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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a single bout of aerobic exercise affects the ex-
pression level of toll-like receptor4 (TLR4), IL-6, TNF-α, and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3
(SOCS-3) expression in rat hindlimb muscles depending on fiber types. To accomplish this, thirteen
7-wk Balb/c male mice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or a control group. The
exercise protocol consisted of a single bout of treadmill exercise (inclination 10˚, speed 17 cm/sec 10
min, 33 cm/sec 10 min, 50 cm/sec) and the animals were killed 24 hr after the exhaustion protocol.
The level of TLR4, IL-6, TNF-α, and SOCS-3 mRNA expression was measured by quantitative re-
al-time PCR in soleus and plantaris muscles. A single bout of aerobic treadmill exercise increased
TLR4 mRNA expression in the soleus muscle (p<0.05), whereas plantaris TLR4 mRNA expression did
not change. Additionally, acute exercise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IL-6, TNF-α, and SOCS-33
mRNA in the soleus muscle, while transcripts of these genes were not affected by exercise in the plan-
taris muscle. In conclusion, expression level of several immune-related genes such as TLR4, cytokines,
and SOCS-3 is regulated by acute exercise in a fiber type specif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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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운동은 실행하는 운동의 종류와 강도, 지속시간 등에 따라

골격근의 부피와 근력, 대사적 기능 등에 다양한 변화를 이끌

어 낸다[2,9,28]. 최근에는 운동이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규칙적

인 신체활동 및 유산소 운동은 암과, 만성 염증성 질환, 감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낮추는 항염증

(anti-inflammatory)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4,5,29].

면역은 인체 내부 환경이 외부인자인 항원에 대하여 방어하

는 현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선천면역(innate im-

munity)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획득면역(acquired im-

munity)으로 구분된다. 특히 선천면역시스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알려진 toll-like receptor (TLR)는 유형1 막 신호

분자(transmembrane signaling molecule)로 세포막에 존재하

는 단백질로써 선천면역반응(innate immune response)을 담

당하는 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며, 미생물의 특이적인 구조를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를 전달한다[14,15]. 인간

에게는 11 종류의 TLR이 존재하는데 TLR3을 제외한 모든

TLR들은 myeloid differentiation primary response gene 88

(MyD88)이라는 매개 단백질(adaptor protein)에 의해서 하부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된다[6]. TLR유전자의 활성화에 따른

MyD88 의존적인 경로는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인 nu-

clear factor kappa B (NF-κB)를 조절하고, NF-κB가 활성화

되면 핵(nucleus)으로 이동 후 전사인자로서 작용하여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1 (IL-1), inter-

leukin-6 (IL-6)와 같은 사이토카인(cytokines) 유전자를 발현

시킴으로써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1,17]. 이러한 면역 반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TLR은 주로 면역세포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TLR2와 TLR4의

외부 리간드(ligand)로 알려진 lipopolysaccharide (LPS)에 대

한 반응으로 골격근에서도 TLR2와 TLR4 mRNA가 발현된다

는 사실이 보고되었다[20]. 하지만 골격근에서 TLR 발현의 운

동에 의한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운동에 의한 TLR의 반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대

산소섭취량의 55% 강도에서 90분 동안 사이클 운동을 실시한

피험자들의 혈액샘플을 비교 분석한 결과 CD14+ 단핵구에서

의 TLR1, TLR2, TLR4 발현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했으며[18],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저항운동 트레이닝의

결과로 단핵구에서의 TLR4 mRNA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LPS에 의한 IL-6와 TNF-α의 생성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10].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세포에서 TLR4의 발현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IL-6

나 TNF-α와 같은 하부 목표유전자의 발현까지 감소시킴으로

써 항염증(anti-inflammatory) 효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11,12,13]. 앞서 언급하였듯이 운동이 골격근의 면역반

응 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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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종류와 강도, 실험방법 등에 의해서도 결과가 크게 영

향을 받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신체 치료(physical ther-

apy)와 지구성 운동(endurance exercise), 저항 운동(resistance

exercise)으로 구성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외측광근

(vastus lateralis muscle)에서 TLR4 mRNA 발현이 37%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이러한 장기간의 운동 프로그램은

사이토카인 IL-6와 TNF-α의 발현도 50% 감소시켰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항 운동그룹과 유산소 운동그룹으로 나누어 운

동을 실시한 후 근생검을 통해 외측광근과 비복근

(gastrocnemius muscle)에서 염증 사이토카인 IL-6와 TNF-α 

mRNA 발현을 분석한 결과 IL-6는 저항운동 후 4시간 뒤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산소 운동 또한 저항 운동만큼

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발현량을 증가시켰다[22].

이러한 모든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트레이닝에 의한 골격

근에서의 면역반응관련 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장기간

트레이닝에 의한 결과들이 대부분이며, 일회성 운동이 면역관

련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최근 근육 조직 및 근육 세포의 형성과정(myogenesis)에

있어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3 (SOCS-3) 유전자가

중요한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7,30].

SOCS 유전자들은 여러 조직에서 사이토카인[9], 성장인자

[30], 그리고 호르몬[8,14,30] 등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데,

C2C12 근육세포에서 SOCS-3를 과발현시키자 IL-6 전사활성

화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운동이 SOCS-3 유전자 발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12주간의 규

칙적인 트레드밀 운동은 쥐의 족저근(plantaris)과 가자미근

(soleus)에서 SOCS-3 유전자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일회성 운동이 SOCS-3 유전자 발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골격근에서의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생리학적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섬유 형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섬유 형태에 따른 면역반응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 지지 않

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운동 중 지방분해에 의해 증가된

자유지방산은 TLR4 유전자와 신호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

으며[25], 사이토카인의 수준은 운동의 강도, 시간 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원된 근육의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7]. 또한 근육 내의 글리코겐 수준이 IL-6의 발

현을 조절한다고 하였는데, 골격근의 글리코겐이 낮아질 경우

IL-6의 발현이 증가되며[16], 운동 중 글리코겐의 섭취가 근육

의 IL-6 발현증가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8].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회성 유산소 운동 중 근섬

유 형태에 따라 근육의 동원 차이, 운동 전, 후의 글리코겐

수준, 대사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생리학적 요인들이 차이가

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면역관련 유전자의 발현에 있어서

도 근섬유 형태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일회성 유산소 운동 후 면역관련 유전자인 TLR4, IL-6, TNF-α,

SOCS-3의 발현을 속근과 지근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대상

본 연구의 실험은 (주)샘타코 바이오 코리아 실험동물센터

에서 분양 받은 Balb/c 수컷 쥐(♂: 7주령, 몸무게 22.78±0.27

g) 13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실험동물에게는 고형사료

와 멸균된 3차 증류수를 충분히 공급하였으며, 실험 환경은

12:12-hr 낮과 밤의 사이클에 맞추었으며, 실내온도는 23±2℃,

상대습도 60%를 유지하는 통제된 실험실에서 사육하였다.

실험 설계

실험동물은 통제군(control, CON)과 실험군(exercise, EX)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쥐들은 5일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 적응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5일간의 적응 훈련이 끝난 후에 통제군

(CON, n=6)과 고강도 일회성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 할 실험군

(EX, n=7)을 무선 배정하였다.

운동 프로토콜

본 실험에 앞서 쥐가 트레드밀 운동에 대한 적응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운동 전 5일간 하루 한 번 동일한 시간대

에 속도 17 cm/sec, 경사 0˚의 조건에서 10분간 트레드밀에

대한 사전 적응훈련을 시행하였다. 본 운동의 하루 전에는

적응훈련 없이 모든 실험동물이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

하도록 하였다. 본 운동은 실험군 쥐 7마리를 트레드밀 경사

10˚ 고정 후, 17 cm/sec 10분, 33 cm/sec 10분, 50 cm/sec의

속도로 탈진 시까지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이 끝나는 시점

은 동물에게 가벼운 0.1 mA의 전기충격(electric shock)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뛰지 않을 경우를 탈진시점으로 규정

하였다. 실험군 쥐의 탈진 시까지 트레드밀 운동 시간은 평

균 100±22분이다.

쥐 해부

고강도 일회성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실험군은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에 근육을 적출하였다.

실험동물은 아이프란액(isoflurane, 하나제약, Korea)을 사용

하여 전신마취 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할 양쪽 하퇴 가자미근

(soleus)과 족저근(plantaris)을 빠른 시간 내에 분리 한 후 분

석 시까지 -70℃의 냉동기에 보관하였다.

RNA 추출 및 cDNA 합성

조직 프로세싱 전용 튜브인 CK28 ceramic beads에 Trizol

reagent (Invitrogen, Japan) 1 ml을 넣은 후 -70℃ 보관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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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for real-time PCR

Gene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TLR4 5’-CAATGGTCAGTGTGATTG-3’ 5’-TTCCTGGATGATGTTGGC-3’

IL-6 5’-AGTTGCCTTCTTGGGACTGA-3’ 5’-TCCACGATTTCCCAGAGAAC-3’

TNF-α 5’-CCGATGGGTTGTACCTTGTC-3’ 5’-TGGAAGACTCCTCCCAGGTA-3’

SOCS-3 5’-GGACCAGCGCCACTTCTT-3’ 5’-TACTGATCCAGGAACTCC-3’

GAPDH 5’-ATGACAATGAATACGGCTTACAGCAA-3’ 5’-GCAGCGAACTTTATTGATGGTATT-3’

직을 튜브에 각각 넣은 후, 프로세싱 기기인 Precellys 24를

사용하여 6,500 rpm/20 sec/1 cycle 프로그램에 맞추어 조직

을 분쇄하였다. 동일하게 갈린 조직을 새로운 튜브에 옮겨

상온에서 5분간 배양하였으며, 원심분리기 4℃ 12,000 rpm으

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950 μl 분리하였다. 상층

액의 20%인 190 μl의 chloroform을 처리하여 잘 섞어주고,

상온에서 5분간 배양 한 후에 4℃, 12,000 rpm으로 15분 동

안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 된 상층액 350 μl와 isopropanol를

1:1 비율인 350 μl를 넣고 섞어 준 후 상온에서 10분간 배양

하였다. 4℃,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생성된

pellet을 RNase free water로 희석한 75% 에탄올 500 μl 넣은

후 4℃ 7,6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pellet을

씻어주었다. 최종 추출된 pellet을 50℃에 1분 동안 건조한

뒤 RNase free water를 가자미근과 족저근에 각각 10 μl, 20

μl 넣어 용해시킨 후, 65℃에 15분, 4℃에 5분간 두어 안정화

시켰다. Nano drop기기를 이용하여 UV 흡광도 260 nm에서

최종적으로 RNA 농도를 측정하였다. 농도 측정 후 RNA를

정량하여 통제집단을 비롯한 실험집단 모두 동일하게 1 μg/

μl의 RNA와 5X buffer 4 μl, Random primer 2 μl, 2.5 mM

dNTP 2 μl, RNase inhibitor 0.5 μl, M-MLV reverse tran-

scriptase 0.25 μl를 섞어 25℃ 10분/42℃ 60분/95℃ 5분의 조

건으로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실행하여 20 μl

의 cDNA를 증폭, 합성하였다.

정량 실시간 연쇄반응(Real-time quantitative PCR)

TLR4, IL-6, TNF-α, SOCS-3 messenger RNA (mRNA) 발현

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KAPA SYBR®FAST qPCR kit (KAPA

Biosystem, USA)를 사용하였으며, 혼합물의 조성은 2X mas-

ter mixture 10 μl, ADW 7.2 μl, cDNA 2 μl,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각각 0.4 μl를 함께 섞어 반응시켰다. 실험에

사용한 primer sequence는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Primer는 코스모사(Cosmo Genetech, Korea)에서 제작 및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Real-time PCR 분석은 ABI PRISM 7700

system (Applied Biosystems Inc., USA)을 이용하였으며, 모

든 샘플은 측정값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2회 반복 측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target mRNA 발현량은 glyceraldehydes-3-

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mRNA 발현량으로 보

정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실시한 트레드밀 운동에 따른 mRNA 발현량

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window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고강도 일회성 트레드밀 운동에 따른 쥐의 가자미근과 족저근

의 mRNA 발현 변화를 보기 위해 실시한 real-time PCR 데이

터 값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통제집단과 고강

도 일회성 트레드밀 운동을 한 실험집단의 두 집단의 측정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일회성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의한 근육의 면

역반응 관련 유전자의 발현변화가 근섬유 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운동이 끝난 시점에서 24시간 후에 해부를 통

해 지근섬유인 가자미근(soleus)과 속근섬유인 족저근

(plantaris) 근육을 적출하였으며, 조직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후 TLR4, IL-6, TNF-α, SOCS-3 유전자의 primer를 사용하여

정량 실시간 연쇄반응(real-time quantitative PCR) 실험 기법

을 이용해 일회성 유산소 운동에 의한 각각의 유전자 전사

정도를 확인하였다.

TLR4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인 TLR family 중에

하나로써, 세포내부의 신호 전달을 통해 선천적 면역 시스템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이러한 면역 반응에 있어서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TLR은 주로 면역세포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골격근에서도 TLR2와 TLR4

mRNA가 발현되며[20], 골격근에서 TLR 발현의 운동에 의한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선행연구

는 비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신체 치료(physical therapy)와 지구성 운동(endurance

exercise), 저항 운동(resistance exercise)으로 구성된 운동 프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외측광근에서 TLR4 mRNA 발현이

37%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또한 다른 선행 연구들 대

부분이 운동이 면역세포의 TLR4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으며,

운동 또한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 또는 저항운동을 실시하였다

[10-13]. 본 연구에서는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이 근육의 TLR4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근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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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별로 차이가 있었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R4

유전자의 mRNA 발현은 통제군과 비교했을 때 쥐의 가자미근

에서 TLR4 mRNA 발현이 일회성 유산소 운동에 의해 67%

(p<0.0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CON 1.06±0.18 vs. EX

1.70±0.18). 하지만 족저근에서는 30%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ON 1.01±0.07 vs. EX

1.31±0.43). 이러한 근섬유 형태에 따른 TLR4 전사량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 프로토콜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유산소성 트레드

밀 운동은 속근인 족저근에 비해 지근인 가자미근의 산화적

대사에 의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형태의 운동이며, 이

에 따른 지방세포와 지근섬유 조직 내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

의 분해 및 자유지방산 사용이 지근에서 더욱 더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분해에 의한 자

유지방산의 사용증가는 TLR4 신호의 증가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자극요소라고 하였다[27]. 따라서 지근에서 TLR4 유전자

의 유의한 발현 증가는 대사적인 측면에서 지근의 증가된 지

방 산화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TLR4는 리간드인 LPS를 인지하여 세포내부로의 신호 전달

후 매개 단백질 MyD88을 통해서 하부신호전달경로인 NF-κB

를 순차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전사인자로 알려진 NF-κB가

활성화되면 핵으로 이동 후 작용하여 TNF-α나 IL-6 같은 염증

사이토카인을 발현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한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회성 유산소 트레드밀 운동에 의한 지

근에서의 TLR4의 발현 증가가 하부신호전달을 거쳐 IL-6나

TNF-α와 같은 염증 사이토카인의 발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Fig. 1. A single bout of aerobic treadmill exercise (inclination

10˚, speed 17 cm/sec 10 min, 33 cm/sec 10 min, 50

cm/sec) increased TLR4 mRNA expression in soleus

muscle. Target mRNA values are shown normalized to

the GAPDH mRNA level for each sample.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in parallel with GAPDH.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Values are means±SE. CON, n=6 / EX, n=7.

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Fig. 2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일회성 유산소 운동은 쥐의 가자미근에서 염증 사이토카인

IL-6 mRNA 발현이 운동을 하지 않은 통제군에 비해 83%

(p<0.05) 유의하게 증가하였고(CON 1.23±0.39 vs. EX 2.06±

0.14), 족저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ON

1.10±0.25 vs. EX 2.00±1.09).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쥐

의 골격근에서 염증 사이토카인 TNF-α 유전자의 mRNA 발현

은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군과 비교해 실험군의 가자미근

에서 108% (p<0.05)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며(CON 1.04±

0.17 vs. EX 2.16±0.19), 족저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CON 1.14±0.33 vs. EX 1.46±0.63) (Fig. 3).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지근섬유 TLR4 유전자 활성화에 따른 전사

인자 NF-κB가 활성화되어, 핵으로 이동한 후 목표유전자인

TNF-α와 IL-6를 지근섬유인 가자미근에서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근육내의 글리코겐 수준

이 IL-6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하였는데, 골격근의 글리코겐이

낮아질 경우 IL-6의 발현이 증가되며[16], 운동 중 글리코겐의

섭취가 근육의 IL-6 발현증가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8].

본 연구의 일회성 유산소 운동은 지근인 가자미근에서의 글리

코겐 사용을 속근에 비해 훨씬 증가시킴으로써 근육 글리코겐

의 저장량을 고갈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낮은 수준

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또한 가자미근에서의 IL-6 증가에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SOCS-3는 사이토카인(cytokine)이나 성장인자(growth fac-

tor)들의 세포 내 신호전달을 조절하는데 있어 부적(negative)

반응고리(feedback loop)로 작용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근육세포에서 SOCS-3는 근원섬유의 분화 및 insulin-like

growth factor-I (IGF-I)에 의해 민감하게 발현되어 골격근에서

Fig. 2. The effect of a single bout of aerobic treadmill exercise

on IL-6 mRNA expression in soleus and plantaris muscle.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in parallel with

GAPDH.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Values are means±SE. CON, n=6 / EX,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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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a single bout of aerobic exercise increased

TNF-α mRNA expression in soleus and plantaris muscle.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in parallel with

GAPDH.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Values are means±SE. CON, n=6 / EX, n=7.

Fig. 4. The effect of a single bout of aerobic exercise increased

SOCS-3 mRNA expression in soleus and plantaris muscle.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in parallel with

GAPDH.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Values are means±SE. CON, n=6 / EX, n=7.

다양하게 작용하며, 염증 사이토카인 IL-6의 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1,23,24].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쥐의 가자미근에서

SOCS-3 mRNA 발현은 통제군과 비교하여 약 200% (p<0.0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CON 1.13±0.31 vs. EX 3.16±0.62). 반면

일회성 유산소 운동이 족저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SOCS-3

mRNA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다(CON 1.02±0.12 vs. EX

1.51±0.65). 이는 쥐를 대상으로 IL-6의 주입에 의해 SOCS-3

mRNA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같

이 본 연구의 트레드밀 운동에 의해 증가된 가자미근 IL-6의

발현이 SOCS-3 유전자의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3].

요약하면, 본 연구는 일회성 유산소 운동이 면역관련 유전

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근섬유 형태별로 차이가 있음

을 최초로 보여준 데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근육에서의 면역반응은 실행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이는 운동에 따라 주로 동원되는 근육 형태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대사의 비중도 달라짐으로써 면

역반응의 신호가 근섬유 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을 밝혔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전적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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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일회성 유산소운동 후 쥐의 골격근에서 toll-like receptor4, IL-6, TNF- α 및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3의 근섬유 형태 특이적 발현

이원준*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일회성 유산소 운동이 TLR4, IL-6, TNF-α, SOCS-3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쥐의 골격

근에서 살펴보는데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일회성 운동의 영향이 근섬유 형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

도 수행되었다. 실험은 Balb/c 수컷 쥐(♂: 7주령, 몸무게 22.78±0.27 g) 13마리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과 운동

군으로 무선배정되었다. 운동은 일회성으로 지칠 때까지 트레드밀 운동(경사도 10˚, speed 17 cm/sec 10 min,

33 cm/sec 10 min, 50 cm/sec)을 실시하였으며, 운동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자미근과 족저근을 적출하였

다. 가자미근과 족저근의 TLR4, IL-6, TNF-α, SOCS-3 mRNA 수준 변화는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일회성 유산소 트레드밀 운동은 가자미근에서 TLR4 mRNA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지만, 족저근의 TLR4

mRNA 발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IL-6, TNF-α, SOCS-3 mRNA 발현은 가자미근에서 일회성

트레드밀 운동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하지만 족저근에서 이들 유전자의 mRNA 발현은 일회성 운동에 의

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TLR4, IL-6, TNF-α, SOCS-3와 같은 면역관련 유전자의 발현 수준은 일회성

트레드밀 운동에 의해 근섬유 형태 특이적으로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