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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TRPM5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 맛과 칼로리 요소가 동물의 

식이행동 조절에 관여하는 음식의 보상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철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강 신 원 

 

 

식이행동(appetitive behavior)은 동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활동으로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연구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  

식이행동의 조절은 뇌의 보상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이보상체계에서 동물이 섭취한 음식은 일종의 보상으로 인지되며, 

음식이 가진 보상성은 동물로 하여금 식이행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물의 식이행동이 형성되며, 음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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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쾌락적 가치와 대사적 가치는 음식이 가진 맛(taste)과 

칼로리(calorie)로 대변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맛과 

칼로리를 받아들이는 독립적인 인지과정과 신경 회로를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맛과 칼로리 요소를 받아들이는 

신경회로들이 뇌의 보상체계 안에서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중첩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실질적인 식이행동 평가를 위해서 맛과 칼로리 

두 요소의 분리뿐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식이행동 평가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식이 가진 맛과 칼로리 요소의 분리와 

통합을 모두 반영하는 식이행동 평가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동물의 식이행동을 비교, 분석 하였다. 동물의 식이행동 평가에는 

평가지표가 잘 정립되어 있는 터치스크린 행동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정상(wild 

type) 마우스와 맛 감각 인지능력이 결여된 TRPM5 유전자 

제거(TRPM5 knock-out; TRPM5 KO) 마우스의 식이행동 평가지표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동물이 식이보상을 처음 접하고 이에 대한 보상가치를 부여하는 

조작적 조건화 훈련 단계에서는 TRPM5 KO 마우스에게서 식이행동을 

이끌어내기까지 정상 마우스에 비해 유의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통해 맛 요소가 초반의 식이행동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진행된 탐색 

과제에서는 정상 마우스에서 맛 요소가 칼로리 요소와 함께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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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식이보상에 대해 높은 정적 강화 가치(positive reinforcing 

value)와 동기 수준(motivation)을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작적 

행동이 일정 수준 확립된 이후에는 TRPM5 KO 마우스에서 맛 요소가 

제거된 상황임에도 음식이 가진 칼로리 요소에 의한 식이행동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맛과 칼로리 요소의 분리, 통합된 

상황 속에서 동물의 식이행동 의사결정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행동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이 초기의 식이보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에서 맛 요소는 식이행동의 유발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식이행동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맛 요소와 함께 칼로리 요소가 뒷받침 

되었을 때 식이 행동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섭식 장애와 비만과 관련된 연구에 식이행동 평가 

모델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식이행동, 칼로리 요소, 맛 요소, TRPM5 유전자 제거 

마우스, 터치스크린 행동평가, 조작적 조건화, PR 과제, FR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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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M5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 맛과 칼로리 요소가 동물의 

식이행동 조절에 관여하는 음식의 보상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철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강 신 원 

 

 

Ⅰ. 서론 

 

식이행동(appetitive behavior)은 동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활동으로 동물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와 영양 요소들을 얻는다. 또한 음식이 가진 다양한 맛과 

향미는 동물에게 쾌락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식이행동은 뇌의 

식이보상체계(food reward system)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된다.1,2 

식이보상체계에서는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대사적 가치(metabolic 

value)와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를 기반으로 음식물에 보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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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식이행동을 유도하며, 높은 보상성을 가진 음식물에 

대해서는 식이행동이 필요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3-6 따라서 식이행동 

조절과 관련된 연구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연구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식이행동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맛과 

칼로리 요소를 매개하는 독립된 신경 회로에 대해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7-10 그러나 최근의 광 유전학적 신경 회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맛과 칼로리 요소를 받아들이는 뇌의 보상 

회로들이 기능적으로 중첩되어 있음을 밝혀내었고,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식이행동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11-13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이 맛과 칼로리에 따라 음식물에 보상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동물 식이행동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정형화된 평가체계 안에서 맛과 칼로리의 분리 

및 통합 시에 나타나는 음식물에 대한 보상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맛과 칼로리 요소가 모두 주어지는 조건으로서 정상 마우스에게 설탕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오로지 맛 요소만 주어지는 조건을 위해서는 

정상 마우스에 단 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인 수크랄로스를 제공하였다. 

맛 요소는 주어지지 않고 칼로리 요소만 작용하는 조건을 위해서는 

맛감각 수용체인 TRPM 5(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ation Channel M5) 

유전자를 제거하여 맛감각 인지능력이 결여된 TRPM5 KO 마우스를 

사용하였다.7,8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일부인 TRPM 5 수용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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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양이온 수용체로, 세포 내부의 칼슘 이온 농도에 반응하여 

단맛, 쓴맛, 감칠맛의 미각 신호 전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14 따라서 

TRPM5 유전자가 제거된 마우스에서는 단맛을 인지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단맛이 있는 음식물에서 맛과 칼로리 요소를 분리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TRPM5 KO 마우스를 활용하여 맛 요소가 

부재된 상황에서도 동물이 설탕이 가진 칼로리 요소에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7,8  

동물이 식이보상에 부여한 보상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보상의 정적 강화 가치(positive reinforcing value)와 동기수준 

(motivation)을 평가하는 FR(Fixed Ratio) 과제와 PR(Progressive Ratio) 

과제를 사용하였다. 두 과제 모두 동물의 보상에 대한 정적 강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조작적 조건화 과제의 일종이다.15 FR 

과제에서는 동물이 보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자극에 대한 조작적 

반응횟수가 고정되어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시도함으로써 

보상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마우스가 한 회기 

내에서 시행한 과제 시도 횟수(trial)를 비교하여 각 보상물질이 

동물에게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정적 강화 가치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PR 과제에서는 마우스가 보상물질을 얻기 위해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횟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보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이 갈수록 늘어나므로, 마우스의 보상에 대한 동기 

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보상을 얻기 위해 최종적으로 수행한 

반응 횟수인 중단점(breakpoint)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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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터치스크린 행동평가 시스템 

(Touchscreen behavioral assessment system) 상에서 구현 가능하게 

되었다.16 터치스크린 행동평가 시스템은 실험 동물이 선호하는 

식이보상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 과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조작 행동 평가(operant behavior testing)시스템이다.16,17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은 기존의 터치스크린 연구자들과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와 재현성의 

장점을 가진다.18 이 뿐만 아니라 동물이 식이보상을 처음 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에 반응하여 조작적 조건화 반응을 나타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훈련평가지표들이 잘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 식이행동 유발에서부터 보상학습 이후 식이행동이 

지속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물의 보상에 대한 

식이행동 변화의 양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맛 요소와 칼로리 요소의 분리와 

통합을 모두 반영하여 비교할 수 있는 동물 식이행동 평가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1부에서는 동물이 처음 접하는 음식물에 대해 

보상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맛과 칼로리 요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조작적 조건화 훈련과정을 살펴보았다. 초기의 

훈련과정에서는 맛 요소의 유무가 식이행동의 유발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작적 조건화 과정이 확립된 이후에는 

칼로리 요소만으로도 식이행동이 유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부에서는 탐색과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음식물 보상에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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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성을 시도횟수, 중단점이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보상의 동기수준을 평가하는 PR과제에서 맛 요소와 함께 칼로리 

요소가 주어진 경우에 동물이 식이보상에 가장 높은 보상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식이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단계에서 

칼로리 요소의 주된 기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동물이 

식이행동 의사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과정과, 

얼마나 먹을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맛과 칼로리 요소의 주된 기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식이행동 평가모델을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과 함께 

활용한다면 향후 섭식장애와 같은 질병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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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TRPM5 유전자 제거 마우스 및 정상 대조군 마우스의 유지 

 

모든 실험은 정상 마우스와 TRPM5 유전자 제거(TRPM5 KO) 

마우스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맛 감각 인지 기능이 저하된 TRPM5 

KO 마우스는 Jackson 사로부터 구입한 TRPM5(013068); 

B6;129-Trpm5tm1Csz/J 마우스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문석준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실험 동물군의 개체 수를 

확보하기 위해 TRPM5 유전자 이형 접합체(heterozygous knockout) 

부모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로부터 얻어진 형제 정상 마우스와 TRPM5 

유전자 제거 동형 접합체(homozygous knockout) 마우스들로 

행동실험군을 구성하였다. TRPM5 유전자가 제거된 10~12주령의 수컷 

마우스 (n = 21) 와, 정상 수컷 마우스(n = 22)를 형제끼리 한 

우리(cage)에 3~5마리로 유지하여 사육하였다. 모든 실험동물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의생명연구원 실험동물부 내에 운영되고 

있는 SPF 동물구역의 동물사육실에서 습도, 온도 조절을 받으며 

12시간 밤-낮 주기로 생활하였다.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모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해주었다. 모든 실험군 동물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6~7일, 하루에 한번씩 터치스크린 챔버 내에서 과제(task) 

훈련을 시행하였다. 또한, 모든 훈련은 낮 시간 (9:00 a.m. ~ 11:00 a.m.) 

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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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이 제한 

 

모든 식이행동 평가 및 훈련 과정은 마우스에게 식이를 

제한함으로써 보상물질에 대한 식이행동(appetitive behavior)을 

유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동물의 몸무게를 자유로이 

사료를 섭취하였을 때 나타내는 기준체중의 85~90% 사이가 되도록 

먹이의 양을 제한했다. 식이 제한은 마우스에게 자유롭게 식이를 

제공하였을 때 하루에 섭취하는 먹이(chow pellet)의 평균 양에 조금 

모자라게 제공하였다. 실험동물의 성장이 안정화되는 생후 12주 

이후에 3일 동안의 체중의 평균값을 기준체중 값으로 삼으며 

식이제한을 진행하였다. 이때 마우스의 체중이 하루에 5%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3. 보상물의 종류 

 

서울딸기우유® 와 설탕(sucrose), 그리고 수크랄로스(sucralose) 

보상용액을 마우스의 식이행동을 평가하는 터치스크린 행동실험에서 

보상으로 사용하였다.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용액은 멸균된 물에 

각각 설탕과 수크랄로스를 녹여 제조하였다. 설탕 용액의 농도는 

딸기우유와 동일한 칼로리를 나타내는 15. 4% (450 mM)로 맞춰주었다. 

수크랄로스 용액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설탕 보상용액과 비슷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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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을 가진 0.12 % (3 mM)로 맞춰주었다. 설탕과 수크랄로즈 용액의 

단맛 농도 비율은 선행 연구들로부터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농도 15.4 %의 설탕 용액과 0.12%의 수크랄로스 

용액은 이전의 연구들로부터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내는것으로 

확인되었다.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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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 가지 보상의 종류에 따른 영양 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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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치스크린 행동평가 실험 

 

가. 터치스크린 행동평가 장치 

 

모든 훈련과 행동평가는 “standard Bussey-Saksida mouse touchscreen 

chambers (Campden Instruments Ltd, Loughborough, UK)”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터치스크린 챔버는 마우스가 접촉해야 하는 자극이 

나오는 터치스크린과 스테인리스 바닥, 그리고 보상을 획득하는 보상 

획득 구역(magazine)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상은 터치스크린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배 펌프(dispense pump)를 통해 나온다. 

보상 획득 구역에는 LED 등이 있어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불이 

켜지고, 마우스가 보상 획득 구역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보상을 

획득하면 불이 꺼진다. 터치스크린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각 과제의 

자극에 알맞은 가림 막(mask)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FR/PR 과제에서는 5개의 구멍이 뚫린 가림 막을 사용하였다. 

 

나. 적응 단계와 초기 접촉 훈련 단계 

 

본격적인 터치스크린 행동실험을 진행함에 앞서, 마우스들이 

제공되는 보상에 적응하는 단계(habituation)를 진행하였다. 이 단계는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20분 동안 마우스가 새롭게 접하는 

터치스크린 챔버 내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보상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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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미리 넣어둔 200 μl의 보상을 모두 섭취하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 마우스들의 움직임은 챔버 내 적외선 장치로부터 얻어진 

적외선 침범(infra-red beam break) 횟수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이틀 

동안 마우스들의 챔버 내 활동량과 보상을 모두 섭취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보상을 다 섭취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물을 모두 

먹을 때까지 적응 단계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적응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 마우스의 경우 초기 접촉 

훈련단계(initial touch training)를 진행하였다. 초기 접촉 훈련단계는 

일종의 고전적 조건화 과정으로 보상 획득구역에 불이 켜지고 소리 

자극(1,000 ms, 3 kHz)이 나오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단계이다. 초기접촉 훈련단계는 본격적인 조작적 조건화 

단계인 FR(Fixed Ratio) 과제 훈련 단계 이전에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스크린에 30초간 자극이 표시된다. 만약 마우스가 챔버 

내에서 자극에 대해 반응하여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면, 자극은 

자동적으로 꺼진 후 보상 분배 펌프를 통해 보상 획득 

구역(magazine)에 LED등이 켜짐과 함께 1배(20 μl)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마우스가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면 소리(1000 ms, 3 kHz)가 

나오는 동시에 보상 획득 구역(magazine)에 LED등이 켜지게 되고, 

3배의 보상(60 μl)이 나온다. 마우스들이 보상을 다 섭취하면, 보상 

획득 구역의 LED등이 꺼지고, 5초 동안 중간 휴식기(inter-trial interval; 

ITI)를 가지게 된다. 이후 새로운 시도(trial)가 시작된다. 위 과정은 총 

60분 동안 진행되며 30번의 시도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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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 훈련 단계 

 

FR 훈련단계는 본격적으로 조작적 조건화를 진행하는 훈련 

단계로, 마우스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극에 반드시 접촉하여 

반응해야 한다. FR 훈련단계에서 마우스가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횟수는 고정 되어있다. FR 훈련단계는 FR1, FR2, FR3, FR5의 총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요구되는 자극 접촉 횟수 및 시도 

횟수는 다음과 같다. FR1 훈련에서는 보상을 한 번 받기 위해 자극에 

접촉해야 하는 횟수가 1회로 고정되어 있으며, 총 30번의 시도를 

완료해야 한다 (총 30번의 접촉이 요구됨). FR2 훈련에서는 보상을 한 

번 받기 위해 자극에 접촉해야 하는 횟수 2회로 고정되어 있으며, 총 

15번의 시도를 완료해야 한다 (총 30번의 접촉이 요구됨). FR3 

훈련에서는 보상을 한 번 받기 위해 자극에 접촉해야 하는 횟수가 

3회로 고정되어 있으며, 총 10번의 시도를 완료해야 한다 (총 30번의 

접촉이 요구됨). 마지막 FR5 훈련에서는 보상을 한 번 받기 위해 

자극에 접촉해야 하는 횟수가 5회로 고정되어 있으며, 총 30번의 

시도를 완료해야 한다 (총 150번의 접촉이 요구됨).  

FR 훈련 단계를 완료하기까지 제한되는 시간은 총 60분이며, 

마우스는 시간 내에 위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마지막 FR 훈련단계인 FR5 에서는 총 접촉 횟수가 150번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마우스의 자극에 대한 접촉 능력과 자극에 

대한 접촉 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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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R5 UC/PR4 과제 

 

   앞선 FR 훈련 단계를 거쳐 FR5 훈련 단계를 연속 2일 통과한 

마우스들을 대상으로 FR5-Uncapped(FR5-UC) 탐색 검사(probe test)를 

실시했다. FR5-UC 과제에서는 마우스가 자극에 5번 접촉해야 한 번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는 FR5 훈련 단계와는 달리 제한시간 

60분동안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마우스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FR5-UC 탐색 

검사를 통해 마우스가 보상에 부여하는 정적 강화가치 (Positive 

reinforcing value)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FR-UC 과제를 완료한 마우스들은 보상에 대한 동기수준을 

평가하는 PR4 과제를 수행한다. PR4에서는 보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자극 접촉 횟수가 1, 5, 9, 13···.등으로 늘어나 4회의 접촉 

횟수가 한 회기를 마칠 때 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FR5-UC 과제보다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접촉 

횟수가 훨씬 많이 요구된다. PR4의 제한 시간은 총 60분이나, 

마우스가 300초(5분) 이상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과제가 

종료된다. PR4 탐색 과제에서는 보상에 대한 동기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중단점을 사용하였다. 중단점은 마우스가 보상을 얻기 위해 

최종적으로 자극에 접촉한 횟수이며 이를 통해 마우스가 보상에 

부여하는 동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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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분석 

 

동물의 행동 분석을 위해 사용된 모든 통계 분석은 GraphPad Prism 

7 software (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를 이용하였다. 

그룹 간 평균값의 비교는 스튜던트 t 검정(Student’s t test) 혹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를 사용하였다. 해당되는 

경우 사후 검정(post hoc analysis)은s 본페로니 사후 검정법(Bonferroni’s 

post ho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FR5 UC와 PR4 과제 분석에 사용한 

단일 회기 내 분석(within-session analysis)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에 따른 것이다.20,21 각 시도 횟수(trial) 별 총 반응 속도(The 

total response time)를 반응 속도 (1분당 자극에 대한 접촉 속도)로 

변환하였다. 각각의 과제에서 구한 반응 속도는 비선형 회귀 

분석(Non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함수 

값으로 변환되었으며, FR5 UC 과제에서 구한 반응 속도는 이차 함수 

y = b*(x)^2 + a에, PR4 과제에서 구한 반응 속도는 지수 함수 y = 

a^(-b*x) 수식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함수 그래프를 사용하여 각 

동물이 나타낸 예측 최대 반응 속도(the peak response rate)와 반응 속도 

감소율(decay rate)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낸 모든 

결과들은 평균±표준오차로 표기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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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제 1부:  

1.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한 조작적 행동강화 훈련양상 

비교 

 

본 실험에서는 맛 요소와 칼로리 요소에 따른 식이행동 유발 

양상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단 맛을 느끼지 못하는 TRPM5 유전자 

제거 마우스와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 용액을 사용하였다.  

맛 요소와 칼로리 요소를 모두 가진 설탕 보상을 사용하여 

설탕이 가지고 있는 맛과 칼로리 요소를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정상 

마우스와 단맛에 대한 인지기능이 결여되어 설탕의 칼로리 요소만을 

인지하는 TRPM5 유전자 제거 마우스(KO)를 대상으로 FR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정상 마우스는 설탕 보상에 

대해 식이행동을 나타내었으며 결과적으로 설탕 보상을 사용한 FR5 

훈련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단 맛을 느끼지 못하는 TRPM5 KO 

마우스에서는 설탕 보상이 칼로리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리 요소만으로 FR5 훈련 기준에 도달하기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TRPM5 KO 마우스들이 설탕을 사용하여 진행한 

FR5 훈련을 완료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A-B). 

맛 요소만을 가진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하여 진행한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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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서 정상 마우스는 식이행동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FR5 

훈련 또한 가능하였다. 그러나 수크랄로스 보상이 가진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TRPM5 KO 마우스에서는 보상에 대한 식이행동을 

유발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FR5 훈련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림 

1C-D).  

맛과 칼로리 요소를 모두 가진 설탕 보상과 맛 요소만을 가진 

수크랄로스 보상에 대해 모두 FR5 훈련이 가능했던 정상 마우스에서 

보상의 칼로리 요소 유무에 따른 FR5 훈련 양상을 비교해보았다. 

설탕과 수크로즈 보상을 사용하여 진행한 훈련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생존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칼로리 요소를 

가지지 않은 수크랄로스 보상이 칼로리 요소를 가진 설탕 보상에 

비해 훈련 기간이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Log-rank test, Chi 

square = 4.563, df = 1, p = 0.033(*); 그림 1E). 그러나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한 두 그룹간 총 소요 기간의 평균값에 대해서는 두 보상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Unpaired t test, t = 1.691, df = 13, p = 0.115 

(ns); 그림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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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탕 보상과 수크랄로스 보상에 따른 FR 훈련 결과. (A) 설탕 

보상을 사용한 FR 훈련 생존 곡선. (B) 설탕 보상을 사용한 FR5 훈련 

소요 기간의 그룹간 평균 비교. (B)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한 F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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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생존 곡선. (D)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한 FR5 훈련 소요 기간의 

그룹간 평균 비교. (E) 정상 마우스의 설탕 보상과 수크랄로스 보상에 

대한 FR5 훈련 생존 곡선. (F) 정상 마우스의 설탕, 수크랄로스 FR5 

훈련 소요 기간의 그룹간 평균 비교. WT: wild-type mice. KO: TRPM5 

KO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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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한 조작적 행동강화 훈련양상 비교 

 

동물이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탐색 검사(probe 

test)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조건화 과정을 통해 FR5 훈련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단 맛을 느끼지 못하는 TRPM5 KO 

마우스에서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하여 식이행동 유발에 

따른 조작적 행동 강화 훈련을 완료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TRPM5 

KO 마우스를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기반의 조작적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 이전의 터치스크린 연구에서 보상으로 사용되었던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하여 FR5 훈련을 진행하였다. 딸기우유 보상은 이전의 

여러 터치스크린 행동평가 실험에서 동물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던 보상으로 단일 영양 요소만을 가진 설탕 보상과는 달리 

맛과 열량 이외에도 지방과 단백질과 같은 여러 영양 요소가 

풍부하게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있다. 딸기우유는 국내 터치스크린 

연구진들로부터 터치스크린 행동실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딸기우유®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딸기우유는 60 kcal/100 mL의 

칼로리와 딸기 향을 비롯해 단맛을 가지고 있다.  

딸기우유를 사용하여 FR5 훈련을 진행한 결과 TRPM5 KO 

마우스들은 FR5 훈련을 통과할 수 있었다. TRPM5 KO 마우스의 FR5 

훈련 소요기간은 단 맛을 느낄 수 있는 정상 마우스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생존 곡선 비교와 훈련 

소요 시간 평균값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Log-rank test, Chi squ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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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df = 1, ***p < 0.001; 그림 2A. Unpaired t test, t = 3.543, df = 19, **p = 

0.002; 그림 2B). 전체 FR 훈련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마우스들이 

훈련 기준을 통과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비교하였다. 총 6 가지 

훈련 단계 중에서는 초기 접촉 훈련단계와 FR1, FR5 훈련 단계에서 

TRPM5 KO 마우스의 훈련 기간이 정상 마우스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Habituation; Unpaired t test, t = 2.522, df = 19, *p = 0.021; FR1; 

Unpaired t test, t = 3.057, df = 19, **p = 0.006; FR5: Unpaired t test, t = 2.606, 

df = 19, *p = 0.017; 그림 2C). 

 초반의 훈련과정인 FR1 단계에서 훈련기준을 통과한 마우스의 

해당 회기 종료 시간을 비교한 결과 TRPM5 KO 마우스가 FR1 훈련 

회기를 종료하는데 있어 정상 마우스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paired t test, t = 3.178, df = 19, **p = 0.005; 그림 

2D). 그러나 FR 훈련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FR5 훈련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훈련 기준을 통과한 TRPM5 KO 마우스와 정상 마우스의 

회기 종료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Unpaired t test, t = 1.841, df 

= 19, p = 0.081(ns); 그림 2E). 이에 따라 맛 요소의 유무가 처음 접하는 

식이보상에 대한 식이행동 유발과 그에 따른 조작적 행동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맛 요소의 

부재 상황에서도 딸기우유가 가진 단맛 이외의 칼로리 등의 요소에 

의해 TRPM5 KO 마우스에서 식이행동이 유발되었다. 또한 FR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TRPM5 KO 마우스가 정상 마우스와 

동일한 수준의 FR5 훈련 수준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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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한 FR5 훈련 결과. (A)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한 FR5 훈련 생존곡선. (B)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한 FR5 훈련 총 

소요 기간. (C)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한 조작적 조건화 훈련의 단계별 

통과 소요 기간. (D) FR1 훈련 기준 통과 시 마우스가 한 회기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그룹 평균 비교. (E) FR5 훈련 기준 통과 

시 마우스가 한 회기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그룹 평균 비교. 

WT: wild-type mice. KO: TRPM5 KO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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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3.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에 대한 정적 강화 가치 비교 

 

FR5 UC (FR5 Uncapped) 과제에서는 한 시간 동안 마우스가 

횟수의 제한 없이 5회의 접촉을 통해 보상을 1회 (20 ul) 얻을 수 있다. 

따라서 FR5 UC 과제의 시도 횟수를 통해 동물이 보상에 부여한 

일련의 정적 강화 가치(positive reinforcing values)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딸기우유를 사용하여 FR5 훈련을 통과한 정상과 TRPM5 KO 

마우스를 대상으로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에 대한 FR5 UC 과제를 

실시하여 각각의 보상에 대한 정적 강화 가치(positive reinforcing 

value)를 비교하였다. 또한 동물이 스크린 자극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물을 대상으로 한 FR5 UC 과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딸기우유,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하여 진행된 FR5 UC 

과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하여 

진행된 FR 훈련을 통과한 뒤 훈련에 사용된 딸기우유 보상을 

대상으로 FR5 UC를 진행하였다. 이후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 

순서대로 FR5 UC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물을 사용하여 

과제를 진행하였다. 일부 마우스들은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한 FR5 UC 과제 시도 횟수에서 순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의 순서를 바꾸어 수크랄로스 



26 

 

다음 설탕 순서대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FR5 UC 과제는 한 회기를 

진행할 때 마다 한 번의 휴식기를 가지며 진행하였다. 하나의 보상을 

대상으로 한 FR5 UC 과제가 끝나고 보상의 종류를 바꾸어주기 

전에는 딸기우유를 사용한 FR5 훈련을 진행하여 터치스크린 자극에 

대한 반응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어가며 진행하였다 (그림 

3A). 

딸기우유를 사용한 FR5 UC과제에서는 보상을 얻기 위해 자극에 

반응한 총 시도 횟수에서 정상, TRPM5 KO 마우스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Unpaired t test, t = 1.542, df = 19, p = 0.140 (ns); 

그림 3B).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정상 마우스에서 FR5 UC 과제를 진행한 

결과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 사이의 FR5 UC 시도 횟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각각의 보상은 물을 대상으로 한 시도 

횟수보다 유의마하게 높은 시도 횟수를 나타내었다.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TRPM5 KO 마우스에서 FR5 UC 과제를 진행한 결과 설탕 

보상은 수크랄로스 보상과 물 모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시도 

횟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동물이 보상의 맛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상이 가진 칼로리 요소에 반응하여 더욱 높은 정적 

강화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식이행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맛과 칼로리 요소를 모두 가진 설탕 보상에 대한 정상 

마우스의 시도 횟수와 설탕의 칼로리 요소만 인지하는 TRPM5 KO 

마우스의 시도 횟수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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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맛 요소가 부재되어 있으면 맛 요소가 

함께 주어진 상황에 비해 동물이 음식에 부여하는 보상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맛과 칼로리 요소가 없는 물을 대상으로 

FR5 UC 과제를 수행하여 두 그룹이 자극에 대해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상 마우스와 

TRPM5 마우스 사이에 물에 대한 FR5 UC 시도 횟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마우스의 자극에 대한 반응 수준이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wo-way RM 

ANOVA, Main effect of genotype; F(1,29) = 37.88, p < 0.001, main effect of 

reward; F(2,38)=95.66, p < 0.001, genotype x reward interaction; F(2,38) = 27.4, 

p < 0.001),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01 between genotypes, ***p 

< 0.001 between rewards; 그림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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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상 종류에 따른 FR5 UC 결과 비교. (A) FR 훈련 과정과 

이후의 FR5 UC 실험 일정 개괄. (B)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하여 진행한 

FR5 UC 시도 횟수. (C)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 물을 사용하여 진행한 

FR5 UC 시도 횟수. WT: wild-type. KO: TRPM5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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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에 대한 동기 수준 비교 

 

앞선 FR5 UC 과제에서는 보상을 얻기 위해 마우스가 시도해야 

하는 접촉 횟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 주어진 시간 내에 횟수에 제한이 

없이 보상을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성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총 시도 횟수가 동물이 보상을 섭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포만감이나 삼투질 농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보상을 얻기 위해 시도해야 하는 접촉 횟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PR4 과제에서는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 보상의 총량이 FR5 

UC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포만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 동물의 식이보상에 대한 동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PR4 과제에서는 보상을 얻기 위해 접촉해야 하는 횟수가 4회씩 

증가하며, 보상을 최종적으로 획득하였을 때 시도한 접촉 횟수 

(중단점; Breakpoint)을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FR5 UC 과제를 마친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루의 휴식기를 가진 

이후 FR5 훈련으로 자극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 수준을 맞춰준 뒤 

PR4 과제를 진행하였다. PR4 과제의 보상 별 진행 과제 진행 순서는 

딸기우유, 설탕, 수크랄로스, 물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PR4 과제는 총 

5회기를 5일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하였다. 총 5회의 PR4 회기 중에서 

1~3회의 PR4 중단점 횟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물을 사용한 PR4 

에서는 첫 날을 제외한 2~4회의 중단점 횟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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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 보상에 대한 PR4 과제에서는 단 맛을 느낄 수 있는 

정상 마우스가 단 맛을 느끼지 못하는 TRPM5 KO 마우스에 비해 

더욱 높은 중단점 횟수를 나타내었다 (Unpaired t test, t = 2.881, df = 19, 

** p < 0.01; 그림 4B). 이는 보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접촉 횟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 맛의 요소가 칼로리 요소와 함께 주어진 

경우에 동물이 보상에 대해 더욱 높은 동기 수준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상 마우스에서 설탕 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PR4과제의 

중단점은 수크랄로스 보상과 물의 중단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맛의 요소만을 가진 수크랄로스 보상은 설탕 

보상에 비해서는 낮은 중단점을 보였으나, 물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중단점을 보였다. 시도 횟수가 진행될수록 한 번의 보상을 얻기 

위해 반응해야 하는 접촉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까다로운 과제를 

통해 맛의 요소가 칼로리 요소와 결합되었을 때 보상에 대한 더욱 

높은 동기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RPM5 KO 

마우스에서는 칼로리 요소를 사진 설탕 보상이 칼로리 요소와 맛 

요소 모두가 부재된 수크랄로스 보상과 물에 비해 높은 중단점을 

나타내었다. 맛 감각이 결여된 마우스의 설탕 보상에 대한 반응은 

칼로리 요소만으로 보상을 얻기 위한 조작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며, 설탕 보상에 대한 높은 중단점을 통해 맛의 요소가 부재된 

상황에서 보상이 가진 칼로리 요소만으로도 보상에 대한 동기 수준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wo-way RM ANOVA, Main effect of 

genotype; F(1,18) = 19.24, p < 0.001, main effect of reward; F(2,36)=32.4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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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genotype x reward interaction; F(2,36) = 4.074, p < 0.001),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01 between genotypes, **p < 0.01, ***p < 0.001, 

between rewards; 그림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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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상 종류에 따른 PR4 결과 비교. (A) FR5 UC 실험 일정 이후 

진행된 PR4 실험 일정 개괄. (B)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하여 진행한 

PR4 결과. (C)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과 물을 사용하여 진행한 PR4 

결과. WT: wild-type. KO: TRPM5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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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 종류에 따른 단일 회기 내 분석 결과 

 

앞서 진행된 FR5 UC와 PR4 실험을 통해 얻어진 수행 횟수와 

중단점 비교를 통해 마우스가 맛과 칼로리 요소의 유무에 따라 

식이에 부여하는 보상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수행 횟수와 

중단점 지표는 한 회기가 종료된 시점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회기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도 횟수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회기 내에 포함된 각각의 시도 횟수를 반영하는 

면밀한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중단점에 가려져있는 회기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보상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단일 회기 내 

분석(within-s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보상에 대한 

본질적인 동기 수준을 한층 더 깊이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FR5 UC과제의 단일 회기 내 분석 

 

FR5 UC 내에서 마우스가 보상을 1회 얻은 시도 횟수(trial)의 반응 

속도를 총 반응 시간 속도(total response time rates)와 보상 간격 

속도(inter-reinforcer interval rates)로부터 구하여 분석하였다. 보상 간격 

속도와 총 반응 시간 속도로부터 구한 동물 별 총 반응 속도(total 

response time per animal)에는 이차 함수 y = -b*(x)^2 + a를 적용했다. 

해당 함수로부터 얻은 a (predicted peak response; 예측 최대 반응 속도) 

및 –b (decay rate; 반응 속도 감소율) 값을 각각의 동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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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고 그룹 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상 마우스의 보상에 대한 예측 최대 반응 속도는 보상 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 모두 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예측 최대 속도를 나타내었다 (One-way RM ANOVA; 

F(1.754, 19.3) = 36.76,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01; 그림 5B). 

반응 속도 감소율에서도 보상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물에 

의한 반응 속도의 감소율은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의 반응 속도 

감소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One-way RM ANOVA, F(1.012, 

11.13) = 85.03,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01; 그림 5C).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에 대한 총 반응 속도의 계수(Coefficient) 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두 보상 모두 맛과 칼로리 요소가 없는 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반응 속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TRPM5 KO 마우스의 보상에 대한 예측 최대 반응 속도는 각 

보상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칼로리 요소를 가진 설탕 

보상은 칼로리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크랄로스 보상과 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예측 반응 속도를 나타내었다 (One-way RM 

ANOVA, F(1.977, 15.81) = 9.985,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5, **p < 

0.01; 그림 5E). 반응 속도의 감소율에서도 각 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칼로리 요소를 가진 설탕 보상은 수크로스와 물 

보상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One-way RM ANOVA, 

F(1.603, 12.83) = 12.13,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5, **p < 0.01; 

그림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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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과 물을 사용한 FR5 UC 과제의 단일 

회기 내 분석 결과. (A) 정상 마우스의 FR5 UC 단일 회기 내의 각 

시도 횟수 별 설탕, 수크랄로스, 물에 반응하는 반응 속도를 그룹 

평균으로 나타냄. 모든 데이터는 수식 y = -b*(x)^2 + a 에 부합함. (B) 

정상 마우스에서 보상에 따른 예측 반응 속도의 그룹 평균값 비교. 

(C) 정상 마우스에서 보상에 따른 반응 속도 감소율의 그룹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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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D) TRPM5 KO 마우스의 FR5 UC 단일 회기 내의 각 시도 횟수 

별 설탕, 수크랄로스, 물에 반응하는 반응 속도를 그룹 평균으로 

나타냄. 모든 데이터는 수식 y = -b*(x)^2 + a 에 대응함. (E) TRPM5 

KO에서 보상에 따른 예측 반응 속도의 그룹 평균값 비교. (F) TRPM5 

KO에서 보상에 따른 반응 속도 감소율의 그룹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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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4 과제의 단일 회기 내 분석 

 

FR5 UC에서 진행하였던 단일 회기 내 분석과 마찬가지로, PR4 

과제 내에서 마우스가 보상을 1회 얻은 시도 횟수(trial)의 반응 

속도를 총 반응 시간 속도(total response time rates)와 보상 간격 

속도(inter-reinforcer interval rates)로부터 구하여 분석하였다. 보상 간격 

속도와 총 반응 시간 속도로부터 구한 동물 별 총 반응 속도(total 

response time per animal)에는 지수 함수 y = a^(-b*x) 수식에 적용했다. 

해당 함수로부터 얻은 a (predicted peak response; 예측 최대 반응 속도) 

및 –b (decay rate; 반응 속도 감소율) 값을 각각의 동물에 대해 

추출하고 그룹 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PR4 과제에서 정상 마우스의 보상에 따른 예측 최대 반응 

속도는 세 가지 보상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One-way RM 

ANOVA, F(1.621, 16.21)=2.032, Bonferroni’s post hoc test, Sucrose vs 

Sucralose: p = 0.271, Sucrose vs Water: p > 0.999, Sucralose vs Water: p = 

0.401; 그림 6B). 반응 속도 감소율에서는 설탕과 수크랄로스, 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One-way RM ANOVA, F(1.035, 

10.35)=16.02,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5, **p < 0.01; 그림 6C). 

이를 통해 맛 요소만으로도 물에 비해서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이지만, 맛 요소와 칼로리 요소 모두가 주어졌을 때 가장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RPM5 KO 마우스에서는 예측 최대 반응 속도가 보상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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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One-way RM ANOVA, F(1.633, 13.06) = 

8.501, Bonferroni’s post hoc test, *p  < 0.05; 그림 6E). 그러나 세 가지 

보상 사이의 반응 속도 감소율에서는 보상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One-way RM ANOVA, F(1.742, 13.94) = 3.034, 

Bonferroni’s post hoc test, Sucrose vs Sucralose: p = 0.42, Sucrose vs Water: p 

= 0.176, Sucralose vs Water: p > 0.999, 그림 6F). 이를 통해 FR5 UC 

과제에서 보였던 설탕 보상이 가진 높은 정적 강화 가치가 PR4 

과제에서도 TRPM5 KO 마우스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중단점 분석에서는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상 요소 간의 차이를 

마우스의 실제 반응 속도를 분석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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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과 물을 사용한 PR4 과제의 단일 회기 

내 분석 결과. (A) 정상 마우스의 PR4 단일 회기 내의 각 시도 횟수 

별 설탕, 수크랄로스, 물에 반응하는 반응 속도를 그룹 평균으로 

나타냄. 모든 데이터는 수식 y = a^(-b*x) 에 부합함. (B) 정상 마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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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4 과제에 대한 보상에 따른 예측 반응 속도의 그룹 평균값 비교. 

(C) 정상 마우스의 PR4 과제에 대한 반응 속도 감소율의 그룹 평균값 

비교. (D) TRPM5 KO 마우스의 PR4 단일 회기 내의 각 시도 횟수 별 

설탕, 수크랄로스, 물에 반응하는 반응 속도를 그룹 평균으로 나타냄. 

모든 데이터는 수식 y = a^(-b*x) 에 부합함. (E) TRPM5 KO 마우스에서 

보상에 따른 예측 반응 속도의 그룹 평균값 비교. (F) TRPM5 KO 

마우스에서 보상에 따른 반응 속도 감소율의 그룹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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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맛과 칼로리 요소의 분리와 통합에 따라 동물이 

음식물에 보상성을 부여하는 과정과 식이행동 지속 양상을 분석, 

비교할 수 있는 동물 식이행동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훈련 단계에서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TRPM5 KO 

마우스에게 칼로리 요소를 가진 설탕 보상을 사용하여 FR 훈련을 

진행한 결과 칼로리 요소 단독으로는 마우스를 FR5 훈련에 

도달시키지 못하였다. 초기 접촉 훈련 단계와 FR1 훈련 단계에서 

TRPM5 KO 마우스가 설탕 보상을 섭취하고 식이 반응을 보였으나, 

이것이 접촉 횟수가 크게 늘어나는 FR5 훈련의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맛 요소만을 가진 수크랄로스 보상을 

사용하여 정상 마우스에서 FR 훈련을 진행한 결과 마우스는 FR5 

훈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즉, 단맛을 가진 보상을 처음 접한 

상황에서 맛 요소만으로도 식이행동이 유발되어 조작적 조건화가 

가능하였다. 마우스가 약간의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칼로리 요소 단독으로는 FR5 훈련을 가능하게 만드는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며 맛 요소에 의한 자극이 오히려 초기의 식이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로부터 논의되어온 쾌락적 

허기(Hedonic hunger)의 식이행동 유발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보여준다.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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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마우스와 TRPM5 KO 마우스 모두 딸기우유를 사용한 경우 

FR5 훈련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이를 사용한 FR5 UC, PR4 

과제에서 설탕, 수크랄로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상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탕이 딸기우유와 동일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영양 성분을 지닌 딸기우유에 대해 높은 정적 

강화가치와 동기 수준을 부여하였다. 이전의 터치스크린에 사용하는 

보상을 결정 및 비교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우유 기반의 보상 사이에 

칼로리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21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딸기우유와 설탕은 동일한 칼로리를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정상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식이보상 평가 과제에서 

보상성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3A-B). 딸기우유와 설탕 보상 사이에는 

영양 성분의 구성 요소에 있어 몇 가지 차이를 가진다 (표 1). 우선 

딸기우유에는 단맛을 내는 당류인 탄수화물을 비롯하여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한 복합적인 영양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탕 

보상은 오로지 당류에 의한 칼로리 요소만을 지닌다. 딸기우유에 

대해 더욱 높은 보상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우유 기반의 보상이 가진 

다양한 영양 요소, 특히 지방 성분이 설탕과 함께 유도하는 높은 

보상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25,26 또한 딸기우유에는 

후각자극이 함께 주어지므로 맛 자극 이외의 음식물에 대한 감각적인 

자극이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설탕과 수크랄로스 보상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후각자극은 맛과 함께 음식물에 보상성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7,28 따라서 후각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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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보상보다 후각자극이 주어지는 딸기우유를 사용한 경우, 맛 감각 

인지능력이 결여된 TRPM5 KO 마우스에서 식이행동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작적 조건화 훈련이 완료된 후에는 FR5 UC 과제와 PR4 과제를 

수행하여 동물의 보상에 대한 보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과제마다 딸기우유, 설탕, 수크랄로스 보상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TRPM5 KO 마우스와 정상 마우스의 기본적인 반응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맛과 칼로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 동일한 과제를 진행하였다. 물을 사용한 과제에서 두 

그룹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본적인 접촉 행동 학습에 

대한 차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그림 3B, 그림 4B).  

딸기우유 보상을 사용한 FR 훈련 과정 이후 조작적 행동이 

학습된 이후 진행된 보상 평가 과제에서는 TRPM5 KO마우스에서 맛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탕 보상이 가진 칼로리 요소에 반응하여 

식이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B, 그림 

4B). 이를 통해 식이행동 유발과 지속 과정에서 칼로리 요소와 

맛요소가 주요하게 기능하는 일종의 단계(phase)를 구분할 수 있게 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초반의 맛 요소는 단독으로 식이행동을 유발하였으나, 정상 

마우스의 PR 과제에서 수크랄로스 보상은 설탕 보상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동기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칼로리 요소와 분리된 

맛 요소는 보상성 부여에 한계점을 지난다는 바를 시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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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선행 연구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통해 밝혀진 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다시금 검증할 수 있었다.7,8 

PR4 과제에서 TRPM5 KO 마우스의 설탕에 대한 중단점은 

수크랄로스와 물에 대한 중단점에 비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단일 회기 내 분석을 통해 TRPM5 KO 

마우스가 칼로리를 가진 설탕 보상에 낮은 속도 감소율을 

보여줌으로써 칼로리 요소가 지속적으로 식이행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F). PR 과제에서는 보상의 동기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중단점을 사용하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 중단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20,29-32 이 때문에 보상을 

평가하는 여러 연구에서는 중단점과 함께 단일 회기 내 분석을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동물이 보상을 얻기 위해 반응한 반응 속도를 

함께 보여준다.20,21,33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일 회기 내 분석을 

통해 중단점만으로 보이지 않았던 각 보상 사이의 동기 수준 차이를 

드러낼 수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맛과 칼로리 요소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신경 회로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맛 감각 수용체들이 

구강 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화기관에 걸쳐 발현됨이 

확인되면서, 맛 요소에 의한 자극이 신체 내의 다양한 장기들로부터 

인지되는 기전 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34 또한 맛과 

칼로리 두 요소가 각각 상호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도 동물 행동학적, 

광 유전학적인 접근방법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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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12,35,36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동물 식이행동 평가 시스템을 

최근 신경과학연구에서 사용되는 광 유전학등의 다양한 연구 

기법들과 접목한다면, 향후 동물의 식이행동 의사결정과 식습관 

형성에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와 대사적 

가치(metabolic value)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행동평가 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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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음식이 가진 맛과 칼로리 요소가 동물의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두 요소를 분리, 통합하여 비교 

가능한 TRPM5 유전자 제거 마우스를 활용한 동물 식이행동 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동물이 음식에 대해 보상성을 

부여하는 과정과 이에 따른 식이행동 양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음식의 보상성에 기여하는 맛과 칼로리 요소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동물이 새로이 접하는 식이보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초기 

훈련단계에서는 맛 요소가 식이행동의 유발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진행된 FR5 UC, PR4 탐색과제를 통해 

식이행동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단계에서는 

식이보상이 가진 칼로리 요소가 동물의 식이행동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 과제의 종료 시점을 

반영한 평가지표뿐 아니라 단일 회기 내 분석을 진행하여 실시간으로 

식이보상에 반응하는 동물의 식이행동 변화 양상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동물 식이행동 평가 모델과 최근 신경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신경 회로망 규명 방법 등이 동반된다면, 후속 

연구에서 식이보상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쾌락적 가치와 대사적 

가치의 알려지지 않았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섭식 

장애와 비만과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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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titive behavior is vital activity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every living organisms. Previously, studies related to appetitive behavior 

have been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eating disorders and metabolic diseases which are prevalent in modern 

society.  

Regulation of appetitive behavior is closely related to the reward 

system of the brain. In the food reward system, foods are perceiv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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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ard, which induce animals to continue their appetitive behavior. 

Based on this food reward system, the animal’s appetitive behavior is 

formed and sustained. The hedonic and metabolic value taken from the 

food can be represented by taste and calories of the foo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identifying the independent cognitive processes 

and neural circuits that accept taste and calories, using sweet-blinded 

mouse model. However neural circuits that accept taste and calorie 

values are found to be anatomically and functionally overlapped in the 

food reward system, and the action of taste and calorie values on the 

reward system occurs simultaneously during all feeding situations. 

Therefore, an animal appeti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 that could 

reflect not only the separation of taste and calorie values but also 

interac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I designed an animal appeti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 that reflects both the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food’s taste and 

calorie values, then compared and analyzed animal’s appetitive behavior. 

It was able to separate and compare the taste and calorie values using 

caloric or non-caloric food rewards and sweet taste-blinded TRPM5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ation channel subfamily M member 5) 

knock-out mice. To assess the animal behavior, the touchscreen behavior 

assessment system which has well-established behavioral evaluation 

criteria was used. This allowed a direct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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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WT and TRPM5 KO mice, which were not shown in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in the operant training phase, where animals first 

encountered a novel food and encoded food reward values, it took 

significantly longer than WT mice to reach FR training criteria in 

TRPM5 KO m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ste value plays key roles 

in the inducement of appetitive behaviors that give rise to the operant 

conditioning. However, after a certain level of operant conditioning was 

established using strawberry milk as a food reward, TRPM5 KO mice 

reached comparable FR training level as WT mice. In the probe tasks, 

WT mice showed high positive reinforcing values and motivation to food 

rewards when the taste value was given with calorie value. 

Overall, in this study, an animal appeti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 

was designed in the context of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taste and 

calorie factors. Through this, it was able to show that taste plays a critical 

role in inducing appetitive behavior when the animal encodes initial 

reward value to the novel food, and the calorie value along with the taste 

in determining how much the appetitive behavior should be maintained. 

 

 

Key Words: touchscreen operant testing, food reward, calorie value, taste 

value, TRPM5 knock-out mouse, progressive ratio, fix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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