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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성 운동에 의한 AMPK 활성은 MEF2A 통하여 PPARβ/δ의 

발현을 조절한다

고진호¹, 안나영², 김기진²

¹Washington�University�School�of�Medicine,�Division�of�Geriatrics�&�Nutritional�Sciences,�²계명대학교�체육학부

서론

지구성 운동은 골격근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효소 증가를 통하여 

근지구력을 향상시킨다[1]. 지구성 운동에 의한 골격근의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은 많은 전사인자들 상호작용에 의하여 진행되며,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 1-α (PGC-1α)는 이러

한 전사인자들을 조절한다[2-4].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

ceptor (PPAR) β/δ는 지방산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핵수용체로서[5], 

PGC-1α의 공활성(co-activation) 없이도 nuclear respiratory factor (NRF)-1

의 발현을 조절하여[6] NADH dehydrogenase와 succinate-ubiquinone 

oxidoreductase (SUO)와 같은 일부 미토콘드리아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

킬 수 있으며[7], MEF2A 활성을 통한 GLUT4의 발현을 조절한다[6]. 특

히 PPARβ/δ는 지구성 운동에 의하여 증가한 PGC-1α 안정성을 증가시

키며, 이는 골격근 내 미토콘드리아 효소를 증가시킨다[8-10].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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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the increased PPARβ/δ gene expression induced by exercise is mediated by 
activation of AMPK and MEF2A. 

METHODS: To analyze PPARβ/δ mRNA, rat triceps muscles were dissected immediately after a single bout of swimming exercise, and 
constitutively active (CA) AMPK over expressed L6 rat skeletal muscle cells were harvested. MEF2A activation by AMPK was analyzed 
by a Gal4 and green fluorescence system in the L6 cells. Dominant negative AMPK was over expressed in rat tibialis anterior (TA) 
using electrical pulse-mediated gen transfer (electroporation [EPO]) method before 2 weeks swimming exercise. 

RESULTS: PPARβ/δ mRNA in rat TA muscle after exercise was increased by 5.5 fold compared with the sedentary muscle, and was 
increased by 6.7 fold in the CA-AMPK over expressed cells compared with the empty vector (EV) treated cells. MEF2A-Gal4 was acti-
vated by a 1.9 fold in the L6 cells transfected with CA-AMPK constructs. AMPK and HDAC5 phosphorylation, and PPARβ/δ expres-
sion were increased 3.2, 2.8, and 2.1 fold, respectively, by exercise in EV treated muscle, but were not increased by exercise in DN-
AMPK over expressed muscle. 

CONCLUSIONS: MEF2A activation by AMPK increases the PPARβ/δ expression in endurance exercised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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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성 운동에 의한 PPARβ/δ의 발현은 골격근 적응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구성 운동에 의한 PPARβ/δ 발현이 어떠한 기전으

로 유도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Myocyte enhance factor2 (MEF2)는 다른 특성을 지닌 4개의 일원

(MEF2A, MEF2B, MEF2C 그리고 MEF2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사인자이다[11]. MEF2는 세포 외부신호를 목표 유전자에 전달하여 세

포의 분화, 증식, 형태 발생(morphogenesis), 생존 및 세포사멸(apopto-

sis)을 조절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11]. MEF2는 외부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Histone deacetylase (HDAC) 4와 HDAC5에 

의하여 억제되어 있다[12,13].

근수축에 의한 칼슘(calcium) 및 AMP:ATP의 비율 증가는 골격근 

적응을 유도하는 주요 인자이며,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는 세포의 에너지 항상성을 위해 Adenosin monophosphate 

(AMP)의 농도를 모니터링한다[14,15]. 근수축은 AMPK 활성 loop에 있

는 T-172의 인산화를 통하여 AMPK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16-21], 이

는 HDAC4와 5를 인산화하여 MEF2A로부터 HDACs를 분리시키며

[12,22], MEF2는 활성화되어 목표 유전자의 전사를 가능하게 한다

[12,23]. 그러나 Gan et al. [24]은 AMPK가 MEF2A를 직접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PPARβ/δ와 협력하여 MEF2A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였다. 따

라서 선행연구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HADCs를 분석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MEF2A의 활성을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Gal4/UAS sys-

tem으로 AMPK가 MEF2A를 직접 활성화시키는지 확인하였다. 

PPARβ/δ의 프로모터(promoter)에는 MEF2 반응 요소(CTATTT-

TAGGTGAAT)가 있다. 이는 AMPK가 MEF2A를 활성화시켜 PPARβ/

δ promoter에 결합해 PPARβ/δ mRNA 전사를 조절할 가능성을 나타

내므로 본 연구는 AMPK 활성이 PPARβ/δ mRNA 발현을 증가시키는

지 확인하였다. AMPK 활성에 의한 결과가 지구성 운동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성 운동을 실시하는 Wistar rat의 

왼쪽 tibialis anterior (TA) 근육에서 AMPK 활성이 억제되도록 하였으

며, 운동 후 PPARβ/δ 발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지구성 

운동에 의한 PPARβ/δ 발현이 어떠한 기전으로 유도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실험 동물과 시료의 준비

실험동물은 약 50 g의 3주령 수컷 Wistar rat 28마리를 구입하여 이

용하였다. 이 중 12마리(좌업군 n = 6; 운동군 n = 6)는 지구성 운동에 

의한 mRNA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1회 지구성 운동 직후 Triceps 

근육을 각각 적출하였다. 나머지 16마리는 AMPK 활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자극을 이용한 유전자 전이법(electroporation, EPO) [25]으

로 dominant negative (DN) AMPK와 empty vector (EV, control gene)를 

각각 좌우측의 tibialis anterior (TA) 근육에 2회 과발현시켰다. 유전자 

도입한 대상은 2주 후 각각 8마리씩 좌업 그룹(Sededantary, Sed)과 1회 

수영 운동 그룹(Exercise, Ex)으로 무작위 분류하여 1회 운동 후 18시

간 뒤 근육을 적출하였다. 

Wistar rat은 한 케이지에 2마리씩 사육하였으며, Purina chow (Puri-

na, USA)를 물과 함께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사육실 온도는 

21̊ C로 유지하였으며, 명기(06:00-18:00)와 암기는 각각 12시간으로 조

절하였다. 본 연구는 Animal Studies Committee of Washington Univer-

sity School of Medicine에 의해 승인되었다.

 

2. 운동 프로그램

수영 운동은 Terada et al. [26]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1회 수영 운

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수영 운동의 강도는 speed 13 

m/min, grade 0%의 트레드밀 달리기와 유사한 장시간 저강도의 운동

[26,27]이다. 본 운동 전 물에 대한 적응훈련은 하루 15분간 2회 실시하

였다. 본 운동은 3시간씩 1회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 운동 후 45분간 휴

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이 시간 동안 자유롭게 물과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영은 원통형 수조(80 cm×120 cm, 수심 50-60 cm)

에 4마리씩 넣어 자유롭게 수영하도록 하였다. 수온은 35˚C로 일정하

게 유지하였다.

3. 세포 처치

PPARβ/δ mRNA와 MEF2A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rat의 근세포인 

L6 (ATCC, USA)를 이용하였다. 세포는 10% Fetal bovin serum (FBS)

(Gibco, USA), penisillin G (100 μU/mL), streptomycin (100 μU/mL), 0.5% 

Chick Embryo Extract (US Biological, USA)를 함유하고 있는 Dulbec-

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Sigma, USA)을 이용하여 5% 

CO2가 공급되는 37˚C의 환경(cell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8]. 

mRNA를 분석하기 위한 세포는 6 well tissue culture plate 2개(EV: 

n = 6, CA-AMPK: n = 6)에 분주(약 0.3×106/well)한 후 약 70-90% con-

fluence에 도달하였을 때 Lipofectamine transfection reagent (Invitro-

gen, USA)를 이용하여 CA-AMPK 또는 EV를 각각 형질주입하였다. 72

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배양한 세포를 수확하였다. MEF2A-Gal4의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 well tissue culture plate 2개(EV: n = 6, CA-

AMPK: n = 6)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well에 MEF2A-Gal4, Gal4-pZs-

Green, DsRed를 처치하였으며, 각각 6 well에 EV 또는 CA-AMPK를 처

치하였다. 처치 72시간 후 세포를 수확하였다. 수확한 세포는 micro-

plate reader (Biotek, USA)를 이용하여 GFP와 DsRed의 발광 강도를 측

정하였으며, DsRed의 발광 강도는 GFP의 발광 강도의 표준화를 위해 

이용하였다.



http://www.ksep-es.org

http://dx.doi.org/10.15857/ksep.2016.25.2.127

� 고진호 외��•��지구성�운동에�의한�PPARβ/δ�발현�기전� | 129

4. 유전자 제작

pCMX Gal4 vector (Addgene, USA)에 MEF2A plasmid (Addgene, 

USA)를 삽입하여 MEF2A-Gal4 유전자를 제작하였으며, pZsGreen 1.1 

vector (Addgene, USA)에 Gal4 response element (Addgene, USA)를 삽

입하여 Gal4-pZsGreen을 제작하였다. Constitutively active (CA) 

AMPK와 pAMPKα2 K45R (Addgene, USA)을 각각 pcDNA3.1/V5-His 

vector에 삽입하여, pcDNA3.1/CA-AMPK/V5-His와 pcDNA3.1/DN-

AMPK/V5-His를 제작하였다.

Cloning 산물은 E. coli (One Shot®TOP10 Competent Cell, Invitrogen, 

USA)를 이용하여 형질전환(transform)하였다. Agar-plate에서 하나의 

colony를 골라 4 mL의 LB broth를 이용하여 plasmid를 증폭하였으며, 

plasmid mini-prep kit (Qiagen, USA)로 plasmid DNA를 정제하였다[8].

5. Semiquantitative-PCR

약 20 mg의 근육을 1 mL TRIzol (invitrogen)을 이용하여 균질화하

였으며, 200 μL chloroform을 첨가하였다. Phage seperating Gel tube 

(Phase-Lock-Gel, 5Prime, USA)로 옮겨 담아 5분간 상온에서 배양하고, 

11,000 g 4˚C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분리된 샘플은 새로운 tube

로 옮겨 isopropyl alcohol 0.4 mL을 첨가하여 10분간 상온에서 배양 후 

11,000 g 4˚C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75% 

EtOH로 pellet을 세척하기 위하여 11,000 g 4˚C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

였다. Alcohol을 제거하고 50 μL DNase digestion regents (Ambion, 

USA)를 첨가하여 37˚C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0.1 volume DNase 비

활성 시약을 첨가하여 2분간 배양하였으며, 10,000 g 4̊ C에서 2분간 원

심분리하였다. Alcohol precipitation을 실시한 후 RNA 농도(260/280 ≤

1.8, 230/260 ≤ 2.0)를 측정하였으며[7], PPARβ/δ (F: 5'-TTCCAGCAGCT-

GCACAGACC-3'; R: 5'-CGTGGACCCCGTAGTGGAAG-3')와 18S (F: 

5'-GACCATAAACGATGCCGACT-3'; R: 5'-AGACAAATCGCTC-

CACCAAC-3')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실시한 후 전기영동하였다.

6. Western blotting

근육은 ice-cold buffer (50 mmol/L Tris-HCl [pH 7.4], 1% NP-40, 

0.25% sodium deoxycholate, 150 mmol/L NaCl, 1 mmol/L EDTA, 1 

mmol/L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 mmol/L NaF, 1 μg/mL apro-

tinin, 1 μg/mL leupeptin, 1 μg/mL pepstatin, 0.1 mmol/L bpV [phen], 2 

μg/mL β-glycerophosphate)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7]. 균질화된 시

료는 동결과 해동 과정을 3회 반복하고, 10분간 원심분리(1,500 ×g, 

4̊ C)하여 상층액을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Lowry et al. [28]의 방법

으로 정량하였다.

정량된 시료는 laemmli sample buffer (100 mM dithiothreitol 함유)를 

첨가하여 5분간 가열하여 용해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SDS-polyacryl-

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에 전이

(transfer)하였다. Membrane은 5% nonfat dry milk로 1시간 동안 block하

고, TBST (TBS + 0.1% Tween-20, pH 7.5)로 세척한 다음 일차항체와 함

께 배양하였다[8]. 일차항체는 다음과 같다. PPARβ/δ (Santacruz, USA), 

AMPK (Cell signalling, USA), pAMPK (Cell signaling), β-actin (Sigma, 

USA). 이차항체는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donkey 

anti-rabbit Ig (for PPARβ/δ, pAMPK)와 donkey anti-mouse IgG (for 

AMPK, β-actin)는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USA)에서 구

매하였다. Band의 시각화는 ECL (Amersham)을 이용하였으며, band의 

상대적 강도는 sigmaGel (Jandel Scientific Corp., Erkrath)을 이용하였다.

7.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igmaPlot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측정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항목의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two-way 또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

은 Tukey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5% 미만으로 설정

하였다.

연구 결과

1.  1회 지구성 운동과 AMPK 활성에 따른 PPARβ/δ mRNA의 

발현

1회 지구성 운동과 AMPK의 활성이 PPARβ/δ mRNA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1회 지구성 운동

을 실시한 그룹의 골격근 PPARβ/δ mRNA는 좌업 그룹보다 5.5배 증가

하였다(Fig. 1A). 지구성 운동은 AMPK를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지속

적으로 AMPK가 활성화되도록 제작된 CA-AMPK를 근세포에 처치한 

결과 PPARβ/δ mRNA가 EV를 처치한 그룹보다 6.7배(p < .001) 증가하

였다(Fig. 1B).  

2. AMPK에 의한 MEF2A의 활성

PPARβ/δ promoter에는 MEF2 반응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AMPK

가 MEF2A를 활성화시킨다면 AMPK는 MEF2A를 통하여 PPARβ/δ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EF2A의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MEF2A-Gal4를 제작하였다. MEF2A가 활성

화되면 Gal는Gal4 반응 요소가 붙어 있는 녹색발광 plasmid (Gal4-

pZsGreen)에 결합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두 plasmid를 rat L6 세포

에 유전자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유전자 조작된 

AMPK (CA-AMPK)를 처치하여 MEF2A의 활성 효과를 확인하였다

(Fig. 2A, B).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유전자 조작된 AMPK가 처치된 세포는 



http://www.ksep-es.org130 |� Jin-Ho Koh, et al.  •  The Mechanism of PPARβ/δ Expression by Acute Endurance Exercise

Vol.25, No.2, May 2016: 127-133

EV가 처치된 세포보다 MEF2A의 활성이 1.9배(p < .01) 높게 나타났다

(Fig. 2A, B).

3.  DN-AMPK가 지구성 운동에 의한 PPARβ/δ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1회 지구성 운동과 AMPK의 활성은 PPARβ/δ mRNA를 증가시키며

(Fig. 1A, B), AMPK의 활성은 PPARβ/δ promoter를 자극하기 위해 

MEF2A의 활성을 증가시킨다(Fig. 2A, B). 본 연구는 1회 지구성 운동

에 의한 AMPK의 활성이 PPARβ/δ의 발현을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Wistar rat의 왼쪽 TA 근육에 AMPK의 활성이 감소하도록 DN-

AMPK를 과발현시켰으며, 이와 대조하기 위하여 오른쪽 근육에 emp-

ty vector를 과발현시켰다(Fig. 3).

DN-AMPK를 처치한 좌업 그룹의 근육에서 AMPK 활성은 EV를 처

치한 근육보다 69% (p < .01) 감소하였으며, HDAC5의 인산화와 PPARβ

/δ 발현도 각각 54% (p < .01) 및 63% (p < .01) 감소하였다. 1회 지구성 운

동은 EV를 처치한 TA 근육의 AMPK 활성을 좌업 그룹보다 3.2배

(p < .01) 증가시켰으며, HDAC5의 인산화와 PPARβ/δ도 각각 2.8배

(p < .01) 및 2.1배(p < .01) 증가시켰다. 그러나 1회 지구성 운동과 DN-

AMPK를 병행 처치한 근육은 AMPK 활성과 HDAC5의 인산화가 좌

업 EV 처치 그룹보다 각각 65% (p < .001) 및 51% (p < .05) 감소하였다. 

DN-AMPK와 운동을 병행 처치한 근육의 PPARβ/δ 발현은 DN-

AMPK를 처치한 좌업 그룹보다 1.9배(p < .01) 증가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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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xpression of PPARβ/δ mRNA by endurance exercise and CA-AMPK. To analyze PPARβ/δ mRNA expression, rat TA muscles were dissected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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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지구성 운동에 의한 골격근 내 대사 적응은 다양한 신호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2-4]. 지구성 운동에 의하여 활성화된 분자들은 

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기 위해 핵 내로 신호를 보

내야 하는데, 운동에 의하여 활성화된 AMPK도 핵 내로 신호를 전달

하기 위해 전사인자를 인산화하므로써 그 인자를 조절한다[12,23]. 

세포의 에너지 요구 증가로 활성화된 AMPK는 MEF2에 결합된 억

제인자 HDAC4와 5를 인산화하여 MEF2로부터 분리시키며[29], 이로 

인하여 활성화된 MEF2는 비로소 목표 유전자 promoter에 결합하여 

유전자를 전사시킬 수 있다[11,13]. Gan et al. [24]의 결과에서 AMPK는 

MEF2A를 직접 활성화시키지 않으며, PPARβ/δ와 함께 MEF2A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AMPK 활성 자체

만으로도 MEF2A가 활성화되며(Fig. 2A, B), PPARβ/δ mRNA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Fig. 1B), 이는 AMPK가 PPARβ/δ 

promoter에 있는 MEF2A의 반응 요소(CTATTTTAGGTGAAT)를 자

극함으로써 PPARβ/δ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

구성 운동에 의한 AMPK의 활성이 MEF2A를 통한 PPARβ/δ의 발현

에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회 지구성 운동은 AMPK, HDAC5 및 PPARβ/δ의 발현을 증가시켰

다. 그러나 AMPK의 활성을 억제시킨 근육은 1회 지구성 운동을 실시

하더라도 HDAC5 인산화와 PPARβ/δ의 발현이 차단되었는데, 이는 지

구성 운동에 의한 AMPK 활성이 MEF2A를 통하여 PPARβ/δ의 발현

을 조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Fig. 3). 그러나 

AMPK의 활성을 억제시키고 1회 지구성 운동을 실시한 그룹의 PPAR

β/δ 발현이 AMPK의 활성을 억제시킨 좌업 그룹보다 증가한 것은 

PPARβ/δ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다른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

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Fig. 3). 

운동 트레이닝으로 활성화된 AMPK는 골격근의 유전자 발현과 산

화적 대사에 영향을 미치며[30,31], PPARβ/δ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를 

조절하는 전사인자들(예; PGC-1α 또는 PPARα)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

양한 전사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다[32-35]. 약리학적으로 활성화된 

AMPK의 활성은 트레이닝되지 않은 생쥐의 러닝 지구력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 대조적으로 AMPK의 신호 결핍은 러닝 능

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7,38]. 골격근에 PPARβ/δ가 과발현

되도록 유전자 도입된 생쥐도 러닝 지구력이 증가되며, 이는 PPARβ/δ

에 의한 골격근의 산화적 대사 능력과 근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

었기 때문이다[5]. 약리학적 AMPK의 운동 모방 효과는 PPARβ/δ에 의

한 골격근 산화적 대사 능력의 증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로 PPARβ/δ knock out 세포에 AMPK의 활성을 증가시킨 연구에서 산

화적 대사의 주요 생물학적 지표들이 증가되지 않았는데[36], 이는 산

화적 유전자에 대한 AMPK의 전사 효과는 핵수용체인 PPARβ/δ가 요

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성  운동으로  활성화된  A MPK가 

MEF2A를 통한 PPARβ/δ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은 핵으로 신호 전달

을 용이하게 하여 산화적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골격근은 근신경 활성으로 증가된 칼슘에 의하여 수축된다[39,40]. 

칼슘과 칼슘 결합 단백질 calmodulin은 calcium 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CaMK)와 단백질 phosphatase calcineurin A (CnA) 등

을 활성화 시키는데[41], 활성화된 CAMK는 HDAC1/2 또는 HDAC4/5

와 같은 MEF2 억제 인자를 인산화 및 분리시켜 MEF2를 활성화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42]. 또한 Handschin et al. [43]은 PGC-1α에 의한 

CnA의 활성이 MEF2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Koh et al. 

[8]은 PPARβ/δ를 생쥐의 골격근에 과발현시킨 결과 내인성 PPARβ/δ

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PPARβ/δ 자신에 의한 자가 조절

(auto-regulation) 기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PPARβ/δ의 과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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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K의 활성을 증가시키므로[36], AMPK 활성을 통하여 증가된 

PPARβ/δ는 다시 AMPK를 통하여 자신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PPARβ/δ는 NRF-1을 통한 MEF2A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6], 

AMPK-MEF2A축을 통하여 증가된 PPARβ/δ는 NRF-1-MEF2A축을 

통하여 다시 자신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수축에 의한 

칼슘 신호 기전, PGC-1α 및 PPARβ/δ의 자가조절이 PPARβ/δ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는 1회 지구성 운동에 의한 AMPK의 활성이 MEF2A를 통

하여 PPARβ/δ의 발현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였다. AMPK의 활성은 

MEF2A의 활성과 PPARβ/δ mRNA를 증가시킨다. 또한 1회 지구성 운

동에 의한 AMPK의 활성은 HDAC5 인산화 증가를 통하여 PPARβ/δ 

발현을 증가시키지만 AMPK의 활성 억제는 1회 지구성 운동에 의한 

HDAC5 인산화와 PPARβ/δ 발현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1회 지구성 운

동에 의한 AMPK의 활성은 MEF2A를 통하여 PPARβ/δ의 발현을 증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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