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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Regulation of skeletal muscle protein mass is implicated not only in exercise performance but in metabolic health.
Exercise in combination with nutrition, particularly dietary protein/amino acid intake, are the pragmatic approach that effectively
induces muscle anabolic response (i.e., muscle hypertrophy) through regulating protein synthesis and breakdow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summarize available data on the effect of exercise intervention and amino acids intake on
muscle protein synthesis and breakdown and provide an insight into development of an effective exercise intervention and amino acids
supplements, applicable to training practice.
METHODS: In this review, we have reviewed currently available data mainly from stable isotope tracer studies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exercise intervention and protein or amino acid supplement on muscle protein anabolic response.
CONCLUSIONS: Taken together, exercise alone may not be effective in achieving a positive net muscle protein balance due to the fact
that protein breakdown still exceeds protein synthesis until nutrition intake such as protein/amino acids. It appears that muscle anabolic response increases in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protein intake up to 20 – 35 g depending on quality of protein, age, differences on exercise intensity, duration, and frequency, and individual’s training status
Key words: Exercise, Protein intake, Skeletal muscle protein metabolism, Stable isotope tracer methodology

서 론

(muscle protein synthesis, MPS)과 분해(muscle protein breakdown,
MPB)를 일으키며, 단백질합성과 단백질분해의 상대적인 속도에 의해

골격근은 제지방 조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신체 이동, 자세

서 단백질 양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근단백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인슐린에 반응하여 혈당을 흡수(up-

이는 근단백질 합성(MPS)속도와 분해(MPB)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take)하는 조직이다. 골격근량은 어린이와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

의미하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단백질량

85%[1,2], 중년과 그 이상 성인들의 50-80%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

의 변화는 근단백질 합성속도와 분해속도가 차이가 있을 때, 즉 합성

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유전적인 경향이 강하지만[3], 골격근은 매우

속도가 분해속도보다 상대적으로 클 때 근비대가 일어나고 반대일 경

역동적(dynamic) 기관으로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우에는 근위축이 일어나게 된다[4,5].

골격근 단백질은 지속적으로 대사회전(turnover), 즉 근단백질 합성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 근단백질의 대사회전율(turnover rate)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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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1-2% 정도로 보고된다[6]. 근단백질 대사회전율은 단백질합성과
분해에 관여하는 신호전달기전의 활성도, 유전인자의 전사 및 단백질
분해 관련 효소 등의 작용이 관여한다[6]. 운동은 이들에 영향을 미치

본 론
1. 골격근 단백질 대사회전 측정법

는 주요한 인자로[7], 운동은 근단백질 합성(MPS)을 40-150%까지 증가

인체는 지속적인 대사회전(turnover) 상태에 있으며, 골격근 단백질

시킨다[8]. 또한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인슐린, 성장호르몬 및 인슐린

도 마찬가지이다. 즉, 지속적인 단백질합성과 분해과정을 겪고 있다. 근

유사 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와 같은 근단백질 합성

육량은 단백질합성과 분해의 상대적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단백

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호르몬의 변화도 유도하여 근단백질 합성속

질대사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단백질합성과 분해에 대한 이해가

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그러나 공복상태에서의 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역동적인 인체의 단백질 대사회전을 특

동은 근단백질 분해(MPB)도 증가시키므로 순 단백질균형(NPB)은 여

히 생명체가 살아 있는 상태(in vivo)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전히 부적상태(분해>합성)에 있게 된다[10].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의

제한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안정성 동위원소 추적체법은 가장 신뢰

섭취를 통한 혈중 아미노산 가용도(availability) 증가도 근단백질 합성

성 있는 측정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백질대사속도

(MPS)을 자극하여 순 단백질균형(NPB)을 증가시키지만[7], 저항성운

분석과 관련한 대표적인 두 가지 안정성 동위원소 기법에 대해서 소개

동과 영양소(특히 필수아미노산) 섭취 병행은 보다 효과적으로 단백질

하고자 하며, 안정성 동위원소측정기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균형을 증가시키므로[11] 저항운동과 아미노산/단백질을 같이 병행하

안정성 동위원소 추적체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에

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항운동에 따른 동화작용 효과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
며 근력과 근비대와 관련된 많은 효과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 안정성 동위원소 추적체(Stable isotope tracer)

운동과 아미노산/단백질 섭취에 따른 근단백질 합성과 분해에 대한

인체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있고 각각의 원소는 하나 또는 그

급성(acute) 반응과 운동훈련에 따른 장기적(chronic) 반응에 대한 결

이상의 안정성 동위원소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동위원소란 양성자수

과는 일치되지 않는 다양한 결과들[12-14]이 보고되고 있어 대사적 기

는 동일하나 중성자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게차이가 존재하는

전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근력과 근비대를 위한 운

동일한 원소로 화학적 성질은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탄소는 총 2개의

동과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마다 “요구량”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의 체

안정성 동위원소(즉, 12C과 13C)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중성자 숫자가

력수준과 훈련상태에 따라 운동강도와 운동종류 및 단백질 요구량은

각각 6개 또는 7개인 차이만 존재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안정성 탄

개인 간 몇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7,8,12]. 따라서 근단백질

소동위원소는 12C가 약 98.89%, 13C는 1.11% 존재한다. 시간경과에 따

합성을 위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고

라서 스스로 붕괴하며 방사성에너지를 발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려와 보다 적절한 운동방법 및 섭취량을 위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는 달리 안정성 동위원소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므로 인체에 유해하

생각된다. 안정성 동위원소 추적체법(stable isotope tracer methodology)

지 않으며, 인체내의 모든 탄소는 안정성 동위원소로 이루어져있다. 대

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사반응에 운동 및 단백질 섭취와 관련된 근

사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13C, 2H, 15N, 17O, 18O인데

단백질 합성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들은 각각의 가장 흔한(가장 가벼운) 동위원소 즉, 12C, 1H, 14N, 16O

으로, 국외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이를 근거로 한 결과가 많이 제시되

에 비해 자연계(생명체)에는 그 비율이 아주 작다[15]. 안정성 동위원소

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실험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추적체란 이와 같은 무거운 안정성동위원소(예, 13C)가 하나 또는 그 이

특히 운동분야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상 표지되어 있는 생합성물질(예, 2H5 -phenylalanine)을 말한다. 2H5 -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운동과 식이 섭취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의 역

phenylalanine은 단백질대사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미노산 추적

동적인 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안정성 동위원소 추적체법

체로[16] 5개의 중수소(deuterium, 2H)가 표지된 페닐알라닌(phenylala-

을 소개하고, 운동과 관련하여 골격근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

nine)을 말한다.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대사연구는 이와 같은 추

는 요인들, 식이섭취 방법 및 종류에 따른 근단백질 합성반응의 결과

적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내에 주입하는데(여기서는 primed contin-

들을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경기력 및 건강증진을

uous infusion방법에 국한하여 설명할 것임), 주입된 추적체와 체내에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근력과 근비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생성되어 존재하는 동일한 물질, 즉 기질(tracee)간의 질량차를 바탕으

운동선수들과 일반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로 이들 간의 비율, 동위원소 인리치먼트(isotopic enrichment, e.g., trac-

하는 사람들에게 운동훈련과 식이섭취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대사의

er to tracee ratio)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기질의 대사속도를 추정하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이다[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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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용되는 방법은 전구체-생성체 관계를 토대로 주입한 추적체 아미

2) 동위원소 인리치먼트(Isotopic enrichment)

안정성 동위원소 추적체법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밍 용량(priming

노산이 단백질로 편입되는 속도를 통해 추정하는 단백질합성률(FSR)

dose)”을 주입한 후, 일정속도로 동위원소 추적체(예, H5 -phenylala-

과 Ep에 도달한 후, 추적체 주입을 멈춘 후 enrichment가 감소되는 속

nine tracer)을 주입하는데, 체내로 주입되는 속도(infusion rate, F)와 주

도(decay rate)를 통해 추정하는 단백질분해율(FBR)을 추정하는 것이

입된 후 체내(보다 정확하게는 특정 pool 내에서)에서 표지되지 않은

다. 이 분율은 총 단백질량(total protein pool size) 중 단위시간당 새롭

동일한 생합성물간의 비율을 통해서 특정기질의 대사속도를 추정하

게 합성된 또는 분해된 단백질량(%/hour)을 의미한다.

2

는 방법이다. 이때 추적체가 해당 풀(pool)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

FSR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단백질 FSR측정을 위해 먼저

을 동위원소 enrichment라고 하고,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동위원소 en-

인체 내에 아미노산 추적체(예, d5-phenylalanine)를 특정속도로 주입

richment의 표현방법은 추적체에 대한 기질의 비율(tracer to tracee ra-

(primed continuous infusion)하여 Ep에 이르게 되면, 시간간격(예, 3시

tio, TTR 또는 t/T)이다[15,17]. 예를 들어, 생리학적 안정상태(a physio-

간)을 두고 두 번의 근육조직을 채취한다. 채취한 근육샘플을 적절하

logical steady state), 즉 공복상태에서는 혈중 기질의 농도는 일정하다.

게 전 처리한 후에, 근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풀(전구체 풀)을

즉, 혈중으로 들어오는 기질(tracee)의 속도(Ra, rate of appearance)와 혈

분리한 후, 주입한 아미노산 추적체(즉 phenylalanine)의 enrichment를

류에서 제거되는 기질(tracee) 속도(Rd, rate of disappearance)가 일치한

GCMS 또는 LCM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된 값을 intra-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정상태 일 때, 동위원소 추적체를 프라

cellular precursor amino acid enrichment (IC precursor enrichment)라

이밍한 후, 일정속도로 주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TR이 증

고 한다. 생리학적으로 안정상태에서의 FSR값 측정은 IC enrichment

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고원(plateau)상태, 즉 TTR이 일정하게

가 안정상태(steady state)임을 전제로 한다[15]. 그 다음은 근단백질을

유지되는 상태가 나타난다. 프라이밍의 실질적 목적은 고원에 도달하

분리하고 이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후, 추적체(phenylalanine)의 en-

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때를 plateau enrichment (Ep) 또는 iso-

richment를 분석한다. 이를 protein-bound amino acid enrichment (BP

topic equilibrium이라고 하고 이때는 기질뿐만 아니라 추적체가 혈중

enrichment)라고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개별단백질(예, myosin

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동일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heavy chain) [20] 또는 단백질군(예, 미토콘드리아)[21], 전체조직 단백

생리학적 안정상태 일 때, 혈중으로 들어오는 기질의 속도(Ra tracee)는

질(mixed protein) [16,22]을 분리해서 각각의 FSR을 구할 수 있는다.

혈류에서 제거되는 기질의 속도(Rd tracee)와 동일하고 체내로 주입되

FSR (%/hour) 값은 증가한 BP enrichment (변화값)을 IC enrichment 평

는 추적체의 속도(Ra tracer, F)는 혈류에서 제거되는 추적체의 속도(Rd

균값으로 나누고 다시 경과한 시간(3시간)을 나눈 후 %값으로 처리하

tracer)와 동일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Ra tracee ( =Rd

기 위해서 100을 곱하면 시간당(해당하는) 총 단백질량(pool size)의 몇

tracee) =F/Ep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고 추정해낼 수 있다. Tracer en-

%의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졌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절대값(즉, 단백

richment분석은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또는

질합성속도)은 FSR에 총 단백질량(pool size)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를 이용한다[15,17].

지금까지는 생리학적 안정상태를 전제한 경우, 즉 공복상태 및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측정을 설명하였는데, 비안정상태(non-steady

3) 골격근 단백질 분석방법

안정성 동위원소 추적체를 이용한 골격근 대사속도 측정법은 크게

state)일 때, 예를 들면 영양분섭취(예, 단백질/아미노산섭취) 후 FSR 측
정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이 사용된다[16,22].

두 가지, 즉 추적체 희석법(tracer dilution method)과 추적체 편입법
(tracer incorporation method)으로 나눌 수 있으며[15,17], 단백질대사

(2) 골격근 단백질 분해율(FBR)

속도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

근단백질 FBR 측정도 전구체-생성체 관계를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법을 병행한 전구체-생성체관계(precursor product relation)를 이용한

[15]. 근단백질 FBR 측정을 위해 FSR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

근단백질 합성률(fractional synthesis rate, FSR)[18] 및 분해율(fractional

아미노산 추적체(예, d5-phenylalanine)를 특정속도(primed continuous

breakdown rate, FBR)[19] 추정과 동정맥균형(arteriovenous balance, AV

infusion)로 주입하여 Ep에 이르게 한다. 그 후 FSR 측정법과는 달리

balance) 기법 및 동위원소법을 이용한 대퇴 골격근 단백질 대사속도

아미노산 추적체 주입을 중단한다. 추적체 주입을 중단하게 되면 동맥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혈에서의 isotopic enrichment가 가장 먼저 감소하게 되고 IC enrichment가 감소하게 된다[15,19]. IC enrichment의 감소는 두 가지 요소에

(1) 골격근 단백질 합성률(FSR)

골격근 단백질 합성속도와 단백분해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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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 번째는 단백질분해(추적체 주입중단에 의해서 단백질분해속도

서의 대사속도, 즉 NPB, 근단백질합성 및 분해속도, 근세포 내로 이동

는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로 인해 출현하는 아미노산(tracee)에 의해서

하는 속도(inward transport)와 밖으로 아미노산 이동속도(outward

IC enrichment가 줄어들기 때문이다[15]. 즉, 단백질분해속도가 크면

transport) 등을 계산해낼 수 있다(3 pool model: 동맥, 정맥, 근세포). 만

클수록 IC enrichment의 감소폭은 크다. 따라서 이 기법을 tracee re-

약 세포간질액 샘플을 추가한다면(4 pool model)[28] 세포질과 세포간

lease method라고도 한다[19]. 단백질분해는 동맥혈과 IC enrichment

질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근세포막 수송(membrane transport rate)과

값, 세포질과 근단백질의 아미노산 풀 사이즈를 분석해서, 그 값을 바

혈중에서 세포간질로의 이동속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

탕으로 FBR값을 추정할 수 있다[15]. FBR측정을 위한 실험에서 아미노

다. 동정맥균형/안정성 동위원소기법은 다른 많은 기법에서와 마찬가

산 추적체 주입을 중단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1시간)에 enrichment값

지로 장점과 제한점을 가진다. 가장 큰 장점은 FSR과 FBR이 안정상태

이 거의 바닥에 이르게 되므로, 이 enrichment가 감소하는 속도와 유

(steady state) 일 때를 전제로 하지만[18], 이 기법에서는 안정상태가 전

형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Ep에 도달한 후 한번, 추적체

제되지 않으므로 음식섭취 후와 같은 비안정상태 일 때의 측정이 가

주입중단 후 1시간 내에 적어도 두 번의 근육샘플, 즉 3번 이상의 근육

능하다[15]. 또한 FSR과 FBR은 단백질합성과 분해속도를 동일한 시간

생검이 요구된다[15,19]. 혈액샘플은 여러 번 채취하는데 큰 어려움이

프레임에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FSR은 두 번의 근육

없으나 근조직을 짧은 시간 내에 3번을 한다는 것은 피검자에게나 실

샘플링 간에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의 시간간격이 있으나, FBR 측정

험자에게 부담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23]은 세 가

시에는 1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A-V balance/tracer기법은 동

지 서로 다른 안정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동일한 아미노산추적체(예,

일한 시간프레임에서 단백질 합성과 분해를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제한

L-[ N] phenylalanine, L-[ring- H5] phenylalanine, L-[ring- C6] phenyl-

점도 있는데, 가장 큰 제한점은 동정맥에 관 삽입이 필요하므로 다른

alanine)를 주입하고 Ep에 이른 후, 세 가지 다른 시점에서 주입을 중단

기법에 비해 좀 더 침습성(invasiveness)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한 후, 가장 먼저 중단한 추적체의 주입 중단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후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될 때, 피부 근육의 단백질대사를 볼 때에 비하면

에 단 1회의 근생검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근조직에서 3개의 다른 시간

덜 영향을 받지만, 다리 근육의 단백질대사를 볼 때에도 근조직 이외

때의 enrichment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한 시간 동안의 enrichment 감

의 다른 조직(예, 지방조직, 뼈조직 등)들의 대사도 어느 정도 반영되기

소패턴을 구할 수 있다[15].

때문에 순전히 다리근육의 단백질대사만을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

15

2

13

다[29]. 마지막으로 대사속도 계산에 근혈류량이 중요한 요소인데, 일
(3) 동정맥균형/안정성 동위원소 추적법(Arteriovenous balance/stable

정한 값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29].

isotope tracer method)

동정맥균형/동위원소추적법(A-V balance/stable isotope tracer method)을 이용한 단백질대사 연구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서 대

2. 운동훈련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1) 운동종류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반응

퇴근육대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으므로[24-27], 여기서는 대퇴

저항운동(resistance exercise, RE)은 운동 후 근단백질 분해보다 근

근육의 단백질대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동정맥균형기법으로 대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시간에 따른 근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특

근육으로 들어가는 혈류량과 동맥(모든 동맥에서는 구성성분의 농도

히 근섬유단백질인 마이오신과 액틴을 증가로 근력과 근횡단면적을

가 일정하므로)과 대퇴정맥에서의 아미노산의 농도를 알게 되면 아미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29,30]. 저항운동에 따른 혼합 근단

노산의 순단백질균형(net protein balance, NPB)을 구할 수 있다[15].

백질의 합성속도(mixed muscle protein fractional synthetic rate, FSR)는

Phenylalanine은 근육세포 내에서 산화(oxidation)또는 합성되지 않는

운동 후 2-3시간 내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높은 운동량의 저항운동을

필수아미노산으로 동정맥균형/안정성 동위원소추적법에서 아미노산

한 후에는 48시간까지도 근단백질 합성속도의 증가가 지속되는 것으

추적체로 널리 사용되어왔다[24-27]. 이 경우 페닐알라닌이 근세포 내

로 보고된다[31]. 그러나 이러한 저항성 운동에 따른 근단백질 합성의

로 들어가는 속도는 근단백질합성속도를 반영하고 페닐알라닌이 근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양소 공급이 있기 까지는 단백질균형은 여전히

포 내에서 정맥혈로 나오는 속도는 근단백질분해속도를 반영하게 된

부적(negative)인 상태가 되는데, 이는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의 재생성

다. 그리고 둘 간의 차가 순단백질균형(net protein balance, NPB)을 반

과 개조를 위해 더 많은 아미노산이 필요하여 단백질분해가 촉진되기

영하게 되는 것이다. 동정맥 균형기법과 phenylalanine 동위원소 추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9]. Lecker et al. [32]는 공복상태에서의 저항운동

체를 이용할 경우, 동정맥 혈액샘플과 근조직샘플을 통해서 다양한

후 증가된 MPB는 근세포질(sacorplasmic pool)에서의 빠른 전환(turn-

phenylalanine의 대사속도를 구할 수 있고, phenylalanine이 전체 근단

ing over)에 의해 나타내는데, 이는 근원섬유 단백질(myofibrillar pro-

백질에서의 구성비율(4%)[26]을 계산에 고려해 넣으면 단백질수준에

tein)의 합성을 위해 아미노산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였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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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muscle net protein balance in response to resistance exercise in fasted state (adapted from [9]). In fasted state, muscle net protein
balance is negative at rest. Following exercise (3 h, 24 h, 48 h), muscle net
protein balance is still negative because the rate of muscle protein breakdown exceeds the rate of muscle protein synthesis. 100 mL leg: leg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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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of FSR following a single bout of resistance exercise
(adapted from [14]). Following exercise, FSR over 28 h in un-trained leg remained elevated despite the initial increase in FSR in the trained leg.

가 지속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4,45]. 장기간의
반복적인 저항운동훈련은 운동 후 근조직으로의 아미노산 공급을 더

세포질 단백질의 전환율은 근원섬유 단백질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보

욱 원활하게 하며, 근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신호전달기전을 더 민감하

고되었다[33]. 즉 저항운동이 근단백질 합성을 자극하지만, 근섬유의

게 활성화시켜 근단백질 합성이 더욱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으

재형성을 위해 아미노산의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추가적인 단백질의

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반면, 훈련된 사람의 경우는 1

공급없이 저항성 운동만으로는 근비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회성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속도의 증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으로 보고하였다(Fig. 1).

더 빨리 안정상태로 되돌아 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Tang et al. [14]

유산소운동(endurance exercise, EE)은 저항운동과 다르게 주로 미

은 장기간의 훈련으로 손상된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손상된 근육의

토콘드리아 단백질 대사회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재생성과 재합성을 위해서 더 많은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요구되기 때

유산소운동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밀도 증가는 산소의 이용 능력을 향

문으로 제시하였다(Fig. 2).

상시켜 피로에 저항하는 능력을 높인다[35,36]. 저항운동훈련과 마찬가

최대산소섭취량의 40% 강도에서 트레드밀 걷기운동은 훈련되지 않

지로[37,38] 유산소운동[39,40]도 운동 후 2-4시간까지 혼합 근단백질

은 대상자의 경우엔 근단백질 합성반응을 증가시켰으나[34,42], 훈련된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영선수들의 경우엔 고강도 수영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은 증가되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산소운동은 저항운동에 비해 전신의 근단백

않았다고 보고하였다[45]. 따라서 유산소운동도 훈련상태에 따라 근

질 대사교환율[41]과 단백질합성[42]의 증가에 덜 효과적인 것으로 보

단백질 합성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장기간 유

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에너지 사용이 요구되는 유산소운동에

산소운동 훈련에 따른 안정 시 근단백질 합성속도가 증가되었기 때문

따른 AMPK (AMP-activated protein kinase)의 활성이 근단백질 합성

으로 제시되었다[39,40]. 반면, 최대산소섭취량의 75%에서 45분간 한쪽

의 주요한 신호전달경로로 제시되고 있는 mechanistic target of ra-

다리 사이클링을 시킨 후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속도와 일부 근세

pamycin (mTOR) 신호경로를 억제하기 때문으로 제시되고 있다[43].

포질 단백질(sarcoplasmic plasma)의 합성이 훈련상태와 관계 없이 훈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항운동이 유산소운동보다는 근원섬유 단백
질 합성 증가를 통해 근비대를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항운

련된 대상자과 훈련되지 않은 대상자 모두에게서 증가되었지만 근원
섬유 단백질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46].

동은 근원섬유 단백질 합성속도를 증가시키고 유산소운동은 미토콘

따라서 훈련상태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반응은 장기간의 저항

드리아 단백질 합성속도를 증가시켜 운동종류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운동 후에는 훈련된 대상자들의 근단백질 합성이 더 빠르게 시작되지

대사 반응은 운동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만 지속시간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단백질의 공급없이 이러한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을 통한 근비대 효

것으로 나타난다. 유산소운동 후 훈련된 대상자의 근단백질 합성은

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훈련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 있다는 보고 등 아직 일
치되지 않는 결론들이 보고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운동훈련 후

2) 운동훈련 상태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반응

개인의 운동훈련상태는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의 증가폭과 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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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운동강도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반응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의 증가는 1RM의 약 70%가 될 때까지는 운
동강도에 비례(dose-response relationship)하다가 그 이상의 운동강도
에서는 운동강도가 증가하여도 더 많은 근단백질 합성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45]. 위의 내용과 일치하게, Kraemer et al. [48]은 최
대강도 70% 이상의 고강도 저항운동훈련 후 근육량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했다. 이 후 많은 연구에서 근단백질 합성반응을 70-80% 1RM강
도(8-12RM)에서 실시하였다[31,38,49].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최대강도의 20%에서도 근단백질 합성반응
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저항운동 시 사지의 혈류를 제
한함으로써 저강도에서도 근력증가와 근비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Phenylalanine net
balance [μmol/min/100 mL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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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muscle net protein synthesis between RE and AA consumption condition(adapted from [52]). This figure shows an interactive
effect between RE and AA consumption. Muscle net protein synthesis in
the combination of RE and AA is greater than when AA intake in the resting state.

다[12,50]. 근력과 근비대가 저항운동 시 동원되는 운동신경 및 근섬유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근손상과 이에 따른 근력약화를 억제하고

종류와 관련이 있으며,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과 근비대는 지근섬유

저항운동 후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촉진한다. 또한, 안정 시에 비해 저

(Type I)에 비해 속근섬유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1].

항운동은 운동 후 섭취한 아미노산을 근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이는 혈류제한을 통해 대사적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낮은

하여 근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켜 근육량과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킬

강도에서는 동원되지 않는 속근섬유(Type II)를 동원하여[52], 저강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53,54]. 이와 같은 아미노산의 섭취에 따른

(30-50% 1RM) 운동에서도 고강도(>70% 1RM) 운동의 근단백질 합성

NPB는 아미노산섭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57,58].

효과를 냄으로써 근력과 근비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탄수화물에 추가적인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의 섭취는 저항운

따라서 운동강도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반응은 고강도 저항성

동 후 탄수화물만을 섭취한 경우보다 근단백질 합성율을 증가시키는

운동과 혈류를 제한한 저강도 저항성 운동 모두 근단백질 합성을 자

것으로 보고되었다[59-62]. 단백질/필수아미노산섭취에 추가적으로 탄

극하여 근력과 근비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비대

수화물섭취 할 경우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이는 저항운동 후 근단백질

는 총 운동량(수축과 부하량)에 의해 결정되며[53], 저강도 저항운동이

분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단백질 분해가 감소된 상태에서의

근비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피로를 유발하여 속근섬유를 동원할

혈중 높은 수준의 아미노산은 근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므로 결과적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극이 주어져야 하므로[47], 이와 관련된 훈련을

로 양적(positive) 단백질 균형상태를 나타내게 된다[60-62].

계획할 때는 근단백질 합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량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복상태에서의 저항운동은 근단백질합성과 동시에 근단
백질 분해를 증가시켜 근단백질 균형을 감소시키지만, 아미노산의 추
가적인 섭취는 근단백질 균형을 증가시키고 근력과 근비대를 촉진하

3. 식이섭취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섭취한 아미노산의

1) 아미노산/단백질 섭취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반응

양에 비례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저항운동과 아미노산의 섭취를 병행

안정 시 공복상태에서는 근단백질분해속도가 합성속도를 초과하

하는 것이 동화반응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여 NPB는 부적 단백질 균형상태(negative balance)에 있다. 공복상태에
서 저항운동은 근단백질합성을 증가시키지만 분해도 함께 증가시키기

2) 단백질 섭취량과 종류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반응

때문에 NPB는 여전히 부적 단백질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13]. 반면 아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필수아미노산(essential amino acid, EAA)만이

미노산/단백질 섭취는 근단백질 합성은 증가시키나 단백질분해의 변

근단백질 합성 촉진의 생리적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제시하였다

화는 유발하지 않으므로 NPB는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효과는 아미노

[61-63]. 필수아미노산의 섭취는 혈중 아미노산의 농도를 빠르게 증가

산의 종류, 섭취형태, 나이, 호르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54].

시키고, 이것은 비필수아미노산(non-essential amino acid)보다 근단백

저항운동과 아미노산(특히 필수아미노산) 섭취를 병행할 경우, NPB

질 합성을 자극한다[61]. 또한 안정 시와 운동 후 모두 필수아미노산의

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는 저항운동 또는 아미노산섭취

양에 비례하여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 63].

단독 효과를 합한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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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oore et al. [66]은 저항성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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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섭취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켰다고 보고 하였다. Rasmussen et al. [75]도 운동 후 1시간과 3시간 후

이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 후 피검자들은 0, 5, 10, 20, 40 g의 단백질을

근단백질 합성속도를 비교하였으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Hartman et

섭취하였는데, 근단백질 합성속도는 20 g의 단백질 섭취량(필수아미노

al. [70]은 운동 직후와 2시간 후에 단백질섭취를 한 경우를 비교한 결

산 8.6 g 포함)까지 섭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더

과, 운동 직후 섭취했을 경우 근육량과 근섬유 비대가 더 크게 증가한

이상의 합성효과는 없었다. 따라서 저항성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8-10 g의 필수아미노산 섭취가 필요할 것으로 제
시하였다.

반면, Wolfe [76]는 운동 전 6 g 필수아미노산과 35 g의 포도당을 혼
합해서 섭취한 경우 운동 직후 섭취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동안 근육

근단백질 합성반응은 섭취 후 단백질이 소화되는 속도에 의해서도

으로 아미노산의 전달과 흡수를 증가시켰으며, 운동 후 1시간 동안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67]. 빠르게 소화되는 단백질은 혈중 아미

큰 근단백질 합성 반응을 촉진하여 순 근육단백질 균형이 더 많이 증

노산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전신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했다고 보고하였다[61]. 이에 상응하게 Esmarck et al. [77]은 노인을

가 있는 반면,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은 혈중 아미노산농도를 천천히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 직후 단백질/탄수화물/지방이 포함된 혼

증가시키고 이는 주로 전신 단백질분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합음료를 섭취한 경우에 비해 2시간이 지난 후 섭취한 경우 근력이 덜

것으로 보고 되었다[68]. 이러한 단백질 소화속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urd et al. [69]은 안정 시와 저항성 운동 후 웨이 단백질이 카제인 단백

이와 같이 단백질 섭취시기에 대한 근단백질 합성효과는 아직까지

질이나 콩 단백질보다 근단백질 합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

연구결과들이 일치되지는 않고 있지만, 운동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였다. 이는 웨이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보다 근육단백질의 주성분인 필

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으로 아미노산의 전달과 흡수 및 이

수아미노산 류신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용을 통한 근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69].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Hartman et al. [70]은
우유 단백질이 저항운동 후 콩 단백질보다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

4) 훈련상태에 따른 단백질 섭취량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Tipton et al. [7]은 웨이와 카제인 단백질

북미에서는 일반인들의 단백질 섭취권고량(recommended dietary

모두 저항운동 후 순 근단백질 균형을 동일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allowance, RDA)은 0.8 g/kg/day이지만[78], 저항성 운동 훈련을 수행하

였다. 이는 카제인 단백질이 빠르게 흡수되는 웨이 단백질보다 저항운

는 운동선수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좌업

동 후 근단백질 분해를 더 많이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와 같이 단백질 소화속도에 따른 근단백질 합성반응은 일치되지

장기간의 저항운동 훈련동안 제지방량과 근비대를 위해서는 순 단백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는데, Paddon-Jones et al. [72]은 장에서 천천히

질 균형이 증가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71], 저항운동, 특히 신장

소화되는 단백질은 내장에 흡수가 많이 되어 말초로 순환하는 혈액의

성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백질이 요구

아미노산 농도를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73] 빠르게 소화되는 단백

되므로 선수들은 제지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증가

질에 비하여 근단백질 합성반응이 낮다고 제시하였다.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79,80]. 또한, 고강도로 훈련된 파워리프터와 보

요약하자면, 저항성 운동 후 근단백질 합성은 단백질섭취량이 20 g

디빌더와 같이 높은 근육량을 가진 사람들은 안정 시 단백질 대사전

(필수아미노산 8-10 g을 포함)이 될 때가지 단백질섭취량에 비례하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좌업생활인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고, 순 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소화되는 단백질이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 균형을 양적(positive)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1.6-1.8 g/kg

단백질에 비해 근단백질 합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되는 것으로 보

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81].

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므로 이와 관련
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Tarnopolsky et al. [82]은 저항성 운동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적인 단백질 섭취는 훈련초기에 근비대를 유도한다고 하였고, Tipton
et al. [9]은 저항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근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키고 근

3) 단백질의 섭취 시기에 따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반응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순 단백질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킨

운동 전과 후의 단백질 섭취시기는 오랫동안 저항운동훈련을 하는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저항성 운동 시 훈련된 선수들에게 단백질

선수들과 연구자들에게 근비대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

섭취가 추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62,83]와 효과가 없다는 보

다. 그러나 운동전과 후의 아미노산 섭취에 따른 근단백질 합성효과는

고[84,85] 등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는데, Kraemer et al. [58]은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Tipton et al. [74]은 단백질섭

훈련된 사람들에게 며칠간의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훈련 양이나 강도

취 시기가 운동 전과 후에 관계없이 근단백질합성을 유사하게 증가시

와 상관없이 저항운동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간 동안의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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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 섭취는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훈련된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사
람들에 비해 안정 시 단백질 대사전환율(합성과 분해)이 높고, 근 손

factors explain associations between muscle strength, lean mass, and
bone density? A twin study.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1996;
270(2):E320-327.

상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4. Bohé J, Low A, Wolfe RR, Rennie MJ. Human muscle protein synthe-

러나, 단백질요구량은 운동강도, 기간, 빈도, 그리고 개인의 훈련상태

sis is modulated by extracellular, not intramuscular amino acid avail-

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ability: A dose-response study. The Journal of Physiology 2003;552(1):

저항훈련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15-324.
5. Cuthbertson D, Smith K, Babraj J, Leese G, Waddell T, et al. Anabolic

결 론

signaling deficits underlie amino acid resistance of wasting, aging
muscle. FASEB Journal 2005;19(3):422-424.

이 연구는 운동과 관련하여 골격근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

6. Bodine SC. mTOR signaling and the molecular adaptation to resis-

는 요인들, 식이섭취 방법 및 종류에 따른 근단백질 합성반응을 안정성

tance exercise.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006;

동위원소 추적체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38(11):1950-1957.

론을 내렸다. 저항운동은 근원섬유 단백질 합성속도를 증가시키고 유

7. Rennie MJ, Wackerhage H, Spangenburg EE, Booth FW. Control of the

산소운동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속도를 증가시켜 운동종류에 따

size of the human muscle mass. Annual Review of Physiology 2004;

른 골격근 단백질 대사 반응은 운동 특수성을 나타내며, 운동훈련상태

66:799-828.

와 운동강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복상태에서

8. Phillips SM, Atkinson SA, Tarnopolsky MA, MacDougall JD. Gender

저항운동은 근단백질합성을 증가시키지만 분해도 함께 증가시키기 때

differences in leucine kinetics and nitrogen balance in endurance ath-

문에 여전히 부적 단백질균형상태에 있게 되므로 저항운동과 아미노

letes.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1993;75(5):2134-2141.

산의 섭취를 병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백질요구량

9. Kraemer WJ, Fleck SJ, Callister R, Shealy M, Dudley GA, et al. Train-

은 운동강도, 기간, 빈도, 그리고 개인의 훈련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

ing responses of plasma beta-endorphin, adrenocorticotropin, and

내며, 단백질의 질(즉, 상대적인 필수아미노산의 양)과 나이 등에 의해

cortisol.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1989;21(2):146-

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단백질을 섭취함으

153.

로써 효과적으로 저항훈련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Tipton KD, Elliott TA, Cree MG, Wolf SE, Sanford AP, et al. Ingestion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근단백질 합성반응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다

of casein and whey proteins results in muscle anabolism after resis-

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훈련량에 따른 결과도 일치되지 않는

tance exercise.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004;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노화와 질병에 따른 연구에 비하여 운동선수들

36(12):2073-2081.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운동과 단백
질 섭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11. Børsheim E, Tipton KD, Wolf SE, Wolfe RR. Essential amino acids
and muscle protein recovery from resistance exercise.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Endocrinal Metabolism 2002;283(4):E64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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