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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ercise and/or L-arginine on abdominal
fat, IGF-1 on GH/IGF-1 axis, fibrinogen, and PAI-1 in aged and obese rat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treated with a D-galactose aging inducing agent (50 mg/kg) given intraperitoneally for 12
weeks. Thirty-two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treated and divided into four groups: aging-high
fat diet group (AG+HF), AG+HF with L-arginine intake group (AG+LA), AG+HF with exercise group
(AG+EX), and AG+EX with L-arginine intake group (AG+LA+EX). The experimental rats underwent
treadmill training (60 min/day, 6 days/week at 0% gradient) for 12 weeks. L-arginine was given or-
ally (150 mg/kg/day) for 12 weeks. After the experiment, blood was collected from the left ventricle
and abdominal fat was extracted. The results showed that G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G+EX
and AG+AL+EX. IGF-1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the AG+AL+EX and AG+EX group
(p<0.05), while fibrinogen and PAI-1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bdominal
fa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AG+LA, AG+EX, and AG+LA+EX groups (p<0.05) compared
with the AG+HF group.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xercise alone or L-arginine alone or
a combination not only increases the GH and IGF-1 concentration, but also decreases the abdominal
fat mass.

Key words : L-arginine, Growth hormone (GH),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Ⅰ), fibrinogen,
Exercise,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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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들의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화 사회를 만들었지만 이

들의 건강수명은 정체되면서[30] 낮아진 삶의 질과 노인성질

병에 따른 의료비지출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최근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질병치료 및 예방법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대응책으로 이에 따른 연구들이 요구

된다.

먼저 노화가 되면 대표적인 신체변화는 체구성의 변화이

다. 다시 말해 노인의 근육 총 단면적이 20대 연령에 비해 약

40% 가량 감소하고[14], 이들의 체지방율은 10년마다 약

7.5%씩 서서히 증가[20]를 하여 노인성비만을 만든다. 노인

성비만의 주요원인은 노화에 따른 근육 내 포도당 이용률 감

소로 에너지 대사량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체내에서 지방축

적이 증가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 조직의 변형과

분배에 이상을 초래[26]하여 복부 측 지방 재분배 현상으로

[5,18]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이 된다. 노인성비만이 되면 인

슐린 저항성, 당뇨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의 변화로 동맥경화를 비롯하여 심혈관 질환과 같은 발

병률을 증가시켜 노인들의 수명연장에 치명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17].

노화에 따른 또 다른 변화는 testosterone, dehydroepian-

drosterone, growth hormone (GH)과 같은 호르몬 감소이다

[25,29]. GH은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single-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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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eptide로서 주로 뇌하수체 전엽의 somatotroph에서 생

산하거나 분비를 하며[12], GH-releasing hormone (GHRH)에

의해 분비를 자극 받아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somatostatin

에 의해 분비가 억제되어 Insulin-like growth factor Ⅰ (IGF-

Ⅰ)의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40]. 혈중 GH

의 효과는 주로 간에서 합성된 IGF-Ⅰ에 의해 매개를 하며[37],

IGF binding protein (IGFBP)과 결합하여 순환을 담당한다[4].

GH/IGF-Ⅰ axis는 주로 성장, 발달[36], 근육의 크기, 그리고

근력을 증강[8,9]시킬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탁월

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비만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16,32]. GH/IGF-Ⅰ axis의 조절은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그리

고 간의 통합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며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기여하는 몇몇 요인들에 변화가 일어난다[37].

최근 Ryall 등[34]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노인에게서의 GH

일일 분비량은 젊은 성인에 비해 5-20배 가량 낮게 분비를 한

다고 하였고, Papadakis 등[31]은 56명의 노인 남성을 대상으

로 6개월간 GH를 투여한 결과 체지방량이 13.1%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힘으로써 GH/IGF-Ⅰ axis를 활성화가 비만개

선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시켰다. 그러나 이 요법은 말

초조직의 부종과 관절통 같은 부작용 등이 나타났으며 이들

호르몬투여방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식이요법과 운동

요법과 같은 비만치료예방에 관심을 갖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 중 비 약물요법인 운동은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

킬 뿐만 아니라 GH/IGF-Ⅰ axis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또한 운동이 cholinergic tone을 높여[24] 시상하부에

서 somatostatin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GHRH에 대한 민감도

를 높여[7] 노화로 약해진 신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L-arginine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준 필수 아미노산으

로써 몇몇 병리적 상황에 처할 경우 체내 공급량이 부족해진

다고 보고되고 있으며[42], 기능으로는 nitric oxide (NO), cre-

atine, ammonia, urea와 GH를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35].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연구자들은 L-arginine섭취가 고혈

압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에서도 개선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새

로운 치료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L-arginine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ergogenic

effect와 비만,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

어 왔다[44,45]. 특히 L-arginine의 단독 처치만으로도 GH의

반응은 2배 가량 증가 시킬 수 있는[11] 강력한 항 노화물질임

에도 불구하고 L-arginine에 대한 기전규명은 주로 NO의 생

성을 촉진하여 혈관노화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연구로 국한되

어 있다. 더욱이 노화비만이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운동과 L-arginine의 복합

처치에 따른 GH의 변화가 노화비만예방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과 L-arginine의 복합처치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였으며, 특히 노화와 관련된GH/IGF-Ⅰ axis와 혈관 염증인자

들의 상호 작용을 조사해서 노화와 관련된 비만에서 운동과

L-arginine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동물은 (주)샘타코로 부터 6주령 Sprague-

Dawley 계의 수컷 흰쥐 50마리를 분양 받아 1주간의 환경적응

을 거친 뒤 무선배정을 통하여 본 실험을 하였다. 실험집단은

총 4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한 집단에 8마리씩 각각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노화유도-고지방 사료 집단(aging-high fat diet; AG+

HF), (2) 노화유도-고지방 사료+L-arginine 투여 집단

(AG+LA), 노화유도-고지방사료+운동집단(AG+EX), (3) 노화

유도-고지방사료+L-arginine+운동집단(AG+LA+EX)으로 실

험기간 동안 식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사육

실의 온도(22±1℃), 습도(60±3%) 그리고 조명(12시간

light/dark cycle)은 자동조절에 의해 운영되었다.

고지방식이 섭취

본 연구를 위한 식이섭취는 지방이 전체 칼로리의 60%를

차지하는 고지방식이사료를 섭취하였다. 각각의 실험동물은

고지방 식이로 사육하기 전 1주일간 고형배합사료로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용 고지방 식이사료 Table 1로 12주간 사육하

였다.

노화유발

노화유도는 Lei 등[27]의 방법을 인용하였으며, 산화적 스트

레스생성증가로 노화를 유발하기 위해 D-galactose (D-gal)

Table 1. High fat diet composition

Ingredient Content (g/kg)

Casein

L-Cystine

Maltodextrin

Sucrose

Cellulose

Soybean Oil

Lard

Mineral Mix

DiCalcium

Phosphate

Calcium

Carbonate

Potassium Citrate

Vitamin Mix

Choline Bitartrate

200

3

125

68.8

50

25

245

10

13

5.5

16.5

10

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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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bdominal fat mass

Group F Sig. Post-hoc

Abdominal fat

(g)

AG+HF 5.53±0.46

24.39 0.001

AG+HF-AG+EX*

AG+HF-AG+LA*

AG+HF-AG+LA+EX*

AG+LA-AGLA+EX*

AG+LA 4.30±1.53

AG+EX 3.87±0.29

AG+LA+EX 3.15±0.64

(Sigma, USA)를 생리식염수에 녹여 50 mg/kg의 용량을 복강

내 투여하였다. Con그룹은 동일한 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

였으며, 1일 1회, 총 12주간 투여하였다.

L-arginine 투여

L-arginine (No. W381918; Sigma, USA) 투여 방법은

Adriȁo 등[2]의 방법을 응용하였으며, 투여방법은 L-arginine

(Sigma, USA)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체중 kg당 150 mg을

1일 1회 일정한 시간대와 순서로 12주간 경구 투여하였고, HF

집단과 EX 집단에게는 동일한 량의 생리식염수를 같은 방법

으로 경구 투여하였다.

운동방법

운동 처치는 Chang 등[8]의 방법을 인용하였으며, 설치류

전용 트레드밀에서 경사도 0%에서 운동 적응기 1주를 거친

후 주 6회 20 m/min속도에서 60분간 총 12주간 실시하였다.

혈액채취 및 분석

12주간의 실험을 마친 실험 쥐들은 종료 2시간 후 pento-

barbital sodium (50 mg/kg)을 복강 내로 투여하여 마취시킨

뒤 개흉하여 좌심실로부터 1회용 주사기로 6 ml의 혈액을 채

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원심분리기(KM 70 Germany)로 10

분간 3,000 rpm에서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획득한 뒤 분석

시까지 -70˚C에서 보관하였다.

GH, IGF-Ⅰ, IGFBP, somatostatin분석은 면역방사측정법

(Immuno Radiometric Assay)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혈청 농

도는 측정용 RIA kit (Daiichi, Japan)를 사용하여 γ counter

COBRA-Ⅱ (PACKARD, USA)로 측정하였고, 혈중 혈관염증

관련인자로는 fibrinogen은 PT-fibrinogen (삼일, 한국) 시약을

이용하여 Photo-optical Coagulation System 방법으로 측정하

였다. 또한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 농도는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assay) kit (Biopool Unea,

Swede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복부지방량 분석

실험동물을 pentobarbital sodium (50 mg/kg)로 마취시킨

후 복부를 절개하여 복부지방 조직을 절취하여 전자저울(CAS

CUX 220H,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방법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통계프

로그램 SPSS Ver. 17.0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각각

의 변인에 대한 처치 그룹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Tukey'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각 분석 시 유의수준은 p<0.05로 설

정하였다.

결 과

복부지방량의 변화

노화 및 비만 유발 쥐에게서 12주간 규칙적인 트레드밀 운

동과 L-arginine을 처치한 결과 집단 간 복부지방량의 변화는

Table 2, Fig. 1에서와 같다. 복부지방량 무게의 변화는

AG+HF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001).

혈중 GH/IGF-Ⅰ axis 관련 변인들의 변화

고지방 사료 및 D-galactose로 인해 비만과 노화가 유발

된 흰쥐에게서 12주간의 L-arginine 투여와 트레드밀 운동

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H/IGF-Ⅰ axis 관련

변인들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 Fig. 2, 3와 같다.

뇌하수체로부터 분비되어 GH의 분비를 억제하는 somatos-

tatin의 혈중 농도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Fig. 1. Differences in the concentrations of abdominal fat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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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H-related factors

Group F Sig. Post-hoc

GH

(ng/dl)

AG+HF 0.17±0.08

4.900 0.010*
AG+HF-AG+EX*

AG+HF-AG+LA+EX*

AG+LA 0.26±0.05

AG+EX 0.30±0.08

AG-LA+EX 0.32±0.09

IGF-Ⅰ

(ng/dl)

AG+HF 774.17±105.69

11.040 0.001*

AG+HF-AG+EX*

AG+HF-AG+LA+EX*

AG+EX-AG+LA*

AG+EX-AG+LA+EX*

AG+LA 948.83±107.57

AG+EX 1170.33±138.81

AG+LA+EX 967.25±123.16

IGFBP

(ng/dl)

AG+HF 63.00±19.29

0.060 0.980
AG+LA 64.67±23.81

AG+EX 68.00±18.66

AG+LA+EX 66.50±24.46

Somatostatin

(pg/dl)

AG+HF 4069.50±3490.91

0.353 0.787
AG+LA 4534.00±2646.12

AG+EX 4386.00±3254.93

AG+LA+EX 2975.50±1975.84

Fig. 2. Differences in the concentrations of GH.

Fig. 3. Differences in the concentrations of IGF-1.

않았다. 반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분비가 감소하는

GH의 혈중 농도는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한 AG+EX 집단과

AG+LA+EX 집단에서 AG+HF 집단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GH에 의해

분비가 자극되어지는 IGF-Ⅰ의 혈중 농도는 AG+HF 집단에

비해 AG+EX와 AG+LA+EX 그룹에서 각각 증가를 하였으

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혈중에서

IGF-Ⅰ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IGFBP의 농도는 AG+HF

집단과 비교하여 모든 처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혈중 Fibrinogen, PAI-1의 변화

12주간의 L-arginine 및 트레드밀 운동처치에 따른 혈관 내

염증인자인 fibrinogen과 PAI-1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두 염증인자 모두 트레드밀 운동과 L-arginine의 단독

및 복합처치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 찰

노화에 따른 비만은 다양한 대사증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노화과정에서 발현하는 GH/IGF-Ⅰ axis의 억제가 지방

축적[33,37]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2주간 D-gal투

여와 고지방식이를 하였다.

흔히 노화는 세포 내 자유유리기(free radical)를 통해 지질,

단백질, 그리고 DNA 손상으로 나타나는 것[39]처럼 본 연구

에서는 노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D-gal을 투여하였다. 이

는 D-gal의 투여로 조직 내 축적되면 세포 내에서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높여 더욱 빠른 노화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38].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이용된 모든 그룹들에게 D-g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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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scular inflammation factors

Group F Sig. Post-hoc

Fibtinogen

(mg/dl)

AG+HF 266.33±69.61

0.804 0.506
AG+LA 202.67±131.66

AG+EX 199.50±129.58

AG+LA+EX 166.67±113.40

PAI-1

(ng/dl)

AG+HF 50.90±22.49

0.093 0.963
AG+LA 45.88±15.63

AG+EX 47.17±32.11

AG+LA+EX 44.17±18.13

투여하였고, 노화유도와 함께 고지방식이로 증가된 복부지방

량의 변화와 혈중 GH, IGF-Ⅰ, IGFBP, somatostatin, fibri-

nogen, 그리고 PAI-1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AG-HF그

룹의 복부지방량의 무게는 다른 3그룹들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하였지만, 혈중 GH, IGF-Ⅰ의 수치는 뚜렷하게 감소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지방식이로 지방이 증가된 것

으로 사료되며, 유도된 노화는 생리학적 변화 등으로 체내 항

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1] GH, IGF-Ⅰ가

억제되면서 지방분해의 활성이 저하됨에 따라 복부지방량은

더욱 축적되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6]. 게다가 IGH-1의

생성과 분비는 GH의 분비로 영향을 받아 체지방과 복강 내

지방의 양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4,37] 이들의 발현 억제는 복

부지방량을 더욱 증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염증관련인자인 fibrinogen, PAI-1의 수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AG+HF그룹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D-gal

의 투여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가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

고 손상시켜 더 높은 염증반응을 유도[10]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fibrinogen과 PAI-1은 혈전을 형성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발현증가는 혈관 내 혈전형성의

증가와 더불어 동맥경화와 혈전관련 질환 등을 유발시킨다.

다시 말해, 노화비만에 따른 지방의 증가 및 혈전형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fibrinogen과 PAI-1의 발현

증가는 혈전증 유발로 심혈관질환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40].

그러므로 유도된 노화비만에 따른 복부지방량 증가와 혈중

GH, IGF-Ⅰ 감소는 지방대사장애와 관련된 노인성질환에 노

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노인성비만과 관련되어 지방조직 감소와 혈중 GH, IGF-Ⅰ,

IGFBP, somatostatin의 증가 및 fibrinogen, PAI-1의 억제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규칙적인 트레드밀 운동과 L-arginine의

투여는 각각 비만 및 노화예방에 있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GH, IGF-Ⅰ, IGFBP, somatostatin, fi-

brinogen, PAI-1농도차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gal로 노화유도흰쥐를 대상으

로 12주간 고지방식이와 트레드밀 운동을 통해 GH, IGF-Ⅰ,

IGFBP, somatostatin, fibrinogen, PAI-1농도차이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그 결과 AG+LA, AG+EX그리고 AG+LA+EX그룹

에서의 복부지방량은 AG+HF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

고, GH, IGF-Ⅰ수치는 AG+HF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트레드밀 운동을

수행하여 GH수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21,45]

과 일치된 결과이며, 운동으로 증가된 GH가 복부 지방 조직의

지방분해작용을 활성 시켜 복부지방량을 감소[15]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L-arginine 투여 역시 GH의 분비를 자극하여 체중

을 조절하고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Walczewsk & Trzewikoska 등[42]이 입증하였다. 또한 장기간

L-arginine투여가 인슐린 민감성 조직들을 지방대사에 관련된

주요 효소들을 활성 시킴으로써 지방을 분해하거나 새로운

지방세포 생성들을 억제시킨 것[23]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L-arginine투여와 트레드밀 운동 그

리고 복합처지집단에서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GH의 분비를

높여 지방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트레드밀 운동과 달리 GH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운동을 단독 처치한 그룹에서 GH의 농도가

5배 증가한 반면 L-arginine을 단독 처치한 그룹에서는 약 2배

의 증가를 보고한 Collier 등[11]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

로서 L-arginine의 투여가 운동에 비해 생리적 자극의 크기가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GH는 인슐린과 길항작용을 하여 지방분해를 활성화시키

며, 지방세포에서는 성장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들이 이들 호르

몬에 의해 지방분해를 하기 때문에 지방량을 감소시킨다.

L-arginine은 GH을 억제시키는 somatostatin의 분비를 막아

GH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L-arginine투여와 트레드밀 운동은 somatostatin의 분

비를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GH와 IGF-Ⅰ의 농도가 주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somatostatin을 억제함에 따라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상이한 결과로서 GH, IGF-

Ⅰ을 조절하는 또 다른 상위 기전이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대해 de Vries 등[13]은 운동에 의한 GH의 증가는

뇌하수체에서 somatostatin의 분비를 억제시킨 것이 아니라

GHRH와 ghrelin의 작용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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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운동을 통해 somatostatin 농도가 감소하기 위해서

는 최대하 강도의 운동을 통해 cholinergic tone의 변화[22]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트레드밀

운동의 강도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L-arginine의 투여로 somatostatin의 농도에 유의한 변화가 관

찰되지 않은 점과 L-arginine이 GH를 증가시키는 기전[19]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 12주간 투여된 L-arginine의 생리

적 자극이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12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은 GH, IGF-Ⅰ을 증가시키고

복부지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L-arginine

과의 장기간 복합처치는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노화유도비만에서 증가된 염증인자들의 활동억제가 요구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L-arginine투여와 트레드밀 운동으

로 염증인자인 fibrinogen와 PAI-1농도차이에 대해 규명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AG+LA, AG+EX 그리고 AG+LA+EX그룹

에서의 fibrinogen와 PAI-1수치는 AG+HF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운동

이 혈소판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혈소판의 응고 및 유착을 억

제하였기 때문이며, 혈관 주변에 있는 염증반응과 혈전 생성

을 막아 혈관의 기능을 더욱 활성 시키기는 것으로 알려진

것[36]처럼 본 연구에서도 염증관련인자들의 활동에 긍정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L-arginine투여가 혈관확

장인자들의 발현을 증가 및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3,35]시

켜 염증인자들의 활동을 억제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화유도비만에 있어 L-argi-

nine 과 규칙적인 운동은 복부지방량 감소와 성장인자로 알려

진 GH, IGF-Ⅰ 수치 증가로 노화비만으로부터 치료예방효과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노인성비만에 있어서 치료

물질로 대체할 L-arginine의 역할과 운동의 병행은 노인성비

만에 대해 항 비만효과와 성장호르몬분비능력에 유익한 효과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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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규칙적인 운동과 L-arginine의 섭취가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노화생쥐의 복부지방량,

GH/IGF-1 axis 및 혈관염증지표에 미치는 영향

박석
1
․성기운

2
․이 진

3
․이천호

4
․이영준

5
․유영준

6
․박경실

7
․민병진

7
․신용업

8
․김정석

9
․정훈

9
*

(1목원대학교 스포츠산업학부, 2세종대학교 체육학과, 3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교실, 4건국대학

교 미래지식교육원,
5
숭실대학교 체육학과,

6
동덕여자대학교 모델학과,

7
경기대학교 레저·건강학과,

8
용인대

학교 격기지도학과, 9용인대학교 유도학과)

본 연구는 비만과 노화가 동시에 유발된 흰쥐에서 12주간의 트레드밀 운동과 L-arginine의 투여가 복부지방량,

GH, IGF-Ⅰ, somatostatin, fibrinogen, PAI-1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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