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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구성 훈련은 생쥐 골격근의 Slow Twitch Myosin Heavy 

Chain 발현과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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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이 백근섬유(type II)의 속성을 적근섬유(type 

I)의 속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60년 

근섬유의 수축 속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cross-reinnervation 연구

[1] 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속근에서 지근으로 섬유 유형의 

전환에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구성 운

동 트레이닝은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증가, 원활한 산소 공급 능력

의 증가 또는 근 피로의 저항성 증가 등을 통해서 지구력을 향상시키

며[2,3], 근섬유의 속성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함량, 대사 특성 및 피

로에 대한 저항성도 차이가 있다[4]. 따라서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과 

근섬유 형태 변화는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구성 운동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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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patial distribution of type I myosin heavy chain among different muscle fibers by 
endurance exercise for 8 week.

METHODS: The animal were trained for 8 week a on treadmill. To avoid acute exercise effect of training, Tibialis anterior (TA) muscles 
were dissected 18 hours after the last bout of exercise. To evaluate different type myosin heavy chain and mitochondria expression, we 
performed themulticolor immunofluorescence analysis and western-blotting. 

RESULTS: Type IIb and IIx fiber in the 8-week trained group decreased trained skeletal muscle for 8 weeks were decreased 46% and 
51% respectively than the sedentary group. Type IIa and I in the 8-week trained group increased 2.2 and 1.7 folds respectively than the 
sedentary group. ATP synthase, cytochrome C, NADH and SERCA2a in the 8-week trained increased 2.5, 2.2, 2.8, and 2.5 folds 
respectively than the sedentary group. TA muscles showed increased in the hybrid fiber type distribution. Type I and lla MHC increased 
at all type II fiber the trained group than the sedentary group.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muscle fiber type conversion may occur from all type II muscle 
fibers to type IIa and I MHC through 8 weeks of long-term endurance exercise, instead of going through the step-by-step conversion 
process.

Key words: Long-term endurance exercise, Muscle fiber type, Myosin heavy chain, Mitochondria, SER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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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정에 의해서 근섬유 속성이 보다 산화적인 특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IIb가 IIx로 또는 IIx가 IIa로 전환되

는 것이며[5-7], II형 섬유가 I형 섬유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서

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6,8-18].

최근 2개의 myosin heavy chain (MHC) 아형을 가지고 있는 혼합형

(hybrid) 근섬유가 보고되었다[19,20]. 이는 근섬유의 형태가 IIb, IIx, IIa

형 또는 I형 섬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MHC가 서로 다

른 비율로 혼합되어 연속적 무한대(스펙트럼)의 근섬유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현되던 섬유 유형에서 

회색이 발견된 것처럼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연속적으로 무수한 회색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근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pH 수준에 따른 ATPase 활성 

분석, 전기영동(electrophoretic) 그리고 특이적 MHC 아형에 대응하는 

항체를 이용한 immunohistochemical analysis)이 활용되고 있다[21,22]. 

Myosin ATPase를 이용한 근섬유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section에서 최소 2회 이상의 다른 pH로 사전 배양(preincuba-

tion)이 수행되어야 하는데[23,24],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의 근섬유에

서 혼합된 MHC 아형을 확인할 수 없다. 최근 immunofluorescence 방

법을 이용한 골격근 MHC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하나의 근섬유에서 

hybrid MHC 아형이 보고되었으며[22], 이를 이용한 방법은 지구성 운

동에 의한 근섬유의 속성 변화가 산화적 hybrid 근섬유를 증가시키는

지 또는 type II가 type I 근섬유로 전환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 단면에서 섬유의 대사적 분류 없이 MHC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

으로부터 대사적 섬유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척추 상해 후에 IIx 섬유 퍼센트는 크게 증가하지만 

산화적 대사를 나타내는 섬유 형태의 지표인 succinate dehydrogenase

도 함께 증가한다. 즉 속근섬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산화적 근

섬유가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24]. 근섬유 내에는 연속

적인 대사 스펙트럼이 존재하며[25], 미토콘드리아 생합성과 근섬유 형

성은 각각 별개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기 때문에[26], 근섬유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섬유의 대사적 속성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근섬유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골격근의 수축 속도도 

분석되어야 하는데, 수축 속도 연구와 MHC 및 대사속성 연구를 병행

할 수 없는 연구문제(근 수축 속도 측정 후 좌업군의 운동 효과를 제거

하기 위한 휴식기가 운동군의 운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와 실험동

물 및 연구기간이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골격근 수

축 속도와 관련된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ATPase (SERCA)2a

를 분석하여 이를 대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간 지구성 운동에 대한 적응으로 근섬유 형

태의 변화가 다양하게 또는 스펙트럼 형태의 진행과정을 거치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 immunofluorecence와 immunoblotting을 이용한 MHC 

유형과 미토콘드리아 수준 및 SERCA2a를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6주령된 12마리의 수컷 C57BL/6J 생쥐(mouse)이며, 대

상들은 1주일의 환경 적응을 실시한 후 무작위로 좌업 그룹(sedentary, 

SED)과 8주 지구성 운동 그룹(exercise, EX)으로 분류하였다. 

2. 운동 프로토콜

운동 프로토콜은 Gan et al. [2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지구성 운동에 

의한 골격근 적응은 4주 이상이 요구됨으로써[28] 지구성 운동 그룹은 

8주간(5 day/week) 트레드밀 달리기를 실시하였다. 본 운동 전 이틀간 트

레드밀에 적응하기 위하여 10 m/min의 속도로 9분간 달린 후 20 m/min

의 속도로 1분간 달리기를 실시하였다. 본 운동은 10 m/min의 속도로 1

시간 달린 후 매 15분마다 2 m/min씩 속도를 증가시켜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까지 실시하였다(5초 이상 전기 자극판에 머물러 있을 때). 

3. 사육 환경

실험동물은 한 우리에 3마리씩 넣어 사육하였으며, 일반식이(Puri-

na, USA)를 물과 함께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명기(06:00-18:00)

와 암기는 각각 12시간, 사육실 온도는 21℃로 자동 유지 및 조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근육 샘플 준비

생쥐의 Tibialis anterior(TA)는 99% 이상이 type II 근섬유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22], 지구성 운동에 의한 type II 섬유가 type I 섬유로 변

화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용이하다. 실험이 완료된 대상의 TA 근육을 

적출하여 O.C.T. compound (Tissue-Tek, USA) 속에 완전히 묻히게 넣

었다. 액체 질소로 온도를 감소시킨 isopantane으로 근육을 동결시킨 

후 -80℃에 보관하였다. 근육은 -20℃가 유지되는 cryostat (Thermo 

Electronic, USA)으로 근육을 10 μm의 두께로 cryosections하여 유리 

슬라이드(slide)에 부착하였다. Cryosection 후 나머지 근육은 immu-

noblotting 샘플로 사용하기 위하여 -80℃에 보관하였다.

5. Immunofluorescence

Multicolor immunofluorescence 방법은 Bloemberg & Quadrilatero

의 방법[22]을 참고하였다. Cryosection하여 슬라이드에 부착된 근육을 

상온에서 30분 말린 후 PBS를 이용하여 10%로 희석시킨 goat serum으

로 한 시간 blocking하였다. 1차 항체 혼합물(cocktail)을 상온에서 1시간 

배양 후 3회 PBS로 세척하였다. 1차 항체 MHC I (BA-F8), MHCIIa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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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MHCIIx (6H1), MHCIIb (BF-F32)는 Developmental Studies Hybrid-

oma Bank (University of Iowa, USA)에서 구매하였다. 2차 항체 Alexa Flu-

or 350 IgG2b (blue), Alexa Fluor 488 IgG1 (green) 그리고 Alexa Fluor 555 

IgM (red)을 Thermofisher (USA)에서 구매하여 이용하였으며, 1시간 배

양 후 PBS로 3회 세척하였다. Prolong Gold antifade reagent (Thermofish-

er, USA)를 근육 슬라이드 위에 도포한 후 coverslip을 덮었다. 

슬라이드는 Nikon eclipse te2000-u (Nikon, USA)와 X-Cite 120 PC 

(Excelitas, USA)를 이용하여 가시화되었으며, 현미경은 적색(Excitation 

BP 545/25 nm; Emission BP 605/70 nm), 녹색(Excitation BP 470/40 nm; 

Emission BP 525/50 nm), 청색(Excitation BP 365/12 nm; Emission LP 

397 nm)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이미지는 MetaMorph 소프트웨어(Mo-

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획득되었다.

6. Western blotting

동결된 근육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말로 만들고 lysis buffer [27]

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시료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

기 위하여 동결과 해동 과정을 3회 반복하였으며, 원심분리(1,500 ×g, 

4℃)하여 상층액을 사용하였다[28]. 단백질 농도는 Lowry et al. [29]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가 동일한 단백질 농도가 되도록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희석

하였으며, laemmli sample buffer를 첨가한 후 5분간 100℃ 물에 가열

하여 용해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하였으며,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전이(transfer)

시킨 후 Membrane은 다음의 일차항체와 함께 이튿날까지 배양하였

다[28]. MHC 1차 항체는 immunofluorescences에서 이용된 것과 동일

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ATP synthase (ATP synth, invitrogen, USA), 

NADH ubiquinone oxidoreductase (NADH, invitrogen, USA), cyto-

chrome C (CYTO C, BD Biosciencesm USA), sarco/endoplasmic reticu-

lum Ca2+-ATPase 2a (SERCA2a, cell signalling, USA). 이차항체는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donkey anti-rabbit IgG (SER-

CA2a), PGC-1α과 donkey anti-mouse IgG (MHC I, IIa, IIx, IIb, β-actin)

은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USA)에서 구매하였다. 각각

의 항체가 결합된 단백질의 시각화를 위하여 ECL kit (Sigma, USA)를 

이용하였다[28].

Fig. 1. Myosin heavy chain subtype, mitochondria and SERCA2a protein expression after long-term endurance exercise for 8 week. IIb, type IIb; IIx, type IIx; 
IIa, type IIa; I, type I muscle fiber; Sed, sedentary; Ex, exercise; ATP syn, ATP synthase; CYTO C, cytochrome C; NADH, NADH ubiquinone oxidoreductase; 
SERCA2a,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ATPase 2a. *p<.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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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igmaPlot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측정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설정

하였다.

연구 결과

1.  8주간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이 MHC와 미토콘드리아 및 

SERCA2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8주간 지구성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생쥐의 TA 근육에서 MHC

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발현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생쥐의 TA 근육에서 type IIb와 IIx는 대조

군보다 각각 46% (p< .01)와 57% (p< .01) 감소하였다.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생쥐의 TA 근육에서 type IIa와 I은 대조군보다 각각 2.2배

(p< .01)와 1.7배(p< .05) 증가하였다(Fig. 1A).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생쥐의 TA 근육에서 ATP synthase, CYTO 

C, NADH 그리고 SERCA2a는 대조군보다 각각 2.5배(p< .001), 2.2배

(p< .01) 및 2.8배(p< .001), 2.5배(p< .01) 증가하였다(Fig. 2B).

2.  8주간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 후 Immunofluorescence 기법을 

활용한 MHC 발현

8주간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생쥐의 TA 근육에서 immuno-

flourescence 기법으로 MHC 아형의 발현을 살펴본 결과는 Fig. 2와 같

다. 생쥐의 TA 근육은 대부분 type II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

구는 좌업군의 TA 근육에서 Type I (blue) MHC의 발현을 발견할 수 

Fig. 2. Representative images of mice tibialis anterior (TA) muscle MHC expression after endurance running exercise for 8 weeks. (A) Type I (blue), type IIa 
(green), type IIb (red), type IIx (unstained), (B) Merged image. Sed, sedentary; Ex, low intensity endurance running exercise for 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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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러나 8주간 트레드밀 러닝을 실시한 TA 근육에서는 type I 

MHC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A). Type IIa의 비율

은 증가하였으며, IIb의 비율은 감소하였다(Fig. 2A). 

8주간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생쥐의 근육은 좌업군의 근육보다 

혼합된 형태 또는 보다 산화적인 섬유의 MHC 발현과 type I MHC의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Fig. 2B). Type IIb, IIx 그리고 IIa 섬

유에서 type I MHC가 함께 발현되었으며. 또한 type IIb와 IIx에서 IIa 

MHC가 함께 발현되었다(Fig. 2B).  

3.  8주간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 후 Immunofluorescence 기법을 

활용한 미토콘드리아 발현

8주간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생쥐의 TA 근육에서 immunofloures-

cence 기법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발현을 살펴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TA 근육의 NADH (blue), Cytochrome C  

(green) 및 ATP synthase (red)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ig. 3). 

논의

골격근은 활동양상에 따라 수축 및 대사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골격근은 type I (느린 수축, 산화적 대사), type IIa (빠른 수

축, 산화 및 해당성 대사), type IIx (빠른 수축, 해당성 대사) 그리고 

type IIb (매우 빠른 수축, creatine phosphate 및 해당성 대사, 인간에서

는 발견되지 않음)로 구분된다[20]. 그러나 하나의 근섬유가 하나의 

MHC 아형만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2개 이

상의 MHC 아형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30,31]. 섬유의 

대사적 속성뿐만 아니라 수축 스피드에도 아주 느림에서 아주 빠름까

지 연속적 무한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근섬유에 2개 이상의 

MHC 아형이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되어 다양한 또는 무수한 형태의 

근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Immunoflourescence 기법을 통

한 연구에서 MHC 아형의 혼합된(hybrid) 형태가 보고되었으며[22], 본 

연구의 좌업 및 운동군 골격근에서 MHC 아형들의 혼합된 형태를 확

인할 수 있었다(Fig. 2B). 즉 과거 pH 농도에 따른 ATPase 염색 방법은 

우세한 MHC 아형만 나타나게 됨으로써 MHC 아형의 혼합된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운동 트레이닝이 골격근 섬유 유형을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트레이닝되지 않은 골격근의 속근(type IIa와 

IIb)과 지근(type I) 간에 비율은 50/50이지만, 높은 유산소 및 지구력을 

요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지근 섬유의 비율이 90-95%인 반면 높은 무

산소성 대사 능력, 근력 및 파워가 요구되는 운동선수들(예; weight lift-

ing and sprinting)은 속근섬유의 비율이 6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32,33].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종목 특성에 따른 근섬유의 비율이 

트레이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중요한 연구 목표 중 하

나였으며, 연구들은 트레이닝이 type II 섬유 유형 간 변화를 증명하였

Ex

CYTO C ATP synNADH

Sed

Fig. 3. Representative images of mice tibialis anterior (TA) muscle mitochondria expression after endurance running exercise for 8 weeks. Blue, NADH UO; 
Green, cytochrome C; Red, ATP synthase. Sed, sedentary; Ex, endurance running exercise for 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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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type II와 I 섬유 유형 간 전환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환되지 

않는다[6,8,10-12]와 전환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13-18]로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8주간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에 의하여 생쥐의 골

격근 type IIb와 IIx MHC가 감소하며, 속근섬유이지만 산화적인 속성

을 지닌 IIa와 지근 섬유인 I이 증가한다는 것을 immunoblotting을 통한 

정량적 방법으로 확인하였다(Fig. 1). 운동 트레이닝은 type IIb 섬유 유

형을 IIx로 또는 IIx 섬유 유형을 IIa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5-7], 본 연구의 immunofluorescence 결과(Fig. 2)는 type IIb와 IIx가 

감소하고 그곳에 산화적 섬유인 IIa와 I이 혼합된 형태로 증가될 가능성

을 보여주므로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생쥐의 TA 근육은 99% 이상이 Type II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22], 

plantaris 근육과 함께 속근에서 지근으로 섬유유형의 전환 연구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8주간 지구성 운동으로 완전히 전환된 type I 근섬

유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모든 type II 근섬유에서 type I MHC가 발현

됨으로써 운동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type II가 I 섬유로 전환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골격근 MHC의 유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8주간 지구성 운동으로 

ATP synth, CYTO C 및 NADH가 대조군보다 증가하여 근 섬유의 대

사적 속성이 트레이닝 전보다 산화적으로 전화되었다(Figs. 1B, 3). 근 

섬유의 수축 속성은 sarcoplasmic reticulum calcium-ATPase (SERCA)

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는데[34], 이는 SERCA의 아형에 따라 수축에 

필요한 칼슘 펌프 속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근섬유에서는 주

로 SERCA2a 아형이 발현되며, 속근섬유에는 주로 SERCA1a 아형이 

발현된다[7,35]. 본 연구의 8주간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은 골격근 SER-

CA2a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섬유 수축 속

도 감소의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SERCA2a의 발현이 근

수축 속도 감소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근 유형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운동 강도, 시간 및 기간을 조절하여 근 수축 

속도와 러닝 시간 등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장기간 지구성 운동 트레이닝에 의한 근섬유의 전환은 IIb → IIx → 

IIa의 전환 과정을 거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type IIb 또는 IIx 섬유

에서 type IIa와 I MHC가 혼합된 형태로도 근섬유 유형이 전환될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type II (IIb, IIx 및 IIa) 근섬유에서 type I 

MHC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은 type II 섬유가 type I 섬유로 전환될 가

능성을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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