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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體發育과 環境條{牛야 雄性쥐 의 大腦發達과

半球別 偏在化에 마치는 效果

表 善 姬·張 補 基

(生物敎育科)

흉틀 約

출생직후(태어난 날: Po)부터 l년 (P360)에 결쳐， 雄性 Donryu쥐의 左右大腦半球에 존재

하는 可溶性 蛋白質의 양적， 질적 변화를 個體成長， 環境條件 및 뇌의 非對稱性의 측면에

서 조사하였다.

생후 3주일후 쥐를 두집 단으로 나누어 豊廳條件과 흉흉之條件ξL로 구분하여 따로 사육하

였다.

풍요조건하에서 사육된 쥐는 po에서 P360으로 發達이 진행되는 동안 뇌와 대뇌의 무게，

대뇌의 총 단백질량 및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이 증가하는 경향올 보였다.

특히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은 증가속도와 생장의 분출시기가 개체생장에 따라 다르며，

Piaget가 제시 한 A間의 認知發達段階와 유사한 4단계로 구분되 었다.

또한 po, P20, P5G, PSO시 기 에 전기영동한 결과 좌반구에서 총 S4종류， 우반구에서 73

종류의 단빽질의 차이가 났다 I

環境條件에 의한 상이한 경험의 결과， PSO시 기 에 EC가 IC에 비하여 대뇌무게， 대놔의

총 단백질량 및 대뇌우게당 단백질량에 있어서 증가를 보였다.

또한 pso시 기 에 좌우대뇌반구블 전기영동하여 po와 비교한 결과， 豊廳條件에서는 각각

70종류， 62종류의 단백질이 새로이 합성된 것에 비하여 , 題z條件의 경우는 7종류와 3종류

의 단백질만이 더 합성되었을 뿐이다.

대뇌단백질을 전기영동하여， PO에서 P80으로 발달하는 동안 左右半球別로특정한 단백질

종류를 조사한 결과 좌반구에 총 40종류， 우반구에 총 16종류가 밝혀졌다. 이것은 機能에

있어서 뇌가 非對稱이며， 또 좌반구의 分化가 우반구보다 훨씬 강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記憶과 學習이 蛋白質올 펼요로 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科學敎育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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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A間을 포함하여 高等 P밟좋L動緣이 하나의 개체로서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것은 經驗을 통

하여 얻은 情報를 記應、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學習行動은 새로운 環境刺觀에 의하여 새

로운 情報를 획득하여 記應、함으로써 行動의 變化가 일어나는 것을 돗한다.

최근에 行動變化와 관련하여 記憶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신경생리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큰관심이 되고있으며， 기본기작을밝히는것이 가장중요한과제중의 하나로부각되고있다.

Cajal(1909)에 의하여 뉴우런이 神經系의 基本單位임이 밝혀지고， Hebb(1949)가 學習과

記應의 生理的 장소로서 뉴우런간의 연결인 시냉스(synapse)에 관심을 가진 이래， 단세포

동물을 재료로하여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학습과 기억에 관한 生化學的 연구가 이루어졌다.

바다달팽이 (Aplysia)를 재료로하여， 시냉스의 변화와 관계되는 短期記憶과 cAMP에 의한

단백질의 인산화로 이루어지는 長期記憶의 기작을 밝힘으로써 분자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

게 되었다(Kandel et aI. , 1982; Schwartz et aI. , 1983).

또한 포유동물을 이용하여 해 마(Hippocampus)에 서의 Long-term potentiation과 관련된

기 작이 밝혀졌으며 (Lynch et a1., 1984; Barrionuevo et a1., 1983), 單純反射(simple reflex)

條件化에 관한 경로연쿠(Thompson， 1986)는 學習과 記慮의 개념을 확장시키게 되었다. 동

시에 인간에 있어서는 뇌손상 환자에 대한 기억의 연구(Schenkenberg et aI. , 1980)로 대뇌

의 연구에 새로운 영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環境의 條件刺載에 의하여 유도된 분자적 변화는 外部情報를 神經言語로 해독하는 하나

의 기작이며， 이러한 可題性(plasticity)은 신경작용의 기초단계에서 얼어나 遺傳子 발현을

변화시키는 것ξ로 알려져 있다.

19601건대 이후 특청 학습을 위한 훈련은 단백질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질이 많은 학

자들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학습에서 記憶勳質로서 蛋白質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Agranoff , 1964, 1981; Flexner et a1., 1963; Barondes et a1., 1966, 1970; Hyden, 1968;

Ungar, 1972; Colin et aI. , 1975; Shashoua, 1979, 1985; Chang, 1983). 특히 Barondes

(1 970)와 Agranoff (I981)에 의하여， cyc10hexamide나 puromycin으로 대뇌의 단백질 합성

또는 RNA 합성을 억제하면 장기기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는 蛋白

質 合成이 학습과 기역에 관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풍요조건과 궁핍조건과 같은 環境條件의 差異가 대뇌의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Cummins et aI. , 1977, 1979;

Ferchmin et aI. , 1977; Rosenzweig et aI. , 1972, 1976; Mirmiran, 1982; Diamond et a1.,

1964). 뿐만 아니라 大腦半球의 機能的 分化에 대한 해부학적， 조직학척 연구로 擬能의 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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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化에 의한 뇌의 非對稱性이 밝혀졌다(Geschwind, 1968, 1970; Diamond et al. , 1971;

Kimura, 1973; Levy and Reid, 1976; Levy and Trevarthen, 1976; Day, 1977; Rogers et

al. , 1979; Horn , 1981; Witelson , 1976, 1985; Thatcher et al. , 1987).

이상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단백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뇌의 구조와 기능이 동물의 행동

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학숨과 기억에

기초한 學習原理의 心理學的 解釋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쥐를 豊廳條件과 罷Z條件하에서 사육하여 個體成長과 環

境條件의 차이에 의한 뇌와 대뇌의 무게， 단백질의 양 및 종류의 변화와 관련한 大腦 發達

과 大腦半球의 非大稱性을 연구하였다.

n. 材料 및 方法

1. 實驗動物

살험에 이용된 쥐는 Donryu strain요로서 서울매학교 부설 동물샤육장￡로부터 구업하였

다. 생후 60"'100일 된 건강한 압수를 연차적으로 100여 마리를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의

사육상자에 각각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를 함께 넣어 사육하였다. 3주후 엄신한 암컷을

풍요조건과 궁핍조건요로 나누어 1마리 썩 격리 사육하고， 여기서 태어난 같은배의 쥐를실

험재료로 사용하였￡며， 태어난 날(Po : Postnatal day 0)부터 생후 360일(P360: Postnatal

day 360)까지 l년에 걸쳐 적정시기에 실험에 이용하었다.

환경조건에 관계없이 물과 벅이는 충분히 공급하고， 1주일에 1회 청소하였￡며， 사료는

원진양토장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 環樓條件

본 실험에서의 學習形態는 미로학숨이나 자극에 대한 회펴학습과 같이 많은 시간과 복잡

한 절차가 요구되는 특정한 형태의 문제해결과제대신에， Rosenzweig(l972)의 環境條{牛의

差異에 의한 非形式學習 方法을 이용하였다. 즉 學習要因이 풍부한 풍요조건과 그렇지않은

궁휩조건으로 대비시켜 쥐를 사육함으로써，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비형식학

숨이 쥐의 대뇌 말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豊廳條件과 흉흉z條件은

다음과 같다.

1) 豊廳條件(Enriched Condition; EC)

정 해진 비교척 큰 사육상자에 10"'12마리의 동물을 함께 사육시키며 다양한 刺載을 매일

변화시켜주는 조건으로써， 비형식학습을 위해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3주일 동안 암수를 함께 사육하여 업신한 암컷을 1마리 씩 다른 사육상자에 옮기고，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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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T:cm)

B

Fig. 1 The cage for Enriched Conditio~(A) and Impoγerished Condition(B).

새끼는 어미젖으로 키웠다， 3주일 지나 젖을 떼고 한배의 생쥐 10"'12마리 를 어미와 격리

시켜 46 X36X20(cm3) 크기의 상자(Fig. l(A» 에 옮겨 같은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자극으로는 Fig , 1의 (A)에 서 보듯이 a，b，c，d와 같은 놀이기구와 빚자극을 제공하고， 인

간이 쉽게 점근 가능한 곳에서 사육하였￡며， 사육상자의 내부꽁간을 넓게하여 쥐의 활동

을 가능하게 하었다.

같은 조건의 사육상자를 10여 개 만들어， 다음과 같은 실험과정에 따라 같은 사육상자에

있는 한배의 쥐를 질험재료로 사용하였다.

개체성장과 환경조건에 따른 大腦의 蛋白質의 量的 變化를 조사하기 위해， 태어난 날을

PO로 하여 태어난 날로부터 3일(P3) ， 5일(P5) ， 10일(P10) ， P10이후는 10얼간격으로 90일

(P90)까지의 8단계 ， 그리고 360일(P360)의 쥐를 사용하여 뇌무게， 대뇌의 무게， 뇌무게당

대뇌무게， 대뇌의 총 단백질량， 그리고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을 조사하였다. 이때 P10 이전

은 성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으로 성의 구분없이 사용하고， P20부터는 건강한 수컷만융

사용하였다.

또한 개체성장과 환경조건에 따른 大腦 蛋白質의 質的 變化를 살펴보기 위해， po, P20,

P50, P8G의 쥐를 사용하여 대뇌를 좌우반구로 구분하여 전기 영동한 후 각 반구별로 발달

에 따라 새로이 합성되거나 소멸되는 단백질을 조사하였고， 동시에 같은 발달시기에 반구

별로 특정한 종류도 살펴보았다.

2) 第Z條件(Impoverished Condition; IC)

크기가 작은 사육상자에 l마리 씩 격리하여 사육시키는것으로써， 비형식학습을위한자극

요인이 극히 제한되드로 이를 궁핍조건이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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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씌 반구 ( cerebral hemispheres)
2.시상 ( thalamus)
3. 뇌량 ( corpus 야l losu에

4.후구 ( 01 factory bulbs)
5.시상하부 ( hypothalamus)

6.뇌하수셰 ( pituitary)

7.중뇌 ( midbrain )---r뇌간 ( bra i"n aha)
8.뇌교 ( pons) --j

9.연수 ( medulla) --.J

10.소뇌 ( cerebellum)

Fig. 2 The structures of rat bram m sagittal section.

엄신한 암컷을 외부자극이 차단된 곳에 따로 격리하여 사육한 후， 태어난 새끼는 어마

젖으로 키우고 젖을 떼면 풍요조건에 비해 크기가 작은 사육상자(26 X 20 X !3 (cm3)， Fig. 1

(B))에 옮겨 l마리 씩 격리 사육하였다. 이렇게 하여 발달과정중에 얼어냐는 서로간의 장호

작용을 제거하였고， 또한 Fig. leA)에서 보는 것과 같은 놀이기구를 제공하지 않고 늘 어

둡고 조용한 곳에서 사육시켜 일체의 外部刺載을 最少化하였다 불과 먹이도 어두울 때 공

급하였다.

이 질험에서는 어마와 격리된 초기에 죽는 경우가 많으E로 살아 남은 것중 건강한 PSO

의 수컷 쥐만을 설험재료로하여， 풍요조건에서와 동일한 실험과정을 거쳐 단백질의 양적，

질적 변화를 조사하여 풍요조건과 비교함으로써 환경조건이 쥐의 대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3. 蛋白質 試뼈의 준비

실험에 이용한 대뇌부위는 Fig.2에서 나타낸 것과 같으며， 전기영동을 위한 大腦皮質의

可溶性 蛋白質 試料 준비과정은 다음과 갚다.

쥐를 decapitation하여 재빨리 뇌를 꺼낸 후， 표면의 혈액과 불순물을 제거하기위해 냉각

된 Sonication buffer로 씻고， 면도날을 이용하여 대뇌 중앙선을 따라 大腦左右半球로二分

한 후， 大腦皮質만을채취하여 2ml Aliquot에 담아 냉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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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3분 이내에 완료하였 A며， 얼음위에서 행하였다.

시료가 담긴 Aliquot에 Sonication buffer(lOmM Tris~HCI， 5mM MgCI2, pH7.4로 구성 )

를 담고， 초음파 분쇄기 (Sonicator , Cole Parmer Instruments 4710 Series)로 분쇄한 다음，

냉동 원심 분리 기 (Beckman Model J-21B)에 서 15，OOOrpm~로 30분간 원심분리한후 이 상등

액을 단백질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단백질 시료는 실험 당일에 준비하였고， 일변화에 따른 대

뇌의 단백질 변동에 의한 영향을 막기위해 동물은 하루중 같은 시각에 실험하였다.

4. 蛋白質 定훌

각 蛋白質 試料의 遭度는 Lowry (l951)의 방법 으로 정 량하였으며 , Absorbance는 BSA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로 하여 750nm파장에서 Spectronic-20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5. 大腦의 蛋白質훌의 짧IJ定

대략적인 과정은 전기영동을 위한 단백질 시료의 준비과정과 같으나， 여과지로 물치를

제거한 후 대뇌를 좌우반구별로 구분하지않고 즉시 기름종이를 사용하여 뇌무게와 대뇌무

게를 Sartorius balance로 측정하었다.

이것을 부피로 알고있는 Sonication buffer에 담아 분쇄하고 원십분리하여 Lowry 방법으

로 단백질의 농도를 구한 다음 환산하여 대뇌의 단백질량을 구하었다.

6. 2차 전기영동

1) Isoelectric Focusing(IEF)

IEF는 0 ’Farrell (1975)의 방법을 기본￡로 하고， Klose and Feller(1981)의 방법 에 딱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유리 관(내부직 경 2.0mm, 길이 130mm)을 3차증류수로 여 러 먼 씻 어 여 분의 이온을 제 거

하고， Parafilm으로 바닥을 봉한 후 파스퇴르 파이렛을 이용하여 4% Acrylamide, 2%(vjv)

NP-40 , 2% LKB Ampholine(l, 6% pH5""8과 0.4% pH3.5""10.으로 구성) pH구배제 둥을

포함한 gel용액을 유리관속에 주업하었다. 2""3시 간 후 gel이 완전히 굳으면， 단백질 시료

와 Lysis buffer(9.5M Urea, 2%(wjv) NP-40 , 2% LKB Ampholine(l, 6%pH5""8과 0.4%

pH3.5""10으로 구성)을 1 : 1로 균일하게 섞어 gel 위에 loading하였다. 이때 단백질의

loading량이 400μg이 되도록 Lowry방법 에 의하여 단백질 시료의 loading량을 결청하었다.

단백 질 시료가 loading된 gel의 위와 아래는 0.02M NaOH(Anode soln.)와 O.OIM

Phosphoric acid(Cathodesoln.)로 채 우고， 200V에서 20분간， 300V에서 30분간， 400V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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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600V에 서 14시 간， 800V에서 1시 간동안 전기를 통하여 Hypersensitization(10,000

volt X hours)하였다.

lEE 후， 20ml의 증류수가 든 압축기를 이용하여 유리관으로부터 gel을 뽑아내어 각각

5ml의 Treatment buffer(4% SDS, 10% Mercaptoethanol, 20% Glycerol, 0.06M Tris,

pH6.8) 속에 담가 상온에서 1시 간동안 Equilibration시 키고 냉장고에 냉동보관하였다.

2) SDS-PAGE

2차원 SDS-PAGE는 Laemmli(1970)의 Discontinuous ionic system을 기본으로 하였다.

Separating gel은 Acrylamide 농도를 달리하여 0.132M Tris-HCI buffer(pH8. 8)와 0.10%

SDS를 포함하는 8'"14% gradient gel을 이용하였다. Stacking gel은 3%Acrylamide , O. 125M

Tris-HCI buffer(pH6..8)와 O.l%SDS로 구성되 었다 Ammonium persulfate와 TEMED를

catalyst로 사용하었다.

3) Gel 염색

전기 영동후 gel은 0.125% Commassie Brilliant Blue R-250, 50% Methanol , 10% Acetic

acid로 구성된 염색용액에서 7"'8시 간동안 염색시키고， 50% Methanol과 10% Acetic acid

로 구성된 탈염색용액 I 에서 2"'3시 간 탈염색시킨후， 5% Methanol과 7% Acetic acid로

구성된 탈염색용액 n 에서 보존하였다.

][. 結 果

Fig.3은 豊廳條件하에서 사육된 쥐의 몸무게를 발달과정에 따라 나타낸 것이 다. 출생직

후부터 P100까지 는 l일 평균 4g의 생장속도로 일정한 증가경향을나타냈으며， P120이 후 급

격히 둔화되어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없이 평형상태가 유지되었다. 이것은 P120 이후는 쥐

의 생장이 거의 완성된 시기임을 나타낸다.

Fig.4는 풍요조건과 궁핍조건하에서 사육된 쥐의 뇌와 대뇌의 우게 및 뇌무게당 대뇌무

게의 비율을 발달과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豊廳條任의 경우 뇌의 무게는 P40까지 l일

펑 균 0.035g의 속도로 급격 히 증가하였으나， P40이 후에는 증가경 향이 다소 둔화되 어 P90

부터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대뇌의 무게는 P30까지 는 급격히 증가하고그후로는 거

의 일정한 값으로 평형상태가 유지된다. 뇌무게에 대한 대뇌우게의 비율은 발달이 진행되

어 감에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PO에 0.706이 던 것이 P90이 후에 0.5이 하로 감

소되었다.

Fig. 5는 대뇌의 총 단백질과 대뇌무게당 총 단백질량을 나타낸 것인데， 발달이 진행됨

에 따라 PSO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은 평

형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爆짧的 增加가 3번 反復되는 뚜렷한 4段階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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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그 시기는 각각 P5 , P30, P60 , P90이 였다. 몸무게의 증가가 둔화되

는 발달초기의 제 l 단계는 PO-PIO, 제 2 단계는 PIO-P40, 제 3 단계는 P40-P70, 제 4 단계

는 P70-P120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단계의 초기와 최대값을 갖는 시기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뇌 무게 당 단백 질량의 증가속도를 각 단계별로 구해보면 각각 O. 738mg/g/day,

O.573mg/g/day, O.375mg/g/day, O.104mg/g/day로써 , 발달 초기 일수록 단백질의 합성 이

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豊廳條件하에서 사육펀 쥐의 左半球를 Fig. 5에 서 나타난 발달단계 중 PO, P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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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 , PSO시 기 에 전기 영 동하여 , 발달과정 에 따른 성숙과 환경정 보의 습득에 의해 좌반구에

서 발달단계마다 새로이 합성되거나 소멸되는 단백질의 종류의 변화블 조사한 것이다.

Po에 서 230여 종류의 단백질이 발견되 었다. P20에 서 는 Po에 비 하여 16종류의 새로운 단

백질이 합성되었고 l종류가 소멸되었3며， P50에 서는 21종류가 합성되었고 P20에 비하여

4종류가 소멸되었으며， PSO에 서는 P50에 비하여 8종류가 소멸되고 34종류가 새로이 합성되

었다. 그러무로 Po에 서 PSO으로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이 합성된 단백질은그수가 급

격히 증가하여 총 71종류에 이료렀고 소멸한 것은 13종류었고， PSO에 서는 총 2SS종류의 단

백질이 확인되었다.

Fig. 7은 豊廳條件하에서 사육된 쥐의 右半球를

P20, P50, PSO 시 기 에 전기 영동한 결과이 다.

Po에서는 230여 종류의 단백질이 발견되어 그 수에 있어서 좌반구와 유사하었다. Po에

서 P20 , P50 , PSO으로 발달함에 따라 새로이 합성되는 단백질은 각각 12, 15, 33종류이 고，

소멸되는 단백질은 3, 3, 7종류였다. 따라서 새로이 합성된 단백질은 총 60종류이고 소멸

한 것은 13종류로써 ， PSO 단백질은 총 277여 종류였다. 새로이 합성되는 단백질 종류의 수

는 좌반구에서와 같이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Table 1은 PSO에 서 각각 豊廳條件과 罷Z條件하에서 사육된 쥐를 뇌의 무게，

게， 뇌무게당 대뇌무게의 비율， 대뇌의 총 단백질량， 대뇌무게당 단백질량 등에

사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풍요조건에서 다양한 환경자극을 풍부하게 경험한 쥐가 환경자극을 극도로 제한한 궁핍

좌반구에서와 같이 각 발달단계 중 po ,

대뇌의 무

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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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between mean γalues in EC and Ie rats at P80, as a func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ing.

Brain weight (g)
Cerebrum weight (g)
Cerebrum weight per brain weight
Total portein in cerebrum (mg)
Protein per cerebrum ￦eight (mg/g)

EC(n=9)

1.383
0.850
0.615

22.605
26.590

IC(n=5)

1.625
0.827
0.508

19.840
23.990

조건에서 자란 쥐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뇌무게당 단백질량 즉， 대

뇌의 단백질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S은 각기 궁핍조건과 풍요조건하에서 사육펀 쥐의 좌우반구를 대놔 활동이 가장 활발

한 시기 Pso에서 전기영동하여 각 반구별로 새로이 합성되는 단백질을 環境條件의 측면에

서 살펴본 것이다.

PO에 비 하여 풍요조건의 경우 좌반구에서 70종류， 우반구에서 62종류 이 상의 단백질이

새로이 합성펀데 비하여， 궁핍조건의 경우에는 PO 와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단지 좌반구에

7종류， 우반구에 3종류만이 새로이 합성 되 었을 뿐이 다. 따라서 비 형 식 학습을 위하여 다양

한 환경자극을 제공한 풍요조건의 경우가 자극을 극도로 제한한 궁핍조건에 비하여 새로이

합성된 단백질의 종류가 많으며，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 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9는 풍요조건하에서 사육펀 쥐는 PO, P20, P50 , PSO시 기 에 , 궁협조건의 쥐는 PSO

시기에 천기영동하여 각 시기마다 半球別로 蛋白質을 조사하여 左右半球의 非對띔‘性에 관

하여 조사한 것이다.

豊廳條件의 경우는 PO에서 좌반구에 특정 한 단백 질이 7종류， 우반구에 4종류로 나타났A

며 , P20에서 는 각기 9종류， 4종류， P50에 서는 12종류， 4종류， P80에 서는 12종류， 4종류가

밝혀짐으로써 , 총 40종류가 좌반구에 , 16종류가 우반구에 특정적으로 존재 함을 알 수 있었

다. 특정 단백질이 좌반구에 더 많이 분포하는 사실로부터， 좌우반구의 발달속도가 다료며

발달초기부터 좌반구의 분화가 우반구에 비하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흉용Z條件의 경 우도 PSO에 서 좌반구에 5종류， 우반구에 2종류가 특정적으로 분포되 어 있

어서 풍요조건의 경우처럼 좌반구의 분화가 더 강한 경향을 나다내었으나， 풍요조건에 비

하면 두 반구에서 모두 분화가 상당히 늦다는 것을 보여준다.

lV. 論 議

Shashoua(19S5) 는 .훈련후 기 억 형 성 이 이 루어 진 goldfish의 뇌 에서 ependymin 이 라는 腦蛋

白質의 합성이 증가되어 기역에 관여하며， 새로운 종류의 행동을 학줍하는데 蛋白質 大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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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여함을 밝혔다. Ungar et al. (1 972)은 어둠에 대한 며避學習을 훈련받은 쥐의 뇌로

부터 pentadecapeptide을 화학적으로 분리규명하었으며， 훈련받지 않은 쥐에 주사하여 學習

이 轉移됨을 밝갖 다. 또 장 (198i;)은 ,)Im ari ，:위 、 ，~ . ·:· i 암習을 유말하는 새료운 단백 질을 발견

하여 LES 學習蛋白휩 (75， 000 dal) 이 나고 명 녕 하였다. 이 러 한 보고들은 情報를 獲4늠 하고 記

憶하는데 있어서 蛋白質 合값이 관계함을 밝힌 것으로써， 본 논의에서는 개체성장과 환경

조건에 따른 대뇌단백질의 양적， 질적 변화와 관련하여 發達過程， 環境몇因， 뇌의 左右非

對稱性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發達的 {則面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의 변화는 말달과정에 따른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능동적인 生物 有機體는 발딜하는 동안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

한 相互作用을 통한 경험에의하여 외부환경， 자기자신 그리고 자신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學習하고 記健、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연구자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蛋白質의 合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Fig. 3에 서 나타난 말달에 따른 쥐의 몸무게의 변화는 Reed and Stuart (1959)가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유사한 패턴을 갖는데， 쥐의 경우에 폼무게의 증가가 정지된 P120의

시기는 인간의 경우 18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Fig. 5에 서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은 발

달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P90을 경 계로 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P90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져 급격한 증가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는 Piaget(1959)가 인간의 경우에 제시한 認知發達段階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즉 대뇌의 발달은 非連續的이며， 몇 차례의 生長 隨出 時期를 갖는다.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쥐의 말육이 정지되는 P120 시기를 인간의 경우에 성장이 둔

화되는 18세로 환산한다면， 쥐의 각 발달단계가 시작되는 PO, PI0, P40, P70시 기 는 인간

의 0세 ， 1. 5세 ， 6세 ， 10.5세 에 해당하는 것으로 Piaget가 제시한 0세 ， 2세 ， 7세 ，11세와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또한 각 단계마다 1일당 대 뇌 무게 당 단백 질합성율도 각각 0.738mg/g/day, 0.573mg/g/day,

O.375mg/g/day, 0.104rng/g/day로써 , 상대적으로 발달 초기 일수록 합성율이 콤을 알 수 있

다. 이 와 유사한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이 미 보고 된 바가 있는데 , Thatcher et al.

(1987)은 Electrocephalographic Coherence를 사용하여 생후 2개 월부터 청소년까지의 대뇌

반구 발달을 조사한 결과， 좌우반구는 각기 다른 속도로 말달하며 Piaget에 의 해 제 안된

認知發達 時期와 일치하는 生長 嘴出 時期블 갖는다고 밝혔다.

Fig. 6와 Fig.7은 각 발달 단계중 대뇌우게당 단백질의 합성이 급증하는 한 시기에 좌

우반구의 大腦皮質을 전기영동한 것우로， 각 단계에서 새로이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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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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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two dimensional electrophoretic patterns of the left cerebral hemispher.;
in EC rats at PO, P20, P50 and P80, as a function of development ,‘ :the newly synthesized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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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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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newly synthesized cerebral proteins of left (L) and right (R) hemispheres in IC
(upper) and EC (10￦er) rats at PSG in two dimensional electropgoretic patterns
compared with PO, as a function of enγironmental cond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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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cerebral proteins specialized to each left (L) and right (R) hemisphere at PO,
P20, PSO and PSO in EC rats and at PSO in IC rats in two dimensional electrophoretic
patterns, as a function of brain asymmetry.

발랄 단계의 진행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고 소수가 소멸하여 총 단백질 종류의 수가 증가

함을 보여주는데， 이 결과는 Fig. 5의 단계적 단백질 합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단백질이 기역에 관계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생각하여 볼때， 이러한 결과는 Piaget가제시

한 認知發達段階와각 단계의 認知水準이 대뇌단백질의 양적， 질적 변화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발달에 따른 蛋白質의 폭발적인 量的 增加와 각 단계에서의 특정적인

단백질의 합성과 같은 質的 變化는， 인지말달은 불연속적이며 말달에 따른 成熟， 환경요소

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經驗， 그리고 동화와 조절을 통한 分化能力의 高揚과 같은 認知構造

의 量的， 質的 發達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복잡한 학습뿐 아니라 長期記憶을 형성하는데 成熟이 펠요하다는 사실이 여러 실

험에 의하여 증명되었다(Harlow， 1959; Nagy, 1979). Nagy(l979)에 따르면 뇌의 말달을

촉진시키는 甲狀臨 호르몬을 투여하여 생쥐의 신경계통의 성숙을 촉진 또는 억제시키면 기

억능력의 획득시기도 그에 비례하여 빨라지거나 느려진다고 보고하였다.

단백질이 기억물질이라는 사실로부터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의 합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

즉 대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가장 교육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때 교육의 가장 適正 時期는 發達 初期이며， 취학전의 아동들의 인지말달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교육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훌廳環境과 훌륭동環境의 비교

궁협조건하에서 사육한 쥐를 풍요조건에서 기른 쥐와 비교할때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

이 대놔무게， 대뇌의 총단백질량，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에서 풍요조건의 쥐가 더 큰 값을

나다냈다. 또한 Fig. S의 전기영동 결과에서도 Pso의 豊廳條件의 쥐는 PO에 비하여 좌반구

에서 70종류， 우반구에서 62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된데 비하여， 흉륨z~深件에서 사육된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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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반구에서 7종류， 우반구에서 3종류의 단백질만이 더 합성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豊廳條件에서의 대뇌무게와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의 증가는 전기영동상에서 새로

운 단백질의 합성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발달에의한 것만은 아니고， 풍요조건하에

서는 다양한 學習要因에 의한 非形式學習을 통해 環境情報가 기억물질 즉 蛋白質로 저장되

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龍Z條件에서의 단백질 합성의 둔화는 환경자극을 極小化함으로써

뇌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대뇌 기능의 분화가 럴 이루어진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Rosenzweig et aI. (1972)은 풍요조건의 쥐가 Acetylcholinesterase효소활성과 대뇌피질무

게에 있어서 궁핍조건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 풍요조건에서 사육된 쥐에서

대뇌피질의 두께 증가(Diamond et aI. , 1964) , 수지상돌커의 가시길이 및 단위 길이당 가

시수의 증가(Globus et aI. , 1973) , 수지상돌기의 가지뻗기 (dendritic branching)의 증가

(Greenough et aI. , 1973)와 시냉스후막의 두께 (postsynapt ic thickening)의 평균 깊이의 증

가(West et aI. , 1972)가 유의미 함이 보고되 었다.

이와같이 이마 밝혀진 실험적 사실을 고려할 때 풍요조건하에서 사육펀 쥐의 대뇌피질의

무게증가와 대뇌무게당 단백질량의 증가는 기억물질로서의 蛋白質역할은 수지상 돌기의 가

지뻗기와 가시의 증가에 필요한 構造蛋白質， 시냄스후막의 두께 증가에 필요한 受容器蛋白

質(receptor proteins) , 그리고 이 들 활동에 필요한 醒素 또는 기 억 형 성을 위 한 信號로 생 각

해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펄요하다고 본다.

Mirmiran et aI. (1 982)에 의하면 풍요조건의 경우가 궁핍조건보다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단백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은 무시할 수 있다고 하

였다. Cummins et al. (1977, 1979)은 학습요인이 풍부한 풍요조건에서의 環境探索(envir

onmental exploration)을 통하여 非特珠 覺醒刺戰(nonspecific arousing stimulation)이 대 뇌

피질 요소를 자극함으로써 비례적으로 대뇌의 단백질의 生合成 活動이 증가되었기 때문이

라고 보고하었다. 또 Ferchmin et al. (1 977)은 각성 자극과 더불어 환경과의 能動的 相互

作用이 중요함을 보고하였고， Bennett et al. (1 979)은 미로실험결과 學習만이 상이한 환경

에서 사육된 쥐의 대뇌에 나타나는 형태척， 화학적 변화를 설영할수 있다고 주장하었다.

이상은 대뇌 활동의 증가를 위해 학습요인이 풍부한 환경에서의 환경 탐색과 능동적 상

호작용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인간의 교육현장에서도 강의나 시범실험을 통하여 학생에게

단순히 수동적 활동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실험기구， 교육자료가 풍부한 환경에서 환경 탐

색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탐구하여 문제해결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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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뇌 반구의 專門化 또는 偏左化(specialization or lateralization)란 뇌의 어 떤 기 능계통이

대뇌의 어느 한쪽 반구에 더 많이 관련되어 이 기능들이 떤재화되고 각 반구가 특수한 작

용방식￡로 전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 9는 풍요조건의 PO, P20, P50, P80와 궁핍조건의 P80에서 대뇌좌우반구를 전기 영

동하여 각 시기에 반구별로 존재하는 특정한 단백질을 조사한 결과이다.

풍요조건의 경우 Po에서는 대뇌반구별로 구조상의 차이는 없으나， 전기영통상 단백질 분

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총 단백질의 종류뿐만 아니라 착반구에서 7종류， 우반구에서

4종류의 튜정한 단백질이 펀재되고 따라서 좌반구에 3종류의 단백질이 더 펀채화되는 경향

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출생시 이마 좌우반구의 대뇌피질에서의 기능수행이 서로 같지않음

융 암시해주는 것이다. 출생 직후의 펀재화에 관해서는 이미 Turkewitz(l977)에 의하여 보

고되었는데， 신생아의 머리가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더 자주 몰린다는 사실로써 출생시에

래뇌반구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펀재화 되었음을 밝혔다.

Po이 후에 도 Po와같이 左半球가 강하게 偏左化되는 경 향을 나타낸다. P20에 서 좌우 반구

에 특정한 단백질 종류가 각각 9종류， 4종류이 고， P50에 서는 각각 12종류， 4종류， 80에 서

는 각각 12종류， 4종류었다. 즉 총 40종류가 좌반구에， 16종류가 우반구에 특정하게 존재

한다. 이것은 장등(1988)이 개의 대뇌에 있어서 반구별로 펀재되는 대뇌피질의 단백질은

좌반구에 총 31종류， 우반구에 17종류가 존채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 된다. 또한 Geschwind

and Levitsky(I968)에 의하여 성인의 대뇌피질중 측두평면 (planum temporale) 이 좌반구가

11% 정도 크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생풀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좌반구의 기능이 요구되 며， 좌우반구의 발달속도가 서로 갖지 않고 우반

구에 비하여 左半球의 發達이 더 청교하게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이 러한 경 향은 궁핍조건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데 , PSO에 서 좌만구에 5종류， 우반구에 2

종류의 단백질이 특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자극을 최소한A로 차단한 결과， 풍요

조건에 비하여 펀채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장대적a로 매우 적어진다.

Stewart et al. (1984)은 닭을 재료로하여 memory trace가 펀재화되었음을 보고하였고，

Rogers et al. (1 979)은 특히 刻印學習에 관련하여 닭의 뇌의 기능에서 비대칭성을 보고하

였고， 또 Horn(19S1)은 닭의 뇌부위를 제거하여 2가지 기억체계가 각언에 관여하며 각기

좌우반구의 IMHV에 존재함을 밝혔으며， Geschwind (I970)도 뇌와 언어의 관계에 관한 연

구로부터 人間의 大腦半球는 해부학적으로 非對稱性을 나타내며 言語技能에 있어서 左半球

가 우세함을 밝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A間의 경우에 左半球는 음성적， 연속척， 분석적， 명제적，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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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분석적， 불연속적 특성을 지니며 右半球는 131 언어 적 ， 전체적， 종합적， 형태적， 형태지

각적， 공간적 특성을 지념이 밝혀졌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배양을 목척A

로 하는 현행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반구별 펀재화를 고려하여 좌우반구의 차이가

심한 시기에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敎育環境을 구성하여， 보통의 환경에서는 좌

반구에 비 해 발달이 적은 우반구를 자극함￡로써 우반구의 기능을 향상시 켜 , 두 반구가 고

르게 발달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敎育이란 인간이 미래에 바라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현재의 인간활동이며， 인간자체에

기초를 둔 未來志向的 變化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규명하기위해 최근에 이루

어지고 있는 뇌에 대한 생리학적이고 생화학적인 연구는 과학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교육현실에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 청보의 본질과 과학

을 공부하는 지적활동의 광범위성때문에 고차인지구조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모델과 그 적

용에 관한 연구는 펄수적 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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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Growth and Environmental Conditioning onthe Cerebral

Development and the Protein Localization in the Hemispheres

of rhe male rats,

Sun Hee pyo, Nam Kee Chang

Abstrac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soluble proteins in the left and right

cerebral hemispheres were studied, as a function of each development, environmental

conqitioning, and brain asymmetry duringpostnatal development of the male Donryu rats

from a day (PO) to 1 year (P360) after birth.

After three weeks of age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one was reared in

enriched condition (EC) , and the other impoverished condition.

During development from PO to P360 in EC rats , brain and cerebrum weights and total

protein in cerebrum were increased. Especially, protein per cerebrum weight developed at

different rates and with different postnatal onset times of growth spurts, and growing

period is divided into 4· periods, similar to human cognitivedevelopmenal stages described

by Piaget.

Electrophoretic patterns from PO to PSO in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s are different

in total 84 and 73 protein spot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differential experiences caused by environmental conditionings, EC than

IC at PSO 、 showed high values in cerebrum weight , total protein in cerebrum and protein

per cerebrum weight.

Compared electrophoretic patterns of the left and right cerebral hemispheres at PSO

with ones at PO, 70 and 62 protein spots were newly synthesized in EC rats , but only 7

and 3 protein spots in IC ones, respectively.

Electrophoretic patterns of cerebral proteins show that total 40 protein spots is specialized

to left hemisphere and total 16proteinspots to right one during development from PO

to PSD. It indicate that brain is asymmetry in its function and differentiation of function

in left hemisphere is more strOnger than in right one.

These results include implications in science education in view of that memory and

learning require prote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