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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Introduction: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은 

동물 모델에서 근 비대 (hypertrophy)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운동이다. 

또한 저항성 운동은 근 세포 내에서 mTOR pathway 의 활성을 유도한다. 

현재까지 mice 를 대상으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적용시켜 근 

비대의 효과를 기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트레이닝으로 유도되는 

근 비대에서 mTOR signal 의 발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netically backgroud 로 사용되는 C57BL/6 

mice 를 대상으로 8 주간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강도에 따라 근 

비대와 근 비대 관련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ethod: 

8 주령의 C57BL/6 를 대상으로 8 주간 주 3 회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최대 부하 측정을 통해 운동 강도를 재설정하였고,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근비대의 표현형으로 

뒷다리 근육 무게를 측정하였고, 근 비대 관련 인자로 mTOR signal 을 

확인하였다.  



II 

 

 

Results: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강도에 따라 근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GAS 와 SOL 의 근육 무게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mTOR, p70S6K, 4EBP1 의 mRNA level 과 phosphorylation level 은 

운동 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onclusion: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복합적인 근육의 움직임과 활성을 

동원시켜 hindlimb posterior muscle group 의 근비대를 유발하는데 적합한 

프로토콜로 판단된다.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명확한 근 비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육군에서 근 비대와 관련한 신호 

전달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animal-based exercise 

model, muscle hypertrophy, mTOR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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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998년 발표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은 실험 동물의 습성을 이용해 자발적인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하며, 보상이나 가학적 행위가 없어도 운동이 가능한 모델 중 하나이다 

(Duncan, Williams, & Lynch, 1998). 또한, 운동에 사용되는 사다리를 

제작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비용으로 설계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에서 저항성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Neto et al., 2016).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운동의 시간, 기간,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근섬유 비대 (fibre hypertrophy), 

대퇴직근 (Rectus femoris), 장지신근 (Extensor digitorum longus), 

가자미근 (Soleus), 장족무지굴근 (Flexor hallucis longus)등 다양한 

근육군에 근비대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Duncan et al., 1998; 

Hornberger Jr & Farrar, 2004; Lee, Barton, Sweeney, & Farrar, 2004). 

또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근원섬유 단백질의 양을 증가시켜 

근원 섬유 내 손상된 단백질들을 재구성 (rebuilding) 시키고 근육 성장을 

도와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Scheffer et al., 2012).  

일반적으로 근 비대의 효과는 근육의 과부하 (overload)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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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데, 이는 근 세포 내에서 PI3K-Akt pathway를 활성화 시키고 

특히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의 활성을 유도한다 (Baar 

& Esser, 1999; Philp et al., 2011). mTOR signal은 세포 내에서 다양한 

성장 신호를 유도하며 이는 근 세포 내 단백질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Ikeda et al., 2015; Ogasawara et al., 2016). mTOR의 인산화 

(phosphorylation)에 의해 활성화된 p70S6K와 4E-BP1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개시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일으킨다. 

따라서, mTOR와 downstream protein들은 근육의 비대를 유도하여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Ikeda et al., 2015; Ogasawara et al., 2016; Zoncu, Efeyan, & Sabatini, 

2011). mTOR signal은 단백질 대사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이므로, 이전 

연구들은 mTOR signal이 트레이닝 (chronic exercise)에 의한 반응으로 

근비대를 유발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Bodine et al., 2001; 

Goodman et al., 2011). 또한, mTOR signal은 한 번의 단발적인 저항성 

운동 (a single bout of resistance exercise) 후에도 다른 신호 전달에 비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reyer et al., 2006; 

Ogasawara, Sato, Higashida, Nakazato, & Fujita, 2013; Ogasawara, Sato, 

Matsutani, Nakazato, & Fujita, 2014; Wilkinson et al., 2008). 따라서 

저항성 운동으로 유발되는 근비대에 mTOR signal이 주요 신호 경로라고 

제시되었으나, 트레이닝으로 인한 근비대에 관해서 mTOR와 이의 

downstream protein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저항성 운동 종류의 개발과 프로토콜 정립은 rat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mice와 같은 작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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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netic background로 사용하는 C57BL/6에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운동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며, 다양한 근육군에서 근비대 관련 신호 전달 인자를 

확인함으로써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노화, 치매, 

대사성 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 모델 mice에 운동에 따른 표현형 

분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저항성 운동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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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모델인 C57BL/6 mice를 대상으로 8주간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실시하여, 강도의 차이에 따라 mice에 

나타나는 표현형과 그에 따른 효과를 근비대 신호 관련 인자로 확인하는 

것이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수행은 강도에 따라 근육 

별로 mTOR phosphorylation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수행은 강도에 따라 근육 

별로 p70S6K phosphorylation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수행은 강도에 따라 근육 

별로 4EBP1 phosphorylation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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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동물 운동 모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비용적인 측면과 긴 수명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변하는 요인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Cholewa 

et al., 2014; Kregel et al., 2006; Lowe & Alway, 2002; H Nicastro, 

Zanchi, da Luz, & Lancha Jr, 2011; Humberto Nicastro, Zanchi, Da Luz, 

Chaves, & Lancha, 2012; Wang et al., 2010). 반면에, 설치류 (rodents)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는 비교적 짧은 수명과 우수한 번식 능력, 짧은 

세대 교체 주기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들은 유전적, 생리적으로 homogeneity를 갖고 있어 인간 

연구와 비교했을 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Koch, Britton, & 

Wisløff, 2012; Kregel et al., 2006). 이러한 실험 동물들은 실험실 

내에서 sedentary life style을 가지며, 먹이에 대한 접근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애 주기를 겪는다. 또한 실험을 

위한 설치류는 질병에 대한 민감성 (susceptibility)이 높으며,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다 (Martin, Ji, 

Maudsley, & Mattson, 2010). 이러한 장점 때문에 동물 모델은 운동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실험 모델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rat과 mice는 다양한 종이 존재하며, 유전적인 조작과 약물 



- 6 - 

 

처리가 용이하여 특정 질병 모델을 만들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와 생리학적인 biomarker들의 분석이 

가능하다 (Allen, Harrison, & Leinwand, 2002; Martin et al., 2010). 특히, 

mice의 경우 rat과 비교했을 때, 유전적으로 인간과 유사성이 높고, 

handling이 쉬워 knock-out 또는 유전자 조작 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동물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Kelly et al., 2010; Koch et al., 2011; Koch, Pollott, & Britton, 2013).  

인간 모델의 운동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동물 모델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개발되고 연구되었다 (Seo et al., 2014).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물 운동 모델은 트레드밀과 wheel running, 

swimming 등이 있다 (Copp, Davis, Poole, & Musch, 2009; Emter, Tharp, 

Ivey, Ganjam, & Bowles, 2011; Ke et al., 2011; Radovits et al., 2013; 

Warden, 2007).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유산소 운동은 기계적 

조작이 쉽고 강도 조절과 연구자의 수고가 덜 하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었다 (Seo et al., 2014). 유산소성 운동 모델은 비만, 당뇨, 

심장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여러 질병 모델에 적용되어 

연구되었다 (Wang et al., 2010). 많은 연구들에서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이러한 유산소성 운동을 중재하였을 때, 혈압의 감소와 

심근의 비대 현상을 보고하였다 (Cameron, Alam, Wang, & Brown, 2012; 

K. L. Cox, 2006; Wang et al., 2010). 하지만 트레드밀의 경우, 고가의 

장비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며, wheel running의 경우는 강도 

조절이 어렵고 운동량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W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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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성 운동과 더불어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저항성 운동의 

방법 또한 개발되었다 (Humberto Nicastro et al., 2012). 운동은 동물 

모델의 근비대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수술적인 

방법으로 근육에 인위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스쿼트, 저항성 

트레드밀,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등의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다 

(Barauna, Rosa, Irigoyen, & De Oliveira, 2007; Krisan et al., 2004; 

Humberto Nicastro et al., 2012). 유산소성 운동과 달리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저항성 운동은 인간 모델의 저항성 운동 환경을 모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경우 인간 모델의 점진적 저항성 운동의 환경과 유사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Cholewa et al., 2014).  

현재까지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종류들이 개발되었고 

그에 따른 효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적정 운동 강도, 빈도, 기간과 시간 등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동물 모델의 주령, 성별, 질병의 유무, 사육 환경에 

따라 운동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간 모델과 유전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mice를 대상으로 한 운동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mice를 

대상으로 운동에 대한 생리학적 표현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질병 모델에 적용되어 운동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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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2.1.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현재까지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Cholewa et al., 2014; Krause 

Neto, Caperuto, & Gama, 2013).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인간과 

유사한 저항성 운동을 모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저항성 운동 모델의 실행 가능성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Lowe & 

Alway, 2002; Seo et al., 2014). 그 중에서도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Resistance ladder climbing training)은 인간 모델의 저항성 

운동과 비교했을 때 생리적 반응이 가장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인간 

모델의 운동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운동 모델로 알려져 있다 

(Seo et al., 2014).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다리 장비는 1980년대 말에 

처음 제작되어 발표되었다 (Herbert, Roy, & Edgerton, 1988). 

일반적으로 사다리의 높이는 100-100cm이고, 기울기는 80-85˚ 이다. 

사다리 장비는 제작이 쉽고 제작 비용 또한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Hornberger와 Farrar의 연구팀은 사다리 오르기 운동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발표하였는데, rat을 대상으로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Flexor Halux Longus (FHL) 근육의 근비대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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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실험 동물의 근비대를 

유발하는데 적합한 운동 방법이라고 기술하였다 (Hornberger Jr & 

Farrar, 2004).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장점으로는 실험 동물이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먹이나 물과 같은 보상이나 운동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가학적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험 동물은 다양한 

근육군을 동원하여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 모델은 저항성 운동으로 인한 systematic outcome을 확인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Neto et al., 2016).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 수축 유형이 구심성 수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Neto et 

al., 2016). 사다리 오르기 운동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근육의 종류에 대해 Soleus와 Plantaris가 가장 많이 동원된다고 

보고되었으며 (Deschenes et al., 2000; Deschenes, Sherman, Roby, 

Glass, & Harris, 2015), Extensor Digitorum Longus와 Tibialis 

Anterior는 주동근으로써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사다리 운동을 하는 동안 뒷다리의 plantar flexion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 때 Soleus가 주동근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Lee & Farrar, 2003). 하지만 몇몇의 연구에서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동작이 주동근 외에 2차적으로 Extensor Digitorum Longus와 같은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Duncan et al., 1998; 

Klitgaard, 1988). 또한, 사다리 운동은 하지 근육뿐만 아니라 상지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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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Nascimento의 연구에 의하면 middle-aged rats을 대상으로 

16주간 사다리 운동을 통해 Triceps Brachialis에 근비대를 

유발한다고 발표하였다 (Nascimento et al., 2013). 현재까지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설치류를 대상으로 근비대를 유발하는데 

적합한 운동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운동의 기간, 강도, 빈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육의 종류와 이에 따른 생리학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특정한 하지 근육들 외에 

다양한 근육 종류에서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2. 최대 부하 측정 (Maximum carrying load test) 

 

설치류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설치류를 대상으로 최대 부하 측정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체중의 %로 환산된 무게를 실험 동물의 꼬리에 매달아 강도를 

조절하였으나, 이것이 실험 동물에게 어떠한 강도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Cholewa et al., 2014). 이에 따라, 실험 

동물의 최대 부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강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Hornberger and Farr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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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처음으로 최대 부하를 측정하여 트레이닝 강도를 

조절하였는데, 실험 동물 체중의 75%의 부하로 시작하여 매 성공 시 

마다 30g의 추를 추가하였고 실험 동물이 3번 연속된 시도에서 

운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를 실패로 간주하여 최대 부하를 

결정하였다 (Hornberger Jr & Farrar, 2004). 최근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는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혈중 젖산 농도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최대 부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Cholewa et al., 2014). 하지만 꼬리에 부하가 아닌 다른 

자극이 가해져도 젖산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은 

더욱 더 논의가 필요하다 (Deus et al., 2012).  

현재까지 최대 부하 측정의 유무에 따라 운동 강도를 비교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최대 부하 측정에 따라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 부하 측정의 유무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근비대 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최대 

부하 측정의 실행 가능성과 최적의 운동 프로토콜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3.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효과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근비대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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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다 (Cholewa et al., 2014). Yarasheski, Lemon and Gilloteaux의 

연구에 의하면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설치류의 근비대를 일으키는데 

적절한 운동 방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팀에서는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Flexor Hallucis Longus의 근비대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Duncan, Williams and Lynch의 연구팀은 사다리 

운동을 통해 Extensor Digitorum Longus와 Soleus에서 근비대가 

일어났다고 보고했으나, Flexor Hallucis Longus의 근비대의 현상을 

관찰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uncan et al., 1998; 

Yarasheski, Lemon, & Gilloteaux, 1990). 두 연구팀에서 사용한 

사다리 운동의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설치류를 대상으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Gastrocnemius, Soleus, Plantaris, Extensor Digitorum Longus 등에서 

근비대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Duncan et al., 1998; Jaweed, 

Herbison, & Ditunno, 1977; Lee et al., 2004; Prestes et al., 2009).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 등에 따른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근비대를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강도, 빈도, 기간에 따라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근육 내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Kraemer의 연구에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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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자극세포 (somatotroph)의 구조와 기능의 적응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IGF-1과 성장호르몬이 근비대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Kraemer et al., 2013). Luo의 

연구에서는 old rats을 대상으로 사다리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근육 

내의 autophagy 증가와 apoptosis의 감소를 보고하였고, 이에 IGF-

1과 Akt/mTOR, Akt/FOXO3a 신호의 활성이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Luo et al., 2013).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운동 방법과 실험 동물 모델에 따라 근비대 

신호 경로가 어떻게 활성화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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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비대 신호 전달 기전   

 

골격근 (Skeletal muscle)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체온 유지를 위해 열을 발생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기관이다 (Edwards, Young, Hosking, & Jones, 1977). 특히 골격근의 

수축 현상은 세포 내의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를 자극하여 유전자의 

합성을 유도한다 (Jessen & Goodyear, 2005; Nader & Esser, 2001; Webb, 

2003). 골격근의 수축 현상은 저항성 운동으로 인해 자극되고 

결과적으로 근비대 (hypertrophy)가 일어나게 된다 (Baar & Esser, 1999; 

Farrell et al., 1999; Seynnes, de Boer, & Narici, 2007). 근비대를 

일으키는 주요 신호 전달 경로는 insulin, IGF-1에 의해 유도되는 

Akt/mTOR/p70S6K pathway이다 (Figure 1) (Bodine et al., 2001; Glass, 

2003; Rommel et al., 2001). 이 중에서도 mTOR는 세포 내 주요 단백질 

대사를 조절하며, 세포의 성장, 증식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이다. 특히 

mTOR는 근육에서는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여 근섬유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하고 근비대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Bodine et al., 2001).  

mTOR는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related kinase family의 한 

종류이며, mTORC1과 mTORC2의 두 가지 복합체로 구성되어있다 

(Sarbassov, Guertin, Ali, & Sabatini, 2005). mTORC1은 insulin, growth 

hormone, amino acid와 oxidative stress에 의해 활성화되며, 이의 하위 

신호인 p70S6K와 4EBP1의 phosphorylation을 통해 단백질 전사를 

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일으킨다 (Cornu, Al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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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2013). mTORC1에 의해 phosphorylation된 p70S6K는 rpS6 

(ribosomal protein S6)를 증가시킨다 (Sarbassov et al., 2004). 또한, 

mTORC1의 활성에 의해 억제된 4EBP1의 phosphorylation에 의해 

eIF4E의 번역을 개시시킨다 (Cornu et al., 2013). 따라서 mTOR, p70S6K, 

4EBP1의 phosphorylation 정도는 근육 내에서 단백질 대사의 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Zoncu et al., 2011). 현재까지 

mTOR는 chronic mechanical overload에 의해 활성화되어 근비대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Bodine et al., 2001; Glass, 2003; Rommel et al., 

2001). 많은 연구들에서 1회 저항성 운동 (a single bout of resistance 

exercise) 후에 mTOR의 발현이 다른 signal에 비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Dreyer et al., 2006; Ogasawara et al., 2013; 

Ogasawara et al., 2014; Wilkinson et al., 2008).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mTOR signal이 저항성 운동으로 유도되는 근비대에 주요 signal이라고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인간 모델의 저항성 운동을 모방한 

모델에서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Ogasawara et al., 2016).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지 1회성 저항성 운동에 대한 acute exercise에서 

mTOR의 발현을 보고하였지만, 수 주의 트레이닝으로 인한 근육 내의 

mTOR signal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저항성 운동으로 

유도되는 근비대 현상은 단발적인 운동이 아닌 수 주의 트레이닝으로 

인해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mTOR signal이 training effect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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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TORC1 signalling in skeletal muscle induced by resistance 

training (Cornu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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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동물 모델 

 

 본 연구의 동물 모델은 8주령의 수컷 wild-type C57BL/6 쥐로 총 

30마리를 구입하여 무작위 추출을 통해 CON group (n=10), MRT group 

(n=10), HRT group (n=10), 3개의 그룹으로 배정하여 1주일 동안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졌다. 본 실험 동물의 사육은 S대학교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실에서 온도 23℃, 습도 60%를 유지하며 물과 

수증기로 멸균한 사료를 제공하고, 밤낮 주기 (12시간 점등/12시간 

소등)을 통해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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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8주령의 wild type C57BL/6 쥐를 대상으로 8주간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실시하며, 운동의 강도에 따른 영향을 보고자 

대조군 (CON, control group), 중간 강도 그룹 (MRT, moderate intensity 

resistance training), 고강도 그룹 (HRT, high intensity resistance training) 

으로 나누어 실험을 설계하였다. MRT 그룹과 HRT 그룹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HRT 그룹을 대상으로 4주차부터 최대 부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운동의 강도를 재설정해주었다. MRT 

그룹의 운동 강도는 체중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차 별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주었다. 실험 동물은 각 그룹당 10마리를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8주간의 운동이 끝난 뒤 부검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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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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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  

 

 쥐를 대상으로 한 저항성 운동을 위해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사다리는 총 높이 1m, grid 간격은 1.5cm이며, 기울기는 85˚로 설정하여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주당 3번 

(3days/week) 실시하였으며 총 8주간 진행하였으며, 1번의 운동 세션은 

10회의 반복수로 구성되었다. 운동에 대한 적응을 위해 모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무게 없이 1회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1회 운동의 성공은 실험 동물이 자발적으로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간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지 않거나 몸통을 회전시켜 

아래로 내려가는 행동을 운동의 실패로 간주하였다.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간 쥐는 90초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운동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실패하기 전의 강도로 나머지 횟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운동 

수행 중에는 음식에 대한 보상이나 전기 충격 또는 air shot 등의 가학적 

자극은 없었다. 쥐의 꼬리에 부착하는 추는 집게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1주일에 한번 체중을 측정하여 각 세션에 해당하는 강도로 추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1주일 동안 같은 

시간대에 사전 적응 운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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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pparatus used to perform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in C57BL/6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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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강도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  

 중간 강도의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중강도 

저항성 사다리 운동은 점진적 저항성 운동 강도로 진행하였다. 강도는 

쥐의 체중의 50%의 무게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8주차에는 쥐의 

체중의 210% 무게의 강도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각 

반복횟수마다 체중의 10% 무게를 추가하였으며, 만약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실패하기 전의 무게로 남은 반복 횟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주차 별로 시작 무게를 이전 운동보다 체중의 10%씩 증가시켰다.  

 

Table 1. Moderate-intensity ladder climbing train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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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강도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  

 고강도 저항성 운동의 프로그램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운동 시작 

강도는 쥐의 체중의 50% 무게로 시작하며 운동 성공 시 마다 3g의 

무게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다음 주차의 시작 강도는 이전 세션에서 

들었었던 최대 무게 (maximal load)의 50%로 시작하였으며 

5주차부터는 최고 무게의 75%로 시작하였다. 또한, 4주차에 최대 부하 

시험 (Maximal carrying load test)을 통해 강도를 다시 설정해주었으며, 

각 개체 별로 최대 중량을 기록하여 다음 운동의 중량을 결정하였다.  

 

Table 2. High-intensity ladder climbing train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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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중 측정 및 식이섭취량 측정 

체중은 충분한 양의 사료와 물을 제공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하였고 식이 섭취량은 일주일에 1회 일정 시간에 측정한 

후 제공한 양에서 잔량을 감하여 계산하였다.  

 

 

5. Grip strength 측정 

 Grip strength는 Grip strength meter (Bioseb, Franc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쥐를 기기의 force gauge에 부착된 grasp grid 위에 

올려 놓은 뒤, 네 발이 모두 grasp grid를 잡도록 위치시킨다. 그 다음, 

쥐 꼬리의 3분의 1 지점을 잡고 동일한 힘으로 잡아 당겨 쥐의 네 발이 

grasp grid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잡아 당기는 힘을 측정한다. 측정된 

힘의 단위는 [g]이며, 총 3번의 측정값을 기록하고 그 중 최대측정값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Grip strength는 매주 1회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하였다.  

 

 

6. 근지구력 측정 (Muscular endurance capacity test) 

실험 동물의 근지구력을 분석하기 위해 wire hanging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에 필요한 grid는 가로 20cm, 세로 15cm의 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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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쥐를 약 30cm 높이에 

위치한 grid 위에 올려 놓는다. 쥐의 꼬리에 10g의 추를 매달고 grid를 

180˚회전시켜 쥐가 grid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한다. 쥐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부상을 막기 위해 home cage에 bedding을 

충분히 깔아준 뒤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쥐가 10초 이내에 떨어지면 

충분한 휴식 후에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본 테스트는 8주의 

운동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었다.  

 

 

7. 지구력 측정 (Aerobic endurance capacity test) 

 지구력 측정을 위해 treadmill exhaus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mice용 treadmill (Exer. 3/6 treadmill, Columbus Instruments, Ohio)을 

사용하였으며, 쥐가 탈진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유산소적인 

능력을 평가하였다. 트레드밀의 각도는 수평을 유지하였으며, 쥐가 

트레드밀 끝으로 이동하여 생기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펀지를 

고정해두었다. 쥐를 각 레인에 위치시킨 뒤 5m/min의 속도로 5분간 

달리게 한다. 이 후 1분마다 1m/min씩 속도를 증가시켜 쥐가 탈진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다. 쥐가 스펀지에 닿고 더 이상 앞으로 뛰지 

않는 현상을 보일 때 붓을 이용하여 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려주며, 

탈진 시간 기준은 쥐가 트레드밀에 20초 이상 배를 닿고 더 이상 

트레드밀을 뛰려고 하지 않을 때로 간주하였다. 쥐가 탈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트레드밀 레인에서 쥐를 꺼내주고 탈진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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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쥐는 home cage에 넣고 충분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여 회복시켰다.  

 

 

8. 조직 적출  

 실험 동물의 부검은 마지막 운동이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12시간의 절식 과정을 거쳤다. 실험 동물의 마취는 20% 

Urethane 용액을 복강 내 투여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조직으로는 비복근 

(GAS, Gastrocnemius), 가자미근 (SOL, Soleus), 전경골근 (TA, Tibialis 

Anterior), 장족지신전근 (EDL, Extensor Digitorum Longus)을 적출하여 

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뒤 Cryotube에 담아 액체 질소에서 급냉한 뒤, 

다음 분석 시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9. Real-time PCR 

Total RNA는 total RNA purification system(Invitrogen)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protocol을 따라 진행하였다. 추출된 mRNA는 AccuPower 

CycleScript RT PreMix(Bioneer)를 이용해 역전사를 진행하였다. mRNA 

상대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SYBR green dye로 염색한 뒤 ABI Step 

One Real Time PCR 기기(Applied Biosystems, Cheshire, U.K.)를 

사용하였다. 상대발현량의 분석은 comparative Ct method (-ΔΔC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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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control gene (GAPDH)으로 normalizing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primer는 Bioneer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primer sequence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CR primer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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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백질 추출 및 정량  

 Western blot 분석을 위한 lysis buffer는 phosphatase-inhibitor cocktail 

(GenDEPOT, Barker, TX, USA)과 PhosSTOP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 

(회사명)이 포함된 PRO-PREP buffer (INTRON Biotechnology Inc.,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약 50mg의 조직을 300㎕ lysis buffer 에 넣은 뒤 

homogenizer를 사용하여 조직을 lysis시킨다. Lysis된 용액을 30분간 

4℃에 보관한 뒤 4℃, 20000 rcf, 3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한다. 단백질 정량을 위해 Pierce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USA)을 사용하였다. 정량이 된 단백질을 SDS-PAGE 

loading buffer (250mM Tris-HCl pH6.8, 10% SDS, 50% Glycerol, 0.5M B-

mercaptoethanol, 0.25% BPB, Biosesang, Korea)와 혼합하여 95℃에 5분간 

변성(denature)시킨 후, 다음 실험 때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11. SDS-PAGE 

 SDS-PAGE를 위해 6%, 10%, 15% separating gel (30% Acrylamide, 1.5M 

Tris-HCl pH8.8, 10% SDS, 10% Ammonium persulfate, TEMED)과 5% 

stacking gel (30% Acrylamide, 1M Tris-HCl pH6.8, 10% SDS, 10% 

Ammonium persulfate, TEMED)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DokDo-MARK 

protein ladder (Elpis Biotechnology, Daejeon, Korea)와 Spectra high range 

protein ladder (Thermo Scientific, Massachusetts, USA)는 standard size 



- 29 - 

 

marker로 사용하였으며, stacking gel well에 총 단백질량이 100~130µg이 

되도록 loading하고 100V에서 샘플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전기영동 

하였다.  

 

 

12. Western blot  

 Methanol에 적신 PVDF membrane (Millipore, Darmstadt, Germany)과 

Transfer buffer (250mM Tris, 1.92M Glycine, 20% Methanol)로 적신 3mm 

CHR paper (Whatman, Buckinghamshire, UK)를 전기영동이 완료된 gel과 

겹쳐 Mini trans-blot cell (Bio-rad, CA, USA)에 장착하여 60V에서 

180~720분 동안 transfer시킨다. Transfer가 완료된 후 membrane을 5% 

skim milk (w/v,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New Jersey, USA)에 

담가 상온에서 15~30분 동안 shaker 위에서 Blocking한다. Blocking이 

완료되면, 1X TBS-T 용액으로 10분씩 3번 washing한 뒤 1차 항체인 

anti-mTOR (#2972), anti-Phospho-mTOR (Ser2448, #2971), anti-4E-BP1 

(53H11, #9644), anti-Phospho-4E-BP1 (Thr37/46, #9459), anti-p70-S6K 

(#9202), anti-Phospho-p70-S6K (Thr389, #9205)를 5% BSA 용액에 

1:1000으로 희석하여 12시간 동안 4℃에서 반응시킨다. 반응이 완료된 

membrane은 1X TBS-T 용액으로 10분씩 3번 washing한 후, 5% BSA 

용액에 1:1000으로 희석된 2차 항체 (Peroxidase anti-rabbit IgG (H+L), 

PI-1000, CA, USA; Peroxidase anti-mouse IgG (H+L), PI-2000, CA, US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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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이 완료되면 1X TBS-T 용액으로 

10분씩 3번 washing한 뒤,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 Kit 

(AbClon, Seoul, Korea)에 membrane을 넣고 발색하여 얻어진 band를 

MicroChemi 4.2 System (DNR Bio-Imaging System, Jerusalem, Israel)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얻어진 band의 intensity는 Image J softw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 오차를 구하였다. 집단 간 

차이의 검증은 one-way ANOVA를 통해 실시했으며, 사후 검정은 

Tukey’s post hoc으로 검증하였다. 시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repeated measured ANOVA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 31 - 

 

IV. 연구 결과 

 

1. 최대 부하 무게 

 

HRT group은 4주차 때부터 최대 부하 시험 (Maximum load carrying 

test)을 진행하여 운동 강도를 재설정해주었으며, MRT group은 최대 

부하 시험 없이 8주간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려주었다.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진행된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최대 강도를 체중의 %로 

분석한 결과 HRT group에서 운동 강도가 MRT group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따라서 HRT group이 MRT group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최대 부하 시험은 운동 강도를 높여주는데 효과적인 프로토콜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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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ximum training load during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1, §§§p<.001, MRT vs. 

HRT group (n=10 per group). Maximum load carrying test was performed from 

4 to 8 week in H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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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중 및 식이 섭취량 

 

본 연구에서 수행한 8주간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8주 후 CON, MRT, 

HRT group에서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체중 증가량은 CON 

group에서 가장 높았다 (Figure 5A). 1주차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식이 섭취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룹간 체중 증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체중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B). 또한 HRT group의 체중 증가량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식이 섭취량 또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igure 5A-B). 전반적으로 8주간의 식이 

섭취량은 세 그룹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5C).  

 

 

 

 



- 34 - 

 

 

 

Figure 5.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body 

weight.  

The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A) body weight 

gain during training period, (B) food intake and (C) food intake area under curve. 

n=10 per group.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5, **p<.01, 

***p<.001, CON vs. MRT. #p<.05, ##p<.01, ###p<.001, CON vs. HRT. §p<.05, 

§§p<.01, §§§p<.001, MRT vs. 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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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육 무게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근비대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검을 통하여 Gastrocnemius (GAS), 

Soleus (SOL), Tibialis Anterior (TA), Extensor Digitorum Longus (EDL)의 

근육 무게를 측정한 뒤 체중으로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8주간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GAS의 무게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강도가 커질수록 근육의 무게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ure 6A). 

또한, 최대 부하 시험을 통해 고강도 운동을 수행한 HRT group과 

MRT group 사이에서 SOL 질량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CON 

group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6B).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TA와 EDL의 무게를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Figure 6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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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muscle 

wet weight. 

The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adjusted muscle 

wet weight (wet weight [g]/body weight[g]∙1000). (A) Gastrocnemius, (B) Soleus, 

(C) Tibialis Anterior and (D) Extensor Digitorum Longus.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5, CON vs. MRT. ###p<.001, CON vs. HRT. §p<.05, 

§§p<.01, MRT  vs. 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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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력, 근지구력, 지구력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근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grip strength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근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ure 7A).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근지구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hanging wire test를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HRT group에서 CON group에 비해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강도 운동을 실시한 MRT 

group과 CON group 간의 근지구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7B).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readmill exhaust test를 실시하였다.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treadmill exhaustion time과 speed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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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grip 

strength, muscular endurance capacity and aerobic endurance capacity.  

The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A) grip strength 

[g], (B) muscular endurance capacity (adjusted hanging time [hanging time 

(sec)/body weight (g)], (C) aerobic endurance capacity (endurance time [sec]) and 

(D) endurance speed [m/min]. n=6-8 per group.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5, CON vs. MRT. #p<.05, CON vs. 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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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TOR, p70S6K, 4EBP1의 변화 (Gastrocnemius)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운동이 근육의 종류에 따라 

근비대 신호 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RT-PCR과 

western blot을 통해 mTOR signal을 분석하였다 (Figure 8-11).  

GAS에서 mTOR의 mRNA level이 CON group에 비해 MRT group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HRT group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p70S6K mRNA level은 CON group에 비해 MRT와 HRT 

group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Figure 8A). Protein level에서 mTOR, p70S6K, 4EBP1의 

phosphorylation을 분석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8B-D). 또한, GAS에서는 t-mTOR의 밴드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mTOR가 phosphorylation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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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hypertrophy-related gene expression in gastrocnemius muscle determined 

by RT-PCR and western blot.  

The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A) mTOR, p70S6K 

and 4EBP1 mRNA expression. The quantification of phosphorylation of (B) mTOR, 

(C) p70S6K and (D) 4EBP1.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5, 

***p<.001, CON vs. MRT. ###p<.001, CON vs. HRT. p-; phosphorylated form. 

t-; total amount of protein. A.U.; Arbitrary Unit. Red circle is positive control 

(C2C12) to confirm t-mTOR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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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TOR, p70S6K, 4EBP1의 변화 (Soleus)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 결과, HRT group에서 

CON group에 비해 mTOR의 mRNA level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mTOR의 phosphorylation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9A,B). 또한, p70S6K의 mRNA level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70S6K의 phosphorylation은 HRT 

group이 CON group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ure 9A,C). 

4EBP1의 mRNA level과 phosphorylation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ure 9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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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hypertrophy-related gene expression in soleus muscle determined by RT-

PCR and western blot.  

The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A) mTOR, p70S6K 

and 4EBP1 mRNA expression. The quantification of phosphorylation of (B) mTOR, 

(C) p70S6K and (D) 4EBP1.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5, 

CON vs. MRT. #p<.05, CON vs. HRT. p-; phosphorylated form. t-; total amount 

of protein. A.U.; Arbitrar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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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TOR, p70S6K, 4EBP1의 변화 (Tibialis Anterior) 

 

최대 부하 시험을 통해 고강도 저항성 운동을 수행한 HRT group에서 

mTOR의 mRNA level이 CON과 MRT group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mTOR의 phosphorylation에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10A,B). 또한, p70S6K의 mRNA level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70S6K의 

phosphorylation은 MRT와 HRT group에서 CON group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지만 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Figure 10A,C). 4EBP1의 

mRNA level은 HRT group이 CON group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phosphorylation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10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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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hypertrophy-related gene expression in tibialis anterior muscle determined 

by RT-PCR and western blot.  

The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A) mTOR, p70S6K 

and 4EBP1 mRNA expression. The quantification of phosphorylation of (B) mTOR, 

(C) p70S6K and (D) 4EBP1.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5, 

CON vs. MRT. #p<.05, CON vs. HRT. §p<.05, MRT  vs. HRT mice. p-; 

phosphorylated form. t-; total amount of protein. A.U.; Arbitrar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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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TOR, p70S6K, 4EBP1의 변화 (Extensor Digitorum 

Longus)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EDL의 mTOR, 

p70S6K, 4EBP1의 mRNA level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11A). 그러나, mTOR의 phosphorylation은 MRT와 HRT 

group에서 CON group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igure 11B). 또한 p70S6K의 phosphorylation은 

HRT group에서 CON group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운동 

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igure 11C). 4EBP1의 

phosphorylation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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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hypertrophy-related gene expression in extensor digitorum longus muscle 

determined by RT-PCR and western blot.  

The effect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A) mTOR, p70S6K 

and 4EBP1 mRNA expression. The quantification of phosphorylation of (B) mTOR, 

(C) p70S6K and (D) 4EBP1.  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p<.01, 

CON vs. MRT. #p<.05, ##p<.01, ###p<.001, CON vs. HRT. p-; phosphorylated 

form. t-; total amount of protein. A.U.; Arbitrar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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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1. 최대 부하 측정을 통한 운동의 강도 조절 

 

본 연구에서는 8주령의 C57BL/6를 대상으로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강도가 근육의 종류에 따라 mTOR signa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운동의 강도 조절은 최대 부하 측정의 

유무에 따라 중간 강도 운동 그룹 (MRT group)과 고강도 운동 그룹 

(HRT group)으로 나누어서 운동을 진행하였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험 동물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의 부하를 체중으로 보정된 %값이 아닌 최대 

부하의 %값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eto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HRT group에서 4주차부터 최대 부하를 측정하여 

다음 주차의 운동 강도를 재설정해주었다. 최대 부하 측정은 이전 

운동을 마친 무게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성공할 때 마다 3g의 추를 

추가하면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쥐가 사다리 운동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까지 측정이 진행되며, 운동 수행에 실패한 이전 

무게를 최대 부하로 기록하고 다음 운동에서는 각 개체 별로 최대 

부하의 75%의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5주차부터 MRT 

group과 HRT group에서 최대 운동 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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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MRT group이 체중의 210%의 

부하로 운동을 마무리한 반면에 HRT group은 체중의 320%의 부하로 

운동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최대부하 측정이 운동의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토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험 

동물의 최대 부하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운동 강도가 근비대 관련 인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강도가 근비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근육 무게와 근비대 관련 인자인 mTOR 

signal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동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GAS와 

SOL에서 유의하게 근육 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A,B). 

하지만, TA와 EDL에서는 운동의 강도에 따라 근육 무게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고강도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hindlimb posterior muscle에 근비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at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이 Soleus와 Plantaris의 근비대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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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henes et al., 2000; Deschenes et al., 2015), 특히 FHL의 근비대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Hornberger Jr & Farrar, 2004).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anterior muscle 

group보다는 posterior muscle group을 동원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을 실시할 때, 뒷다리의 plantar flexion이 

일어나면서 SOL이 주동근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Lee 

& Farrar, 2003). 몇몇 연구에서는 EDL이 2차적으로 사다리를 올라가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동원된다고 보고하였다 (Duncan et al., 1998; Klitgaard, 

1988).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행된 사다리 운동은 모든 그룹에서 EDL의 

무게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6D).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물 모델과 운동 프로토콜, 운동 기간 등이 선행 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mice를 대상으로 저항성 사다리 

운동을 중재하였을 때, 근육 별로 일어나는 근비대 현상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육 내 mTOR signal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주요 신호 전달 

경로로써 근비대에 기여한다 (Bodine et al., 2001; Goodman et al., 2011). 

mTOR의 phosphorylation은 하위 인자인 p70S6K와 4EBP1의 

phosphorylation을 유도하여 단백질의 전사를 개시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1회성 저항성 운동을 통해 

mTOR와 p70S6K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면서, 저항성 운동으로 

유도되는 근비대 현상에 mTOR가 주요 신호 전달 인자라고 제시되었다 

(Ogasawara et al., 2013). 하지만 근비대는 1회성의 운동이 아닌 수 주 

이상의 지속적인 트레이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mTOR 



- 50 - 

 

signal이 트레이닝으로 유도된 근비대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Ogasawara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의 강도에 따라 각 근육군의 mTOR signal과 

근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사다리 운동은 강도에 따라 GAS와 SOL의 근육 

무게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mTOR, p70S6K, 4EBP1의 mRNA 

level과 phosphorylation leve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8, 9). 반면에, TA와 EDL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근육 무게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mTOR signal은 MRT와 HRT group에서 CON group에 

비해 유의하게 활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igure 10, 11). 위의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근비대의 표현형 중 하나인 근육의 무게와 

근비대 신호 전달 기전의 양상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저항성 사다리 운동이 다양한 근육의 동원을 복합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Neto et al., 2016). 즉, 주동근인 SOL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TA와 EDL의 동원을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mRNA와 protein level에서 신호 전달 경로를 activation시키기엔 

충분했지만 이것이 근비대의 표현형으로 이어지기엔 부족한 

자극이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p70S6K가 adult 

skeletal muscle에서 hypertrophy 동안 ribosome의 biogenesis를 조절하여 

muscle quality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arabita et al., 

2016). 이는 mTOR와 이의 하위 인자들이 adult skeletal muscle의 

hypertrophy 상황에서 muscle mass 보다는 muscle quality를 조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사다리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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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TA에서 p70S6K phosphorylation과 grip strength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분석 위해서는 정량적으로 근 기능을 평가하여 muscle quality와 

근비대 관련 인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C57BL/6 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오르기 운동은 강도가 증가함에 GAS와 SOL의 근육 무게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mTOR, p70S6K, 4EBP1의 mRNA level과 

phosphorylation level은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최대 부하 측정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근비대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 프로토콜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여러가지 근육군에서 근비대와 관련된 표현형 

분석과 생리학적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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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for rodents is designed for muscle 

hypertrophy. It stimulates mTOR phosphorylation to activate protein 

synthesis in muscle. There were only few studies existed to elucidate the 

effect of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muscle hypertrophy in 

mice model. Furthermore, mTOR signaling expression in training state 

has not yet been fully tested in mice model that mimics human resistance 

exerci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ntrolled intensity of 8 week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on muscle hypertrophy-related gene expression in genetically 

background strain, C57BL/6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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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8-week-old male C57BL/6 mouse accomplished 8 weeks of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with 3 times per week. Maximal carrying load 

test was conducted to reset exercise intensity leading to high-intensity 

training. Hindlimb muscle mass was measured and mTOR signal in muscles 

was analyzed for phenotyping hypertrophy.  

 

Results: 

Weight of GAS and SOL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ensity while muscle function was comparable. Furthermore, 

mTOR-related gene expression in hindlimb muscles has no significant 

change followed by intensity of exercise.  

 

Conclusion: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in mice model may be an 

appropriate protocol for inducing hindlimb posterior muscle hypertroph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scle 

hypertrophy induced by ladder climbing exercise systematically.  

 

Keywords: resistance ladder climbing exercise, animal-based exercise 

model, muscle hypertrophy, mTOR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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