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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요약은 이 연구는 다양한 식이 섭취와 일회 지구성 운동으로 야기되는 근육(백색 비복근) 내 AMP-activated protein 

kinase(AMP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 1/2)와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의 신호전달 

체계를 구명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쥐(Sprague-Dawley)는 총 160마리로 크게 일반 탄수화물 식이(CHO; 40마리), 

포화지방 식이(SAFA; 40마리), 단일불포화 식이(MUFA; 40마리)와 다불포화 식이(PUFA; 40마리)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운

동 프로그램은 일회 지구성 운동으로 30분 운동 후 5분 휴식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6번 반복하여 총 3시간의 지구성 수영 운동을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한 조직 샘플링은 운동 전, 운동 후 0시간, 1시간, 4시간, 24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서로 

다른 식이 섭취와 운동에 따른 AMPK의 신호전달 단백질의 발현은 유의한 치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식이를 섭취

한 쥐의 근육에서 ERK 1/2(p<.01)와 p38 MAPK(p<.001)의 신호전달 단백질의 발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흥미로운 결

과는 운동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AMPK, ERK1/2와 p38 MAPK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회 지

구성 운동보다 서로 다른 식이의 섭취가 근육 내(백색 비복근)의 대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할 수 있다.

I. 서론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는 체내에 널리 

분포하는 serine/threonine kinase의 일종으로 세포내 영

양 상태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소비의 조절

을 담당하는 에너지 감지기의 조절 인자로 그 역할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Hardie & Hawley, 

2001). 또한 세포 내 대사조절의 핵심 인자인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는 근육 활동을 

통해 유발되는 근 합성의 세포외 신호를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1/2과 p38 

MAPK 등의 세포 내 조절인자를 통해 조절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Sakamoto & Goodyear, 2002). 최근 식이섭취

가 세포 내 ERK1/2와 p38 MAPK의 신호전달체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골격근 내 MAPK 신호전

달 조절이 매우 복잡 다양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식이 섭취와 지구성 운동

에 따른 세포내 신호 전달체계의 조절자인 AMPK와 

MAPK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구명하고자 실시되었다. 

Ⅱ. 연구방법 

  실험동물은 생후 4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계 쥐

로 식이 섭취에 따라 정상식이그룹(CHO, carbohydrate 

diet; n=40), 포화지방산 식이그룹(SAFA, saturated 

fatty acid diet; n=40), 단일 불포화 지방산 식이 그룹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diet; n=40) 및 

다 불포화 지방산 식이 그룹(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diet; n=40)으로 나누어졌다. 연구에서 사용된 

식이는 Lee 등 (2001)이 조제한 방법을 참조하였으며, 운

동프로그램은 일회 지구성 수영운동으로 35±1도의 수온

을 유지한 풀에서 30분 운동과 5분 휴식의 사이클을 6번 

반복하여 총 3시간의 운동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SDS-PAGE와 Western blot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 값을 

산출하였다.  

Ⅲ. 결론 

  서로다른 식이(CHO, MUFA, SAFA. PUFA)와 일회 지

구성 운동에 따른 백색 비복근 내 AMPK, ERK 1/2와 p38 

MAPK 단백질의 발현 변화는 표 1, 표 2, 표 3과 같다. 

  이러한 결과로 운동보다 영양(식이섭취)이 근육 내(속

근)의 대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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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group

Time
Diet Time

Diet

*

TimeRest Post-0 Post-1h Post-4h Post-24h

CHO 0.76±0.04# 0.82±0.03 0.78±0.07 0.77±0.11 0.80±0.07

.669 .265 .677

MUFA 0.77±0.09 0.80±0.12 0.77±0.15 0.78±0.11 0.82±0.10

SAFA
0.80±0.16†

†† 0.75±0.09* 0.71±0.17
0.82±0.13$,#,

†† 0.76±0.15

PUFA 0.84±0.11† 0.85±0.10 0.73±0.04# 0.76±0.07## 0.80±0.16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 
  # P<.05, ## P<.01, 동일집단 내 Post-0에 대해 유의한차. † p<.05, †† P<.01, ††† P<.001, 동일 집단 내 Post-1h

에 대해 유의한차. * P<.05, SCHO에 대한 유의한차. $ P<.05, MUFA에 대한 유의한차.

 표 1. 식이 섭취와 일회 지구성 운동에 따른 근육 내 AMPK 발현

 

Diet

group

Time
Diet Time

Diet

*

TimeRest Post-0 Post-1h Post-4h Post-24h

CHO 0.90±0.19 0.78±0.14†† 0.87±0.18$ 0.81±0.12† 0.87±0.08

.669 .265 .677

MUFA 0.91±0.14 0.90±0.15*, 0.94±0.13‡ 1.00±0.12 0.95±0.05

SAFA 1.13±0.38* 0.91±0.10* 0.83±0.13
##,†,$$,‡‡

0.88±0.14
#,†,$

0.82±0.15
#,†,$

PUFA
0.80±0.0

8
0.73±0.11 0.86±0.26 0.87±0.30 0.85±0.23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 
# P<.05, ## P<.01, MUFA에 대해 유의한차. * P<.05, PUFA에 대해 유의한차. † P<.05, 동일 집단내 Rest에 대해 유의

한차. $ P<.05, 동일 집단내 Post-0에 대해 유의한차. ‡ P<.05, ‡‡ P<.01, 동일 집단내 Post-4h에 대해 유의한차.

 표 2. 식이 섭취와 일회 지구성 운동에 따른 근육 내 ERK 1/2 발현

Diet

group

Time Die

t

Tim

e

Diet

*

TimeRest Post-0 Post-1h Post-4h Post-24h

CHO 1.51±0.23## 1.33±0.19## 1.33±0.12##,† 1.39±0.31### 1.55±0.34###

.00

0
.204 .345

MUFA 1.52±0.27## 1.60±0.19###,** 1.55±0.08##,* 1.69±0.15##,$ 1.55±0.14###

SAFA 1.78±0.83 1.36±0.41† 1.08±0.70†† 1.58±0.71†,$$ 1.30±0.63

PUFA 1.04±0.08 1.09±0.12 1.07±0.26 1.13±0.24 1.08±0.18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
 ## P<.01, ### P<.001, PUFA에 대해 유의한차. * P<.05, ** P<.01, CHOW에 대해 유의한차. † P<.05, †† P<.01, 동일 

집단 내 Rest에 대해 유의한차. $ P<.05, $$ P<.01, 동일 집단 내 Post-1h에 대해 유의한차.

표 3. 식이 섭취와 일회 지구성 운동에 따른 근육 내 p38 MAPK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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