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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Long-term Exercise on the Expression of SPARC and OSM in Colon 
Cancer-induc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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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Exercise Science,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long-term treadmill exercise on the expression of SPARC and 
OSM in muscle, blood and colon polyp of colon cancer-induced mice.

METHODS: Thirty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Exercise group (EX, n=15), Control group (CON, n=15). Mice of EX, 
at 6-week of old, performed exercise at moderate intensity for 30 minutes, 5 days per week, during 12 weeks. At 17-week of old, all 
mice were injected AOM and DSS to induce colon cancer. Then EX kept doing exercise for another 12 weeks. The expression of OSM 
and SPARC in muscle, blood, colon polyp was analyzed using the ELISA kit. 

RESULTS: The OSM expression of EX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 in muscle (p<.01), but not in blood and polyps. On the other 
hand, the SPARC expression of EX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lon polyp (p<.01) compared with CON, however, there is no sig-
nificant difference in blood and muscle.

CONCLUSIONS: A 24-week treadmill exercise induced over-expression of SPARC and OSM in different tissues of colon cancer-
induced mice, therefore these could be one of important factors to demonstrate exercise effect on canc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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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마이오카인(myokine)은 근육에서 생성되어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cytokine)을 말하며[1], 사이토카인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자가분비(au-

tocrine)하여 근육의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인접한 세포

에 작용하거나(paracrine), 순환하여 다른 기관의 표적 세포에 작용하

여(autocrine) 세포간 활동을 조절한다[2]. 때문에 인체 기관 중 넓은 분

포를 차지하고 있는 근육계는 마이오카인의 생성 및 분비로 인해 내분

비 기관의 역할까지 담당할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1]. 

또한 마이오카인은 안정시보다 근육의 수축활동 시 더욱 과발현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신체 활동과 운동 역시 마이오카인의 생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 특히 운동으로 인해 

증가된 혈중 사이토카인 중 마이오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 조직

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4], 

Interlukin-6 (IL-6), IL-10, IL-15,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등이 

운동유발성 마이오카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5].

최근 연구들에서는 일부 마이오카인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기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ecreted Protein Acid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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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in Cysteine (SPARC)은 사이토카인 중 하나로 세포와 기질 간 상

호작용과 세포기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 세포기질(matricellular) 

단백이다[6]. SPARC는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등과 같은 성장 인자들을 통해 세포

의 형태변화와 증식에 관여하는데[7,8] 부적절한 SPARC의 발현은 암

의 발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9]. 암 종에 따라 양상이 다르기

는 하나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에서 SPARC의 발현 감소를 보고하

였고[10], 이처럼 종양 내 발현 감소나 비활성화된 경우 암 전이의 촉진

이 유도되며, 반대로 활성화나 발현이 증가할 경우 암 전이가 저하된다

고 하였다[11]. 특히 대장암의 경우 그 발현량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데 이는 유전자 촉진부(promoter) 과메틸화(hypermethylaton)로 인해 

억제되었으며[12], 세포자멸(apoptosis) 단백질인 caspase-3, caspase-8 등

의 조절이상과 연관되어 암 세포의 증식억제와 사멸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13]. 따라서 SPARC의 발현은 대장암의 진행이나 관리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SPARC의 조절을 통한 화학적 치료가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14]. 

이러한 최근 SPARC가 운동에 의해 인체 내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알려지고, 암의 관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 

Aoi et al. [13]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의 일회

성 사이클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 직후 SPARC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같은 대상자들을 4주간의 트레이닝한 이후에도 발현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Azoxymethane (AOM)으로 

대장암이 유발된 쥐의 경우 6주간 저강도의 운동에 의해 근육에서의 

SPARC mRNA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대장 조

직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달리 근육-특이적으로 

발생했음을 보고하였고[13], 다시 말해 SPARC 발현 증가를 위한 골격

근 사용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암 세포자멸과 관련이 있는 또다른 마이오카인으로는 IL-6 family 

cytokine로 알려진 Oncostatin M (OSM)이 있다. OSM은 다양한 조직

에서 다면 발현이 되며 염증 조절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caspase 활성

을 통해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이러

한 OSM 역시 운동 자극에 의해 근육에서 과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5] SPARC와 함께 운동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토카인들은 운동의 형태(type)와 운동강도(intensi-

ty)에 의해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L-6, IL-11, 

OSM, Leukemia Inhibitory Factor (LIF) 등은 운동직후 안정 시의 100

배 이상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 운동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현량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운동 종류에 따

라서 발현 종류와 양상도 달라지며 혈관신생과 관련 있는 IL-8, 근육

성장의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IL-15 등은 저항성 운동에 의해 과발현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운동 강도나 형태는 이러한 사

이토카인 혹은 마이오카인의 발현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그러나 OSM과 SPARC의 발현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회

성 운동이거나[19,20], 자발적 형태의 운동(voluntary wheel running)으

로, 규칙적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구성 트레이닝을 실시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암 모델에서 운동에 의해 OSM과 SPARC

의 발현성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운동의 강도나 장기

간의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4주간의 장기간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하

여, 종양세포의 증식과 사멸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SPARC와 OSM 

발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암에 대한 운동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출생시기(4주령, 18 g)가 동일한 Imprinting Control 

Region (ICR) 수컷 쥐(n =30)를 사용하였으며, 통제군(Control, CON), 

운동군(Exercise, EX)으로 15마리씩 무선 배정하였다. 

모든 쥐들은 S 대학교 G 연구소 내 동물 실험실에서 명암 주기가 12

시간 단위로 바뀌고(08:00-20:00), 20˚C ± 2˚C로 온도가 유지되는 환경

에서 사육되었다. 또한 물과 사료는 자유롭게 제공되었다. 

2. 운동 프로토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운동의 예방적 효과가 암 모델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 24주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운

동 중재 중 대장암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대

장암 유발 방법이 유발 시작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암 유발을 확인하

는 데까지 최소 80일(약 10주)의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21], 해당 기간

을 포함하여 운동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암 유발 확인과 함

Fig. 1. The Protocol of the study. AOM, Azoxymethane; DSS, Dextran Sodi-
um Sulfate.

Exercise

Inducing colon cancer
One AOM injection, three cycle of DSS in drinking water

A period of tumor development

Start

6 17 20 23 29 Sacrifice wk-old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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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장기간 운동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함이다(Fig. 1). 

본 운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6주령의 쥐를 대상으로 준비운동

과 정리운동을 포함하여, 일일 30분, 주 5회, 총 24주간 점증적 부하의 

유산소 트레드밀 러닝을 실시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의 강도는 Bedford 

[22]가 사용한 실험 쥐를 위한 트레드밀 운동 강도와 암 모델에서 적용

해 온 운동 강도를 참고하여 중강도(60-75% VO2max)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주차에 14 m/min으로 시작하여 2주마다 1 m/min씩 점증 

부하 하였고, 운동 시작 9주에는 18 m/min가 되게 하였다. 또한 대장

암 유발을 시작한 시점(운동 12주차)부터는 강도 증가에 대한 스트레

스를 줄이기 위하여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24주차까지 최종 트레드

밀 속도는 18 m/min가 되었다. 또한 암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전기 자극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제군은 운동군과 같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트레드밀 옆에 배치하였다. 구

체적인 운동프로토콜은 Table 1과 같다. 

3. 대장암 유발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유발을 하기 위해 Azoxymethane (AOM)과 

Dextran Sodium Sulfate (DSS)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AOM은 DNA를 알킬화하는 방법으로 암을 유발하는 화학제이며, 

DSS는 대장염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화학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OM/DSS 병행 방법은 만성 염증(chronic inflammation)에 의해 대장

암에 걸리게 되는 방법으로, 80일 정도 후 대장암 유발을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1].

구체적인 대장암 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7주령의 쥐의 복강에 

체중당 10 mg/kg의 AOM을 1회 주사하였고, 17, 20, 23주령에 DSS를 

식염수에 2.5% wt/vol로 희석하여 제공하였다. 29주령에 일부 쥐들을 

희생하였으며, 폴립의 생성을 통해 대장암 유발을 확인하였다. 30주령

에 분석을 위해 모든 쥐들을 희생시켰으며, 대장암을 유발한 모든 쥐

들에게서 폴립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측정항목 및 방법 자료처리방법 

1) 조직 적출 및 혈액 채취

24주간의 유산소 운동을 종료 후, 12시간 이상의 공복 후 안정을 취

한 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마취시켰다. 체중을 측정한 뒤 혈액을 

채취하고 대장 조직을 적출하였으며, 대장을 3부분으로 자른 다음 폴

립 유무를 확인하였다. 근육은 비복근(Gastrocnemius)을 기시점과 부

착점에 가깝게 절단한 후 정밀계량기(Sartorius BP61S, Germany)를 이

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절취한 골격근과 폴립은 0.9% NaCl에 0.16 

mg/mL의 헤파린이 첨가된 용매에 담아 적혈구를 제거한 후 homoge-

nizer를 이용하여 4˚C에서 균질화(homogenization)한 후 원심분리하

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3,000 × g, 4̊ C, 10분). 모든 조직 샘플은 Tissue-

tek으로 마운팅(mounting)을 한 후 액화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시킨 후 

분석할 때까지 초저온 냉동고(-70˚C)에서 보관하였다.

2) 체중 측정

동물 집단별 체중의 변화는 전자저울(mettler instrument AG CH-

8606, Switzerland)을 이용하여 2주에 1회씩 측정하였다. 또 복부지방

과 골격근 중 비복근(Gastrocnemius)을 최종 샘플 채취 시 최대한 기

시점(origin)과 부착점(insertion)에 가깝게 절단하여 정밀계량기(Sarto-

rius BP61S, Germany)를 이용하여 계량하였다.

3) Myokine 분석

혈액, 근육, 대장 폴립에서 SPARC와 OSM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효

소결합 면역흡수 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Uscn life science, USA)를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다. 모든 시약과 샘

플을 준비하고, 각각의 웰(well)에 100 µL의 sample과 standard를 분주

한 후 37˚C에서 두 시간 배양하였다. 내용물을 흡입하고 Detection Re-

agent A를 100 µL씩 분주한 후 37˚C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내용물을 

버리고 세척(wash)하기를 3번 반복하였다. Detection Reagent B를 100 

µL을 분주한 후 잘 혼합하여 37˚C에서 30분 배양한 후 세척하기를 5

번 반복하였다 90 µL 기질액(Substrate Solution)을 분주하고 다시 37˚C

에서 15-25분 배양하였다. 각각의 웰에 반응정지액(Substrate Solution)

을 50 µL씩 분주하고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50 nm 필

터에서 측정한 후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분석을 위해 윈도우용 SPSS 통계 

프로그램(ver.21.0)을 사용하였다. 체중과 근육량은 평균(M)과 표준편

차(SD)로, SPARC와 OSM은 평균(M)과 표본오차(SEM)로 나타내었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체중변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기간 동안 측정된 실험 쥐들의 체중 변화는 Fig. 2와 같다. 

Table 1. 24-week treadmill exercise protocol

Age (wk) Exercise duration Frequency Intensity (m/min)

6-7 1-2 wk 30 min/day 14
8-13 3-8 wk 5 d/wk 15-17
14-29 9-24 wk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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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주령과 30주령의 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령에서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17주령은 대장암 유발을 위해 

AOM을 주입한 시기로 운동군(EX)의 체중이 통제군(CON)에 비해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30주령은 AOM/DSS 방법에 

의해 대장암의 유발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AOM 주입 후 10주 이상)

로, 운동군(EX)의 체중이 통제군(CON)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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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pression of SPARC in skeletal muscle (A), blood (B), polyp (C) between control group (CON) and 24-week treadmill exercise group (EX). Values 
are means±SED. 
*: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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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xpression of Oncostatin M (OSM) in skeletal muscle (A), blood (B), polyp (C) between control group (CON) and 24-week treadmill exercise 
group (EX). Values are means±SED. 
**: p<.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Table 2. The difference of body composition

CON EX p

Body weight (g) 39.67±1.83 42.72±2.23 .026*
Gastrocnemius (g) 0.19±0.13 0.19±0.01 .296
Quadriceps (g) 0.22±0.02 0.24±0.01 .210
Abdominal fat (g) 0.70±0.35 0.26±0.08 .014*

Values are means and SD. 
CON, control group; EX, 24-week of treadmill exercise group.  
*: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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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 of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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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대장암 유발 쥐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4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에 참여하였던 대장암 유발 

쥐의 비복근(gastocnemius)량과 대퇴사두근(quadriceps)량은 통제군

(CON)과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24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에 참여하였던 대장암 유발 쥐의 복

부 내장 지방(abdominal fat)량은 통제군(CON)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p< .05). 

3.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SPARC에 

미치는 영향

장기간 운동에 의해 대장암 유발 쥐의 근육, 혈액, 대장 폴립에서의 

SPARC 발현을 분석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24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에 참여하였던 운동군(EX)의 SPARC 발현

은 통제군(CON)에 비해 대장 폴립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 .01). 그러나 비복근(gastrocnemius)과 혈중(blood)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05)으로 나타났다(Fig. 3).

4.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OSM 발현에 

미치는 영향

24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에 참여하였던 운동군(EX)의 OSM 발현은 

통제군(CON)에 비해 비복근(gastrocnemius)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 .01). 그러나 혈중(blood)과 대장 폴립(polyp)에서는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05)으로 나타났다(Fig. 4).

논의 

1.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 많은 연구들이 체중이 5-10%라도 감소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지만[23] 부적절한 체중감소 

역시 부작용과 문제점을 초래한다. 특히 종양세포의 대사과정에서 

LMF/ZAG, TNF-α, IL-6, IFN-γ 등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

에 따라 근육과 지방의 급격한 감소로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

나는데, 암 환자의 경우 5%의 체중감소는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생존율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24-26]. 

본 연구에서 17주령부터 AOM/DSS 방법에 의해 대장암을 유발시켰

다. 운동군(EX)의 경우 AOM을 주입하고 DSS를 음용한 17주령에 체

중이 4주전에 비해 약 12% 정도 감소하였고, 통제군(CON)과 비교하

여 현저하게 체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13). 이는 운동

군(EX)에서 통제군(CON)과 동일하게 AOM/DSS를 통해 암 유발을 실

시하였으나 운동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운동과 병행하

여 암을 유발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체중의 유의한 감소를 가

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암 유발방법은 AOM 

주입 이후 10주가 지난 시점부터 대장암 유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으로 27주령 이후부터 통제군(CON)의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0주령째 통제군(CON)의 체중은 4주 전(27주령째)에 비

해 약 11% 정도 감소하였고, 같은 주령의 운동군(EX)와 비교하여도 유

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26). 대장암 환자는 본래 체중

의 약 30%까지 감소하고, 이러한 체중의 감소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약 20-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운동은 SOD 등

과 같은 항산화 방어 기전의 증가와 NK 세포, IL-2 등의 항종양 면역 

방어체계를 촉진시켜 암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28,29], 본 연구에서 장기간의 규칙적인 운동은 암이 유발된 이후 

항염증 사이토카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중 감소 현상을 억

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대장암 환자에게 있어 체중 유지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

은 바로 근육량 유지이다. 대장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근 감소현상은 

암 환자들의 만성 염증, 피로, 대사 장애 등과 같은 증상들과 밀접한 연

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0,31], 근육량 감소와 근 기능 감소는 

호흡 관련 근육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7]. 특히 암 악액질(cancer cachexia) 증상이 나타난 암 

환자의 경우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32], 근육량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운동 중재는 암의 

진행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운동군(EX)의 근육량은 통제군(CON)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운동에도 불구

하고 암 유발쥐의 근육량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Daneryd et 

al. [33]의 결과와 일치하며, AOM/DSS 방법에 의해 대장암을 먼저 유

발한 뒤 12주간의 운동을 실시하였으나 운동군과 통제군의 근육량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 오지 못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일부 대

장암 모델(APC+) 쥐의 경우 운동에 의해 근육량이 증가하였음을 보

고하였으나[34,35]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는 대장암 유발 방식의 차이

로 여겨진다. APC+ 쥐의 경우 근육 내 세포자멸을 조절하는 단백질

(bax, bcl-2 등)의 발현 이상으로 근육감소는 물론 지방의 현저한 감소

로 암 악액질(cancer cachexia)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 비록 본 연구에서는 근육세포 자멸과 관련된 기전에 대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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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나, 이러한 기전이 AOM에 의해 유도된 암 모델이나 운동의 

중재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근육세포나 근육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 기전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군(EX)의 복부 지방량이 통제군(EX)에 

비해 약 3배가량 감소한 것(p=.014)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모델에서 복

부지방의 감소는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비만은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7,38], 허리-엉덩이 둘레비(WHR)는 성

인 여자의 대장암 용종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9]. 이러한 기전에는 IL-6, TNF-α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혈장 

농도 증가[40]와 혈장 인슐린 수치 증가에 따른 IGF-1과의 연관성과 관

련이 있으며[41], 운동은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억제[42]와 

혈중 인슐린 농도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지방 증가를 억제시키는 기전

을 작용한다[43]. 선행 연구들의 경우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을 실시하여 체지방, 몸통지방의 감소를 보고하였으며[44], AOM/

DSS에 유도된 쥐모델에서도 자발적인 러닝에 의해 지방의 감소가 유

의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며[45]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장기간 트레드밀 운동은 AOM/DSS로 유도된 대장암 쥐의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SPARC 발현에 

미치는 영향

SPARC는 세포 부착(cell adhesion), 혈관형성(angiogenesis), 세포 분

화(differentiation) 등의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으로[46], 인체의 대장

암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하여 그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어, 대

장암 환자에 있어서 SPARC의 발현 증가는 긍정적인 예후를 위한 중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47]. 

본 연구에서 총 24주간의 중강도 트레드밀 운동에 참여한 운동군

(EX)의 대장 폴립에서 SPARC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운동군(EX)의 비복

근(gastrocnemius)에서 통제군(CON)에 비해 상당한 발현을 나타내었

고(p=.055), 혈중에서는 통계적으로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79). 이와 같은 결과는 운동에 의해 SPARC의 발현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나 발현 조직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

타난다. Aoi et al. [13]은 정상 쥐를 대상으로 1회성 운동에 의해 간, 지

방 조직, 대장보다 근육에서 특이적인 발현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

며[13], 정상 성인의 1회성 사이클 운동은 운동 직후 혈액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이나 6시간 이내 안정 시 수준으로 복귀하였음을 보고하였

고 , 같은  대상자로  4주간의  지속적인  운동  후에도  안정  시  혈중 

SPARC 수준은 변함이 없고, 운동 직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24주간의 마지막 운동이 끝나고 하루가 지난 후 채

혈한 본 연구의 혈중 SPARC는 운동 후 안정시 수준으로의 복귀로 통

제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폴립에서의 유의한 증가와 근육에서의 과발현 경향성은 운

동의 효과로 여겨진다. 암과 관련하여 SPARC는 IL-8, Leukotrienes, 

Fas/FasL, IL-1 등과 같은 염증반응 인자들과 관련이 있고[48], 감소된 

SPARC는 종양세포의 증식(proliferation)과 사멸(apoptosi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3,14,49]. 운동의 효과는 염증 반응에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항염증 사이

토카인의 분비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따라서 본 연구에서 24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의 효과

가 염증반응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대장암 폴립

에서 SPARC의 발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4.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대장암 유발 쥐의 OSM 발현에 

미치는 영향

IL-6 family 사이토카인 중 하나인 OSM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며 세

포의 성장, 항상성 유지, 간 기능, 신경세포 성장과 골 유지를 위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또한 OSM는 다양한 조직에

서 종양 세포의 증식 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5,51,52], 

암 세포에서는 그 발현이 감소되어 있다[53]. 따라서 OSM의 조절은 암

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24주간의 장기간 운동에 의해 비복근에서 OSM의 발

현을 살펴본 결과 운동군(EX)에서의 발현이 통제군(CON)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혈중과 폴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Hojman et al. [5]이 수영 운동 직후 해

부한 정상 쥐에서 간, 비장 등의 다른 조직에 비해 근육(가자미, 비복

근, 경골근 등)에서 특이하게 발현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5]. 

OSM은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유방

암 세포로 알려진 MCF-7에 있어 의존적(dose-dependent) 효과가 있다

고 알려져 있고[54], 이는 Transcriptional suppression of synuclein gam-

ma (SNCG) 발현을 통한 종양세포 증식 억제와[52,55], p53, caspase 등

의 작용을 통한 종양 세포의 자멸(apoptosi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5]. 비록 운동 유발성 마이오카인과 암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 하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배양된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거나, 임

상 실험들도 일회성 운동 중재이며, 암 종에 따라 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는 제한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회성 운동에 의한 일시적 발현 증가가 아닌 장

기간 운동에 의해 안정 시 수준에서 유의미한 발현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OSM의 발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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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난소암, 폐암 등의 암종에서만 연구가 되어왔으므로[15,51,55], 대장

암에서 운동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운동 중재와 더불어 다양한 

운동 강도와 형태를 적용한 연구들, 암의 증식과 사멸에 관련한 변인

들의 변화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6주령의 ICR 수컷 쥐를 대상으로 중강도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하고 이후 암을 유발하여 근육, 혈장, 대장폴립에서 SPARC와 OSM

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장기간 지속된 트레드밀 운동은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를 유의미하

게 억제시켰으며, 복부 내장 지방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장기

간 지속된 트레드밀 운동은 대장 폴립의 SPARC 발현을 유의하게 증

가시켰으며, 근육에서 OSM의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장기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암세포자멸 

과 증식억제와 관련이 있는 SPARC와 OSM 발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암에 대한 운동의 효과를 밝히는 기전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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