을 처치하여 NMDA 수용체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정

신분열과 매우 유사한 상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처치 후 심근의 

NMDA 수용체 농도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반면 4주간의 규칙적인 지

구성 운동은 감소된 심근의 NMDA 수용체의 농도를 개선시키는 효과

를 보였으며, 이 연구와 유사하게 반복적인 트레드밀 달리기 운동을 수

행시킨 연구에서도 뇌 해마의NMDA 농도가 mk-801 처치 후 감소되었

으나 운동 후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37]. 따라서 mk-801 처치

와 운동에 의한 NMDA 농도의 변화는 뇌 조직뿐 아니라 심근 조직에

서도 같은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 선행연구에서는 

mk-801 처치 후 NMDA 수용체의 변화와 함께 고혈압(hypertension)과 

빈맥(tachycardia)과 같은 심혈관계의 이상 증상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효과는 뇌 내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30]. 

최근, NMDA 수용체와 관련된 신경전달 반응이 혈관내피성장인자

인 VEGF의 증가와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보

고된 바 있다[31]. VEGF는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근 조직뿐 아니라 뇌에서 발현되어 신

경보호 효과를 가지며 신경병리학적 질환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 방

법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38,39]. 이 연구에서 심근 조직의 

VEGF 단백질 발현은 NMDA수용체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 mk-

801 처치 시 현저히 감소된 반면에 지구성 훈련을 수행한 경우 통제집

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VEGF의 수용체인 

Flk-1 단백질 농도의 변화와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HIF-1α 단백질도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뇌를 대상으로 정신분열을 유도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으로써[24], 심장에서도 NMDA 수용체

가 혈관생성 관련 지표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정신분열증의 

경우 혈관생성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는 곧 심혈관 기능

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과 같

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서 심혈

관 질환 관련 사망률을 35%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또한 

정신분열에 있어서도 운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 대사질환

의 위험성을 낮추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3,41,42]. 이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지구성 훈련을 통해 NMDA 수용

체 단백질 농도를 처치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혈관생성 지표인 VEGF, Flk-1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으로

써 지구성 훈련이 NMDA 수용체 농도 회복과 함께 저하된 혈관생성 

반응을 완화시키거나 개선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결과와 직

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심부전증(myocardial infraction)을 가진 mice

를 대상으로 총 3일 동안 하루 1시간의 반복적인 운동훈련을 수행시

킨 연구에서 심근 조직의 VEGF와 Flk-1 단백질과 mRNA 발현이 모두 

증가됨으로써 운동에 의한 VEGF 발현 증가가 심부전증을 완화시키

고 혈관생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43]. 또한 노화된 개체

를 대상으로 8주간 수영운동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심장의 VEGF와 

Flk-1 단백질 발현 그리고 모세혈관 밀도가 젊은 개체에 비해 낮았으

나, 운동을 수행할 경우 VEGF mRNA와 단백질은 운동하지 않은 노

화 개체 심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Flk-1과 모세혈관 밀도는 젊은 개체

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혈관기능이 저하된 개체에 대한 운동훈련

의 효율성을 검증한 바 있다[44].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Ang-1 단백질 발현은 mk-801 처치에 의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운동에 의해 일부 회복된 결과를 보였으며

Ang-2의 경우에도 mk-801 처치와 운동에 의해 낮게 나타났다. Ang-1

은 내피세포의 증식을 향상시키고 혈관 경색 영역(infarction area)의 혈

관 재성장 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혈관생성 지표이며[45], 혈관 내피

와 구조를 안정화시킨다[46]. 반대로, Ang-2는 Ang-1의 길항제로서 작

용하여 Ang-2가 Ang-1보다 높을 경우 모세혈관의 불안정성이 촉진되

어 혈관신생 개시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47]. 그러나 과

도한 Ang-2의 수준은 내피를 손상시키고 염증반응[48]을 일으키거나 

죽상동맥경화증 진전[49]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높은

Ang-2:Ang-1 ratio는 급성 폐 손상 환자의 사망률과 매우 높은 상관성

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50]. 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서 비록 

Ang-2 단백질이 운동에 의해 감소된 결과를 보였으나, Ang-2:Ang-1 

ratio의 경우 mk-801 처치 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구성 훈

련을 통해 낮아짐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mk-801 처치를 통한 심근 조직의 NMDA 수용체 단백질 

발현의 감소는 혈관생성 지표들의 감소를 수반하였으며 반대로 지구

성 훈련을 수행할 경우 이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

다. 비록 이 연구에서 심근의 NMDA 수용체와 혈관생성 지표들의 증

감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잠재적인 기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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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추후 보다 많은 개체 수를 확보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분열 환자의 적절한 지구성 운동 수

행은 심장의 혈관 생성 반응을 개선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

는 데 효율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정신분열 환자

에 대한 적절한 운동 권고사항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이 연구는 심근의 혈관생성 지표에 대한 mk-801 처치의 효과와 규

칙적인 지구성 훈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자 수행되었다. 

mk-801 처치에 의해 심근 조직에서 NMDA 수용체 단백질 발현을 현

저히 감소시켰으며 이는 혈관생성 지표인 VEGF와 수용체인 Flk-1 단

백질 발현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지구성 훈련은 NMDA 수

용체와 VEGF, Flk-1 단백질 농도를 통제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Ang-2:Ang-1 ratio의 경우 mk-801 처치 시 높

았으나 지구성 훈련에 의해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정신분열 개체를 대상으로 심근에서 나타나는 혈관생성 반응

을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 정신분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분야와 운동

재활 분야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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