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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limbing resistance training on
GLUT-4 protein and LDH isozyme activities of the soleus and gastrocnemius muscles in rats. Each
experimental group was randomly divided into a control group (n=6) and a resistance exercise (n=6)
group. Sprague-Dawley rats were made to climb a 180 cm tower for 12 wk. Weight changes in the
resistance exercise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5). GLUT-4 protein
expression of the soleus and gastrocnemius muscles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the resistance
exercise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in soleus tissue LDHA4 isozyme
activity between the groups. In the case of other LDH isozyme,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resistance exercise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activity (p<0.05). LDHA4 activity
of gastrocnemius muscle tissue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However, the activity of the
resistance exercise group of all the other LDH isozym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
trol group (p<0.05). In summ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ver 12 weeks of resistance train-
ing, the total body weight of the rats was reduced and the GLUT-4 activity in the gastrocnemius and
soleus muscles was increased. In addition, except for LDH A4 all of the other LDH isozymes activities
were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climbing resistance training affects the balance of body
composition, increases LDH B-type isoenzymes and glucose metabolism capacity, and improves mi-
tochondri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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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운동 시 골격근의 대사에 필요한 연료 공급은 혈당(glucose)

의 세포 내 유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포 내 당 이동은

촉진확산(facilitative diffusion)에 의해 유도되는데, 주로 당

수송체(glucose transporter)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당 수송체

는 GLUT-1,2,3,4,5,7의 isoform이 존재하고, 이들 중 GLUT-4

(glucose transporter type-4) 단백질은 골격근, 갈색지방과 백

색지방 그리고 심장에 분포한다[2]. 안정 시 골격근에서

GLUT-4는 세포 내 소포체(bilayer of vesicle)에 저장되어 있다

가 인슐린 자극이나 운동에 의한 근수축 자극과 같은 세포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막 쪽으로 전위(translocation)되

어 혈액이나 t-세관에 있는 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 일반적인 인슐린 자극에 의한 GLUT-4 활

성 기전은 인슐린이 세포막의 수용체(receptor)와 결합한 후

세포 내에 존재하는 tyrosine kinase를 활성화 시키고, 인슐린

기질단백질인 IRS1과 IRS2 (insulin receptor substrate1 and

2)가 인산화 되어 p85와 결합하게 된 후 PI3 kinase

(phosphatidylinositol 3-kinase)가 활성화 되고, 하위분자인

Akt의 인산화를 유도하여 GLUT-4 단백질의 세포막 전위를

증가시킴으로써 당 수송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26]. 그러나 운동의 경우에는 인슐린 작용과는 다른 신호경

로에 의해 GLUT-4 활성이 증가된다[4,51]. 운동에 의한 근수

축 시 골격근 세포 내에서는 AMPK (adnosine mono-

phosphate activated protein kinase)가 인산화되어 지방산 산

화와 당 흡수를 촉진시키고 GLUT-4의 형질막 전위를 유도하

여, 당 유입을 증가시킨다[49]. Lauritzen 등은 규칙적인 유산

소성 운동이 골격근 내 AMPK와 GLUT-4 발현을 증가시키고,

AMPK 억제가 GLUT-4의 전위를 억제시킴으로써 당의 세포

내 유입이 감소됨을 보고하였으며[4,50,51], Green 등(2008)은

16시간의 고강도 간헐적 cycle 운동이 골격근(대퇴사두근)의

GLUT-4의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화학적 약물을 사용해 인슐린 분비를 억제시킨 후 운동을 시

킨 결과 골격근에서 AMPK의 활성 증가와 함께 운동군에서

GLUT-4 발현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당 수송을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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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운동에 의해 증가된 GLUT-4가

골격근 내 당 대사 작용을 촉진시켜 당대사 문제로 발생되는

대사 질환 및 관련 합병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LUT-4에 의해 세포내로 이동한 당은 무산소성해당과정

을 거쳐 피루브산이 생성된다.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

hydrogenase; LDH)는 의해는 피루브산과 젖산의 상호작용을

촉매 하는 효소로서 에너지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척추동물에서 LDH는 유전자 ldh A, B 및 C의 서로 다른 하부

단위체를 갖고 있으며[1,44], 운동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5,16]. LDH A₄동위효소는 무산소적 조건

하에서 선택적으로 피루브산을 젖산으로 전환하는 pyruvate

reductase로 알려져 있고 생리학적 저산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골격근 같은 조직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LDH

B₄동위효소는 유산소적 조건하에서 젖산을 피루브산으로 전

환하는 lactate oxidase로 심근 같은 조직에서 우세하게 발현된

다[1,48]. 세포질 내에 높은 LDH의 활성은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에서 젖산 형성을 촉진시킨다. Brooks 등(1988)은

lactate shuttle 이론에서 무산소성 해당과정에서 생성된 젖산

이 monocarboxylate transporters (MCTs) 수송단백질의 수송

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 mitochondrial LDH (mLDH)

에 의해 다시 피루브산으로 전환되어 유산소성 해당과정의

ATP 생성에 관여한다고 하였다[14,30]. 이는 젖산의 산화를

촉진하는 내부의 LDH pool 때문이다[33]. LDH 동위효소는

훈련에 따른 근육의 반응을 연구하는 하나의 지표로서[3], 활

성산소에 의한 세포막 손상 여부, 운동 훈련 및 운동 강도 조절

의 기준치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혈청 LDH 수준은 연령,

성차, 인종, 근육량, 신체활동, 기후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으며, 운동선수의 훈련 상태에 따라서도 변화한다[3,24].

Revan 등(2010)은 운동경험이 없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단

시간 최대운동으로 탈신시 까지 트레드밀 운동을 시킨 결과

혈장 LDH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Rodrigues 등(2010)은 운동경험이 있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저항성운동을 실시한 결과 저항성운동 쎄션의 휴식차이

가 LDH 반응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운동 형태나 휴식시간의 차이에 따라 LDH 동

위효소의 발현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LDH 동위효소

의 발현이 세포 내부로의 당 수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GLUT-4 단백질 발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LDH는 무산소성 해당과정과 유산소성 해당과정에서

ATP 생성과 관련된 효소로서 해당과정의 초기 GLUT-4 단

백질에 의한 당 수송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 시 인체에서 변

화하는 다양한 변인 중 LDH는 인체의 심근 및 골격근 대사

산물로서 인체 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 장기간 지구성 운동의 경우에는 LDH 효소의 활성

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1], 특히 무

산소성 운동뿐 아니라 유산소성 운동에 의해서도 증가하고

[43], 훈련정도에 따라서도 활성에 영향[7]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Ohkuwa 등(1986)은 creatine kinase (CK)와 더불

어 비 혈장특이성 효소들이 무산소성 대사과정의 활성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된다고 보고하였으며, Guezennec 등

(1986)은 운동 시에 나타나는 LDH의 변화를 체력을 평가하

는 생화학적인 지표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LDH와 운동에 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연구

분석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혈청효소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LDH의 부분적인 영역만을 다루고 있을 뿐 운동과

관련하여 조직에서 LDH와 동위효소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

로 다룬 보고는 희소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트레드밀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

소성 운동 수행 시 골격근 내 GLUT-4 세포 형질막 전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저항성 운동이

포도당 수송체 단백질과 LDH 동위효소의 활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S.D 쥐를 이용하여 12주 동안의 사다리

오르기 저항성 운동 수행 후 가자미근과 비복근 내 GLUT-4

발현량 및 LDH 동위효소들의 변화를 측정하여 당 대사 및

젖산 기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본 연구의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계 흰쥐 7주령 수컷

을 이용하였다. 대한바이오링크(주)에서 7주령의 흰쥐를 분양

받아 1주간의 환경적응과 운동적응을 거친 뒤 실험에 들어갔

다. 실험 시작 직전 실험 동물들의 체중은 196.25±10.25 g 범위

인 것으로, 그룹 분류는 실험 1주 전 무작위 방법으로 정상

대조군(n=6)과 저항 운동군(n=6) 등으로 총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실험 동물은 전 실험기간을 통하여 고형 사료와

물을 자유스럽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온도는 23℃, 습도는

55%가 유지되도록 하고, 조명은 실험 동물의 야행성을 고려하

여 밤낮주기(12시간 주/야)가 조절되는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기간 내내 사육하였다. 실험 동안 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

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실험절차

본 연구 목적은 저항성훈련이 골격근의 GLUT-4 단백질 및

LDH 동위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3단계가 적용되었다. 1단계는 실

험동물 선정단계로써 7주령의 12마리의 쥐를 저항성훈련군

(n=6)과 대조군(n=6)에 무작위 할당하였다. 2단계에서는 각 쥐

들의 1 Repetition Maxium (RM)을 평가하였다. 1RM은 1회에

반복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 오르기



1534 생명과학회지 2011, Vol. 21. No. 11

훈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사다리 오르기 훈련에서 1RM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사다리 오르기 훈련에서 1RM은

쥐의 꼬리에 추를 달고 1회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중량이

다. 이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쥐의 체중의 50% 무게

의 추를 꼬리에 달고, 180 cm 길이에 80도로 기울어진 사다리

를 올라가게 하였다. 쥐가 이를 완료하면 그 추의 무게에 25%

의 중량을 더하여 다시 올라가게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반복

하여 각 쥐들의 1RM을 평가하였다. 3단계는 실험동물에게 저

항훈련을 시키는 단계이다. 1RM이 결정된 쥐에게 저항훈련을

적용하기 위해 Lee 등(2004)의 climbing protocol을 이용하였

다. 이 훈련 방법은 쥐에게 사전에 결정된 1RM의 50% 무게의

추를 꼬리에 달고 사다리를 올라가게 한다. 만약 이 추를 꼬리

에 달고 완전히 올라가면, 2분의 휴식을 제공한 후에 이전에

완료한 무게에 25%의 무게를 증가시켜, 다시 사다리를 올라가

게 하였다. 만약 쥐가 1RM 이상의 추를 달고 사다리를 올라가

면, 1RM에 30 g의 무게를 추가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Fig. 1과 같다. 이러한 climbing protocol을 이용하여 1일 30분

씩 3회(09시, 14시, 20시) 12주 동안 훈련시켰다(Table 1).

골격근 조직 채취 및 분석 방법

골격근 조직의 적출

골격근 조직은 흰쥐를 마취시킨 후 복와위 자세에서 왼쪽

Table 1. Resistance exercise program

Resistance training

DurationDaily exercise

process
%1RM or 1RM +α (30 g)

1 50%/1RM

12 weeks

2 75%/1RM

3 90%/1RM

4 100%/1RM

5 100%/1RM+30 g

6 5+30 g

7 6+30 g

8 7+30 g

Fig. 1. Picture of tower climbing.

비복근과 가자미근 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부위에 따른 오차

를 줄이기 위해 실험 내내 한명의 검사 자가 동일한 부위를

설정하여 일정량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각각의 조직은 즉시

-70℃의 냉동고에 넣어 분석 전까지 보관하였다.

SDS-PAGE

골격근 조직의 GLUT-4 protein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직을 137 mM NaCl, 2.7 mM KCl, 10 mM Na2PO4,

2 mM KH2PO4 (pH 7.4)가 함유된 PBS로 씻은 후 50-200 μl의

triton lysis buffer (20 mM Tris, pH 7.4, 137 mM NaCl, 25

mM β-glycerolphosphate, pH 7.14, 2 mM sodium py-

rophosphate, 2 mM EDTA, 1 mM Na3PO4, 1% Triron X-100,

10% glycerol, 5 μg/ml leupeptin, 5 μg/ml aprotinin, 3 uM

benzamidine, 0.5 mM DTT, 1 mM PMSF)에 담그어 초음파

분해하였다. 그 후 각 sample에 대한 단백질을 정량하였으며,

그 중 10 μg의 단백질을 western blotting analysis에 사용하였

다. 시료는 12% SDS-PAGE (1.5 M Trizma base, 10% Sodium

Dodecyl Sulfate, 30% Acrylamide, 10% Ammonium Sulfate,

TEMED) 상에서 전기영동 시킨 후 PVDF membrane (Pall

Corporation, U.S.A)에 전기이동 시켰다.

Western blotting

전기이동 된 PVDF membrane을 TBS로 10분씩 3회 wash-

ing한 후 blocking buffer (TBS 34 ml, BSA 1.05 g)에서 1시간

동안 shaking시킨 후, 각각의 polyclonal antibody를 Blocking

buffer에 1:1,0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membrane을 씻어내고 anti-rabbit IgG

(Santa Cruz, U.S.A)가 결합되어 있는 horseradish peroxidase

를 1대 1,0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30분 동안 처리하고

다시 한 번 씻어내었다. 마지막으로 Membrane에 부착 된 단

백질을 western blotting de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density meter (Sharp jx-330)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단백질의 정량분석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Image Master

ver. 3.0, Biotech pharmacia)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자료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SPSS (Version 18.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제시하였다. 각

조직별 집단 간 GLUT-4 protein 및 LDH 동위효소 발현량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12주간 체중 변

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

의 수준은 p<0.05 수준으로 하였다.

결 과

체중의 변화

12주간의 저항성 훈련 기간 내내 체중의 변화를 관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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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s of body weight

Duration
Groups

0 wk 1 wk 2 wk 4 wk 8 wk 12 wk

Control 194.16±13.93 254.16±18.28 325.83±13.19 368.33±12.52 436.66±19.91 478.33±24.63

Resistance 198.33±5.16 244.16±5.84 298.33±5.16 316.66±12.51 370.83±14.63 411.66±14.71

t(10)-value 0.687 1.276 4.753*** 7.150*** 6.525*** 5.691***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Table 3. The changes of GLUT-4 protein expression in soleus (unit: optical density)

Control Group

(N=6)

Resistance training Group

(N=6)

Independent t-test

t(10)-value

GLUT-4 protein 36,272.66±6,584.59 55,003.33±4,380.68 5.801***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Fig. 2. The changes of body weight

과 Table 2와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체중변화에 대한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간

의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50)=28.795, p=0.001]. 이

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운동시작 전 대조군의 체중은 194.16

±13.93(g), 저항 운동군의 체중은 198.33±5.16(g)으로 두 그룹간

차이를 보이질 않았으나 2주 후 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운동이 끝나는 시점인 12주 후까지 계

속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였다(p<0.05).

가지미근 조직의 GLUT-4 단백질 발현 변화

가자미근 조직에서 발현되는 GLUT-4 단백질 발현량에 대

한 정량적 분석 자료는 Table 3과 Fig. 3과 같이 대조군은

36,272.66±6,584.59 (volume), 저항운동군은 55,003.33±4,380.68

(volume)로 나타났다. 두 그룹간 GLUT-4 단백질 발현 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대조군에 비해 저항운동을 수행한 집단의 발현량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5.801, p=0.001].

비복근 조직의 GLUT-4 단백질 발현 변화

비복근 조직에서 발현되는 GLUT-4 단백질 발현량에 대한

Fig. 3. GLUT-4 protein expression in soleus.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n=6, respectively).

정량적 분석 자료는 Table 4와 Fig. 4와 같이 대조군은

40,802.66±1,856.01 (volume), 저항운동군은 61,620.83±2,507.00

(volume)로 나타났다. 두 그룹간 GLUT-4 단백질 발현 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저항운동을 수행한 집단의 발현량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16.348, p=0.001].

가지미근 조직의 LDH isozyme 발현 변화

가자미근 조직에서 발현되는 LDH isozyme 발현량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자료는 Table 5와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정량적

자료에 대한 두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LDH isozyme 중 LDHA4의 경우에서만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LDH isozyme은 모두 대조군에 비해

저항운동을 수행한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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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hanges of GLUT-4 protein expression in gsrtocnemius (unit: optical density)

Groups N Absolute volume
Independent t-test

t(10)-value

Control 6 40,802.66±1,856.01
16.348***

Resistance training 6 61,620.83±2,507.00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Table 5. LDH isozymes expression in soleus (unit: optical density)

Isozyme
Groups

A4 A3B A2B2 AB3 B4

Control 13,722.16±455.54 38,935.83±1,853.40 32,768.00±1,614.08 23,084.66±3,713.74 14,116.66±1,681.37

Resistance 13,695.33±421.71 56,476.50±5,112.37 42,559.33±3,978.08 35,127.50±1,887.61 37,605.16±1,433.52

t(10)-value 0.106 7.901*** 5.587*** 7.081*** 26.039***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Fig. 4. GLUT-4 protein expression in gsrtocnemius.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n=6, respectively).

비복근 조직의 LDH isozyme 발현 변화

비복근 조직에서 발현되는 LDH isozyme 발현량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자료는 Table 6과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정량적

자료에 대한 두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LDH isozyme 중 LDHA4의 경우에서만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LDH isozyme은 모두 대조군에 비해

저항운동을 수행한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고 찰

본 연구는 12주간의 저항성 훈련이 체중의 변화와 골격근

조직의 GLUT-4 단백질 및 LDH 동위효소 발현 수준 변화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Fig. 5. LDH isozymes expression in soleus. Values are mean

±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n=6, respectively).

인체의 신체조성중 체중에서 골격근이 차지하는 질량이 약

40%를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여

러 가지 성인병 또는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노화 과정에서 골격근 위축에 의한 근력의 감소로, 낙상

골절 등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활동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3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처치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저항성 운동은 골격근비대(skeletal muscle hypertrophy) 뿐

만 아니라 당대사 활성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며, 그 중 등장

성 수축에 의한 운동방법이 추천되어지고 있다[6,4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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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DH isozymes expression in gastrocnemius (unit: optical density)

Isozyme
Groups

A4 A3B A2B2 AB3 B4

Control 12,310.50±1,535.50 15,485.83±544.24 26,902.83±1,439.22 34,451.50±2,657.19 36,635.66±3,028.16

Resistance 12,645.83±1,804.56 28,689.83±1,696.99 39,097.16±1,247.69 51,837.66±2,756.32 61,208.33±4,623.41

t(10)-value 0.347 24.597*** 15.682*** 11.124*** 10.891***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Fig. 6. LDH isozymes expression in gasrtocnemius. Values

are mean±SD and are presented as a absolute value

of protein volume. ***: p<0.001. (n=6, respectively).

골격근 비대는 성상세포(satellite cells) 활성 증가와 단백질

합성증가에 따른 단백질 분해 감소 등이 나타나는데[32,46],

이러한 저항 운동 훈련은 운동의 양, 강도, 운동 시 동원되는

근육군 그리고 세트간의 휴식 시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5,53].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체중의 변화는 저항성 훈련 그룹에서

운동처치 2주 후 부터 체중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2주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항성 훈련에서도 프로

그램 양식에 따라 각기 다른 신체변화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저항성 운동을 통해 근섬유의 크기가 증가되고 근력

이 향상되어 제지방량이 증가되며, 체지방량은 반대로 감소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12].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

의 체중 변화에 대한 결과를 예상했을 때 체중의 감소가 제지

방량의 감소보다는 체지방량의 감소를 통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근육량의 증대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밀도가 증가되고 지방의 산화 활성도가 개선되어 대사능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 에너지 동원률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

예상된다. 즉 대사량이 증가됨으로써 칼로리 소비량 증가에

따른 결과로 체중이 감소되었을 것이다[47,49]. 규칙적인 운동

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데

독립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며, 이러한 당대사와 관련하여 GLUT가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27,52]. 저항성운동은 근육으로의 혈당

이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혈당의 세포내 유입을 위해 GLUT

1∼5, 7의 발현 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발현되는 GLUT fam-

ily 중 골격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단백질은 GLUT-4

이며, 세포내에서의 위치 이동은 근 수축에 의해 이동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훈련의 결과 가자미근과 비복

근 모두 운동 처치그룹에서 GLUT-4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

다. 골격근 형태별 GLUT-4 단백질 발현의 증가는 운동으로

유도된 골격근의 인슐린 자극에 의한 글루코스 섭취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운동 시에 일어나는 골

격근의 GLUT-4 발현은 insulin-PI-3 kinase-Akt 경로와는 독

립적으로 일어나는데 운동 시에는 인슐린과 관계없이 다양한

인자에 의해 GLUT-4 발현이 유도될 수 있다[51]. 특히 저항성

운동에 따른 근수축 활동 시 근형질세망으로부터 근형질 내로

Ca2+ 농도의 증가는 calcium dependent protein kinase (PKC)

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PKC의 활성도 증가는 세포

내로 글루코스의 이동을 촉진시키며, 근수축이 이루어지는 동

안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활성을 유도하

는데 MAPK 역시 근 수축 시 글루코스 이동을 유도하는 인자

로서 알려지고 있다[20,21,29]. 대부분의 GLUT와 관련된 연구

들은 당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뇨질환과 관련이 깊다.

Lee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수행에 따라 가자미근과

족저근의 GLUT-4 단백질은 운동수행이 골격근의 글루코스

섭취능력과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 혈청 글루코스와 인슐

린 수준의 감소와 함께 GLUT-4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운동을 통한 당대사의 개선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21]. 특히, 적절

한 운동을 할 경우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고, 간에서 당 신생이 억제되어 근육 조직에서 당 섭취

가 증가되며, 혈당이 감소된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저항성

훈련을 통한 GLUT-4 발현 량의 증가는 운동으로 인한 가자미

근과 비복근수축이 증가하여 세포내로 GLUT-4의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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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신호가 전달되어 발현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저항성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시 체내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요소 중 LDH는 인체의 심근 및 골격근 대사산물로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LDH는 운동 시 체력과 스트레스를 평가하

는 생화학적지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운동 중 조직의 손상

을 추측하는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21,26]. 운동과 관련하여

LDH 효소의 활성도는 유․무산소성 운동과 장기간의 지구성

운동 및 저항성운동에서도 크게 관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36,45]. 이러한 결과는 훈련정도 및 방법에 따라서 활성도

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7,36].

LDH 동위효소는 골격근에서 조직특이성을 가지고 발현하

지만, LDH A4는 glycolytic fiber에서 우세하게 발현하고,

LDH B4는 oxidative fiber에서 우세하게 발현한다[10]. 골격근

에서 운동기에 대사적응 메커니즘은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증가로 인해 산화효소의 증가가 동반되고, 세포 내 LDH 동위

효소의 pattern이 무산소성 근육의 동위효소에서 유산소성 심

장형 동위효소로 변화하게 된다[9].

본 연구의 결과 12주간의 저항성 운동그룹이 LDH isozyme

중 무산소성 운동과 관련이 깊은 A4를 제외한 모든 LDH iso-

zyme에서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LDH의 발현량 중 A4의 발현량이 적은 이유는 근육종류의

차이로 생각되는데, 저항성 운동에서 근력이나 근파워를 위한

운동 실시횟수는 적고 휴식시간이 2분 정도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저항성 운동이 유산소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비복근은 가자미근에 비하여 백근의 비율이 높아 LDH A4의

발현량 높아야 하나, Donovan 등(1990)의 결과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glycolytic 근육에서 발현량이 높은 LDH A4의 발현

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LDH A4동위 효소를 제외한 LDH 동위 효소들의 결과는 장기

간의 저항성 훈련에 의해 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LDH B-type subunit를 증가시켜, 운동 시 대사

상의 ATP 요구량 증가에 대한 적응현상으로, mLDH 동위효

소들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오는 젖산을 피루브산으로 산

화하여 급격하게 요구되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공헌한 결과

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골격근의 typeI과 typeII

의 분류를 하지 않은 점으로써 추후 연구에서는 근형태별 분

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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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저항성훈련이 흰쥐 골격근의 GLUT-4 단백질 및 LDH 동위효소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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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7주령의 S·D계 흰쥐를 이용하여 12주 동안의 사다리 오르기 저항성 운동 수행 후 가자미근과 비복

근 내 GLUT-4 발현량 및 LDH 동위효소들의 변화를 측정하여 당 대사 및 젖산 기전에 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2주간의 사다리 오르기 저항성 운동은 체중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자미근 및

비복근 조직 GLUT-4 단백질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자미근 및 비복근 조직

LDHA B-type 동위효소의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2주간

의 저항성훈련은 체중의 감소와 골격근 내 GLUT-4의 증가 그리고 LDH A4 동위효소를 제외한 LDH B-type 동위

효소의 증가와 같은 신체조성의 균형과 당대사능력 및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휴식시간이나 운동 강도의 차이와 근형태별에 따른 유․무산소적 저항훈련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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