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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dependent effects of highly intensive exercise on the hematological properties of leukocytes,
as well as CD4+ and CD8+ level changes as T-lymphocyte activation subsets and the cell death of lympho-
cytes in rats were studied in this research. Twenty, 60, and 120 min of highly intensive exercise was
performed daily for 8 weeks. Total leukocyte counts in the blood of rats exercising for 20 min were
elevated; they then decreased to less than the level of the control group up to 120 min. The patterns
of lymphocyte level changes were directly influenced by exercise duration and the extents of alteration
were similar to the total leukocytes counts. The levels of CD4

+
and CD8

+
in the blood of the exercising

rat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even when the exercise was continued for 120 min; thus, the exercise
did not affect T-lymphocyte activation. Early- and late-stage lymphocyte apoptosis was not affected
by the length of exercise, except that late-phase apoptosis was slightly increased at 120 min, suggesting
that aging processes for lymphocyte apoptosis might be stimulated at that time. As the exercise time
became longer, stimulated necrosis of lymphocytes was observed, so damage in lymphocytes and a poten-
tial loss of immunity might be presumed. The current observation suggests that long-term, highly intensive
exercise might result in a loss of immunity that could be due to the damage of lymphocytes in terms
of both their numbers and inflammation-related fun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under highly intensive
exercise conditions, more than 20 min of exercise should not be suggested for health car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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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최근 well-be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운동을 통한 건강향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병, 직장암, 유방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과 같은 성인병 및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치료, 기능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9,30]. 신체활동이나 운동

을 하지 않는 경우 우울증, 무기력함 등 심신건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5,28] 끼치기도 하며, 체내 면역 활동의 저하

를 가져와 [3,7,36,39] 심혈관계질환 등의 발병 가능성[1,4]이

알려져 있어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그 강도나 운동 시간에 있어서 무분별

하게 이루어지는 사태가 빈번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고강도 운동이 적혈구와 백혈구 및 혈소판의

조성과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37]는 보고도 있고

급성 관상동맥증후군[38] 외에도 혈소판과 백혈구 활성의 증

가, 혈소판-백혈구 응집 증가, 그리고 혈전증의 조장[13,37] 등

운동에 따른 혈액 내 성분의 손상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 고강도운동에 따른 혈류속도 증가에 의해 혈관

내에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20] 적혈구의 용혈과 혈관내피

세포의 손상[33] 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운동 스트레

스에 따른 카테콜아민 분비증가[11], 순환 백혈구 막의 CD11

발현에 따른 leukocyte elastase 분비 증가, IL-6 [18]와 IL-10

[26]의 혈중 수준의 상승, 림프구의 감소에 따른 INF-γ의 수준

저하 등과 함께 체내 염증반응의 활성화[9]에 따른 손상도 일

어난다. 특히, 단기간의 운동이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

지의 비정상화를 유도하여 백혈구의 자멸사 증가와 염증매개

물질들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보고[35] 외에도 고강도 운동

이 백혈구 감소증, 면역력 저하, 세포와 순환계의 산화스트레

스 증가 등의 원인[16,32]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백혈구 중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나뉘어지는 데

이들은 체내 면역반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포들이다. 일

반적으로 림프구의 수가 감소하거나 기능이 떨어질 경우 면역

력 저하로 인해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진다. 특히, T-림프구의

경우 항원물질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이는 T-림프구의 co-receptor인 cluster of differentiation

(CD)4+와 CD8+에 의한 림프구의 활성화에 의해 이루어 진다

[22]. CD4+와 CD8+은 면역반응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항상 일

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임상질환 진단의 주요 지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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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ukocytes changes following exercise for 8 weeks

Variable
Group

Control E-20 E-60 E-120

Lymphocyte (103/μl) 5.20±1.85 7.88±2.51* 4.55±2.71*‡ 3.14±1.33*‡

Monocyte (103/μl) 0.20±0.08 0.40±0.32* 0.28±0.18 0.27±0.22

Granuolcyte (10
3
/μl) 2.20±0.86 2.90±1.79 2.00±0.89 1.94±0.35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E.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compared with E-20 min group). Control,

non-exercised group; E-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20 min; E-6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60 min; E-1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120 min.

용되는 데 HIV 감염환자의 경우 CD4+T-림프구의 apoptosis

(programmed cell death)가 촉진되는[21] 등 CD4+/CD8+ 비율

의 감소는 면역억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8]으로 알려

져 있다. 고강도 운동의 경우, 물리적 운동에 의한 근육 손상과

비특이적 염증반응이 일어나 조직손상으로 인한 T-세포의 기

능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CD4
+
와 CD8

+
을 포함한 전신성 림프

구수의 감소를 일으키고[14,23] CD4+ 저하를 통한 CD4+/

CD8+ 비율의 감소[10]가 유도될 수 도 있다. Waston 등에 따르

면 최대 산소섭치량이 75-85%의 운동을 15주 했을 경우 NK

세포의 세포활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고강

도 운동의 유해한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40]. 또한

Shephard의 연구에 따르면 저강도의 운동은 NK 세포를 포함

한 면역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고강도의 운동은

NK의 기능저하를 가져와 면역기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31]. 이상과 같이, 운동에 따른 건강유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도에서의 적당한

운동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강도운동의 지속

시간에 따른 체내 손상의 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

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의 유산소운동의 지속시간 변화가 면

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혈액 내 백혈구의 수

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림프구의 사멸 등을 포함한 면

역기능 변화를 설치류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5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SD)

레트는 중앙실험동물 (Joong-Ang Co.,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동물실에서 실내온도 25℃와 습도 60% 그리고 12시간 간

격의 점등, 점멸 환경하에서 멸균된 사료와 음수를 제공하며

관리하였다. 2주간의 적응기간이 지난 후 대조군(Control

group, n=8)을 포함하여 20 분 군(E-20 min group, n=8), 60분

군(E-60 min group, n=8), 그리고 120분 군(E-120 min group,

n=8) 등 4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대조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은 1주일 동안 13.33 m/min (약 0.8 km/hr)의 속도로

수평상태의 motorized treadmill (TM motor 2000, Korea)에서

달리도록 하여 적응을 시켰다. 운동적응 기간이 끝나는 시점

에서부터 매일 8주간 16.67 m/min에서 시작하여 36.67

m/min (약 2.20 km/hr)로 서서히 속도를 올리면서 실험군에

따라 각각 20, 60, 120분 동안의 달리기를 실시하였고 적용된

최종 속도를 고강도운동(VO2max >80-85%)으로 설정하였다

[17]. 8주간의 실험이 종료되는 시기에 에테르를 이용하여 마

취를 한 후 실험동물의 심장 좌심실 하측면에서 채혈을 실시

한 후 안락사하였다. 이는 동의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규정

에 따라 기관의 승인 하에 실시되었다.

혈액 내 백혈구

백혈구의 측정은 EDTA처리 전혈을 이용하여 동물전용 자

동혈액분석기(BC-2800 ver., Shenzhen Mindar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Germany)로 실시하였다.

 

Lymphocyte subset (CD4
+
and CD8

+
) assay

100 μl의 헤파린 처리 혈액을 3 ml의 lysing buffer solution

(Beckman Coulter VersaLyse Lysing Solution)과 섞고 실온에

서 15분간 정지 시킨 후 150× g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을 제거하였다. 여기에 세척을 위해 2 ml의 PBS를 첨가하고

150× g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고 이 세

척과정을 3회 실시한 후 잔존 펠렛 내 백혈구 양이 1×10
6

cell/ml가 되도록 조정하여 측정 회 차 당 5×10
3

cell/ml 농도

가 되게 하였다. Isotype IgG1(rat)-FITC (Beckman coulter

Co., Germany), Isotype IgG2(rat)-PE (Beckman coulter Co.,

Germany), Monoclonal Antibody Anti-Rat CD4
+
-FITC

(Beckman coulter Co., Germany), 그리고 Monoclonal

Antibody Anti-Rat CD8
+
-PE (Beckman coulter Co.,

Germany)를 이용하여 시료처리를 한 후 flow cytometer (Cell

Lab Quanta TMSC, Beckman coulter Co., Germany)에서

CD4+와 CD8+을 측정하였다.

 

림프구의 자멸사와 괴사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용해와 세척 과정을 실시한 후 백

혈구 양이 1×106 cell/ml 가 되도록 조정하여 처리한 후 측정

회 차 당 5×103 cell/ml를 이용하였다. Beckman coulter Co.

(Germany)에서 구입한 Annexin V-FITC와 PI를 이용하여 신

속한 염색과정을 거친 후 flow cytometer (Cell Lab Qu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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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C (Beckman coulter Co., Germany))에서 세포사멸을 측

정하였다.

 

데이터 분석 및 통계처리

자료의 분석에는 일련의 ANOVA를 사용하였고 유의차가

있을 경우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채택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평균±표준

오차(SE)로 표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유산소운동의 지속시간 변화에 따른

혈액 내 백혈구의 변화와 면역과 관련한 림프구의 보조인자로

서 CD4
+
와 CD8

+
의 수준 변화 외에도 림프구의 세포사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조사하여 고강도 운동이 체내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8주간의 실험은 순조롭게 잘 진행

되었고 실험에 참여한 동물들에 있어서 외관상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다.

Fig. 1에서 보여지듯, 혈액내의 CD4
+
와 CD8

+
count 측정은

표준물질을 이용한 세포간의 구분측정이 명확하게 실시되었

으며 이와 같은 결과물을 통해 각 실험군과 대조군 혈액내의

CD4+ 및 CD8+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로

는 고강도운동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CD4
+

(Fig. 2)

및 CD8
+

(Fig. 3)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CD4
+
/CD8

+
비율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

것은 외상에 의해 CD4
+
저하를 통한 CD4

+
/CD8

+
비율의 감소

를 보인 보고[10]와는 달리 고강도운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성 있는 세포손상은 본 연구에서의 조건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에 의한 T-림프구의

감소에 대한 보고[24]와 NK 림프구의 기능저하 효과[27], 아울

Fig. 1. Distribution of lymphocyte subset analyzed by flow

cytometer. A: Polymorphonuclear leukocyte (P, large

with many granules), Lymphocyte (L, small and non-

granule), Debris (D) area. B: The lymphocyte subset

CD4+population show strong fluorescence for the anti-

body to 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 red color line)

and CD8
+

population show fluorescence for the anti-

body to PE ((phycoerythrin), blue color line).

러 림프구에 의해 분비되는 혈청 내 INF-γ의 수준 변화가 가벼

운 운동시 증가 했다가[2] 고강도 운동에서는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다고 보고한 타 연구들[6]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본 연

구에서 조사된 CD4
+
/CD8

+
의 수준변화는 고강도 운동에 따른

T-림프구의 기능손상이 아닌 세포자체의 손상과 관련이 있으

리라 사료된다. 또한, Fig. 5, Fig. 6에서 보여지는 정상 혈액

내에서 림프구의 초기와 후기 세포자멸사 단계 정도에서처럼

고강도운동의 지속시간이 연장됨에 따른 림프구의 초기와 후

기단계에서의 자멸사 역시 60분 까지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다. 그러나 Fig. 6의 후기단계에서의 세포자멸사 수준이 고강

도운동을 120분까지 지속시켰을 때 다른 군에 비해 약 15%

정도(96.5±9.34 vs. 11.4±14.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

기에서의 림프구의 활동이 증가하여 림프구에 대한 노화가

촉진되었거나,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림프구들이 수행하는

Fig. 2. Changes of CD4+ counts in blood following exercise for

8 weeks. Shown CD4
+

counts are presentation as cell

numbers in 5×10
3

total leukocyt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E. n=8. Control, non- exercised group;

E-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20 min; E-6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60 min; E-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20 min.

Fig. 3. Changes of CD8+ counts in blood following exercise for

8 weeks. Shown CD8
+

counts are presentation as cell

numbers in 5×10
3

total leukocyt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E. n=8. Control, non- exercised group;

E-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20 min; E-6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60 min: E-1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1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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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chematic presentation of lymphocyte apoptosis and ne-

crosis analyzed by flow cytometer. A: Polymorphonuclear

leukocyte (P, large with many granules), Lymphocyte

(L, small and nongranule), Debris (D) area. B: Division

N represents lymphocyte necrosis, Division E represents

early-stage of lymphocyte apoptosis, and Division L

represents late-stage of lymphocyte apoptosis. Early-

stage of lymphocyte apoptosis show strong fluorescence

for the antibody to Annexin-V (red dot color) and

Late-stage of lymphocyte apoptosis show fluorescence

for the antibody to PI ((Propidium iodide), blue dot col-

or).

Fig. 5. Early-stage apoptosis of lymphocytes in blood following

exercise for 8 weeks. Shown early-stage apoptosis

counts are presentation as cell numbers in 5×103 total

leukocyt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E. n=8.

Control, non- exercised group; E-20 min, highly in-

tensive exercised for 20 min; E-6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60 min: E-120 min, highly intensive ex-

ercised for 120 min.

면역작용에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uan 등의 보고[35] 에 따르면 단기

간의 고강도운동은 말초혈액 내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

지 수준에 이상을 일으켜 세포자멸사를 증가시키고 염증촉진

매개물질의 수준을 상승시킨다고 하였고, Mars 등은[16] 고강

도운동에 따른 림프구의 세포자멸사 증가가 운동유도 림프구

감소증 내지는 면역능력 저하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마라톤과 같은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에서의 림프구 자멸사가

일어날 가능성 외에도 고강도운동에서의 산화성유도 세포자

멸사에 대한 세포의 저항성과 림프구 내 caspase-8, caspase-9,

Fig. 6. Late-stage apoptosis of lymphocytes in blood following

exercise for 8 weeks. Shown late-stage apoptosis counts

are presentation as cell numbers in 5×10
3

total leukocyt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E. n=8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Control, non- exercised

group; E-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20 min;

E-6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60 min: E-1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120 min.

Fig. 7. Necrosis of lymphocytes in blood following exercise for

8 weeks. Shown necrosis counts are presentation as cell

numbers in 5×103 total leukocyt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E. n=8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Control, non- exercised group; E-2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20 min; E-60 min, highly intensive

exercised for 60 min: E-120 min, highly intensive ex-

ercised for 120 min.

그리고 caspase-3 등 자멸사 관련 인자들의 활성증가[37]가 보

고된 바 있고, 고강도 유산소운동에 의한 백혈구의 DNA 손상

이 운동에 의해 유도되는 산화적 손상의 대표적인 예[34]라고

보고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의 120분간의 고강도운동에 따른

후기단계의 혈액 내 림프구 자멸사는 산소결핍에 따른 림프구

의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 정상적 에너지 조절에 따른

세포노화의 촉진이 일어났을 것이라 사료된다.

Fig. 4에서 보여지는 정상상태에서의 낮은 수준의 림프구

괴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운동을 통해 20분 군부터

70% 이상(6.83±1.53 vs. 11.75±3.46)의 림프구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120분에는 1.5배 이상(17.28±3.82)의 림프구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분과 120분 사이의 괴

사 정도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7). 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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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지속시간에 따른 림프구 괴사증가율에 있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지는 않았으나 수치상의 변화로

볼 때 20분 군에서 60분 군으로 연장되는 동안 증가되는 괴사

율이 60분 군에서 120분 군으로 연장될 때의 그것 보다 높아지

는 경향을 보여 20분 군 이상의 고강도운동은 림프구의 괴사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T-림프구에 의해 주로 분비되는 INF-γ의 수준 역

시 20분 군에서 60분 군까지 대조군 대비 2.8배에서 3.5배까지

증가하였다가 120분 군에서는 대조군의 74% 수준으로 감소되

어 전신적인 손상에 의한 염증반응의 증가 이외에도 림프구자

체의 손상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물론, 항염증 사이토카

인인 혈액 내 interleukin-10도 증가를 보였지만 고강도운동의

지속시간에 따른 증가비율이 염증촉진인자들의 수준 증가 폭

에 비해 크지 않아 고강도운동 지속시간 60분 군부터는 염증반

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120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면역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고강도운동 후의 면역

경쟁력의 손실은 상기도부의 감염률을 높일 수 있고[25] 단기

간의 운동 중에 림프구의 상승이 관찰되는 것과는 반대로 장

시간의 고강도운동 후 림프구의 운동 전 수준 이하로의 감소

[19]는 운동 중 분비되는 스트레스호르몬과 림프구 수와의 통

계학적 상관성[12]을 고려할 때 운동 중 백혈구 수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카테콜아민의 분비 변화에 따른 T-림프구표

면의 α-, β- adrenoceptor 발현에 영향을 주어[15] 궁극적으로

림프구의 증식 분화 외에도 사이토카인의 생산과 순환패턴

등의 일련의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가능성에 대

해서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본 연구를 통해 고강도 운동이 지속

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최소 본 연구 조건에서의 쥐

의 경우, 20분 정도의 고강도운동은 면역력의 활성화가 일어

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상 시간 동안의 운동은 림프구의

손상 등을 초래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추정

된다. 때문에 장기간의 무리한 운동은 면역력 저하라는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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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강도운동 지속시간이 rat의 림프구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김형수
1
․현경예

2
*

(1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고강도운동의 지속시간이 백혈구 조성과 T-림프구 활성 보조인자로서의 CD4
+
와 CD8

+
수준의 변화 그리고 림

프수의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쥐실험을 하였다. 고강도 운동을 매일 20, 60, 그리고 120분 동안

8주간 실시하였다. 혈액내의 총 백혈구 수는 20분간 운동을 했을 때 상승하였고 이것은 다시 120분 까지 대조군

의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림프구의 수준변화 패턴 역시 운동시간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변화 정도는 총 백혈

구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고강도운동을 실시한 쥐의 혈액 내 CD4+와 CD8+의 수준은 운동시간이 120분간 지속될

때까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T-림프구의 활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초기단계 및 후기

단계의 림프구의 세포자멸사는 운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120분간 운동한 그룹에서 후기단계의 림프구

자멸사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 세포노화의 촉진이 일어났으리라 사료된다. 운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림프구의 괴사 수준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에 따라 고강도운동에 의한 림프구 손상과 면역력 저하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장시간 동안의 고강도 운동은 림프구의 염증관련 기능과 세포 수에 있어서의

손상 등을 일으켜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적어도 본 연구조건에 한해서 20분 이상의

고강도운동은 건강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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