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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mulberry powder, mulberry extract and silk-
worm powder during the 8 weeks of resistance exercise on Androgen receptor(AR) mRNA and Myogenic regulatory
factors(MRFs) expression of rats muscle. Fifty males, Sprague-Dawley rat, were randomly divided into 5 groups:
CON(control group, n = 10), REG(resistance exercise group, n = 10), MP REG(mulberry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n = 10), ME REG(mulberry extract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n = 10) and SP REG(silkworm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n = 10). After climbing the ladder without weights during the 1 week of
adaptation period, the rats in the resistance exercise group were trained to climb a 0.98-m vertical(80 degree incline)
ladder with weights in their tail during 7 weeks(10 times each day, 2 days per week). After exercise, the skeletal muscle
was extracted from the flexor hallucis longus. After separating the total ribonucleic acid (RNA) of each group, quan-
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was used to analyze RNA quantitatively. AR mRNA and MRFs expression revealed
that all of the treated groups had significantly difference. AR mRNA expression increased in ME REG 6.24 ± 1.85 and
SP REG 9.68 ± 0.28 fold compared to CON. Myod mRNA expression increased in MP REG 6.04 ± 0.47, ME REG
4.31 ± 1.58 and SP REG 8.11 ± 0.57 fold compared to CON. And myogenin mRNA expression increased in MP REG
4.11 ± 0.42, ME REG 4.12 ± 0.45 and SP REG 6.50 ± 0.61 fold compared to CON. In conclusion, during the resistance
exercise, providing mulberry and silkworm gives positive effect on AR mRNA and MRFs expression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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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적 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현대인들에게 풍족하

고 안락한 삶을 주었지만 이와 같은 삶의 양상은 운동부

족, 비만, 노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었

고 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

은 신체활동 부족에 따른 건강 저해요소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 수명 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에 많

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건강이 화두가 되면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운동

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헬스트레이닝을 통

한 저항성 운동은 근골격계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 하나로 무거운 중량을 들어 신체를 자극하여 근

육을 증가시키는 운동이다. 운동 후 그에 따른 자극은 단

백질 합성률을 증가시키고 운동선수의 운동수행능력 향상

에 영향을 미친다(Phillips et al. 1997, Phillips et al. 2005).

적절한 영양 섭취와 저항성 운동은 동화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이러한 호르몬 반응을 통한 단백질 합성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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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내 단백질 저장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Kraemer et al. 1998, Williams et al. 2002, Volek 2004).

효과적인 근력 향상 및 근육 증가를 위해서는 근육 운동

의 적절한 강도, 시간, 휴식뿐만 아니라 운동 전후의 영

양 섭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디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뽕나무의 열매로

꾸준히 먹으면 백발을 검게 하며 소갈을 덜어주고 오장

을 이롭게 하고 빈혈, 고혈압, 관절통 및 대머리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im 1991). 화한약백과도감

(和漢藥百科圖鑑)에서는 ‘오디가 강장과 신장을 보익하고

음혈(陰血, 남녀의 정력)을 길러 주는 효능이 있고, 양혈

거풍(養血去風, 피를 길러주고 풍을 없애 줌)을 하는 작용

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오디의 생리활성 연구에서 항당

뇨(Heo et al. 2007), 오디추출물의 항균 활성(Kim et al. 2005),

항산화, 항염증(Kim et al. 1998), 콜레스테롤 억제 및 항

고지혈증(Kim et al. 2008) 등의 다양한 작용을 나타내어 기

능성 식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누에(Bombyx mori L.)

는 누에나방과(Bombycidae)에 속하는 유충(幼蟲)으로 예

로부터 비단을 얻기 위해 길러왔지만 최근 누에 분말의

혈청 중의 활성 산소 생성 억제 및 제거효소 활성(Cha et

al. 2010), 누에분말의 제조조건에 따른 혈당강하효과(Ryu

et al. 1997), 간 독성 예방(Ryu et al. 1999), 누에유래 불

포화지방산의 고지혈증 개선, 콜라겐 증가 및 콜라겐 분

해효소 활성 억제(Kang et al. 2006), 테스토스테론 증가

(Ryu et al. 2010) 등의 기능성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

와 같은 누에와 오디의 효능은 근력 및 근비대를 위한 저

항성 운동에 효과적인 영양 섭취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항성 운동과 같은 과부하를 견디는 자극에 의해 체내

호르몬 대사의 증가, 성장인자, 동화호르몬의 분비,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 등의 동화작용은 근육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단백질 분해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Robert and Charles 2007). 저항성 운동

은 더 많은 운동단위(motor unit)를 동원하고 근세포의 성

장과 근력 발달에 도움이 되며, 특히 성장 호르몬의 분비

를 유발하여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의 수송을 촉진하고

핵 내 전사작용(transcription)에 영향을 주어 mRNA의 양

을 증가시킴으로써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한다(Fry et al.

1994, Kraemer et al. 1998).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육 손

상 및 회복 과정에 생성되는 다양한 유전자 중 androgen

receptor(AR) mRNA는 동화 작용을 통한 근육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androgen과 결합하여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며(Ozanne

et al. 2000), DNA 내의 androgen response elements(ARE)

라고 불리는 특별한 염기서열과 결합하여 근육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게 된다(McKenna et al. 1999). 

운동이나 트레이닝에 의한 근섬유의 손상으로 활성화된

위성세포는 손상된 부위로 이주하여 융해되어 근섬유를

재생시키거나 생성을 유도하게 된다(Ferrari et al. 1998).

위성세포는 새로운 핵을 만들기 위해 근섬유내의 세포 소

기관(organelle)에 잔존하기도 한다. 위성세포는 하나의 핵

(nucleus)를 가지고 있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존하

고 있던 위성세포의 핵들에 의해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되고 합성된 단백질은 더 많은 위성세포

를 만들어 이는 근원섬유의 생성을 유도하고 제 2차 근

섬유 재생 과정을 촉진하게 된다(LaFramboise et al. 2009).

골격근의 위성세포는 운동이나 근육의 과부하로 인한 근

육의 발달이나 재생성이 이루어질 때 세포증식을 일으키

지 않는 진정기 상태의 위성세포는 활성화되며 증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위성세포는 근원성 전구체 세포(myogenic

precursor cell) 또는 근육아세포인 myoblast라고 명명된다

(Charge and Rudnicki 2004). 위성세포가 활성화되면 전사

인자인 myogenic gene이 발현하게 되는데 MyoD, myf-5,

myf-6, myogenin, PCNA 등이 대표적이다(Maier et al. 2002).

이 중 MyoD와 myogenin은 근섬유의 전구세포인 위성세

포(satellite cell)의 증식과 분화를 조절하여 근세포의 재

생에 관여하게 된다(Grounds et al. 1992, Olson and

Klein 1994). 

건강한 육체와 삶을 위한 저항성 운동은 근육 증가에

도움이 되며 적절한 강도의 운동 자극, 휴식, 영양에 의

한 근육의 회복과 재생성 과정은 관련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8주간의 사다리를

이용한 점진적 저항성 운동과 더불어 오디분말, 오디추출

물, 누에분말의 섭취가 흰쥐의 골격근에서 androgen

receptor(AR) mRNA와 myogenic regulatory factors(MRFs)

의 발현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6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Semtako Inc.,

Osan, Korea) 50두를 분양받아 일주일간 순화 기간을 거

친 후 군간 체중을 고르게 분리하고, 꼬리에 개체를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그리고 시료 투여 및 저항성

운동 여부에 따라 대조군(Control group, CON; n = 10), 운

동군(Resistance exercise group, REG; n = 10), 오디분말 운

동군(Mulberry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MP REG; n = 10), 오디추출물 운동군(Mulberry

extract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ME REG;

n = 10), 누에분말 운동군(Silkworm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SP REG; n = 10)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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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물실험은 원광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서 동물실험 승인서(승인번호: 승인KWU12-55)를 발급

받은 후 진행하였다.

2. 시험물질의 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오디와 누에는 2012년 부안군 농가

에서 구매하여 -20oC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오디 분

말은 동결건조하여 분말로 분쇄하였고 누에 분말(양원잠-

수컷, 5령 3일)은 액체질소로 동결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

로 분쇄하였다. 오디추출물은 오디 50㎏에 70% EtOH

500ℓ를 가하여 40oC에서 4시간 동안 2회 추출 후 각각

2시간 동안 농축하였다. 2회 농축액을 합하여 2시간 동안

농축 후 농축액 80ℓ를 동결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실험동물 사육 및 사료 섭취량 측정

실험동물은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동물실험실에서 폴리설폰 사육 상자에 1상자 당 5마리씩

총 50마리를 사육하였다. 사육실 온도는 22 ± 2oC, 습도는

상대 습도의 50% ± 5%로 일정하도록 조절하였으며, 12시

간(07 : 00 ~ 19 : 00)을 주기로 명암을 조절하였다. 대조군

과 운동군은 고형사료(Semtako Inc., Osan, Korea)를 섭취

하도록 하고 시료 투여 집단은 고형사료에 각각의 시료

(2.1 g/kg; Mulberry powder, 0.235 g/kg; Mulberry extract,

2.1 g/kg; Silkworm powder)가 배합된 사료를 섭취하도

록 하였으며 필터로 여과된 정제수를 자유롭게 섭취하

도록 하였다. 

4. 저항성 운동 방법

본 실험은 동일한 시간대에 저항성 운동인 사다리 운동

을 자체 제작한 전용 사다리(98*27 cm, 2 cm grid, 80o

incline)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저항성 사다리 운동은 기

존의 사다리 운동 방법(Hornberger and Farrar 2004, Kwon

et al. 2004, Lee et al. 2004, Troy et al. 2004, Yang et al.

2006)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1주일간 주당 3일, 1일 5

회씩 부하 없이 맨몸 사다리 운동을 거친 후 7주간 주당

2일, 1일 10회씩 점진적인 과부하 하에서 실시하였다. 저

항성 운동 부하는 최대중량의 50%(최초 체중의 50%)부

터 시작하여 매회 처음 지정된 무게에서 20 g ~ 100 g씩

부하를 증가시켰고, 반복 간 2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초

기 3주간은 20 ~ 50 g씩 매회 부하를 증가시켰고 그 후

4주간은 50 ~ 100 g씩 매회 부하를 증가시켰다. 세트가 끝

나는 시점인 10번째 중량을 최대중량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세트가 끝나기 전에 운동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

면 바로 전 시점의 중량으로 세트를 완료하였으며 더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기 전 시점의 중량을 최대중량으

로 기록하였다.

5. 시료채취

실험 시료로써 조직 채취는 8주간 저항성 운동이 끝난

후에 실시하였으며 부검 전 12시간 절식하고 ether로 마

취시킨 후 사다리 운동에서 주동근으로 작용하는 장무

지굴근(flexor hallucis longus)을 오른쪽 뒷다리에서 적

출하였다.

6. 분자 생화학적 분석방법

6.1. Total RNA의 추출 및 cDNA의 합성

적출한 골격근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액화질소(liquid

nitrogen)로 동결시킨 후, 분석 때까지 -80oC 냉동고에 보

관하여 사용하였다. RNA 추출은 상품화된 키트인 RNeasy

Lipid Tissue Mini Kit(Qiagen, CA, USA)를 사용하여 제

조사의 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RNA 추출, 침전, 세척

과정을 거친 후 건조된 pellet에 Nuclease-free water 40㎕를

첨가하여 total RNA를 분리한 후 Spectrophotometer(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RNA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역전

사 반응은 상품화된 키트인 TOPscriptTM cDNA Synthesis

Kit(Enzynomics, DA, Kore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cDNA를 합성하였다. 반응 조성은 RNA 1.5㎍, buffer

2㎕, dNTP 2㎕, reverse transcriptase 1㎕, primer 1㎕이며,

total volume은 Nuclease-free water로 20㎕로 맞추었다. 이

들 반응물은 50oC에서 60분간 신장 과정을 통하여 cDNA

를 합성하였으며, 다음 단계의 실험을 위하여 -20oC에서

보관하였다.

6.2. Real-time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qPCR)

AR(TaqMan Gene Expression Assay ID Rn00560747_m1,

Applied Biosystems, CA, USA), Myo D(TaqMan Gene

Expression Assay ID  Rn01457527_g1, Applied Biosystems,

CA, USA), Myogenin(TaqMan Gene Expression Assay ID

Rn01490689_g1, Applied Biosystems, CA, USA) mRNA를

특이적으로 검출하도록 디자인된 시발체(primer)와 탐색

자(probe)는 Applied Biosystems사로부터 구입하였다.

qPCR 반응액은 TaqMan univeral Master mix 2X(Applied

biosystems, CA, USA) 10㎕, 10pmol forward primer 0.5㎕,

10 pmol reverse primer 0.5㎕, DNA template 1㎕, Nuclease-

free water 8㎕를 넣어 총 부피가 20㎕가 되게 하였다. 핵

산 증폭은 pre-denaturation은 95oC에서 10분, denaturation은

95oC에서 15초, annealing은 60oC에서 1분으로 하여 40 cycle

을 수행하였다. 각 검체마다 상대정량을 위해서 housekeeping

유전자인 18s rRNA(Applied Biosystems, CA, USA)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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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법으로 증폭하였다. 

6.3. 18s rRNA를 이용한 target gene의 normalization

과 2
-ΔΔCt

 상대정량  

Housekeeping gene인 18s rRNA를 이용하여 흰쥐의 장

무지굴근에서 AR, MyoD, Myogenin mRNA를 상대적으

로 정량하였다. 각각의 target gene Ct값을 18s rRNA Ct

값으로 normalization(Cttarget-Ct18s)하고 이를 ΔCt(target gene-

18s)라고 하였다. 대조군(CON) 10마리의 target mRNA의 Ct

값과 18s rRNA Ct값의 평균을 구하여 Ctcalibrator(mean target

gene-mean 18s)를 계산하였다. 이 ΔCtcalibrator로 각 처리군

(CON, REG, MP REG, ME REG, SP REG)의 ΔCt를 다시

normalization하게 되는데, 이를 ΔΔCt(ΔCt-ΔCtcalibrator)라고 하

였다. 이 ΔΔCt를 2
-ΔΔCt

 로 최종적인 상대 정량값으로 표현하

여 각 처리군에서 target gene의 골격근 내 발현 정도를 배수

변화(fold change)로 비교하였다(Livak and Schmittgen 2001).

7.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분석은 3번의 반복실험 결과를 One-way

ANOVA((R i386 3.0.1) Duncan 사후검정) 비교를 실

시하여 p < 0.05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장무지굴근내 AR mRNA 발현의 변화 

Real time PCR로 얻은 Ct 값은 먼저 18s rRNA로 보정

하고, 이를 대조군으로 2차 보정하여 사다리 운동과 시료

섭취에 따른 AR mRNA 발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사다

리 운동과 시료 섭취에 따른 흰쥐 장무지굴근에서의 AR

mRNA의 발현은 Fig. 1과 같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저항성 운동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운동군에서 4.04 ± 1.12, 오디분말 운동군에서 5.23 ± 0.56,

오디추출물 운동군에서 6.24 ± 1.85,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9.68 ± 0.82배를 나타내었다. 운동군과 비교하여 오디추출

물 운동군과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오디분말 운동군의 경우 운동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Fig. 1. Real-time PCR of AR mRNA expression in the flexor

hallucis longus. All data are mean S.D. values expressed the 2
-ΔΔCt

tha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each the control group and the

treated groups. The value of 2
-ΔΔCt

 is the fold change of AR mRNA.

Small letters inside the figure represent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n = 3). CON: control

group, REG: resistance exercise group, MP REG: mulberry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ME REG: mulberry

extract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SP REG: silkworm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Fig. 2. Real-time PCR of MyoD mRNA expression in the flexor

hallucis longus. All data are mean S.D. values expressed the 2-ΔΔCt

tha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each the control group and the

treated groups. The value of 2-ΔΔCt is the fold change of MyoD

mRNA. Small letters inside the figure represent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n = 3). CON:

control group, REG: resistance exercise group, MP REG:

mulberry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ME REG:

mulberry extract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SP REG:

silkworm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Fig. 3. Real-time PCR of myogenin mRNA expression in the

flexor hallucis longus. All data are mean S.D. values expressed

the 2
-ΔΔCt

 tha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each the control

group and the treated groups. The value of 2
-ΔΔCt

 is the fold change

of myogenin mRNA. Small letters inside the figure represent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n = 3). CON: control group, REG: resistance exercise group,

MP REG: mulberry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ME REG: mulberry extract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SP

REG: silkworm powder intake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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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무지굴근내 MRFs 발현의 변화  

Real time PCR로 얻은 Ct 값은 먼저 18s rRNA로 보정

하고, 이를 대조군으로 2차 보정하여 사다리 운동과 시료

섭취에 따른 MyoD, myogenin mRNA 발현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8주간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후 흰쥐 장무지굴

근에서의 MyoD mRNA의 발현은 Fig. 2와 같으며 대조

군과 비교하여 운동군에서 2.19 ± 0.27, 오디분말 운동군

에서 6.04 ± 0.48, 오디추출물 운동군에서 4.32 ± 1.59, 누

에분말 운동군에서 8.11 ± 0.57배를 나타내었다. 운동군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 섭취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Myogenin mRNA의 경우 Fig. 3과 같다. 대조군

과 비교하여 운동군에서 2.70 ± 0.57, 오디분말 운동군에

서 4.11 ± 0.42, 오디추출물 운동군에서 4.13 ± 0.45, 누에

분말 운동군에서 6.50 ± 0.61배를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비

교하여 모든 저항성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

며 운동군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 섭취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 찰

본 연구는 6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대

상으로 8주간 오디, 누에의 섭취 및 사다리 운동을 통한

점진적 저항성 운동을 실시하여 근비대를 유도한 후, 흰

쥐의 골격근에서 AR mRNA와 MRFs의 발현에 효과가 있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다리 운동과 시료 섭

취는 흰쥐 골격근에서 AR mRNA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저항성

운동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운동

군에서 4.04 ± 1.12, 오디분말 운동군에서 5.23 ± 0.56, 오

디추출물 운동군에서 6.24 ± 1.85,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9.68 ± 0.82배를 나타내었다. 운동군과 비교하여 오디추출

물 운동군과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오디분말 운동군의 경우 운동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androgen receptor(AR) 유전자는 X 염색체의 Xq11-12

위치에 존재하며 그 크기는 약 110 kDa 정도이며(Chang

et al. 1988) 유전자의 발현은 근육과 뼈, 신경, 내분비 조

직(endocrine tissues) 등과 같은 조직에서 풍부히 발현된

다(Lindzey et al. 1994). AR은 호르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세포질(cytoplasm)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스토스테론

과 같은 androgen과 결합하게 되면 핵으로 이동하게 되어

androgen response elements(ARE)라고 불리는 특별한 염

기서열에 결합한다. 이러한 AR의 ARE 결합은 더 나아가

근육에 관련된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s)와 상호작용

을 통해 skeletal α-actin과 같은 근육 유전자의 발현을 촉

진하게 된다(Mckenna et al. 1999). 그리고 근육에서의 AR

mRNA 발현의 증가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androgen에

의해 근육에서 일어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Androgen 처

리에 의한 골격근에서 AR mRNA 농도의 증가는 쥐나 사

람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Antonio et

al. 1999, Kadi et al. 2000, Lee et al. 2003, Bhasin et al.

2006, Sheffield-Moore et al. 2006). 

MRFs 발현 결과를 살펴보면 사다리 운동과 시료 섭취

는 흰쥐 골격근에서 MRFs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MyoD mRNA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운동군

에서 2.19 ± 0.27, 오디분말 운동군에서 6.04 ± 0.48, 오디

추출물 운동군에서 4.32 ± 1.59,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8.11 ± 0.57배를 나타내었다. 운동군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

섭취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Myogenin mRNA

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운동군에서 2.70 ± 0.57, 오디

분말 운동군에서 4.11 ± 0.42, 오디추출물 운동군에서

4.13 ± 0.45,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6.50 ± 0.61배를 나타내

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저항성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운동군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 섭취 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MyoD는 근육모세포로 분화하기 위해 발생초기에 발현

되며 myogenin은 근육모세포의 융합 및 근육 유전자 활

성 그리고 분화인자로서 활동한다(Molkentin and Olson

1996). C2C12 myoblast에 AR을 과발현시키자 myoblast

분화에 필수적인 myogenin 단백질 및 mRNA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Lee 2002). MyoD와

myogenin은 손상된 근섬유의 재생을 위해 활성화된 위성

세포의 핵 속에서 발현되는데, 이 중 MyoD는 somite cell

을 muscle precusor 인 myoblast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관

여하며, myogene은 myoblast가 증식하고 융해되어 myotube

를 형성함으로서 수많은 핵을 가진 myofiber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rounds et al. 1992,

Olson and Klein 1994). 

오디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가

진 건강식품으로 cyanidin 3-glucoside(C3G), γ-aminobutyric

acid(GABA), rutin 등의 항산화, 항당뇨, 항염증 및 항고지

혈증 등의 여러 생리작용이 보고되었다(Asano et al. 2001,

Oh et al. 2002). 누에는 풍부한 단백질, 아미노산, 펩티드,

미네랄 등 영양적 가치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1-

deoxynojirimycin(DNJ)의 혈당 강하(Chung et al. 1997), 테

스토스테론 증가(Ryu et al. 2010) 및 간독성 예방(Ryu et

al. 1999) 등의 효과가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오디와 누에

의 섭취가 근비대 관련 유전자인 AR mRNA와 MRFs의

발현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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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복잡한 근비대의 신호전달과 조절기전의 어느 부분에

관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AR mRNA와 MRFs를 포함

한 일부 근비대 관련 유전자의 경우 저항성 운동만으로

근육에서 현저한 발현을 나타낸다(Bamman et al. 2001,

Psilander et al. 2003).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운동군에

비해 오디와 누에 섭취군에서 더 많은 유전자의 발현이

나타났다. 다양한 생리적 작용이 있는 오디와 누에의 섭

취가 근육의 손상과 회복을 통한 복잡한 과정의 한 부분

에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AR mRNA와 MRFs

의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잠산물인 누에와 오디를 활용한 운동보조제 개발을

위해 시료 섭취 및 저항성 운동에 따른 rats의 AR mRNA

와 MRFs의 발현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저항성 운동

동안 오디와 누에의 섭취는 AR mRNA와 MRFs의 발현

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근육 증가와 관련

된 기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8주간의 사다리를 이용한 점진적 저항성 운

동과 더불어 오디분말, 오디추출물, 누에분말의 섭취가 흰

쥐의 골격근에서 androgen receptor(AR) mRNA와 myogenic

regulatory factors(MRFs)의 발현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6주령의 Rat 50두를 분양받아 일주일간 순화

기간을 거친 후 군간 체중을 고르게 분리하고 시료 투여

및 저항성 운동 여부에 따라 대조군, 운동군, 오디분말 운

동군, 오디추출물 운동군, 누에분말 운동군으로 설정하

였다. 시료 투여집단은 고형사료에 각각의 시료가 배합된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저항성 운동 방법은

1주일간 주당 3일, 1일 5회씩 부하 없이 맨몸 사다리 운

동을 거친 후 7주간 주당 2일, 1일 10회씩 점진적인 과부

하 하에서 실시하였다. 8주간 저항성 운동이 끝난 후 오

른쪽 뒷다리에서 장무지굴근을 적출한 후 RNA 추출 및

cDNA를 합성하여 -20oC에 보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AR mRNA와 MRFs를 특이적으로 검출하도록 디자인된

시발체와 탐색자를 구입하여 housekeeping 유전자인 18s

rRNA와 함께 Real Time PCR을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18s

rRNA를 이용하여 흰쥐의 장무지굴근에서 AR mRNA와

MRFs를 2
-ΔΔCt 법을 통해 상대정량하여 골격근 내 발현 정

도를 배수변화로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사다리 운동과

시료 섭취는 흰쥐 골격근에서 AR mRNA의 발현을 유의

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

든 저항성 운동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운동군에서 4.04 ± 1.12, 오디분말 운동군에서

5.23 ± 0.56, 오디추출물 운동군에서 6.24 ± 1.85,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9.68 ± 0.82배를 나타내었다. 운동군과 비교하

여 오디추출물 운동군과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으며 오디분말 운동군의 경우 운동군과 비교

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대조군과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MyoD mRNA의 경우 대

조군과 비교하여 운동군에서 2.19 ± 0.27, 오디분말 운동

군에서 6.04 ± 0.48, 오디추출물 운동군에서 4.32±1.59, 누

에분말 운동군에서 8.11 ± 0.57배를 나타내었다. 운동군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 섭취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Myogenin mRNA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운동군

에서 2.70 ± 0.57, 오디분말 운동군에서 4.11 ± 0.42, 오디추

출물 운동군에서 4.13 ± 0.45, 누에분말 운동군에서

6.50 ± 0.61배를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저항

성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운동군과 비교

하여 모든 시료 섭취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을 통해 오디와 누에의 섭취는 저항성 운동에 따

른 수컷 흰쥐의 골격근에서 근육 관련 유전자인 AR mRNA

와 MRFs의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후 근육 증

가를 목적으로 한 운동보조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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