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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derate exercise training on spleno-
cyte inflammatory cytokines production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To determine the effects
of exercise training and low fat diet on splenocyte, C57BL/6 male mice (4 weeks aged, n=20) were
fed a high fat diet (45% fat diet) for 5 weeks so that obesity was achieved intentionally. These obese
mice were then divided into 2 groups; HLC (low fat diet and control n=10), and HLE (low fat diet
and exercise n=10). HLE mice performed 8 weeks of exercise training on a motorized treadmill by
running for 30-60 min/day at 10-22 m/min, 0% grade, five times per week. After exercise training,
all the splenocyte was collected and Con A (concanvalin A, 10μg/ml) was used to stimulate the cells,
after which IL-1β, IL-6, TNF-α were measured by bio plex. Independent t-test was used and p value
under 0.05 was consider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Splenocyte IL-1β, IL-6, TNF-α production of HLE
stimulated by Con A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HLC (p<0.0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derate exercise has beneficial effects on splenocyte inflammatory cytokines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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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운동부족이나 고지방식이 등의 이유로 에너지 불균

형에 기인되어 발생되며[40], 만성적인 비만은 제2형당뇨, 심

장질환, 지방간, 면역질환과 같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

키며, 낮은 수준의 만성적 염증상태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14,32,42].

지방조직에서 발현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은 영양상태

와 T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고지방식이에 의한 지방축적은 대사과정과 내

분비계의 직간접적으로 면역반응의 변화를 초래하며[35],

Tanaka 등[38]은 비만성인에게서 정상집단보다 T 세포와 B

세포의 기능 손상을 보고하였다.

림프구(T 세포, B 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와 자연살해세

포는 면역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면역세포이며, 여기

에서 발현되는 사이토카인은 면역체계에서 면역기능 조절과

신호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며[3,38], 비장은 혈액에서 유래되

는 항원에 대한 주된 보호 면역 반응 부위로 T 림프구와 B 림프

구의 성숙과 항원의 자극에 의한 림프구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주요 림프기관으로 비장세포에서 발현되는 사이토카인 중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nterleukin-1 beta (IL-1β), Interleukin-6

(IL-6),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가 과도하게 분비

되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들과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숙주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6].

최근 중강도의 운동은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16],

마라톤과 같은 고강도의 운동은 혈장에서의 TNF-α, IL-1β 발

현을 증가시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28,29].

Shinkai 등[34]은 장기간 중강도 운동 실시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마이토젠(mitogen) 자극 후 림프구의 증

식과 비장세포수 증가, 사이토카인 발현 및 항원특이 면역반

응에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반면, 고강도 일회성 운동이나 탈

진운동 후 지질다당류로 자극 한 면역세포에서 IL-1, IL-6 발현

증가와 외부항원에 대한 감염성을 증가[27]시키며, 지구성 운

동 후 혈장 IL-6나 IL-1ra 증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서로 다른 운동강도와 운동기간 따른 결과로 설명되고

있으며[4], 운동과 면역체계에서도 중강도 운동실시 후 마이토

젠 자극으로 발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긍정적 반응인지 또는 감소하는 것이 면역기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지

방식이로 유도된 비만모델에서 중강도 운동이 체중 및 지방량

등 비만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장세포에서

의 염증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고지방식이 비

만 유도 후 저지방식이와 함께 실시한 중강도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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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를 대상으로 저지방

식이와 중강도 운동이 체중과 비장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동물

본 연구는 4 주령의 C57BL/6 종으로 수컷 쥐 총 20 마리를

(주)중앙실험동물에서 분양 받아 1 주간의 실험실 적응기를

거친 후, 비만을 유도하기 위해 5 주간 고지방식이를 자유 섭

취토록 하였다. 비만 유도 후 통제군(HLC, High fat diet for

5 weeks and low fat diet 8 weeks as the control) 10 마리와

운동군(HLE, High fat diet for 5 weeks and low fat diet 8

weeks with exercise) 10 마리로 무작위 배치한 후 8 주간의

운동 처치를 실시하였다. 실험용 쥐의 사육실 평균온도는

22±1℃, 습도는 60±5%를 유지하며 주/야 싸이클은 12시간 주

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실험동물센터에서 사육하였다. 사료

와 물은 충분히 공급하고, 실험동물 취급법에 따라 실험하였

으며, 충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

였다(승인번호 2009-3-29).

비만유도 및 식이 처치

비만 유도는 선행연구[36]에 따라 고지방 식이 사료를 이용

하였다. 고지방식이사료(45% fat)는 (주)오리엔트바이오를 통

하여 구입하였으며, 미세저울을 이용하여 각 그룹별로 정해진

사료량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섭취한 사료량은 매일 1회씩 같

은 시간에 20 g을 주고 남은 사료의 무게를 달아 차감하는

방식으로 1일 섭취한 사료의 양을 기록하였으며, 체중은 매주

2 회씩 같은 운동시간 전에 측정하였다.

비만유도 후 8주간의 처치 기간 동안 저지방식이(10%

fat)를 섭취하도록 하였다. 섭취한 사료의 양은 매일 기록하

였다(Table 1).

운동방법

운동방법은 운동강도나 운동시간, 운동량의 조절이 용이한

트레드밀운동으로 선택하였다. 1 주간의 트레드밀 운동 적응

기(8 m/min의 속도)를 가졌고, 모든 운동시 준비 운동은 8-10

m/min로 5~10 분간 실시하였고, 본 운동은 10-22 m/min 속

도로, 운동시간은 30~60 분간으로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를 적

용하여 구성하였다. 이 속도는 본 실험동물 (C57BL/6)의 최대

산소섭취량 60-76% 정도로 중강도 운동에 해당한다[33]. 운동

빈도는 1 주일에 5 일간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운동집단의 운동 실시 중 통제집단도 똑같은 환경적 스

트레스와 트레드밀 소음 및 진동에 노출시키고, 사료와 물

의 공급도 제한하였다. 본 실험은 운동시 스트레스를 최소

화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적 자극이나 전기 충격을 주지 않

고 진행 하였다. 운동은 동물 트레드밀 운동전 교육 및 연습

Table 1. Formulas of rodent feed

Product
High fat Diet Low fat Diet

g% kcal% g% kcal%

Protein 24 20 19.2 20

Carbohydrate 41 35 67.3 70

Fat 24 45 4.3 10

Total 100 100

kcal/gm 4.73 3.85

을 통하여 충분한 능력을 갖춘자로, 매일 실험일지를 작성

하고 실험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비장세포 분리 및 배양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고 비장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RPMI 1640 배양액으로 씻은 후 멸균 유리봉으로 가볍게 분쇄

하여 세포를 유리시켰다. 분리된 세포 현탁액을 70 um Nylon

Cell Strainer (BD Falcon, USA)에 통과시킨 현탁액을 5분간

원심분리 (12,000 rpm)하여 상층액 제거 후, Red Blood Cell

Lysing Buffer (Sigma, UK)를 이용하여 적혈구를 제거하고 적

혈구가 제거된 세포는 3번의 세척 후 10%의 heat inactivated

FBS (fetal bovine serum, GIBCO Laboratories Life

Technologies, Inc., NY, USA)에 25 mM N-2-hydrox-

yethylpiperazine-N-2 ethanesulphonic acid (HEPES) buffer

를 포함하고, 항생제인 100 units ml-1 penicillin, 0.1 mg/ml

streptomycin, 1 mM L-glutamine and 0.1 M 2-mercaptoetha-

nol (GIBCO Laboratories Life Technologies, Inc., NY, USA)

을 함유한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여 1×106 cells/ml 농도로

희석하였다.

세포액 1 ml을 24 well plate (NUNC, Denmark)에 분주하

고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2 시간 배양 후 항생제와

FBS가 함유된 배지를 교환하였다.

세포수의 확인은 Tryphan blue dye를 이용하여 세포액 10

μl에 세포 염색제인 Tryphan blue 90 μl를 혼합하여 10 배 희석

하여 세포 수를 계산하였다.

사이토카인 측정

마이크로플레이트(Cornig Laboratory Science Co., NY,

USA)의 각 well에 1×106의 세포가 들어가도록 분주한 후 10

μg/ml 농도의 Concanavalin A를 처치한 24시간 후 Bio Plex

(Bio rad)를 이용하여 IL-1β, IL-6, TNF-α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1% BSA가 함유된 PBS 100 μl로

각 well을 적신 후, standard, sample, reference와 blank 시약

을 각 100 μl씩 분주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shaking을 하며

배양하였다. 1% BSA와 0.05% Tween20이 함유된 PBS 150 μl

로 3번 세척한 후, 혼합된 Biotinylated Abs를 well당 50 μl씩

분주하고, 30분간 shaking을 하며 상온에서 배양하였다. 3번

세척후 streptavidin-PE를 넣어준 후 10분간 배양하고, 3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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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후 1% BSA와 0.05% Tween 20이 함유된 PBS 120 μl를 분주

한 후 Bio-Plex array read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처리

모든 자료는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

시하였으며, 결과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운

동군과 통제군의 체중, 비장세포 사이토카인 생성량의 평균치

차이 유의성을 독립 t-검증법(independent t-test)로 검증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의 영향으로 고지방식이 섭취의 비율

이 증가한 결과로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

으로 인하여 고지혈증, 동맥경화, 제2형 당뇨 등이 급증하며,

세포면역기능 저하가 건강상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를 대상으로

저지방식이와 함께 비만모델에서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되는 중강도 운동[13]을 8주간 실시

한 후 체중과 비장세포에서 면역기능에서 중요한 조절자 역할

을 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IL-1β, IL-6, TNF-α 

발현량을 Concanavalin (10 μg/ml)로 24시간 자극한 후 분석

하여 저지방 식이와 중강도 운동이 비만쥐의 비장세포에서

항염증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체중

5주간의 고지방식이로 비만유도군과 대조군간 체중이 유의

한 차이(>25%)를 나타냈으며, 8주간의 저지방식이와 함께 중

강도운동을 실시한 HLE 그룹과 중강도 운동을 미실시한 HLC

그룹간 체중(Fig. 1 A)과 식이섭취량(Fig. 1 B)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비만쥐를 대상으로 중강도 운동은 체중감소에

효과적[6,25,44]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실험설

계에서는 저지방식이만을 처치한 그룹도 정상수준으로의 체

중감소효과가 있어 중강도 운동을 병행한 그룹과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IL-1β 발현량

비만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중강도 운동 실시 후, 비장세포

를 Concanavalin A (10 ug/ml)로 24시간 자극한 후 IL-1β 발

현량을 분석한 결과 HLE 그룹이 HLC그룹보다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03)(Table 2, Fig. 2).

IL-1β은 면역계에서 발현되는 대표적인 전염증성 사이토카

인으로 T 세포와 NK세포의 활성화와 같이 사이토카인 네트워

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다 분비시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고강도의 신체활동이나 탈진적 운동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

Fig. 1. Changes in body weight (A) and food intake (B) in

chow diet (CON), low fat diet and control (HLC), low

fat diet and exercise (HLE). *, p<0.05

Table 2. The results of independent t-test on IL-1β production

(pg/ml)

Groups N M±SD t p

HLC 10 7.80±2.81
4.38 0.003

**

HLE 10 3.02±1.20
**p<0.01

Fig. 2. Effects of 8 wk exercise on splenocyte IL-1β pro-

duction in obese mice. **, p<0.01

고되고 있는[26,31] 반면, Bury 등[7]과 Weinstock 등[40]의 연

구에서는 격렬한 운동시 IL-1, IL-6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

인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상쥐를 대상으로 장

기간 중강도 운동과 탈진 운동 후 비장세포의 전염증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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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인 발현량의 차이가 없음이 보고 되었다[21].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IL-1β 발현은 신체활동 강도나 비만여부

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

서 실시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쥐의 비장세포에서 발현되는

IL-1β는 중강도 운동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만

여부와 다양한 운동강도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IL-6 발현량

비만쥐를 대상으로 8 주간의 중강도 운동 실시 후, 비장세포

를 Concanavalin A (10 ug/ml)로 24 시간 자극한 후 IL-6 발현

량을 분석한 결과 HLE 그룹이 HLC 그룹보다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01) (Table 3, Fig. 3).

IL-6는 일반적으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으

나 최근 발현되는 조직에 따라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서

의 역할이 보고되고 있고, 에너지대사를 촉진시켜 체지방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며[12], 간에서의 C반응성단백질(C-re-

active protein)합성을 조절하는[43]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만인 사람의 피하지방조직

에서 IL-6의 발현은 정상인에 비하여 3배 이상 발현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된다[39]. 비만상태에서 염증유발 및 복부비만에

서 고중성지방혈증을 일으키는 작용과 면역기능을 저하 시키

는 것으로 제시되면서 비만 발생 및 처치과정에서 IL-6의

Table 3. The results of independent t-test on IL-6 production

(pg/ml)

Groups N M±SD t P

HLC 10 29.71±8.16
8.52 0.001

**

HLE 10 5.20±0.38
**p<0.01

Fig. 3. Effects of 8 wk exercise on splenocyte IL-6 production

in obese mice. **, p<0.01

분비양상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를 대상으로 저지

방식이 전환 후 중강도 운동이 비장세포에서 발현되는 IL-6를

살펴본 결과 중강도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중강도

운동이 IL-6 발현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여져, 비만인을 대상으로 중강도의 유산소운동 실시가 혈장에

서의 IL-6가 감소시킨다는 연구[8,18,20,45]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고, 3시간 동안의 운동 후 혈장에서의 IL-6 발현이 20배가

증가하는 반면, 규칙적이고 장기간의 중강도 운동은 TNF-α나

IL-6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27] 있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간의 중강도 운동프로

그램은 IL-6 발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TNF-α 발현량

비만쥐를 대상으로 8 주간의 중강도 운동 실시 후, 비장세포

를 Concanavalin A (10 ug/ml)로 24시간 자극한 후 TNF-α 

발현량을 분석한 결과 HLE 그룹이 HLC 그룹보다 유의한 감

소를 나타냈다(p=0.003) (Table 4, Fig. 4).

TNF-α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IL-6를 포함한 케모카

인(Chemokine) 발현조절에 중요한 조절자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지방식이와 함께 중강도 운동을 실시한

운동군에서 Concanavalin A로 자극한 비장세포의 TNF-α 발

현이 통제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외부항원의 자극

에 대한 염증예방에 중강도 운동이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냈고,

선행연구에서 중강도 운동이 혈장수준의 전염증성 사이토카

인 발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중강도 운동이 항염증작용을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Table 4. The results of independent t-test on TNF-α production

(pg/ml)

Groups N M±SD t P

HLC 10 5.90±2.49
3.98 0.003**

HLE 10 1.38±0.30
**p<0.01

Fig. 4. Effects of 8 wk exercise on splenocyte TNF-α pro-

duction in obese mice.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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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2,23]. 하지만 Kim [19]과 Jeong [15]은

비만생쥐의 면역세포에서 외부항원으로 자극했을 때 전염증

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운동군에서 높게 나타나 운동을 실시한

그룹의 면역세포가 외부항원에 대한 활성화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또한 혈장수

준의 높은 TNF-α나 IL-6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상관을 보여 이에

대한 추후 연구와 지방조직에서의 전염증성 마커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17,23,30].

비만은 낮은 단계의 만성염증상태로 이러한 염증상태가 다양

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세포매개성 초기 면역시스템

에서 외부항원에 대한 반응이나 정보전달 능력은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에 의해 아드레노글루코코르티코드

(Adrenoglucocorticoids), 글루코코르티코드(Glucocorticoids),

오피오이드(Opioids) 등이 항원특이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된다[11,22]. Connie 등[9]은 중강도 운동이 T 세포의

증식능력이나 사이토카인 발현량을 향상시켰으며, 중강도 운

동이 마이토젠(mitogen) 자극 후 T 세포의 반응과 대식세포의

탐식작용, 자연살해세포의 독성화 작용 향상 등이 보고되고

있어[21,44], 중강도 운동이 면역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비만모델에서 염증반응과 세포매

개성 면역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를 대상으로 저

지방식이와 함께 중강도 운동을 실시한 후 비장세포에서의

항원특이 염증반응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지방

식이와 함께 실시한 중강도 운동은 저지방식이만을 실시한

그룹보다 비장세포의 항원특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동물모델에서 저지방식이만

을 처치하는 것보다 중강도 운동의 병행 처치가 비장세포의

항염증작용에 효과적인 것을 의미하며, 중강도 운동과 식이요

법의 복합처치가 비만개선과 면역기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

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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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중강도 운동훈련이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쥐의 비장세포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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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를 대상으로 저지방식이와 중강도 운동이 비장세포의 전염증성 사이토카

인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4 주령의 C57BL/6 마우스를 대상으로 고지방식이(45% fat)를 5 주간

처치하여 비만을 유도한 후, 저지방식이(10% fat)로 전환한 후 통제군(운동미실시, n=10)과 운동군(중강도운동실

시, n=10)으로 나누어 8 주간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1 일 30-60분 실시하였다. 운동종료

후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Concanavalin A (10 ug/ml)로 24시간 자극 후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 IL-6, TNF-α

를 Bio-Plex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독립 t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 수준으로 하였다.

비장세포에서 발현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 IL-6, TNF-α는 저지방식이를 단독처치한 통제군에 비하여

중강도 운동을 병행실시한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p<0.01)를 나타내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에

서 저지방식이의 단독처치보다 중강도 운동의 병행 처치가 전염증 사이토카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