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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의 지구성 운동 또는 리튬 처치가 고지방식 유도 비만쥐의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정수련

경남대학교�스포츠과학과

서 론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은 대사질환으로 장기간 높은 혈당 수

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방치하면 케톤 산증 또는 비케톤성 혼수

와 같은 급성 합병증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만성 신부전, 족

부 궤양 및 눈의 손상과 같은 심각한 만성 합병증을 발생시킨다[1,2]. 

이러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혈당 수준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당뇨병환자 중 혈당을 목

표 혈당(HbA1c<6.5%)수준으로 잘 조절하고 있는 환자는 30% 미만으

로 환자들의 혈당조절 상태는 매우 불량하며, 이는 당뇨환자 4명 중  

3명(75%)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함에도 불구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과 같은 근본적인 조절방법에 소홀하기 때문이다[3]. 인체는 인슐린 또

는 근수축/운동 자극을 통해 골격근내로 포도당을 이동시키는데, 이

들 두 신호는 서로 다른 경로를 이용한다[4,5]. 아직 근수축 자극에 의

한 포도당 이동 기전에 대해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으나, 세포내 

에너지 상태의 변화(AMP:ATP 비율의 증가)나 세포내 Ca2+수준의 증

ORIGINAL  
ARTICLE

Effects of Lithium Chloride and/or Endurance Exercise Treatment on the Metabolic 
Syndrome of High Fat Induced Obese Rats During 4 Weeks
Su-Ryun Jung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Investigate the effects of lithium chloride and/or endurance exercise on metabolic syndrome in high fat-induced obese rats.

METHODS: 10-week-old male Sprague Dawley rats (n=45) were subjected to a high-fat diet for 8 weeks followed by lithium (2 mg/kg 
Lithium chloride) and/or endurance exercise (40% VO2max, 12 m/min, slop 0%, 3 d/week) for 4 weeks.

RESULTS: Lithium and endurance exercise improved blood glucose and insulin response in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compared to 
the FC group, but there was no additional effect according to the combined treatment. Serum levels of AST and ALT and urinary com-
ponents were similar to those of CC group. 

CONCLUSIONS: The short-term lithium or exercise treatment significantly improved metabolic syndrome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e rats and did not show any blood or urinary toxicity, but there was no additive effect on metabolic syndrome of combined treat-
ments.

Key words: Lithium chloride, Endurance exercise, Metabolic syndrome

Vol.28, No.4, November 2019: 401-408
https://doi.org/10.15857/ksep.2019.28.4.401

 ISSN(Print) : 1226-1726
ISSN(Online) 2384-0544

Corresponding author: Su-Ryun Jung Tel +82-10-3048-6070 E-mail susu73@daum.net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319). 

Keywords 리튬염, 지구성 운동, 대사증후군

Received 3 Jul 2019 Revised 28 Aug 2019 Accepted 9 Sep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www.ksep-es.org402 |� Su-Ryun Jung  •  Endurance Exercise or Lithium Treatment on Metabolic Syndrome

Vol.28, No.4, November 2019: 401-408

가, protein kinase C (PKC)의 활성도 증가 등과 같은 다변적 요소를 통

해 세포내 신호전달기전을 활성화시켜 GLUT4를 세포막으로 전위시

킴으로 세포내로의 포도당 이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7]. 비만의 경우 인슐린 신호전달체계에는 결함이 발생하나 근수축 

자극 신호전달체계에 의한 포도당 이동기전은 정상적으로 작용하므

로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강조된다[8,9]. 이에 다

양한 매체와 교육을 통해 운동 요법을 권장하고 있으나 한국 성인의 

운동 참여율이 높지 않고, 비만인의 경우 그 참여율이 더욱 낮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당뇨병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

인 방법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리튬(Lithium, Li)은 19세기 중반 리튬염의 형태로 편두통 예방과 정

신질환, 통풍, 호중구감소증(neutropenia)의 치료제로 처음 소개되어 

연구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조병(mania), 우울증, 양극성장애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10-12]. 이외에도 리튬은 인슐린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13-16], 쥐의 간세포에서 글리코겐 합성

을 자극하고[14,16] 적출된 쥐의 횡격막[13]과 지방세포[11,12], 근육[17]

에서 포도당 섭취와 글리코겐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리튬이 GSK-3β (glycogen synthase kinase)의 인산화와 p38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 글리코겐 합

성과 골격근의 포도당 섭취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18]. 그러나 이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다수 있어[19-23] 

아직 기전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리튬의 

포도당 이동자극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골격근을 적출하여 리튬 및 

인슐린, 근수축 자극에 의한 glucose analog (2-deoxy-D-glucose; 2DG)

의 조직내 이동률을 측정하고, photolableing 방식을 이용하여 자극에 

따른 근초막내 GLUT4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리튬 유도 

골격근의 포도당 섭취 증가는 GLUT4의 세포내 회귀 감소에 의한 세

포막내 GLUT4 수준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튬은 그 자체

로 GLUT4의 활성(activation)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므로, GLUT4를 활

성(activation)시키는 인슐린 또는 근수축에 비해 세포막내 GLUT4의 

수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도 조직내 포도당 이동률이 낮았다. 이에 

리튬을 1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단시간의 저농도 인슐린 또는 강축을 

병행하여 처리한 결과 포도당 이동률이 리튬 단독처치에 비해 약 4배, 

장시간의 인슐린 또는 강축 자극에 비해서는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24]. 요약하면 리튬과 근수축 또는 인슐린 병행처치가 조직내 

포도당 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in vitro상에서 다수 검증되

었으나 in vivo 연구 결과의 부족으로 임상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in vivo상에서 리튬

과 지구성 운동 처치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개체의 신체 조성 및 혈

당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높여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는 성인성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0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rat 45마리를 구입하여 1주간의 환경 

적응 기간을 가진 후 8주간 일반식(n =5, Chow-control group, CC) 또

는 고지방식(n = 40)을 실시하였다. 고지방식은 총 열량에 대해 carbo-

hydrate 42.7%, fat 42%, protein 15.2%가 되도록 하고(#TD.88137, Harlan 

Telkad, Madison, WI, USA), 일반식은 carbohydrate 67%, fat 13%, pro-

tein 20%가 되도록 하여 제공하였다(#2014, Harlan Telkad, Madison, 

WI, USA). 8주간의 비만 유도기 이후 고지방식 집단은 다시 4집단(Fat-

Control group, FC; Lithium group, Li; Exercise group, Ex; Lithium+ 

Exercise group, LEx; 각 10마리)으로 무선 배정하여 총 4주간 고지방식

을 유지하면서 리튬 또는 운동 처치를 실시하였다. 사료와 물은 자유롭

게 섭취하도록 하고, 체중과 사료 섭취량은 격일로 동일 시간대에 측정

하였다. 쥐는 한 케이지(20.7× 35 ×17 cm)에 2마리씩 넣어 사육하였고, 

사육실 온도는 21°C, 명기와 암기를 각각 12시간으로 조절하였다. 

2. 연구절차 

1) 리튬 처치 

리튬 처치 집단은 1 mL saline에 2 mg/kg LiCl (Lithium chloride, 

L4408, Sigma-Aldrich)를 용해시켜 1일 1회 오전 9-10시에 경구투여하

였다. 복합처치 집단은 운동 실시전 경구투여하였고, 투여량은 Harvey 

et al. [25]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여 

설정하였다[26,27]. 나머지 집단은 경구투여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일하

게 주기 위해 동일한 양의 saline을 경구투여하였다.

2) 운동처치

지구성 운동은 전동식 실험동물용 트레드밀(Quinton Instrument, 

Seattle, W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운동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동 강도 설정은 Koltai et al. [28]과 Tang et al. [29]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혈중 젖산이 축적되지 않는 저강도(40% VO2max, 12 m/min, slop 

0%)로 주당 3일, 1일 20분 걷기를 실시하였다. 운동 적응은 초기 1주일

간 점증적으로 실시되었다. 1일차는 7 m/min (slop 0%) 속도로 5분간 

트레드밀 걷기를 실시하였고, 2일차는 10 m/min (slop 0%) 속도로 10분

간, 마지막 3일차는 목표 운동 강도(12 m/min, slop 0%)에서 20분간 실

시하였다. 

3) 경구당부하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총 4주간의 처치 후 전신의 인슐린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경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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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12시간 동안 금식하고 꼬리를 통해 안정 시 혈

액을 채취한 후 체중당 1 g의 50% 포도당 용액을 경구투여하였다. 이

후 30, 60, 120분에 꼬리로부터 400 μL의 혈액을 채취하고, 항응고 처리

(4 μL 헤파린)하여 원심분리 후(1,500 g, 15분) 혈장만을 추출하여 분석 

전까지 -80°C에서 보관하였다. 혈액 채취가 끝난 쥐들은 소실된 혈장

을 보충시키기 위해 0.9% saline 용액(2.5 mL)을 피하에 주입하였다. 이

후 3일간의 회복기를 가진 다음 마취하여 조직을 적출하였다[30]. 

4) 조직, 혈액 및 요 채취

4주간의 처치 종료 후 4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12시간 동안 금식

을 실시하고 ketamine (80 mg/kg)과 xylazine (12 mg/kg)으로 마취하여 

조직 및 혈액, 요를 채취하였다. 적출된 조직은 clamp frozen하여 분석

전까지 -80°C에서 보관하였다. 조직적출 후 복강을 열어 방광에서 직

접 요를 채취하여 요검사용 Multistix 10SG 시험지(Bayer Corp., Elkhart, 

IN, USA)를 이용하여 요당(glucose), 빌리루빈(bilirubin), 케톤체(ketone 

body), pH, 단백질(protein), 유로빌리노겐(urobilinogen) 및 백혈구(leu-

kocyte)에 관하여 검사하였다. 복부동맥에서 혈액 5 mL를 채취하고 응

고 방지를 위해 50 μL의 헤파린으로 항응고처리한 후 분석 전까지  

-80°C에서 보관하였다. 혈액 채취 후 visceral fat pads (epididymal, mes-

enteric, retroperitoneal fat pad)를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31].

5) 분석

혈당은 자동 혈당분석기(YSI 2300, Springfield, USA)를 이용하였고, 

혈장 인슐린은 rat insulin ELISA kit (Mercodia, Uppsala, Sweden)를, 혈

장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농도는 ELISA kit (Cayman tech.,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각 측정항목에 대한 결과는 평균과 표준오차(Mean ± SE)로 산출하

고, 통계적 분석은 SigmaPlot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경구당부하검사의 결과는 집단 및 시기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이원반복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

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식이섭취량과 체중

4주간의 리튬 또는 지구성 운동 처치 동안 실험 동물들의 1일 섭취 

열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반식이 집단을 제외한 

고지방식 집단 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1A). 실

험 동물들의 체중은 8주간의 비만유도기 동안 일반 식이집단에 비해 

4집단의 체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4주차 이후부터는 일반식이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체중을 보였다(p < .05). 이를 통해 본 연구

에 사용된 고지방식을 이용한 비만유도 방식이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8주간의 비만 유도기 이후 4주간의 처치 동안 FC집단에 비해 나

머지 3집단의 체중증가 폭이 낮았으나(p < .05), 3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1B).

2. 복강내 지방량

복강내 총지방량은 CC집단에 비해 고지방식을 섭취한 집단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 고지방식 처치 집단 중 Li, Ex, LEx집단의 복강내 

지방량이 FC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5, Fig. 2).

Fig. 1. The change of daily food consumption (A) and body weights (B).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other 4 groups (p<.05);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Li, 
Ex, LEx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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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성 검사

1) 소변

리튬 사용에 따른 독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소변진단 스틱을 이

용하여 소변 내 인자들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진단기준은 2010년 한국

실험동물학회에서 제시한 기준(Urobilinogen 0.1 EU/dL, Billirubin 

negaqtive, Ketone body negative-5 mg/dL, Protein <100 mg/dL, Leuco-

cyte small-moderate)을 사용하였다[32]. 측정결과 요 내 Urobilinogen, 

Biliruin, Leukocyte 수준은 모두 정상범위였고 집단 간 차이도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Ketone body와 Protein수준은 FC집단이 다른 4집

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Table 1).

2) 혈장 ALT & AST

리튬 처치에 따른 독성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혈장 ALT, AST 수준

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

4. OGTT

4주간의 리튬 또는 지구성 운동처치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

를 평가하기 위해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120분간 

FC집단에 비해 Li, Ex, LEx집단의 포도당 제거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초기 30분의 Ex, LEx집단의 포도당 제거력은 CC집단과 유사하였다

(Fig. 4A). 처치에 따른 120분간의 포도당 제거력을 그래프 면적을 계산

하여 알아본 결과 FC집단을 제외한 3집단의 면적이 CC집단 수준으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4B). 한편 OGTT 시 혈당 조절을 위해 

사용된 인슐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혈장을 이용하여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초기 60분에서 Ex, Li집단의 인슐린 농도가 FC, 

LEx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Fig. 5A), 120분간의 총 인슐린 면적

은 FC집단에 비해 3집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CC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Fig. 5B).   

논 의 

본 연구는 리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개체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리튬 또는 지구성 운동 병행처치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였다. 이를 위해 8주간의 고지방식으로 비만을 유도하였는데, 비만

에 의한 성인성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신호전달 체

계의 결함을 통한 GLUT4의 전위 감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33,34], 

리튬 처치를 통해 세포막내 GLUT4 수준이 증가된다면 적은 양의 인

Table 1. The difference of urinalysis 

Urobilinogen 
(EU/dL)

Biliruin
Ketone body 

(mg/dL)
Protein 
(mg/dL)

Leukocyte

CC 0.1±0.01 Negligable 2.0±1.2 89.0±55.5 Moderate
FC 0.1±0.01 Negligable 8.8±3.8* 233.3±57.7* Moderate
Li 0.1±0.01 Negligable 0.0±0.0 68.0±46.6 Moderate
Ex 0.1±0.01 Negligable 0.0±0.0 67.5±46.8 Moderate
LEx 0.1±0.01 Negligable 0.8±0.1 52.0±18.6 Moderate

Values are means and SE.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the other groups (p<.05).

Fig. 2. The change of visceral fat mass. aSignificanlty different from CC. Li. 
Ex, LEx (p<.05); bSignificanlty different from CC, FC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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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 of plasma ALT(A) and AST(B)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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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 또는 가벼운 신체활동으로도 혈당의 조절에 부가적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4주간의 리튬 처치는 경구혈당검사 

시 120분간 FC집단에 비해 Li, Ex, LEx집단의 포도당 제거력이 유의하

게 높았고, 초기 30분의 Ex, LEx집단의 포도당 제거력은 CC집단과 유

사하였다. 또한 인슐린 농도에 있어서도 초기 60분에서 Ex, Li집단이 

FC, LEx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120분간 분비된 인슐린은 FC집

단에 비해 3집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CC집단과 유사한 수준이

었다. 요약하면 4주간의 리튬 처치는 경구혈당검사 시 혈당과 인슐린 

수준을 일반식이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시켰고, 시간대별 포

도당 제거력도 리튬을 처치하지 않은 고지방식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리튬과 지구성 운동 복합처치에 따른 상승작용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n vitro 상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

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만으로는 원인을 규명

할 수는 없으나, 우선 추론해 볼 수 있는 점은 신체조성의 변화와 실험 

동물의 연령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 고지방식(40% kcal from fat) 

사료를 사용하여 8주간 비만을 유도하였고, CC에 비해 체중과 체지

방, 혈당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C집단에 비해 

Li 또는 Ex, LEx집단의 체중 증가폭이 유의하게 낮았고, Li, Ex, LEx집단

간의 유의미한 체중 차이는 없었다. 복강내 지방량도 3집단 간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형 당뇨병의 경우 복강내 지방량과 혈당

제거력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35-38] 3집단의 OGTT결과에 유

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리튬 

처치에 따른 체지방 또는 체중 감소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 Voss & Schober [39]는 6주간 리튬(0.55 g lithi-

um carbonate/kg dry food)을 쥐를 대상으로 섭취시킨 결과 체지방량

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Colt et al. [40]도 양극성 장애

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튬 처치 전과 17일간의 처치 중, 후의 신

체조성을 평가한 결과 처치 중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처치 이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상이하게 

Grandjean & Aubry [41]는 리튬 복용환자 중 약 30%가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리튬이 랩틴 수준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한 연구 이외에는 알려진 원인 인자들이 드

Fig. 4. The change of blood glucose level (A) and area under the curve (B) during OGTT. *;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other 4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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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hange of plasma insulin level (A) and area under the curve (B) during OGTT. *;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other 4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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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42]. 이와 같이 리튬 섭취에 따른 체중 또는 체지방의 변화에 대

해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리튬 단독처치 집

단의 체지방 감소의 원인을 단정 내릴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에

서 복합처치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용된 쥐의 연령대가 10주령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Dela et al. [43]에 의하면 노화함에 따라 전신의 인슐린 기능이 감소하

며, 다리근육을 이용하여 insulin infusion 시 젊은 집단에서는 운동트

레이닝 유무에 상관없이 leg blood flow에 변화가 없었으나, 노인집단

에서는 운동트레이닝을 실시한 집단의 leg blood flow가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Stephens & Tsintzas [44]도 1회성 운동 후 연령

에 따른 인슐린 감수성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노화함에 따라 지질 산

화 감소, 지방 생성 증가 및 염증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며,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에 의한 지방분해 반응이 떨어짐으로 subsarco-

lemmal region내 지방축적이 증가하는 양상은 노화에 따른 인슐린 저

항성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 또는 리튬 처치 집단의 혈당 조절력이 일반식이 집단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복합처

치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

며, 만약 노화된 쥐를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면 복합처치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그러나 이

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리튬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식이 섭취량과 체중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간독성 표지인자 혈중 ALT, AST 수준과 요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리튬처치에 따른 식이섭취량과 체중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중 ALT, AST 수준과 요 검사결

과 정상수준으로 나타났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리튬 사용 시 요의 

농축기능 저하와 같은 신장의 기능 이상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45-47]. 그러나 이들과 상이하게 리튬이 사구체의 손상과 관

련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다수 있는데[48,49], Khandelwal et al. [50]

은 리튬 복용에 따른 신장기능의 평가를 위해 좀 더 광범위하게 세뇨

관과 사구체의 기능을 모두 평가하였고, 연구결과 리튬 복용집단에서 

신장의 요 농축기능과 함께 사구체 배출률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리튬의 혈중 creatinine 수

준과 사구체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리튬 복용

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51,52]. Apra-

hamian et al. [53]은 4년간 61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리튬 또

는 위약을 섭취시킨 후, 신장 기능을 평가한 결과 두 집단 간 신장기능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54,55].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단기간의 리튬처치는 고지방식 유도 비

만쥐의 혈당 제거력을 유의하게 개선시켰고, 혈액과 요내 독성도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리튬과 지구성 운동 복합 

처치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본 연구는 리튬과 지구성 운동의 혼합처치가 고지방식 비만쥐의 혈

당 및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리튬 

또는 지구성 운동은 비만쥐의 혈당 및 복강내 지방을 감소시켰으나, 

혼합처치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

출된 것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우선 본 연구

에서 복강내 지방 감소의 정도가 단독처치집단과 복합처치집단이 유

사하였다는 점이 혈당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론해 볼 수 있

으며, 4주라는 단기간의 연구에 따른 문제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우므로 추후 이러

한 문제를 고려한 연구 설계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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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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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Codella R, Terruzzi I, Luzi L. Why should people with type 1 diabetes 

exercise regularly? Acta Diabetol. 2017;54(7):615-30. 

2. Lim EM, Park SH, Yoon JH. Effects of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on 

Leptin Receptor (Ob-R), GLUT2 mRNA of the Hypothalamus and 

GLUT4 mRNA Expression of the Skeletal Muscle in OLETF Rats. Ex-

ercise Science. 2018;27(4):303-9.

3. Korean Diabetes Association.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

4. Goodyear LJ, Kahn BB. Exercise, glucose transport, and insulin sensi-

tivity. Annu Rev Med. 1998;49:235-61.

5. Hayashi T, Wojtaszewski JF, Goodyear LJ. Exercise regulation of glucose 

transport in skeletal muscle. Am J Physiol. 1997;273:E1039-51.

6. Goodyear LJ, Giorgino F, Balon TW, Condorelli G, Smith RJ. Effects 

of contractile activity on tyrosine phosphoproteins and phosphati-

dylinositol 3-kinase activity in rat skeletal muscle. Am J Physiol. 1995; 

268:E987-95.

7. Treadway JL, James DE, Burcel E, Ruderman NB. Effect of exercise on 



http://www.ksep-es.org

https://doi.org/10.15857/ksep.2019.28.4.401

� 정수련��•��지구성�운동�또는�리튬�처치가�대사증후군에�미치는�영향�� | 407

insulin receptor binding and kinase activity in skeletal muscle. Am J 

Physiol. 1989;256:E138-44.

8. King PA, Betts JJ, Horton ED, Horton ES. Exercise, unlike insulin, 

promotes glucose transporter translocation in obese Zucker rat mus-

cle. Am J Physiol. 1993;265(2 Pt 2):R447-52.

9. Etgen GJ Jr, Wilson CM, Jensen J, Cushman SW, Ivy JL. Glucose trans-

port and cell surface GLUT-4 protein in skeletal muscle of the obese 

Zucker rat. Am J Physiol. 1996;271(2 Pt 1):E294-301.

10. Giusti CF, Amorim SR, Guerra RA, Portes ES. Endocrine disturbances 

related to the use of lithium. Arq Bras Endocrinol Metabol. 2012; 

56(3):153-8.

11. Collins N, Barnes TR, Shingleton-Smith A, Gerrett D, Paton C. Stan-

dards of lithium monitoring in mental health Ttrusts in the UK. BMC 

psychiatry. 2010;10:80.

12. Simhandl C, Mersch J. Lithium and bipolar disorder-a renaissance? 

Neuropsychiatr. 2007;21(2):121-30.

13. Bhattacharya G. Influence of Li+ on glucose metabolism in part and 

rabbits.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1964;93:644-6.

14. Bosch F, Gómez-Foix AM, Ariño J, Guinovart JJ. Effects of lithium 

ions on glycogen synthase and phosphorylase in rat hepatocytes. J Biol 

Chem. 1986;261(36):16927-31.

15. Haugaard ES, Mickel RA, Haugaard N. Actions of lithium ions and 

insulin on glucose utilization, glycogen synthesis and glycogen syn-

thase in the isolated rat diaphragm. Biochem Pharmacol. 1974;23(12): 

1675-85.

16. Nyfeler F, Fasel P, Walter P. Short-term stimulation of net glycogen 

production by insulin in rat hepatocytes. Biochim Biophys Acta. 1981; 

675(1):17-23.

17. Kusalic M, Engelsmann F. Effect of lithium maintenance therapy on 

thyroid and parathyroid function. J Psychiatry Neurosci. 1999;24(3): 

227-33.

18. Harrell NB, Teachey MK, Gifford NJ, Henriksen EJ. Essential role of 

p38 MAPK for activation of skeletal muscle glucose transport by lithi-

um. Arch Physiol Biochem. 2007;113(4-5):221-7.

19. Antonescu CN, Huang C, Niu W, Liu Z, Eyers PA, et al. Reduction of 

insulin-stimulated glucose uptake in L6 myotubes by the protein ki-

nase inhibitor SB203580 is independent of p38MAPK activity. Endo-

crinology 2005;146(9):3773-81.

20. Hayashi T, Hirshman MF, Dufresne SD, Goodyear LJ. Skeletal muscle 

contractile activity in vitro stimulates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signaling. Am J Physiol.1999;277(4 Pt 1):C701-7.

21. Ren JM, Marshall BA, Gulve EA, Gao J, Johnson DW, et al. Evidence 

from transgenic mice that glucose transport is rate-limiting for glyco-

gen deposition and glycolysis in skeletal muscle. J Biol Chem.1993; 

268(22):16113-5.

22. Ribé D, Yang J, Patel S, Koumanov F, Cushman SW, et al. Endofacial 

competitive inhibition of glucose transporter-4 intrinsic activity by the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inhibitor SB203580. Endocrinology. 

2005;146(4):1713-7.

23. Somwar R, Koterski S, Sweeney G, Sciotti R, Djuric S, et al. A domi-

nant-negative p38 MAPK mutant and novel selective inhibitors of p38 

MAPK reduce insulin-stimulated glucose uptake in 3T3-L1 adipo-

cytes without affecting GLUT4 translocation. J Biol Chem. 2002; 

277(52):50386-95. 

24. Jung S, Koh J, Kim S, Kim K. Effect of Lithium on the Mechanism of 

Glucose Transport in Skeletal Muscles. J Nutr Sci Vitaminol. 2017; 

63(6):365-71. 

25. Harvey BM, Eschbach M, Glynn EA, Kotha S, Darre M, et al. Effect of 

daily lithium chloride administration on bone mass and strength in 

growing broiler chickens. Poult Sci. 2015;94(2):296-301.

26. Clément-Lacroix P, Ai M, Morvan F, Roman-Roman S, Vayssière B, et 

al. Lrp5-independent activation of Wnt signaling by lithium chloride 

increases bone formation and bone mass in mice. Proc Natl Acad Sci 

U S A. 2005;102(48):17406-11.

27. Scott JT, Ferguson TM, Bradley JW, Creger CR. The effect of low lev-

els of lithium chloride in the diet of the laying hen. Poult Sci. 1973; 

52(6):2336-7.

28. Koltai E, Hart N, Taylor AW, Goto S, Ngo JK, et al. Age-associated de-

clines in mitochondrial biogenesis and protein quality control factors 

are minimized by exercise training.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Am J Physiol Regul Integr Comp Physiol. 2012;303(2):R127-34.

29. Tang XY, Hong HS, Chen LL, Lin XH, Lin JH, et al. Effects of exercise 

of different intensities on the angiogenesis, infarct healing, and func-

tion of the left ventricle in postmyocardial infarction rats. Coron Ar-

tery Dis. 2011;22(7):497-506.

30. Henriksen EJ, Teachey MK, Lindborg KA, Diehl CJ, Beneze AN. The 

high-fat-fed lean Zucker rat: a spontaneous isocaloric model of fat-in-

duced insulin resistance associated with muscle GSK-3 overactivity. 

Am J Physiol Regul Integr Comp Physiol. 2008;294(6):R1813-21.

31. Kim JY, Nolte LA, Hansen PA, Han DH, Ferguson K, et al. High-fat di-

et-induced muscle insulin resistance: relationship to visceral fat mass. 

Am J Physiol Regul Integr Comp Physiol. 2000;279(6):R2057-65.



http://www.ksep-es.org408 |� Su-Ryun Jung  •  Endurance Exercise or Lithium Treatment on Metabolic Syndrome

Vol.28, No.4, November 2019: 401-408

32. Han ZZ, Xu HD, Kim KH, Ahn TH, Bae JS, et al. Reference Data of 

the Main Physiological Parameters in Control Sprague-Dawley Rats 

from Pre-clinical Toxicity Studies. Lab Anim Res. 2010;26(2):153-164.

33. King PA, Horton ED, Hirshman MF, Horton ES. Insulin resistance in 

obese Zucker rat (fa/fa) skeletal muscle is associated with a failure of 

glucose transporter translocation. J Clin Invest. 1992;90(4):1568-75.

34. Esteves JV, Enguita FJ, Machado UF. MicroRNAs-Mediated Regula-

tion of Skeletal Muscle GLUT4 Expression and Translocation in Insu-

lin Resistance. J Diabetes Res. 2017;2017:7267910.

35. Philipsen A, Jørgensen ME, Vistisen D, Sandbaek A, Almdal TP, et al. 

Associations between ultrasound measures of abdominal fat distribution 

and indices of glucose metabolism in a population at high risk of type 2 

diabetes: the ADDITION-PRO study. PLoS One. 2015;10(4):e0123062.

36. Neeland IJ, Turer AT, Ayers CR, Powell-Wiley TM, Vega GL, et al. 

Dysfunctional adiposity and the risk of prediabetes and type 2 diabe-

tes in obese adults. JAMA. 2012;308(11):1150-9.

37. Wander PL, Boyko EJ, Leonetti DL, McNeely MJ, Kahn SE, et al. 

Change in Visceral Adiposity Independently Predicts a Greater Risk of 

Developing Type 2 Diabetes Over 10 Years in Japanese Americans. 

Diabetes Care. 2013;36(2):289-93. 

38. Shin YA, Choi MD, Kim IY. Review on Exercise Intervention Meth-

ods for Weight Loss in Obese Individuals. Exercise Science. 2016; 

25(4):219-29.

39. Voss C, Schober HC. Effect of lithium on fat, protein and water con-

tent in rats. Acta Biol Med Ger.1978;37(8):1243-6.

40. Colt EW, Dunner DL, Wang J, Ross DC, Pierson RN, et al. Body com-

position in affective disorder before, during, and after lithium carbon-

ate therapy. Arch Gen Psychiatry. 1982;39(5):577-81.

41. Grandjean EM, Aubry JM. Lithium: updated human knowledge using 

an evidence-based approach. Part II: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

apeutic monitoring. CNS Drugs. 2009;23(4):331-49.

42. Atmaca M, Kuloglu M, Tezcan E, Ustundag B. Weight gain and serum 

leptin levels in patients on lithium treatment. Neuropsychobiology. 

2002;46(2):67-9.

43. Dela F, Mikines KJ, Larsen JJ, Galbo H. Glucose clearance in aged 

trained skeletal muscle during maximal insulin with superimposed 

exercise. J Appl Physiol. 1999;87(6):2059-67.

44. Stephens FB, Tsintzas K. Metabolic and molecular change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skeletal muscle insulin action 24-48 h after exercise 

in young and old humans. Biochem Soc Trans. 2018;46(1):111-8.

45. Bichet DG. Lithium, cyclic AMP signaling, A-kinase anchoring pro-

teins, and aquaporin-2. J Am Soc Nephrol. 2006;17(4):920-2.

46. Robben JH, Knoers NV, Deen PM. Cell biological aspects of the vaso-

pressin type-2 receptor and aquaporin 2 water channel in nephrogenic 

diabetes insipidus. Am J Physiol Renal Physiol. 2006;291(2):F257-70.

47. Trepiccione F, Christensen BM. Lithium-induced nephrogenic diabe-

tes insipidus: new clinical and experimental findings. J Nephrol. 2010; 

23(16):S43-8.

48. McKnight RF, Adida M, Budge K, Stockton S, Goodwin GM, et al. 

Lithium toxicity profil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ancet. 

2012;379(9817):721-8.

49. Paul R, Minay J, Cardwell C, Fogarty D, Kelly C.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lithium usage on serum creatinine levels. J Psychopharmacol. 

2010;24(10):1425-31.

50. Khandelwal SK, Chugh KS, Sakhuja V, Khare CB, Murthy RS. Renal 

function in long term lithium prophylaxis. Indian J Med Res. 1983; 

77:107-11.

51. Gelenberg AJ, Wojcik JD, Falk WE, Coggins CH, Brotman AW, et al. 

Effects of lithium on the kidney. Acta Psychiatr Scand. 1987;75(1):29-

34.

52. Hullin RP, Coley VP, Birch NJ, Thomas TH, Morgan DB. Renal func-

tion after long-term treatment with lithium. Br Med J. 1979;1(6176): 

1457-9.

53. Aprahamian I, Santos FS, dos Santos B, Talib L, Diniz BS, et al. Long-

term, low-dose lithium treatment does not impair renal function in 

the elderly: a 2-year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followed by 

single-blind extension. J Clin Psychiatry. 2014;75(7):e672-8.

54. Coşkunol H, Vahip S, Mees ED, Başçi A, Bayindir O, et al. Renal side-

effects of long-term lithium treatment. J Affect Disord. 1997;43(1):5-

10.

55. Turan T, Eşel E, Tokgöz B, Aslan S, Sofuoğlu S, et al. Effects of short- 

and long-term lithium treatment on kidney functioning in patients 

with bipolar mood disorder.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

chiatry. 2002;26(3):5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