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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추출물이 운동부하 흰쥐의 심장내 

MAPK signaling 활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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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exercise training induces mechanical stress to the heart, we examined the activation pattern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s signaling pathway by immunohistochemistry. The immunoreactions of MAPKs 

signaling with c-fos and Schiff's reaction were increased in the cardiac muscle of exercised rat compared to normal 

one except immunoreaction for MEK1/2 and ERK1/2 and p38. However, the immunoreaction of phospho-JNK and 

phospho-p38 with early gene c-fos were arrested markedly in water extract of Alliium sativum (WEAS) treated rat 

compared to exercised one. Since MAPKs signaling does play a protective role in response to pathological stimulus 

in the heart, results in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WEAS may act as a alleviating agent for exercise-induced stress 

to heart through regulating MAPKs signaling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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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늘(Alliium sativum)은 앙아시아가 원산지인 과에 속

하는 다년생 식물로 오래 부터 조미향신료 등 식품과 의료용으

로 리 쓰여 왔다. 고  기록에서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노동자

나 로마 병사들에게 마늘 는 이를 함유한 음료를 제공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다양한 효능  심한 육체  노역이나 훈련에 

한 피로 회복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마늘의 항피로

기능에 한 연구는 재에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

체  운동의 강도 는 스트 스와 피로로부터 회복 정도에 

을 맞추고 있다.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s는 세포증식, 분

화, 생존 등에 여하는 일련의 연속 인 활성 kinase로 구성되

는 signaling protein으로 MAPK family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 c-Jun NH2-terminal kinase(JNK), 

p38 MAPK(p38)가 주된 일원으로 MEK1/2, SEK, MKK3/6에 의

한 인산화를 통해 활성화 된다2,3). 

    심근세포에서 MAPKs signaling cascade는 G 

protein-coupled receptor와 연계된 angiotensin II, endothelin-1, 

receptor tyrosine kinases를 포함한 다양한 자극에 의해 개시된

다4). 한 육체  운동도 MAPKs를 활성화 시키는 강력한 진

자이다
5). 일회성 운동은 심장에 한 물리  부담이나 스트 스

를 주나 지속 인 운동에 의한 심맥 계에 한 한 자극은 

궁극 으로 생리 인 심근비 를 형성한다6). 

    운동을 비롯한 물리  자극에 한 반응과 함께 고 압 등 

병리  심근세포 환경에서 MAPK signaling cascade활성화가 

여하고 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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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의 항피로 효과는 말 순환, 항산화, 면역조   양

학  다양한 측면과 련이 있는데 특히 운동 후 피로나 근육통

을 유발하는 노폐물은 류로 방출되므로 순환계와 한 연

성을 가지고 있다1)
. 항피로와 연 한 마늘의 성분이 순환계에 미

치는 향은 구응집 는 소  응집 그리고 free radical로부

터 순환계를 보호한다는 등 다양하다
9,10)

.  

    본 연구에서는 마늘의 항피로 효과가 순수 분리된 단일 성

분이 아닌 복합  작용에 의해 그 효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

므로 마늘추출액이 운동 부하를 주었을 때 일차 으로 부담을 

주는 심장내 심근세포의 signaling pathway의 활성패턴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았다. 

재료  방법

1. 실험 동물

    실험 동물은 6주령의 체  130 ｇ 내외의 Sprague/Dawly계 

암컷 흰쥐( 한실험동물센터, 한국)를 구입하여 고형사료(삼양 

배합사료 실험동물용, 삼양유지사료,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

하면서 실험실 환경(온도: 20±2 ℃, 습도: 40~60 ％, 명암: 12 시

간 주기)에서 2주 응시킨 후 사용하 다.

2. 마늘 추출물

    본 실험에 사용한 마늘은 창녕 농조합에서 구입한 마늘을 

1 Kg을 정선하고 세척한 후, 100℃ 15분 스  살균처리한 후 식

품용 효소 cellulase 5% 용액에 30 분간 침지한 후 습도가 

95~98% 유지되는 발효실에서 15일 동안 온도를 달리 하면서 발

효 숙성시켜 400 g 원액을 얻었으며 다시 농축하여 16 g의 농축

액을 얻었으며 이를 실험에 사용하 다.

 

3. 마늘 추출물의 투여  운동부하 

    흰쥐 각각 10 마리씩을 정상군, 운동군, 마늘추출물투여 후 

운동군으로 나 고, 마늘추출물투여 후 운동군은 흰쥐 체  100 

g 당 50, 100, 150 mg을 실험 시작 5일 부터 1일 1회 경구투여 

하 고 마지막 날에는 운동부하 1시간 에 경구투여 하 고, 운

동군은 생리식염수를 동량 경구투여 하 다. 정상군을 제외한 각 

군의 흰쥐를 약물투여 1시간 후에 23℃의 물을 채운 원형욕조(지

름 70 Cm, 깊이 78 Cm)에 깊이 빠뜨려 강제로 10분간 수  후 

5분간 휴식, 다시 10분간 수 시켰다. 시간은 비실험을 통하여 

기 격한 운동으로  lactate량이 최고에 달하는 시간을 선

택하 다.

4. 면역조직화학  검색

    심장의 좌심실부분을 취하여 4% paraformaldehyde에 4℃ 

12시간 고정하여 순차 인 탈수와 투명화를 거쳐 paraffin에 포

매한 후 6 ㎛ 연속 편을 얻었다. 심장의 조직병리학  찰을 

하여 연속 편을 탈 라핀한 후 hematoxylin-eosin  

periodic acid Schiff염색을 실시하 다. 면역조직화학  찰을 

해 탈 라핀한 후 10 mM sodium citrate buffer(pH 6.0)에서 

95℃ 5분간 처리하 고, 이를 3% methanolic hydrogen peroxide

에 30분간 실온에서 처리하 다.

    PBS로 세척한 후 goat normal serum(Vector Lab.)으로 실

온에서 30분간 처리하 으며 MEK1/2, phospho-MEK1/2(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ERK1/2, phospho-ERK1/2, 

JNK1, phospho-JNK1, p-38, phospho-p38(Santa Cruz 

Biotechnology Inc.)을 200:1 로 희석하여 4℃ 습실에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rabbit IgG(Vector Lab.)를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켰으며 PBS로 세척 후 ABC 

kit(Vector Lab.)에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DAB substrate 

kit(Vector Lab.)로 실온에서 5분간 발색시켰으며 상기 실험 방법 

 일차항체 신 10% BSA/PBS을 처리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염

색한 것을 조군으로 삼았다. 

결    과

    정상군, 운동군  마늘추출물투여 후 운동군의 MAPKs에 

한 면역조직화학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리

코겐 검색을 한 PAS염색에서 심근세포에 정상군은 약한 반응

만을 보이며 운동군에서는 증가된 염색성 특히 세포막부분에 

등도의 반응을 보 으나 마늘추출물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 

Table 1. Immunoreaction of MAPKs in the left ventricular 

myocardium of normal and a bout exercised rat

Group Normal Exercised
WEAS pre-treated

50 mg 100 mg 150 mg

PAS + +-++ + + +

c-fos 0-+ 0-+,++ 0-+ 0-+ 0-+

MEK1/2 0-+ 0-+ 0-+ 0-+ 0-+

p-MEK1/2 0 0-+ 0-+ 0-+ 0-+

ERK1/2 ++ ++ ++ ++ ++

p-ERK1/2 0 0-+ 0-+ 0-+ 0-+

JNK 0-+ + + + +

p-JNK + +-+++ +-++ +-++ +-++

p38 + + + + +

p-p38 0-+ 0-++ 0-+ 0-+ 0-+

0-+++ indicate the relative intensity of immunoreaction: 0, faint and negligible; +, weak; 
++, moderate; +++, intense. WEAS, water extract of Alliium sativum.

    단기 인 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심장내 c-fos 발 은 운동군

에서 증가하나 마늘투여 후 운동군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반응

을 보 다. 정상군의 MEK1/2는 약한 반응성만을 보이며 운동군

에서 변화가 없는 반면 phospho-MEK1/2는 정상군에 비해 모든 

운동군에서 증가하 다. 

    ERK1/2는 등도의 반응을 보이며 각 군에 따른 변화를 보

이지 않으나 phospho-ERK1/2는 정상군에 비해 모든 운동군에

서 다소 증가하 다. JNK는 정상군에 비해 모든 운동군에서 증

가하며 phospho-JNK는 운동군에서 히 증가하며 마늘추출

물 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 p 38은 모든 군에서 약한 반응만을 

보이나 phospho-p38은 정상군에 비해 운동군에서 증가하며 이

는 마늘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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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S reaction of the myocardium in the normal(A), a bout 

exercised(B) and a bout exercised rat with WEAS pre-treatment(C). 
Note slightly increased reactions in the myocardium of a bout exercised rats 

compared with normal and WEAS pre-treated ones. X200.

Fig. 2.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c-fos in the myocardium 

of normal(A), a bout exercised(B) and a bout exercised rat with 

WEAS pre-treatment(C). Note the strong reactions in the myocardium of a 
bout exercised rats compared with normal and WEAS pre-treated ones. X200.

Fig. 3.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phospho-JNK in the 

myocardium of normal(A), a bout exercised(B) and a bout exercised 

rat with WEAS pre-treatment(C). Note the strong reactions in the 
myocardium of a bout exercised rats compared with normal and WEAS 

pre-treated ones. X200.

Fig. 4.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phospho-p38 in the 

myocardium of normal(A), a bout exercised (B) and a bout exercised 

rat with WEAS pre-treatment(C). Note the strong reactions in the 
myocardium of a bout exercised rats compared with normal and WEAS 

pre-treated ones. X200.

고    찰

    마늘의 주성분은 결정상의 비단백질성 유황아미노산인 

alliin[(+)-S-allyl-cysteine suloxide]과 그 분해산물인 alliicin(allyl 

2-propenylthiosulenic acid) 등으로 항암, 항균, 항염증, 항진균, 

방지, 지질 사 개선 등에 효능이 있으나 빈 , 궤양, 액

응고지연, 요생성 진 등 내재  부작용 는 련성을 가지고 

있다11)
. 마늘에 한 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단리 

성분이 아닌 성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마늘분말이나 마늘기

름 등을 사용하는데 마늘분말에는 alliin과 건조온도 같은 환경에 

활성 향을 받는 alliinase를 가지며, 마늘기름은 allyl sulfides를 

가진다
10)

.  

    육체  운동에 의한 근세포내 노폐물 축 은 피로와 근육통

을 야기하며 이는 말 순환계를 통해 제거 된다. 피로회복에 사용

되어져 온 마늘의 효능도 확장을 통한 압감소12)
, 액지질

성분변화로 인한 류순환 증진13)
, 자유유리기에 의한 손상의 

보호10)
 등 말  순환계에 의한다. 한 마늘의 항산화 작용, 면역

조   양학  측면도 피로회복 기능에 일조를 하고 있다
1).

    심장의 심근세포에서 MAPKs signaling cascade는 

neuroendocine effector, G protein-coupled receptor agonists, 

receptor tyrosine kinase agonist를 비롯한 다양한 에 자극에 의

한다4,14). MAPKs 활성화는 운동에 의한 일시 인 심장에 한 

부담이 원인이 되고 이는 생리  심장비 로 이어진다
7,15). 그리

고 고 압과 같은 심장에 한 과도한 병리  부담으로도 

MAPKs 활성화가 형성되며 이로 인한 심근비 에 요한 작용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6). 

    한번 활성화된 ERK, JNK, p38은 심근세포 유 자활성에 

향을 미치는 사인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내 목표물에 향을 

미치며 ERK1/2의 주된 upstream 활성자는 MEK1/2로 알려진 

MAPK kinase로 ERK1/2를 직  인산화한다17). 그리고 MAPKs

는 dual-specificity phosphatase의 특이  subclass에 의해 탈인

산화되어 비활성화되며 재순환하게 된다18). 

    MAPKs에 한 면역조직화학  반응을 보면 p-p38, 

p-ERK1/2 등이 퇴행성 심근섬유나 diastrophic lesion 부 에 강

한 반응을 나타내나 p-JNKs는 반응이 감소되는데 이는 육체  

운동이 심근세포에 한 양결여  특성을 진시키며 이로 인

한 ERK1/2, p 38의 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았다5).  

    한 심장벽에 한 스트 스 증가 는 일시 인 운동은 심

장내 early gene(c-fos, c-jun,  c-myc) 발 을 증가시키며 궁극

으로 심근비 에 이르는 련 분자에 한 발 에 연 된다7,15,19).

    본 연구에서는 일시  운동 부하에 한 마늘추출물의 투여

가 심근세포내 MAPKs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면역조직화학

으로 살펴보았다. 선험 연구와 유사하게 정상군에 비해 운동군에

서 p-MEK1/2, p-ERK1/2, p-JNK, p-p38 의 면역반응이 증가하

여 운동이 주는 심장 부하로 인한 면역반응 증가를 알 수 있었

다. 한 심장벽에 한 스트 스 증가 는 일시 인 운동에 의

해 발 되는 c-fos도 증가하 다. 이러한 운동부하에 의한 면역

반응 증가는 마늘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 는데 특히 c-fos

를 포함한 p-JNK, p-p38의 감소가 하 다. 

    일시 인 운동은 MAPKs(ERK, JNK, p38)  

MAPKKs(MEK1/2, SEK and MKK3/6)의 활성화를 시간 비례

으로 증가시키며 증가된 MAPKs 수 은 운동 후 24시간내에 감

소하는데 MAPK signaling cascade활성 증가는 심장 응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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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자조  유도로 보인다
20)

. 그러나 사 에 4주 훈련 쥐는 일

회성 운동 시 운동 후 30분에 증가하나, 8주 훈련된 쥐는 감소하

으며 12주 훈련된 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20)
. 주기 인 운동은 

심장내 MAPKs경로활성이 유도하며 운동에 의한 생리  심장비

와 더불어 MAPKs활성이 차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마늘추출물을 투여한 후 일시 인 운동 부하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MAPKs 면역반응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운

동군에서 c-fos를 포함한 MAPKs 면역반응이 증가하나 p-JNK 

 p-38의 면역반응은 마늘 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  

    마늘의 항피로에 한 연구는 부분 마늘 추출물을 투여하

을 때 운동 강도와 회복정도에 효과를 나타내거나 호기성 

루코스 사율 등 산소 공 진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세포내 MAPK signaling에 한 기  연구는 드물다21,22).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MAPK signaling pathway활성화가 

운동과 같은 심장의 물리  부담에 한 방어 기 으로 형성되

는 것으로 보아 마늘의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감소는 마늘 추출

물의 심장부하를 덜어 주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

한 기  규명을 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마늘추출물이 운동에 의한 심장부하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기 해 MAPKs signaling pathway에 여하는 효소를 면역

조직화학 으로 살펴보았다. 운동에 의해 조기발 유 자인 

c-fos가 증가하 으며 마늘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   

    MAPKs에 한 면역반응을 보면 phospho-MEK1/2, 

phospho-ERK1/2, JNK에 한 반응이 운동군에서 증가하 으며 

마늘추출물의 투여에 의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phospho-JNK  phospho-p38은 운동군에서 증가하나 마늘 투

여에 의해 히 감소하 는데 이는 마늘추출물의 투여가 운동

에 의해 가해지는 심장에 한 운동 부하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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