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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and Activation of Brown Adipose Tissue

서 론

인간의 지방은 크게 백색지방과 갈색지방으로 구분된
다. 백색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갈
색지방은 지방을 이용하여 열을 생성하는 조직이다. 최근 
백색지방내 형성되는 갈색지방인 beige 세포의 발견으로 
갈색지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갈
색지방과 beige 세포는 그 기원과 형성 과정이 다소 상이
하지만 지방산을 이용하여 열을 생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기능을 공유한다. 성인에서 50g의 갈색지방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안정시 에너지 대사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Cypess et al., 2009). 또한, 저온 노출(cold exposure)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혈장내 중성지방 소비량을 증
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켜 체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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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adipose tissue (BAT) is a key player to maintain body temperature due to its thermogenic func-
tion. BAT, previously known to exist only in mammals and the human neonate,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and diabetes, ever since it is reported that human adults have 
functional BAT recently. Heat production using fatty acid and glucose in BAT is induced by uncoupling 
protein 1 (UCP1) and the induction of UCP1 is tightly associated with the activation of β3-adrenergic 
receptor (β3-AR) that is also activated by exercise. Indeed, exercise is one of the most strongest stimuli 
for lipolysis in adipose tissue, leading to releasing fatty acid that will be taken up by BAT. However, the 
effect of exercise in BAT activation has been controversial depending on the adiposity, exercise modes, 
exercise intensities and exercise durations. In this review, therefore, the origin of brown adipose tissue 
and biological mechanism of BAT activation will be reviewed then previous results on BAT activation 
after exercise training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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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Bartelt et al., 2011; Ouellet et 
al., 2012; Yoneshiro et al., 2013). 따라서 갈색지방의 양을 증
대시키거나 갈색지방을 활성화 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Liu et al., 2013; Stanford et al., 2013). 운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지방으로부
터 지방산을 분비시켜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
써 체내 지질 대사를 조절한다. 또한, 운동이 지방으로부
터 지방산을 분비시키는 메커니즘은 운동을 제외한 다른 
자극원들에 의하여 갈색지방의 지방산이 분비되는 메커
니즘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eige 세포를 제외한 전통적인 갈색
지방만을 대상으로 갈색지방의 기원, 갈색지방의 역할, 
갈색지방의 활성화 기전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
이 갈색지방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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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지방세포의 기원 및 발달

백색지방 세포와 갈색지방 세포는 유전자의 발현과 세
포의 형태 그리고 지질 대사에 있어 유사성을 가지고 있
기에 과거에는 두 세포가 같은 전구세포(precursor cell)로
부터 분화된다고 간주되었다(Gesta et al., 2007; Hansen & 
Kristiansen, 2006; Rosen & Spiegelman, 2000). 그러나 갈색
지방 세포는 근육 세포와 같은 전구세포에서 분화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린 쥐의 근육에서 채취한 CD34+ 세포
(Crisan et al., 2008) 및 피부근육분절(dermomyotome)에서 
채취한 engrailed-1(En-1) 발현 세포도(Atit et al., 2006) 실
험실 수준에서 갈색지방 세포로 분화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나 최근 근육 세포와 갈색지방 세포는 같은 근육성 
전사인자의 유전형(myogenic transcriptional signature)을 
공유하며(Timmons et al., 2007), 갈색지방 세포는 근육성 
직계형(myogenic lineage) 유전자인 Myf5를 발현하는 전
구 세포로부터 분화한다는 것이 보고된 이후(Seale et al., 
2008) 갈색지방 세포의 기원은 Myf5 발현 전구세포가 정
설이 되어가고 있다.

생체내 갈색지방의 역할

갈색지방과 열 생성(Thermogenesis) 

갈색지방은 비오한성 열생성(nonshivering thermogen-
esis)을 통하여 추위로 부터 생명체를 보호한다(Bi & Li, 
2013). 특히 태어나면서 자궁 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신생아는 오한(shivering)으로 부터 열을 생성
할 수 없기 때문에 갈색지방을 통한 열생성이 체온을 유
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Lean et al., 1986). 갈색지방의 기
능이 저하된 갓 태어난 양(sheep)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저체온증을 보이며(Symonds, 1995), cold 
syndrome으로 생명을 잃는 신생아도 건강한 신생아에 
비해 적은 양의 갈색지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herne & Hull, 1966). 갈색지방은 신생아에 있어 체온조
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저온
상태를 신생아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실험적인 한계 때문
에 인간을 대상을 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미비하다. 일
반적으로 50% 이상의 성인은 갈색지방을 가지고 있으나 
이중 97%는 비활성화된 갈색지방을 가지고 있다(Cypess 
et al., 2009; Vosselman et al., 2013). 갈색지방의 발열 기능은 
갈색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uncoupling protein 

1(UCP1)에 의해 조절된다(Heaton et al., 1978). UCP1은 마
이토콘드리아의 내막(inner membrane)에서 부터 마이토
콘드리아 기질(mitochondria matrix)로 전자(proton)를 전
달하며 이때  ATP가 ATP synthase에 의해  촉매(catalyzed) 
되지 않는 대신 열을 생성한다(Boss et al., 2000 ; Lowell & 
Flier, 1997). 체내 UCP1 발현을 억제한 마우스는 체온조절
에 결함을 보이지만 UCP2의 보상작용으로 인해 비만을 
야기하지는 않는다(Enerback et al., 1997). 그러나 UCP1 결
핍 마우스를 열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thermoneutral 환
경에 노출시키면 비만이 발생한다(Feldmann et al., 2009). 
반면, UCP1을 지방에서만 과발현 시킨 마우스는 고지방
식이 섭취시 체중 증가가 감소된다(Baumruk et al., 1999). 
추위에(19°C 및 얼음) 노출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서도 갈색지방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가 갈색지방을 갖지 
않은 피험자에 비하여 피부 온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Yoneshiro et al., 201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UCP1이 체중조절과 적어도 thermoneutral 환경에서는 생
체 내 대사를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색지방과 지질대사

단기간 또는 장기간 동안 추위에 노출된 인간에서는 
혈장 중성지방의 일시적 감소가 보고되었다(Bakker et 
al., 2014; van der Lans et al., 2013). 인간의 갈색지방 크기
는 나이, BMI 그리고 체중에 반비례한다(Cypess A M et al., 
2009). 건강한 30대 성인을 추위에 노출시키면  27�의 상온
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쇄골상림프절(supraclavicular) 
및 척추 주변에 위치한 갈색지방이 활성화 된다 (Saito et 
al,.2009). 또한 20대의 건강한 성인이 19�의 방에서 얼음
에 발을 2시간 동안 넣으며, 에너지 소비량이 갈색지방이 
활성화된 피험자가 갈색지방이 활성화되지 않은 피험자
보다 유의하게 증가 한다 (Yoneshiro et al, 2009). 갈색지방
의 열생성에 동원되는 주된 에너지원은 유리지방산과 글
루코스이다(Cannon B and J., 2004). 더욱이, 장기간 동안 
UCP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b3-adrenergic receptor(AR)
를 활성화 시키면 갈색지방 및 백색지방의 지방산 분해
가 가속화 된다(Mottillo et al., 2014).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지방조직내에서 지방분해를 조절하는 adipose triglyceride 
lipase(ATGL) 및 hormone-sensitive lipase(HSL)의 인산화를 
통해 지방산을 분비시킨다. 분비된 지방산은 갈색지방을 
통해 열로 전환되며, UCP1 발현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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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unawardana & Piston, 2012), 고지방 식이를 처치한 
마우스에서도 갈색지방의 이식은 인슐린 민감도를 증대
시킨다(Liu et al., 2015; Liu et al., 2013; Stanford et al., 2013; 
Zhu et al., 2014).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metformin 역시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통해 마우스의 혈중 중성지방 농
도를 감소시킨다(Geerling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인간
의 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갈색지방세포를 마우스에 이
식하면 글루코스 내성이 향상되며(Nishio M et al., 2012), 
추위에 노출되거나 β3-adrenergic receptor(β3-AR) 작용제
(agonist)인 CL-316,243를 비만 쥐에 처치하면 갈색지방을 
활성화를 통한 글루코스 내성이 향상 된다(Liu et al., 1998; 
Vallerand et al., 1986).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역
시 추위에 노출된 실험군은 통제군에 비해 약 12배 정도 
글루코스의 섭취가 증가하였고(Orava et al., 2011) 인슐린 
민감도도 함께 증가하였다(Chondronikola et al., 2014). 따
라서,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당뇨 환자에게 있어 글루코스
의 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치료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갈색지방의 활성화 기전

갈색지방을 활성화 시키는 대표적인 자극원은 추위이
며 추위에 의한 β3-AR의 활성화는 열 생성에 관여하는 유
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주된 신호자극이다. 추위는 노
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노
르에피네프린은 그 수용체인 b3-AR를 활성화 시켜 결과
적으로 갈색지방내 UCP1의 발현을 증가시킨다(Collins, 
2011; Murano et al., 2009). 또한 β3-AR를 활성화시키는 작
용제를 처치하면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통해 마우스의 백
색지방 크기를 감소시킨다(de Souza et al., 1997; Liu et al., 
1998). 이와 같이 β3-AR의 신호전달 체계를 경유하여 갈
색지방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인자들은 �broblast growth 
factor 21(FGF21)(Coskun et al., 2008; Xu et al., 2009), 갑상
성 호르몬(thyroid hormone)(Lopez et al., 2010; Silva, 1995),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s)(Qian et al., 2013; Tseng 
et al., 2008; Whittle et al., 2012), interleukin-6(IL-6)(Li et al., 
2002; Stanford et al., 2013; Wallenius et al., 2002), 그리고 es-
tradiol(E2)(Martinez de Morentin et al., 2014) 등이 있다.

β3-AR 의존형 갈색지방 활성화 인자  

내분비성 호르몬인 FGF21은 FGF family에 속한 단백

극원인 추위에 쥐를 노출 시키면 혈장내 중성지방이 감소
함으로써 고지혈증에 치료적 효과를 보인다(Bartelt et al., 
2011). 건강한 쥐의 갈색지방을 또 다른 건강한 쥐에 이식
하여 그 크기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면 고지방 식이 처
치에도 불구하고 체중증가를 감소 시키며(Liu et al., 2013; 
Stanford et al., 2013; Zhu et al., 2014), leptin receptor를 제거
한 마우스에서도 갈색지방의 이식은 체중감소를 야기한
다(Liu et al., 2015). 이식된 갈색지방은 이식을 받은 마우
스의 갈색지방(intact brown adipose tissue)으로 부터 갈색
지방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단백질 및 싸이토카인을 분
비함으로써 체내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갈색지방의 이식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
았기에 인체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약물 또는 실험
실 내에서 인위적으로 분화시킨 갈색지방세포의 주입 그
리고 운동 등이 갈색지방을 인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선택적 제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ApoE 또는 
lipoprotein 수용체를 제거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에서는 간(liver)이 혈장내 지질단백(lipoprotein)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지방분해가 갈색지방에 의해 유
도되면, 죽상결화판(atherosclerotic plaque)의 발생이 가속
화 됨을 보여주었다(Dong et al., 2013). 그러나 간의 지질단
백 제거 능력을 보유한 APOE*3-Leiden.CETP 과발현 마우
스에서는 죽상관상동맥의 발현이 억제된다(Berbee et al., 
2015). 이는 갈색지방의 활성이 항비만 효과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는 갈색지방의 활성을 치료적 차원에서 적용할 때는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갈색지방과 당뇨

갈색지방은 열생성 과정에서 지방산 및 글루코스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Bartelt et al., 2011; 
Cannon & Nedergaard, 2004; Townsend & Tseng, 2014), 갈
색지방의 활성화는 생체내 글루코스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비만 및 당뇨환자에서는 갈색지방의 글
루코스 섭취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Jacene et al., 2011; Lee et al., 2010; Orava et al., 2013).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갈색지방의 크기 또는 그 활성화 정도가 인
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Streptozotocin으
로 제 1형 당뇨병을 유도한 마우스에 갈색지방을 이식하
면 글루코스의 조직내 섭취량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혈
장내 글루코스의 농도가 낮아지며(Gunawardana & P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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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서 지방세포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여(Hondares et al., 
2010)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유도한다(Douris et al., 2015). 
FGF21은 주로 간에서 분비되지만 갑상선, 골격근, 백색
지방 및 갈색지방에서도 분비된다(Salminen et al., 2017). 
FGF21 단백질을 주입한 마우스는 갈색지방내 UCP1의 발
현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효과는 β-AR 억제제를 처치
한 마우스 및 β-AR을 제거한 마우스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다(Douris et al., 2015). BMPs는 β3-AR 보다는 갈색지방 
전구세포(progenitor cell)에 존재하는 BMP 수용체(type I 
and II)에 결합하여 갈색지방 세포의 분화를 조절한다. 흥
미롭게도 BMP 수용체를 제거하면 백색지방의 교감신경
을 자극시켜 백색지방의 갈색지방화를 유도한다(Schulz 
et al., 2013). 그러나 갑상선 호르몬 또는 β-AR  길항제(ago-
nist)에 의해 그 발현이 증가되는 BMP8B는 갈색지방의 교
감신경 톤(tone)을 증가시킴으로써 갈색지방의 열 생성에 
관여하며(Whittle et al., 2012), β-AR 억제제를 처치한 마우
스에서는 갑상성 호르몬에 의한 갈색지방의 열 생성이 관
찰되지 않는다(Lopez et al., 2010). 따라서 적어도 BMP8B
의 갈색지방 활성화는 β3-AR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다. 
염증을 유발하는 싸이토카인인 IL-6는 비만에 의한 인슐
린 저항성을 야기한다(Pal et al., 2014). 그러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마우스 뇌에 IL-6를 과발현 시키면 식이섭취량
에 변화 없이도 복부 지방량 및 체중의 감소를 야기하며 
또한 갈색지방의 UCP1 발현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
한 변화는 갈색지방의 교감신경을 제거한 마우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Li et al., 2002). 또한 건강한 쥐의 갈색지
방을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에 이식하면 항비만 효
과를 가져오나 IL-6를 제거한 마우스에 이식하면 항 비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Stanford K I et al., 2013). 따라서 
IL-6는 β3-AR의 활성화를 통한 갈색지방의 열 생성을 유
도함으로써 체중 조절에 기여한다. E2는 시상하부 복내측
핵에(ventromedial hypothalamic nucleus)에 특이적으로 발
현하는estrogen receptor alpha(ERa)에 결합하여 AMP acti-
vated protein kinase(AMPK)를 억제함으로써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 갈색지방의 열 생성을 증가시킨다(Martinez 
de Morentin et al., 2014). 이런 결과들은 갈색지방의 활성
화는 주로 β3-AR을 경유하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통
해 발생함을 보여준다.

β3-AR 비의존형 갈색지방 활성화 인자  

한편 β3-AR 신호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

인 갈색지방의 활성화 요소로는 atrial natriuretic pep-
tide(ANP)(Santhekadur et al., 2017)가 있다. ANP는 심장
(특히 심방)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a peptide 
hormone)으로서 혈관내 혈류의 양 및 혈압을 조절하고, 
인슐린의 순환(circulation)을 증가시키며 췌장의 섬세포
(islet cell)로부터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고 지방세포
로부터 지방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Santheka-
dur et al., 2017). 더욱이, ANP는 지방세포에서 발현하는 
atrial natriuretic peptide receptor A(NPRA)에 결합하여 cG-
MP-dependent protein kinase(PKG)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활성화된 p38α MAPK는 마이토콘드리아 신생(mito-
chondrial biogenesis) 및 uncoupled respiration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UCP1를 증가시키고 이는 갈색지방을 활성화
를 통한 열생성의 증가를 유도한다(Bordicchia et al., 2012). 
지방 분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ANP 의 신호전달 체계는 
β3-AR의 신호체계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β3-AR에 
의한 지방분해는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c(AMP) 
발현 증가에 의한 cAMP-dependent protein kinase(PKA)의 
활성화가 HSL 및 perilipins의 인산화를 유도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Carmen & Victor, 2006). 따라서 ANP는 β3-AR
의 신호전달 체계와 독립된 신호체계로 갈색지방을 활성
화 하는 것으로 알려진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운동과 갈색지방의 활성화

운동과 지방분해  

운동은 혈장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운
동은 그 종류, 강도 그리고 기간에 상관없이 혈장 노르에
피네프린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이 중 운동의 강도가 노르
에피네프린의 증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지구성 트레이닝을 받은 피험자는 
운동 후 혈장 노르에피네프린의 증가가 운동하지 않은 피
험자보다 보다 유의하게 증가한다(Zouhal et al., 2008). 운
동에 의해 증가한 노르에피네프린은 지방분해를 조절한
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운동의 강도에 따
라 그 발현이 증가하지만 운동의 강도가 증가된다고 하여 
지방분해의 양이 가속화되지는 않는다. 최대산소섭취량
의 40-50%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 신체의 지방에서 분해
되는 지방산이 운동 초기 약 30분까지는 약 2-3배 정도 증
가하다가 4시간이 지나면 5배 이상 증가한다. 보다 낮은 
강도인 최대산소섭취량의 40-50%로 운동을 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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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안정시에 비하여 약 2.5배의 지방분해가 지방을 통
해 일어나지만 이후 운동의 강도를 증가시켜도 더 이상의 
지방분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결과들은 일정수준 이
상으로 증가된 노르에피네프린은 운동중 지방분해 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
방의 지방분해는 운동이 끝난 후에는 감소하지만 약 24
시간 까지는 안정시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Tsiloulis 
and Watt, 2015). 따라서 운동에 의한 노르에피네프린의 증
가 및 그에 따른 지방분해는 갈색지방에서의 열생성과 관
련된 중요한 신호기전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운동과 갈색지방 활성화 요소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FGF21, IL-6 그리고 
ANP는 그 발현이 운동을 통해 조절된다. FGF1의 발현은 
운동에 의해 증가한다. 마우스를 대상으로 60분간 30m/
min의 속도로 트레드밀 운동을 시행했을 때에도 인간
과 동일하게 혈장내 FGF21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 하였
다(Tanimura et al., 2016). 흥미로운 점은 마우스를 대상으
로 급성 운동을 시행한 경우 FGF21의 발현은 골격근과 
백색지방 보다는 간에서 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Kim 
et al., 2013). 따라서 운동을 통한 FGF21의 증가는 간을 통
해 증가되며 증가된 FGF21은 갈색지방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Cuevas-Ramos 등은 60명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2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을 시행
한 결과 혈장 FGF21이 트레이닝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을 보고하였다(Cuevas-Ramos et al., 2012). 지구성 트레이
닝 뿐만 아니라 급성운동 역시 FGF21의 증가를 가져온
다. Tanimura 등은 건강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산
소섭취량 75%의 강도로 60분간 싸이클 에르코미터를 시
행한 결과 혈장 FGF21이 급성 운동후 유의하게 증가하였
음을 보고하였다(Tanimura et al., 2016). 염증성 싸이토카
인인 IL-6가 운동에 의해 증가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
려져 있다. 급성 운동 또는 근력운동(eccentric or concen-
tric contraction) 운동은 그 강도 및 시간에 비례하여 혈장
내 IL-6의 발현을 증가시키나 장기간의 트레이닝은 운동
에 의해 증가하는 IL-6의 발현을 감소시킨다(Reihmane & 
Dela, 2014). IL-6는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운동에 의해 증가되는 IL-6는 주로 근육에서 분비
된다(Steensberg et al., 2002).  따라서 운동시 근육에서 분
비되는 IL-6 역시 갈색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
소이다. 혈장내 ANP 농도 역시 운동에 의해 조절된다. 최

대산소섭취량 75%의 강도로 30분간 1회성 운동을 시행하
면, 운동중 혈장 ANP 농도는 증가하나 운동 직후 감소한
다(Follenius & Brandenberger, 1988). 장시간의 운동에 의
한 ANP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
로 100 km 울트라 마라톤 경주 전과 후 혈액 분석을 시행
한 연구에서는 울트라 마라톤 경주 후 혈장 ANP 농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Ohba et al., 2001). 운동은 건강
한 성인 뿐만 아니라 심질환자에게 있어서도 ANP 농도 
증가를 유도한다. 만성적 심기능 상실(heart failure) 환자
의 안정시 혈장 ANP 농도는 일반이 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능 상실 환자를 대상으로 지칠때 까지 에르
고미터(60rpm) 운동을 시행하면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혈장 ANP 농도가 운동 전 보다 유의하게 증가한다(Steele 
et al., 1997).  

운동과 갈색지방에서의 열생성 유전자 발현 

운동에 의한 갈색지방 활성화 및 열생성의 효과에 대
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통일된 결과
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오래 전에 시행된 연구결과들
은 운동이 갈색지방의 활성화 또는 열 생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Scarpace et al., 1994; Shibata & Na-
gasaka, 1987; Wickler et al., 1987). Sibata & Nagasaka 는 20 m/
min의 속도로 30분간 트레드밀 위에서 2주 동안(주 5회) 
트레이닝 시킨 쥐와 통제군을 대상으로 20 m/min의 속도
로 30분간 강화(forced exercise) 운동 시 대장 및 갈색지방
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장 및 갈색지방의 온도는 
운동 중 트레이닝 집단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장기의 
온도 변화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군에서
는 대장 보다는 갈색지방에서의 온도 증가가 현저히 증가
하였다. 이는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쥐는 운동에 의해 발
생하는 열의 상당 부분을 갈색지방을 통해 배출하지만 트
레이닝은 갈색지방의 열 생성을 저하 시킨다는 것을 의미
한다(Shibata & Nagasaka, 1987).  또한 Wickler 등은 6주간 
17m/min의 속도로 90분간 트레드밀을 운동을 시킨 쥐를 
대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입했을 때 산소 섭취량의 
변화 및 갈색지방의 양(mass)의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
다(Wickler et al., 1987). Scarpace 등의 연구에서는 어린 쥐
(3주령)와 늙은 쥐(23개월)를 대상으로 최대산소섭취량
의 70%에 해당하는 강도로 9주간(주당 5회) 트레드밀 운
동을 실시하였으나 두 그룹 모두에서 갈색지방의 UCP1 
발현에는 변화가 없었다(Scarpace et al., 1994). 최근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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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된 Matteis 등의 연구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최대산소섭
취량의 60% 강도로 1주 및 6주간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한 
결과 갈색지방에서의 UCP1및 β3-AR의 발현은 트레이닝
에 의해 증가되지 않았으나 갈색지방내 지방 크기는 1주 
및 6주의 트레이닝을 통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마이토
콘드리아의 생성에 관여하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
vated receptor-gamma coactivator-1 alpha(PGC1-alpha)의 발
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젖산을 혈장막(plas-
ma membrane)으로 전달하는 monocarboxylate transporter 
1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De Matteis 
et al., 2013). 운동과 β3-AR의 자극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
해 12°C 및 22°C에서 최대 산소섭취량의 60% 강도로 6주 
동안(30분/일, 5일/주)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한 쥐에 있어
서도 UCP1의 증가는 저온에서 운동을 시행한 그룹에서 
증가하였고 22°C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쥐에서는 통제
군과 차이가 없었다(Seebacher & Glanville, 2010). 반면, 비
만 쥐를 이용한 실험들은 이전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Leptin receptor를 제거한 비만 마우스를 대상으
로 매일 2시간씩 6주 동안 수영 운동을 실시한 결과 갈색
지방의 UCP1, 백색지방의 UCP2 그리고 근육의 UCP3의 
발현이 모두 증가되었다(Oh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마우스의 체온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35 ±1°C의 물
에서 수영운동을 수행하였으나, 수영 운동은 운동시 체
온 감소에 의해 유발되는 열생성이 UCP1의 발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들이 온전히 운동에 의
해 유도된 현상인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에 체온 감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트레드밀을 이용
하여(10m/min, 7일/주) 고지방 식이(지방 함량 60%)를 처
치한 비만 마우스를 7일간 운동시킨 후속 연구에서는 지
구성 트레이닝이 비만 쥐의 체중감소를 동반한 갈색지방
의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고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켰으며 
마이토콘드리아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증
가와 더불어 UCP1의 발현도 유의하게 증가 시킨다고 보
고하였다(Slocum et al., 2013). Xu 등은 43%의 지방이 포함
된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8주간 트레
드밀 운동(15m/min, 40 min/일, 5일/주)을 시행한 결과, 체
중 감소를 동반한 갈색지방의 UCP1 발현의 증가를 보고
하였다. 흥미롭게도, 이전 결과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통제군으로 사용된 정상 식이 마우스에서도 8주간의 트
레이닝 후 갈색지방의 UCP1 발현이 증가되었다(Xu et al., 
2011). 이와 같은 결과들은 지구성 운동을 통한 트레이닝

이 적어도 비만 마우스에서 갈색지방 활성화 및 열생성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체중 증가를 감소하는데 효과적임
을 시사한다. 

결 론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비만을 비롯한 대사성 질환의 예
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 갈색지방의 활성은 β3-AR 의존
적 및 비 의존적 요소들에 의해 조절 되며 운동은 β3-AR
의 활성을 통해 지방으로 부터 지방산의 분해를 유도하
고 또한 ANP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비록 갈색지방의 활
성화를 의미하는 UCP1의 발현을 운동이 직접적으로 조
절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
으나 장기간의 지구성 트레이닝이 갈색지방내 지질의 크
기를 감소시킴으로써 갈색지방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UCP1의 발현과는 별개로 운동이 갈색지방의 활성
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색지방의 활성
화는 운동이 비만 및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효과를 제
공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기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운동이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직접
적인 생리학적 메카니즘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갈색
지방의 활성화에 대한 운동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
능한 메커니즘으로는 운동에 의한 생체내 지질 함량을 감
소 및 갈색지방 활성화 요소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트
레이닝을 시행한 비만 쥐의 결과들 에서 보듯이 갈색지방
의 활성화는 갈색지방 조직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
방분해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갈색지방에만 특이적으로 
제거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갈색지방내 지방의 함량의 증
가가 UCP1의 발현 및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
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갈색지방을 활성화 시키
는 다양한 요소들을 각각 제거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운동
시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추후에 비교한다면 어떠한 요소
들인 운동을 통해 특이적으로 갈색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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