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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zotocin유도 당뇨쥐의 단기간 capsaicin 섭취와 운동이  지질, 항산화 효소  
Akt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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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hort-term Exercise and Capsaicin Supplementation on Serum Lipids, Antioxidants 
and Akt Contents in STZ-induced Diabetic Rats. Dae Yun Seo, Jeong Rim Ko and Yeong Ho Bae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effects of short-term exercise and capsaicin supplementation on serum lip-
ids, antioxidants and Akt contents in diabetic rats whose symptom was induced through the use of 
50 mg/kg streptozotocin, 31 white rats were experimented. Rats in one exercise group and another 
exercise-capsaicin supplementation group exercised on a treadmill maintained by a 15-min run at 0° 
inclination five times for a week during two weeks one week after the diabetes was induced. 10 mg 
of capsaicin per kilogram of weight was orally administered to rats in the capsaicin supplementation 
group after the diabetes was induced. The serum lipids were analyzed through the use of blood ob-
tained from the incision of the abdomen, and antioxidants and Akt conte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use of livers to reach following conclusions. As for the serum lipids, TG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 DCE and HDL-C was higher than in other groups. RO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groups 
except for group D. CAT significantly increased in group DC, SOD was significantly high in groups 
DE and GSH was significantly high in all groups except for D. Akt contents significantly increased 
in group DC and p-Akt in group D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short-term 
exercise and the capsaicin supplementation had a significantly effect on the serum lipids, antioxidants 
and Ak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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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에 한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당강하효과 이외에 

 지질 이상  복부비만 개선, 압강하 등 다양한 작용에 

의해 합병증을 방하고 당뇨병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4,5]. 운동은 지방조직에서 인슐린 작

용자의 감수성 강화와 리코겐 장을 늘리는 골격근의 응

상이라고 하며[7], 골격근에서 당 이용을 증가시키고, 인슐

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사 장애를 개선하는 등의 당화

색소 농도를 하시켜 인슐린의 필요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27].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규칙 인 유산소 운동을 실시할 경우 

당이 하되고, 인슐린에 한 감수성이 향상되고 당조  

능력이 개선되어 지질 사에도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3], 지방 콜 스테롤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

면 식사 조 만 한 경우 보다 HDL-C가 하게 증가하고, 

LDL-C은 상당한 감소를 나타낸다고 하 다[18].

고추의 주요 성분  capsaicin의 생리  작용은 식욕증진, 

신미성, 타액분비항진, 장 연동 운동항진, 식염 섭취량 하, 

 확장  수축, 산 분비항진, 콜 스테롤 하, 에 지 

사 항진 등이 있고, 신생쥐 시기에 capsaicin 성분을 투여하

여 substance P와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를 

분비하는 미주구심 신경섬유(vagal afferent nerve fiber)의 감

각신경기능을 억제하면, 성숙쥐에서 인슐린분비에 의한 당

사기능이 개선되거나[9], 인슐린 분비의 증가 없이 포도당 불

내성이 개선되며, 골격근의 리코겐 합성증가를 통한 인슐린 

감수성이 항진된다는 보고가 있었다[15].

Capsaicin 섭취에 한 연구에서는 소장 막에서 소화효

소들의 활성을 높여 소화를 진하며[25], 면역반응을 조 한

다고 하 다[28]. 한 장지질과 지질단백질의 감소[23], 

capsaicin을 체  1 kg당 50 mg을 한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면 

 포도당, 인지질, 콜 스테롤, 성지방, 유리지방산  

뇨  질소치의 하가 나타난다고 하 다[22].

쥐에게 고지방식 사료에 capsaicin을 혼합하여 섭취한 후 

지방조직 량을 측정한 결과 capsaicin 투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것은 capsaicin의 투여가 지방의 

산화를 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 으며[10], 지방함량이 

간 정도인 정제사료에 capsaicin을 0.014% 혼합하여 2주간 섭

취시키면서 트 드 (20 m/min, 8o)운동을 시킨 후, 실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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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식후 2시간에 운동  30분 간격으로 해부하여 측정한 

결과 근육 리코겐 농도와  에 지 기질농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21].

수  pool 운동 장치를 이용한 연구에서 일반식으로 사육된 

쥐에 capsaicin을 투여하 을 때 2시간 후 운동 능력이 히 

증가함을 보고한 결과는 capsaicin (10 mg/kg)섭취 후 아드

날린의 분비 진에 따른 지방 사 항진에 의한  유리지방

산 농도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12].

단기간 정상 쥐에 capsaicin을 식이사료에 첨가하여 섭취시

킨 결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 으며[3], 이것은 조직에 

한 메커니즘은 분명하지 않으나, 구의 지질산화와 마이

크로 페이지에서의 산소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효과 인 항산화제임을 보고하 다[14].

Streptozotocin유발 당뇨쥐에 capsaicin 0.028%을 사료에 

첨가하여 4주간 자유 식이를 시행한 결과 고 당을 감소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capsaicin에 의한 고 당 

개선효과는 capsaicin 농도에 비례하여 0.028% 함유 식이가 

0.014% 함유 식이보다 더 좋은 개선효과를 래한다고 하 다

[8]. 이러한 capsaicin에 의한 당감소는 인슐린 분비량 증가

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리지방산 감소와 근육조직의 

제4형 당수송체 증가와 같은 말 조직의 인슐린 감수성 증가

에 기인한다고 하 다[24].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주는 제4형 당수송체를 조 하는 

Akt는 세포의 생존을 진하고 루코스의 섭취  달을 

강화시키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지구성 운동과 인슐린 복

합 처치군에서는 Akt의 인산화가 증가된다고 하 고, 6주간의 

지구성 트 이닝과[20] 5일간의 지구성운동 트 이닝은 쥐의 

골격근에서 인슐린에 의한 Akt의 인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졌다[2].

이와 같이 capsaicin 효과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

며, 당뇨유발쥐에 capsaicin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다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Akt인산화에 의한 인슐린 감수성 변

화와 항산화효과를 알아보기 해 본 실험을 진행하 다.

재료  방법

실험 동물

생후 7주령의 Sprague Dawely계 수컷 흰쥐 31마리를 구입

하여 Table. 1과 같이 구분하여 5주 동안 실험하 다. 실험동물

은 사육cage에 2마리씩 개별 사육을 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2.0±1.0oC, 상 습도는 50.0±10.0%로 조 하 다. 명암주기

는 12시간 간격으로 유지하 으며, 물과 사료는 동일한 조건

으로 충분히 섭취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공 하 다.

투여 방법

당뇨유발은 실험 상 흰쥐를 4시간 식시킨 후 streptozo-

tocin (STZ)를 0.1 M sodium citrate buffer (pH 4.3)에 녹여서 

하복부를 통하여 STZ농도 50 mg/kg을 주사하 고, 실험  

일주일 동안 당을 체크하여 200 mg/dl의 고 당을 쥐임을 

확인한 후 실험을 시작하 다.

Capsiaicin 섭취 그룹들은 실험동물의 체  당 10 mg/kg의 

capsaicin을 3% ethanol과 10% tween 80으로 이루어진 cap-

saicin saline 용액을 운동 직 에 경구 투여하 다. capsaicin 

비섭취군은 capsaicin 섭취 군과 동일한 스트 스를 용하기 

해 약을 투여 하 다. 

운동 방법

운동그룹들은 트 드 (Pro-Jog EJ36GLE, Korea Hi-Tech)

운동을 실시하 다. 트 드  런닝은 15마리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인을 설치하여 Table 2에서와 같이 실시하 다. 

실험 동물의 처리

실험사육 2주간의 최종일에는 12시간 이상 식시켰고, 

ether 마취 후 복부를 취하여 액  간을 채취하여 -70oC에 

냉동 보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지질 분석

Total glyceride, Tota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

oprotein cholesterol  Low lipoprotein cholesterol의 분석

은 Hitachi 7150 (auto system)을 사용하여 효소법으로 각

각 분석 하 으며, TG는 Sicdia L TG reagent를 사용하

고, T-C는 Sicdia L T-CHO reagent를 사용하여 검체  표

Table 1. Experimental groups

Group

Week
(age-week)

N

(n=7)

STZ

D
(n=5)

DC
(n=6)

DCE
(n=6)

DE
(n=7)

1(7) adaptable period

2(8)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3(9) ↓ STZ - injection

4(10) ↓ ↓
Capsaicin injection+Exercise

5(11) ↓ ↓

N: Normal

D: Diabetes

DC: Diabetes + Capsaicin

DE: Diabetes + Exercise

DCE: Diabetes + Capsaicin + Exercise

Table 2. Exercise method

Speed 

(m/min)

Degree

(°)

Time

(min/day)

Frequency

(day/week)

15 0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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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mparison of plasma lipids concentration in exercise and capsaicin treated group (mg/dl)

Group item N (n=7) D (n=5) DC (n=6) DE (n=7) DCE (n=6) F-value Duncan

TG 68.00±13.54 131.50±68.80 128.80±38.10 100.20±21.58  69.80±15.51 3.573* N,DCE

<DC,D

T-C 99.80±19.11 113.50±17.74  94.60±13.53 106.20±24.13 110.80±12.96 0.879

HDL-C 52.72±5.79  86.47±12.06  70.94±9.07  79.56±16.51  89.18±11.63 7.872
*** N<ALL

DC<DCE

LDL-C 15.20±3.11  15.25±2.87  13.40±1.14  15.60±3.57  14.60±1.51 0.545

Values are M±SD.

See Table 1 for abbreviations and details.
*: p<0.05, **: p<0.01, ***: p<0.001

물 질의 흡 도를 측정하여 장 50 nm에서 측정하고, 

생성된 자색 퀴논(qinone)색소의 흡 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구하 다.

HDL-C는 측정시약 Wako L-Type HDL-C, LDL-C는 Wako 

L-Type LDL-C를 사용하여 검체  표 의 흡 도를 각각 

장 593 nm, 600 nm에서 측정하고, 생성된 자색 퀴논 색소의 

흡 도를 측정한 후 농도를 구하 다.

항산화 효소 분석

시약은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dye)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항체인 p-Akt, Akt, catalase, SOD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 고, 

Anti-rabbit Ig G-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항체는 

Amersham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활성산소 분석

조직을 균질화한 후 cytosol을 획득하여 조직내 ROS(re-

active oxygen species) 생성능을 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D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5M DCFH-DA 존재 하

에서 생성된 형 의 변화를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0 nm에서 30분간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FL500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GSH/GSSG 효소 분석

측정은 Glutathione level 1 mM EDTA가 들어있는 50 mM 

phosphate buffer에 trichloric acid (TCA)를 처리한 조직을 더

하여 0-phthaldehyde을 첨가하여 25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을 

하 다. 한 GSSG level은 TCA를 처리한 조직에 N-ethyl-

maleimide를 첨가하여 30분동안 실온에서 반응 후, 0.5 N 

NaOH와 0-phthaldehyde를 첨가하여 25분간 실온에서 반응

하 다. 두 GSH 와 GSSG level은 excitation 360 nm  emis-

sion 460 nm에서 30분간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FL500으로 측정하 다.

Akt량  분석 

Postmitochondria 분획을 동량의 gel loading buffer (0.125 

M Tris-Cl, pH 6.8, 4% SDS, 10% 2-mercaptoethanol, 0.2% 

bromphenol blue)와 혼화한 후 5분간 끓 다. 각각의 sample 

(100 μg)을10-15% sodium dodecyl sulphate (SDS)- poly-

acrylamide mini-gel에서 1시간 30분간 15 V에서 기 동 시

켰다. Towbin buffer (25 mM Tris-Cl, 192 mM glycine, 20% 

MeOH)를 이용하여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mem-

brane에 transfer시키고, 비특이  단백결합을 차단하기 해 

membrane을 5% non-fat milk를 함유하는 washing buffer (10 

mM Tris-Cl, pH 7.5, 100 mM NaCl, 0.1% tween- 20)에서 1시

간 동안 shaking을 시킨 후 washing buffer로 1번 세척을 하고 

각각의 1차 항체와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horseradish-peroxidase가 결

합된 2차 항체와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 후 ECL detection reagent를 가하여 생성되

는 인 을 hyperfilm에 감 시켜 상하여 signal을 확인하

다. pre-stained blue protein markers (Bio-rad)를 이용하여 분

자량을 각각 산출하 다.

자료 처리

본 실험의 자료는 SPSS Ver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

cial science)통계 package를 이용하 으며, 각 변인들 간에 평

균값  표 편차를 산출한 후 집단 내 변화는 paired t-test를 

실시하고, 집단 간 평균치 검증은 one-way ANOVA를 실시했

다. 사후검증은 duncan방법을 이용하고, 유의수 은 α<0.05 

수 으로 검증하 다.

결   과

 지질의 변화

지질의 경우에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G의 농도

는 N, DCE군이 DC, D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P<0.05). T-C의 농도는 다른 군에 비하여 D군, DCE군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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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mparison of liver CAT, SOD, GSH and ROS in exercise and capsaicin treated group

Group Item
N

(n=7)

D

(n=5)

DC

(n=6)

DE

(n=7)

DCE

(n=6)
F-value Duncan

CAT Arbitrary density

(% of Young)
100.00±5.30 74.91±6.71 100.62±6.48  87.22±10.18 86.25±3.89  6.220

** D<N,DC

SOD Arbitrary density

(% of Young)
100.00±6.72 79.19±12.86  130.81±18.18 165.14±26.34  80.54±33.69  7.849**

D,DCE

<DC,DE

N<DE

GSH

(pM/mg protein)
00.07±.00 00.06±.00 00.13±.00 00.13±.02 00.11±.00 22.612

*********
D,N<DCE,DC,DE

ROS

(Fluorescence/mg protein)
128.08±12.86 272.28±25.15 190.66±8.25 175.04±21.61 176.76±21.39 18.509*** N<ALL

DE,DCE,DC<D

Values are M±SD.

See Table 1 for abbreviations and details.
* ; p<0.05, ** ; p<0.01, *** ; p<0.001

Table 5. The comparison of liver Akt, p-Akt in exercise and capsaicin treated group (% of Young)

Group Item N (n=7) D (n=5) DC (n=6) DE (n=7) DCE (n=6) F-value Duncan

Akt

Arbitrary density
100.00±11.10 92.55±2.86 158.62±3.16 125.02±1.04 93.21±8.27 50.711*** D,DCE,N<DE,DC

DE<DC

p-Akt

Arbitrary density
100.00±28.25 52.51±7.43 137.90±30.03 172.70±39.31 158.77±40.09 7.560** D<DC,DCE,DE

N<DCE,DE

Values are M±SD.

See Table 1 for abbreviations and details.
* ; p<0.05, ** ; p<0.01, *** ; p<0.001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DL-C은 DCE군은 DC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LDL-C은 DC군에서 

13.40±1.14 mg/dl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산화 효소와 ROS의 변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T는 D군에 비해 N군, DC군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1), SOD는 D군, DCE군에 

비해 DC군, DE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이  DE군은 N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GSH는 D군, N군에 비해 DCE군, DC군, DE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ROS는 N군에 비해 당뇨유발군들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01), DE군, DCE군, DC군에 비

해 D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Akt 효소의 변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kt는 D군, DCE군, N군에 비

해 DE군, DC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01), DC군은 

DE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p-Akt

는 D군에 비해 DC군, DCE군, DE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며, DCE군, DE군은 N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고   찰

본 연구에서 STZ로 유발된 당뇨쥐를 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직  capsaicin을 구강 투여하여 지질, 항산화  Akt

량의 변화량을 검토하 다.

 지질 변화에서는 당뇨군, capsaicin만 섭취한 군의 TG

는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capsaicin 섭취와 

운동을 병행한 군은 다른 군들에 비해 정상군과 비슷한 수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C와 LDL-C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HDL-C는 capsaicin 섭취와 운동을 병행한 군

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각각 나타났다.

성 [8]등은 STZ유발 당뇨쥐에서 capasicin을 0.014%와 

0.028%를 첨가한 식이를 4주간 투여한 결과  TG의 경우 

변화가 없고, T-C와 LDL-C은 감소하 으나 HDL-C은 변화가 

없어 HDL-C에 한 LDL-C의 비율이 감소하므로 capsaicin 

식이는 효과 이라고 하 고, 정상쥐를 상으로 2주간 고지

방식  트 이닝을 응시키고 2주간 고지방식에 capsaicin

을 섭취한 연구결과에서는 TG가 하게 감소하 다[26]. 이

것은 카테콜아민분비에 의해 지방분해가 진되어 트 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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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지방이 에 지원으로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Reck 등[26]은 운동이 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HDL-C의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Frey 등[6], 

Lokey 등[19]은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에서는 HDL-C의 

변화가 없다고 하 다. 하지만 운동에 의해 TG지방은 감소

하고 HDL-C은 증가하나, LDL-C에 한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다[1]. 

이것은 단기간 강도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직  

capsaicin을 구강 투여한 결과로 사료되며 capsaicin과 운동이 

당뇨병의 지질성분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된다.

ROS의 변화에서는 당뇨군이 가장 유의하게 높았으며 운동

을 처치한 군, capsaicin 섭취와 운동을 병행한 군, capsaicin만 

섭취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 유발에 의해 지질 과산화와 같은 화학

 연쇄반응을 거쳐서 조직에 한 손상을 유발하 으나 cap-

saicin 섭취와 운동을 시킨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운동과 capsaicin 섭취에 의하여 항산화제의 활성

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항산화 효소 변화에서 Laughlin 등[17]도 쥐를 상으로 12

주 동안 매주 5일, 32 m/min 속도로 하루 2시간씩 트 드  

운동을 시켰을 때 통제군에 비해 훈련군의 골격근에서 SOD, 

CAT, GPX 활성도가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김 성[11]은 

당뇨쥐를 1회 운동시켰을 때, SOD 활성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운동군이 활성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 하 는데 이는 당뇨에 

의한 스트 스로 인하여 지질과산화가 나타났고 이를 억제하

기 해 SOD가 증가 하 다.

CAT의 변화에서는 capsaicin만 섭취한 군, SOD, GSH는 

운동만 처치한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운동

이 항산화계의 향상에 잠재 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에

서 당뇨병의 방과 합병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apsaicin에 의한 항산화 효소활성도 변화에 한 

보고는 아직 미흡하나 본 연구 결과 STZ 유발 당뇨흰쥐에서 

운동과 capsaicin 섭취 군에서의 항산화 효소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항산화제에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된다.

Akt효소는 Akt인산화가 되기 에 capsaicin 섭취한 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p-Akt는 운동만 처치한 군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p-Akt는 Akt가 인산화된 형태를 말하며 p-Akt는 리코겐 

합성  달하는 단백질로써 세포막의 IRS의 향을 받아 

루코스를 효과 으로 근육내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 

내로 루코스가 들어가게 되면 Glut4 효소가 루코스를 에

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본 실험의 연구 결과 단기간 운동과 

capsaicin 구강 투여만으로도 Akt효소량을 증가시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 으로 당뇨병에 한 운동과 Akt효소에 한 연구가 

부족하며 당뇨쥐에 운동과 capsaicin을 병행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운동과 capsaicin 섭취가 Akt량 증가의 결과

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의 방과 치료  합병증 

완화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효과가 당뇨병

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만성병의 방  조 에도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한 후속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요   약

본 연구는 50 mg/kg의 STZ로 유발된 당뇨쥐에서 단기간 

운동과 capsaicin 섭취가 지질, 항산화 효소  Akt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31마리의 흰쥐를 상으로 실험 

하 다. 운동 군과 운동과 capsaicin을 병행한 군에서는 당뇨 

유발 일주일 후 부터 15 m/min, 0%의 경사도로 25분간 주5회 

2주간 트 드  운동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질 농도는 capsaicin 섭취와 운동을 병행한 군에서 

TG는 유의하게 감소하 고, HDL-C는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고, ROS는 당뇨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유의

하게 감소하 다.

CAT는 capsaicin만 섭취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고, 

SOD은 운동만 처치한 군과 capsaicin만 섭취한 군에서 유의하

게 높았으며, GSH는 당뇨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Akt효소는 capsaicin만 섭취한 군, p-Akt는 운동군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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