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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운동이 제2형 당뇨쥐의 심근 내 염증 인자와 ERK1/2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문주 MS¹, 김경래 PhD², 안민지 PhD²   

¹푸른중학교,�²한국교원대학교�체육교육과

서  론

당뇨병은 가장 흔한 대사장애 중 하나이며, 당뇨병의 급격한 유병률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이다[1]. 제2형 당뇨병은 

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과 면역세포를 포함하여 임상학적으로 

염증성 질환이라 설명되고 있다[2]. 이러한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과 고

혈당 상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당뇨와 관련된 다양한 합병증의 발

생에 기여할 수 있다. 고혈당은 활성산소종과 당화산물의 형성을 통해 

세포손상 및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할 수 있고, 염증 사이토카인(cyto-

kines)를 자극하여 각 조직 및 기관에 염증 반응을 가속화 시킨다[3]. 

사이토카인은 활성에 따라 pro 또는 anti inflammatory 사이토카인으

로 분류되는데,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은 

감염, 염증 및 외상에 대한 숙주 반응의 조절 인자로, 병리학적 상태에

서 질병을 악화시킨다[4]. 

ORIGINAL  
ARTICLE

ORIGINAL  
ARTICLE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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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ffect of Resistance Exercise on Myocardial Inflammatory Cytokines and ERK1/2 
Expression in Type 2 Diabetic Rats
Moon-Ju Kim MS¹, Kyeong-Lae Kim PhD², Min-Ji An PhD²
¹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Pureun Middle School, Hwaseong; ²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sistance ladder exercise on myocardial inflammatory cytokines 
and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1/2 expression in type 2 diabetic rats.

METHODS: A total of 21 8-week-old male Long Evans Tokushima Otsuka (LETO) and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OLETF)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LETO group (CON, n=7), OLETF group (DM, n=7), and resistance exercise group (DM+EXE, 
n=7). Resistance exercise referred to a climbing exercise on a slope. The rats performed this exercise 3 full d per week, for 8 week. The 
expression of myocardial inflammatory cytokines and ERK1/2 was analyzed via western blotting after 8 week of exercise intervention.

RESULTS: After 8 weeks of resistance exercise for the management of type 2 diabetes, the production of anti-inflammatory factor 
Interleukin (IL)-10 in the myocardium increased. This inhibited the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factors IL-6 and tumor necrosis fac-
tor-alpha. However, resistance exercise did not affect the expression of ERK1 and ERK2, which are apoptosis regulatory proteins.

CONCLUSIONS: In type 2 diabetes, resistance exercise is thought to be effective in reducing inflammatory factors by mediating cyto-
kines. Although the effects of resistance ladder exercise were confirmed, further studies on a variety of exercise types and intensities 
should be conducted to prevent and improve the conditions of those with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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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Donath & Shoelson [5]은 염증 인자들의 높은 발현

은 체내 순환을 통해 골격근 및 심근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제안하였고, Karstoft & Pedersen [6]은 제2형 당뇨병 상태에서 

TNF-α, IL-6 등과 같은 pro-inflammatory 수준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

며, 이러한 인자들의 만성적 반응은 다양 한 당뇨합병증 발생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염증이 특정 질환의 원인임을 단정하기

엔 어려움이 따르지만, 심혈관계 질환 및 다른 만성 질환의 발병 기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7,8]. 고혈당,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와 같은 당뇨병 관련 대사적 

환경은 심근 세포 내 분자 경로를 변화시켜 심장 수축력을 손상시키고 

세포기능부전 및 세포 사멸을 촉진시킨다[9]. 이와 관련하여 당뇨성 심

근병증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및 판막질환과는 무관하게 포도당 대

사 항상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심근 기능 또는 구조를 특징

으로 한다[10]. 당뇨병 상태에서 고혈당과 고지혈증은 심장의 산화스

트레스, 내피세포 기능부전(endothelial dysfunction), 세포외기질의 개

조(remodeling)를 발생시키고 결국 당뇨성 심근병증에 이르게 된다

[10,11]. 하지만 아직까지 당뇨성 심근병증의 발생에 대한 기전은 완벽

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선행연구에서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ERK1/2), 

c-Jun N-terminal protein kinase (JNK), p38 MAP kinase (mitogen-acti-

vated protein kinase)와 같은 MAPK 신호전달체계는 당뇨성 심근병증

의 주요 특징인 심부전[12], 비대화[13], 섬유증[14] 및 심장 기능부전

[15]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ERK1/2 신호전

달 경로가 당뇨성 심근병증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보고[16]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칙적인 지구성 및 저항성 운동의 실시는 TLR4 (toll-like re-

ceptor4) mRNA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17, 

18], TLR4는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lipopolysaccharide (LPS)

를 인지하여 활성화된다[19]. LPS는 대표적인 염증 유도 물질로, TRL4

에 의해 인식된 LPS는 MAPK라는 세포 내 주요 신호전달 경로를 인산

화에 의해 활성화시켜 염증을 유발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20]. MAPK

의 활성화는 p38, ERK, 및 JNK의 발현을 조절하는데, MAPK에서 p38, 

ERK 및 JNK의 인산화 억제는 다음 기작인 IL-6 및 TNF-α의 생산을 

억제하고 항염증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운동이

나 근수축이 MAPK의 3가지 경로(ERK1/2, JNK, p38)를 활성화 시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ERK1/2의 반응이 운동을 수행한 골격근과

는 다르게 불수의근인 심장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22]

를 미루어볼 때, 심근 내 염증 인자와 ERK1/2 발현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 

ACSM [23]에 따르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당

뇨병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두 가지 운동 

방법의 병행이 더 많은 당대사율을 활성화시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기능을 보존하고, 

심근세포사멸 및 섬유화 방지에 효과적이며[24], 특히 염증 반응과 운

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중 de Lemos et al. [25]은 규칙적인 운동 중

재가 IL-6, TNF-α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IL-10과 같은 항-염증인자 증

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동물연구에서 제

2형 당뇨쥐를 대상으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심근의 산

화적 스트레스 및 세포사멸(apoptosis) 감소로 인해 심근 안정성이 보

존됨을 확인하였다[26]. 이처럼 운동은 제2형 당뇨병의 진행 및 합병증

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며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

를 보이며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27,28]. 저항성 운동은 체지방 비율 감소와 지질대사의 향상 및 근육

량 증가로 이어져 전신 포도당 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

며, 혈압, 지질 및 심혈관계 위험을 개선시킬 수 있다[29]. 또한 Yoon et 

al. [30]의 연구에서는 당뇨 마우스를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및 저항성 

운동을 각각 중재한 결과 중강도의 저항성 운동이 혈당 및 인슐린 저

항성 조절에 더 나은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강화된 근육 글리코겐 저장의 결과이자 포도당 흡수율이 가장 큰 골

격근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유도함으로써 고혈당을 감소시켰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Chun et al. [31]의 연구에서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의 빈도에 따른 염증 인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IL-6와 

TNF-α에서 모두 유산소 운동에 비해 저항성 운동의 긍정적 효과가 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항성 운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그 효

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저강도 저항성 운동의 규

칙적인 실시로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여 IL-6와 TNF-α를 억제하고 

여러 항염증성 물질(IL-10, IL-1Ra)의 생산 자극을 적극적으로 하였음

을 제안하였다. 

만성적 염증 및 당뇨로 유도된 심장 기능부전 개선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유산소 운동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심근의 손상 

및 개선 인자 발현에 대한 저항성 운동 효과성을 수행한 연구는 미약

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저항성 

운동 중재가 심근 조직에서 염증인자 및 세포사멸조절 단백질의 발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실험 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일본 제약회사(Otsuka, Japan)에서 

분양 받은 8주령의 long evans tokushima otsuka (LETO)와 otsuka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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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s tokushima fatty (OLETF)이다.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

으로, 동물실험에서 통계처리 및 결과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샘플 

수(n = 6)에 중도탈락을 고려하여 약 510-600 g의 LETO와 OLETF 수

컷 총 21마리의 실험동물을 통제집단(CON), 당뇨집단(DM), 당뇨+운

동집단(DM+EXE)으로 각각 7마리씩 배정하였다. OLETF 쥐는 시상하

부의 CCK (cholecystokinin) 수용체 결함으로 인하여 16-24주령 사이

에 식욕이 증가하고 과도한 지방 축적이 나타나 유전적 비만 및 제 2형 

당뇨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6주령부터 매주 공복혈당

을 측정하였고, 130 mg/dL 이상을 나타낸 21주령을 기점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 설계

연구를 위해 분양 받은 LETO와 OLETF에 대하여 당뇨 유발 상태를 

확인한 21주령을 시점으로 1주간의 적응기를 갖고 8주간의 저항성 운

동을 실시하였다. 그룹 분류는 통제집단(CON: LE-C, n =7), 당뇨집단

(DM: OLE-C, n =7), 당뇨+운동집단(DM+EXE: OLE-EXE, n =7)으로 

각각 배정하였다. 저항성 운동은 경사면 사다리 오르기 운동으로 연

구대상 꼬리에 부하를 주어 경사도를 오르는 운동을 1일 all-out 될 때

까지 주 3회의 빈도로 총 8주간 실시하였다. 1단계 운동은 1RM의 

50%, 75%, 90%, 100%를 실시하고, 2단계, 3단계에서는 직전 단계의 운

동에 추가로 부하를 주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심근 내 염증인자와 ERK1/2 단백질 발현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실험 방법

1) 실험 동물 사육 및 식이

이 연구의 사육실 환경 조건은 온도 23 ± 2°C, 상대습도 50 ±10%, 암

모니아 가스 20 ppm 이하, 조명 150-300 Lux, 조명시간 12시간 명암주

기, 환기횟수 13-15회/시간 등의 환경 범위 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실 내 모든 기자재 및 깔짚의 멸균은 고압증기멸균기를 이용하였

고, 음수는 상수도를 여과한 후, 자외선 유수멸균기를 통과시킨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 1RM (repetition maximum)

이 실험에서 1RM은 당뇨쥐가 꼬리에 추를 달고 1회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중량을 의미한다. 실험 전, 정확한 1RM을 측정하기 위해 사다

리 오르기 장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동안 무부하 상태로 운동을 

실시하였다. 적응 기간이 지난 후 각각 당뇨쥐의 1RM을 측정하기 위

하여 꼬리에 추를 달아 사다리를 오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연

속하여 30g씩 증가시키고 이러한 반복 절차를 거쳐 최종 부착된 무게

를 토대로 1RM을 산출하였다.

3)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처치한 운동은 Lee et al. [32]의 연구에서 실시한 경사

면 사다리 운동을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길이 120 cm, 간격 1.5 cm

의 사다리를 80°경사로 설치하고 꼬리에 무게 부하를 주어 경사도를 

오르는 운동을 1일 all-out 될 때까지 주 3회의 빈도로 총 8주간 실시하

였다. 구체적인 저항성 사다리 운동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4. 분석 방법

1) 체중 및 혈당 변화 측정

체중은 1주일에 1회씩 일정한 시간에 실험동물용 전자체중계(A & 

D Company Limited CE,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당 측정은 

매주 1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한 후 glucose oxidase 법에 근거한 간이 

혈당측정기(Glucotren Ⅱ, Roche, Germany)로 꼬리 정맥에서 채혈하여 

측정하였다. 

2) 조직시료 준비

8주간의 실험이 종료된 24시간 경과 후 Zoletil50Ⓡ (10 mg/kg, i.p; Vi-

bac Laboratories, Carros, France)을 이용하여 마취한 후 심장 조직을 

적출하였다. 조직 적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혈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4°C, 0.25M sucrose를 포함하는 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6.5) 용액을 각 시료 조직에 3배(w/v) 가한 후 Autohomogenizer (Ri-

kakMi kai GTR-1000)로 파쇄, 25,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

여 사용하였다. 

3) Western blotting 

Gel상의 단백질을 semidry blotting system (Trana-blot SD, Bio-rad)

에서 15 mM Tris-glycine buffer를 사용하여 65 V에서 90분 동안 nitro-

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 시켰다. Membrane을 5% BSA/TBS에 넣

Table 1. Resistance ladder exercise protocol 

Duration Intensity (% 1RM) Rest Repetition

Adaption period Weight Bearing 1 min All-out
1-4 weeks 50%, 75%, 90%, 100% 1RM
5-6 weeks I 단계(50%, 75%, 90%, 100% 1RM), 1RM+30 g
7-8 weeks II 단계(50%, 75%, 90%, 100% 1RM, 1RM+30 g), 1RM+6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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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시간 동안 blocking 시킨 다음 TBS용액에서 10분간씩 3회 세척한 

후, 0.5% BSA/TBS를 사용하여 1:1,000으로 희석한 primary antibody에 

membrane를 넣고 4°C에서 1시간 동안 shacking 시킨 후 TBS용액으로 

10분간씩 3회 세척하여 membrane에 결합하지 않은 1차 항체를 씻어 

주었다. Anti-rabbit IgR (2차 항체)를 0.5% BSA/TBS를 사용하여 1:3,000

으로 희석시킨 용액에 membrane를 넣고 1시간 동안 shacking 시킨 후 

항원과 결합하지 않은 2차 항체를 TBS용액으로 10분간씩 3회 세척하

였다. ECL detection reagent를 이용하여 Hyperfilm에 현상하고 표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표지를 스캔한 후,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 Image J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5.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 모든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그룹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 변인들에 대한 그룹 간 

평균의 차이 검증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며, 그

룹 간 유의성이 나타날 경우 사후검정은 LSD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

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체중 및 공복 혈당의 변화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운동 후 각 집단 별 체중, 공복혈당에 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체중은 통제집단이 당뇨집단(p< .001)과 당뇨+운

동집단(p< .01)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당뇨집단과 당뇨+운동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복 혈당은 당뇨집단(p< .05)과 당

뇨+운동집단(p< .0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당뇨 집단이 당뇨+운동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2. 심근 내 염증인자의 발현(IL-6, TNF-α, IL-10)

각 집단별 IL-6, TNF-α, IL-10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8주간 저

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IL-6은 통제집단이 당뇨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p< .05), 당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p< .05). TNF-α는 통제집단이 당뇨+운동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p< .05), 당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 .05). IL-10은 통제집단이 당뇨+운동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05), 당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5).

3. ERK1/2 단백질 발현

각 집단별 ERK1, ERK2에 대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8주간 저항성 

사다리 운동을 실시한 결과, ERK1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RK2는 통제집단이 당뇨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p< .05), 당

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이 비해 높게 나타났다(p< .05).

논  의

1. 체중 및 공복혈당의 변화

운동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혈중지질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다[33].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 운동은 체중의 감소를 통해 혈당 조

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뇨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일시적인 고강도 운동은 중강도 운동에 비해 식후 혈당이 더 낮

아 고강도 운동이 혈당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이 연구에서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체중의 

변화는 당뇨+운동집단이 당뇨집단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공복 혈당의 수치는 당뇨+운동

집단이 당뇨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항성 운동으로 인한 골격근의 증가와 당화혈색소

(HbA1c) 감소가 근 글리코겐 저장의 향상을 통해 혈당 조절을 돕는다

는 보고[35]나, 비만 당뇨쥐를 대상으로 저항성 사다리 운동을 시켰을 

때 지방량 감소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글루코스 흡수 개선에 긍정적인 

Fig. 1. Effects of 8 week resistance ladder exercise on body weight and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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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6]와 일치하며, 이를 토대로 미루

어볼 때 저항성 운동은 글루코스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심근 내 염증 인자 발현(IL-6, TNF-α, IL-10)의 변화

당뇨병 환자의 활동량 부족은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이는 IL-6 및 TNF-α 등과 같은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여 대

사관련 조절 이상[37]을 일으켜 다양한 합병증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IL-6와 TNF-α는 지방 및 근육조직에서 분비되며 혈관 내 염증을 유발

시키는 요인으로 비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38], 비만인을 대

상으로 운동을 실시한 결과 분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31,39]하고 있

다. 특히 다양한 운동 유형 중 저항성 운동은 당뇨병의 예방 및 개선 

전략의 한 방편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 비대에 

따른 당 수송체 발현의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Fig. 2. Effects of 8 week resistance ladder exercise on IL-6, TNF-α, IL-10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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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8 week resistance ladder exercise on ERK1/2 protein.

CON

β-actin

ERK1

ERK2

DM DM+EXE

2

1

0

ER
K1

/β
-a

ct
in

CON DM DM+EXE

p<.05
4.5

3

1.5

0

ER
K2

/β
-a

ct
in

CON DM DM+EXE

p<.05
p<.05



https://www.ksep-es.org314 |� Moon-Ju Kim, et al.  •  Resistance Exercise Effects on Myocardial Inflammatory Cytokines, ERK1/2 in Diabetic Rats

Vol.30, No. 3, August 2021: 309-317

보고되고 있다[40]. 또한 Rohling et al. [41]은 혈당 조절과 관련하여 저

항성 운동이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

였으며, Yoo et al. [42]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을 통한 간 

조직 GLUT-2 발현의 증가가 당뇨병 관련 pathway 개선과 향상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8주간의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심근 내 전-염증인

자인 IL-6는 통제집단이 당뇨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당

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TNF-α는 통제집

단이 당뇨+운동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당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IL-10은 통제집단이 당뇨+운동집단보다 높

게, 당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세 가지 

인자 모두에서 운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hun et al. [31]의 연구에서는 주 5회 저강도 저항운

동의 규칙적인 실시가 근력과 근육량 증가를 통해 IL-6와 TNF-α 농도

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와 혈

관 내피세포에 대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Adiponectin의 경우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모두에서 증가하였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저항성 운동이 염증성 사이토

카인 분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심장근에서 심혈관질환 및 

염증반응 조절 내재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LR4 단백질 발현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43]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

가는 심장 근육의 이화작용을 촉진시켜 대사성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

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TLR은 친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신체 염증반응 조절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44]. 한편, 항-염증성 유발인자인 IL-10은 인슐린저항성 및 합

병증의 중요한 인자이며, 이러한 인자를 개선시키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45]. IL-10은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면역 세포에서 방출되

는 항-염증성 cytokine이며 IL-10의 결핍은 당뇨 합병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일으킨다[46]. 이와 반대로 IL-10의 증가는 염증 반응을 조율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보존한

다[47]. Helmark et al. [48]에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 후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중 하나인 IL-10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IL-6 및 TNF-

α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당뇨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저항성 운동 실시한 결과 IL-10의 발현

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연구[42]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저항성 운동은 염증 반응과 인슐

린저항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3. ERK1/2 단백질 발현의 변화 

ERK 1/2는 세포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조절 효소 중의 하나로 여

러 가지 신호 전달에 관여하며 세포의 운동성 및 증식, 분화, 생존 등 

다양한 범위의 기질을 인식하여 세포 내에서 수많은 신호 전달에 관여

하는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49]. Yoon et al. [49]는 12

주 동안의 트레드밀 운동 후 각 집단의 ERK1/2 발현 정도를 측정한 결

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저항성 운동이 흰쥐 해마의 ERK1/2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 운동집단, 점진적 과부하 운동집단으로 나누어 8주간 

저항성 운동을 적용시킨 결과, 통제집단보다 운동집단이, 운동집단 중

에서도 점진적 과부하 운동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발현 정도를 나타내

어 저항성 운동이 ERK1/2 단백질의 발현을 자극하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50]도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8주간의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ERK1 단백질 발

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RK2 단백질 발현에

서는 통제집단이 당뇨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났고 

당뇨집단이 당뇨+운동집단과 비교하여 ERK2 단백질 발현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저항성 운동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고된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주 운동 직후 저강도 운동집단과 고강도 운동집단에서 모두 ERK1/2

가 감소 혹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51], 신

경 재생 촉진을 위한 운동 중재 연구결과 7일 운동집단에서는 ERK1/2

의 증가 경향이 보였으나 14일 운동집단에서는 기저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52]는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ERK1/2 단백질의 발현에 대하

여 인체 내 수많은 기전과 신경전달계, 운동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결과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ERK1/2의 또 다른 결과를 도출시킨 것에 이 연

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ee [22]의 연구에서 운동으

로 인한 ERK1/2의 발현이 골격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심장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폐에서의 ERK1/2 인산화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선

행연구와의 비교에서 이것이 손상과 관련한 사이토카인의 발현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보고와 비교하여 볼 때, 각 계통에 따른 차이 및 염

증 인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초기 혈당 관리를 위한 8주간의 저항성 

운동은 체중의 감소와는 독립적으로 심근 내 염증 인자인 IL-10를 증

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심근 내 염증 인자인 IL-6, TNF-α 생성 억

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포사멸 

조절 단백질인 ERK1의 발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

고, 저항성 운동이 ERK2 발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에 저항성 운동은 사이토카인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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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염증 인자를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보다 많은 운동의 종류 및 강도와 관련된 연구는 제2형 당뇨의 예방 

및 치료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제2형 당뇨합병증

에 대한 처치 및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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