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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D-Gal/LPS로 유도된 마우스의 급성 

간 부전에 미치는 효과 

조진경, 박수현, 강현식

성균관대학교�스포츠과학과

서 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

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 뇌졸중, 지방간 및 

암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높은 심폐체력은 심혈관 질환 및 암 사망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운동부족 혹은 비만은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양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3,4], 이는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항산화(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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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on Acute Liver Failure Induced by 
D-Galactosamine/Lipopolysaccharide in Balb/c Mice
Jin-Kyung Cho, Soo-Hyun Park, Hyun-Sik Kang
College of Sport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tective role of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against acute liver injury induced by D-galactos-
amine (D-Gal)/lipopolysaccharide (LPS).

METHODS: A total of 30 male BALB/c mice aged 5-week were randomly assigned to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group (EX, n=10) 
or control group in cage (Non-EX, n=20) for 10 weeks. Peritoneal injection of D-Gal (700 mg/kg body weight) and LPS (10 μg/kg body 
weight) was applied to induce acute liver injury, and liver tissue was harvested 6 hours after the injection.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ing was used for liver histology. Real-time PCR was used to quantify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and anti-inflammatory 
genes in the liver.

RESULTS: The liver histology showed that D-Gal/LPS treatment resulted in hepatic damage and increased number of neutrophils in 
conjunction with upregulation of hepatic IL-6 and TNF-α mRNAs and downregulation of hepatic PPARα and SIRT1 mRNAs. On the 
other hand, the 10-week interval training resulted i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ardiorespiratory fitness assessed as run time to 
exhaustion on a treadmill. In addition, the interval training attenuated the D-Gal/LPS-induced liver damage and increased number of 
neutrophil in conjunction with downregulation of hepatic IL-6 and TNF-α mRNAs and upregulation of hepatic PPARα and SIRT1 
mRNA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suppresses the D-Gal and LPS-induced acute liver damage 
and inflammator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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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xidation) 혹은 항염증(anti-inflammation) 반응의 향상은 급성(acute-) 

혹은 만성적 간질환(chronic liver disease)의 임상적 결과를 최소화시키

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지방조직에서 항염증 싸이토카인인 아디포넥틴(adiponectin)을 분비 

시키는데 아디포넥틴은 간에서 아디포넥틴 수용체를 통해 후속반응기

인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와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s-α (PPARα)를 통해 NFkB, TNF-α 및 IL-6 등의 친염

증성 싸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5].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운동

에 의한 항염증 싸이토카인 증가는 세포사멸 유도를 통해 간암으로의 

진행을 지연 혹은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미토콘드리아 기능상실은 간의 지방독성 혹은 산화성 스트레

스를 증가시켜 간질환을 가속화시키지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생

합성 및 지방산화 관련 효소의 활성도 증가를 통해 간질환을 억제시

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간질환에 대한 운동 트레이닝의 효과는 운동 

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예로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저강도/중강도에서 지속하는 운동에 비해 고강도 인터

벌 운동이 지방간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향상 및 항염증 싸이토카인 분비 증가로 인한 인

슐린 민감성 증가를 통해 지방간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8]. 

급성 간 부전(acute liver failure)의 발병율은 낮지만 치사율이 높은 

간질환으로 간에 광범위한 부분에서 급성 간세포 괴사가 일어나 간 기

능의 상실과 염증반응의 증가가 가장 큰 특징이다[9]. 급성 간 부전 연

구는 동물모델에서 많이 연구되는데 lipopolysaccharide (LPS)와 D-ga-

lactosamine (D-Gal)의 복합처치는 간 특이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LPS와 D-Gal은 간의 대식세포(macrophage)인 쿠퍼 

세포(kupffer cell)를 활성화 시키고 전사인자인 NF-kB를 활성화시켜 

염증성 싸이토카인인 TNF-α의 발현을 증가시켜 간 부전을 일으키는

데 이는 사람 간염의 병리학적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운동은 급성 간 부전에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고강도 운동을 통한 유산소성 체력 증진이 

급성 간 부전의 임상결과에 대한 보호 효과를 연구한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주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

한 체력증가가 LPS와 D-Gal 복합처치로 유도된 급성 간 부전에 대한 

보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컷 4주령 BALB/c 마우스 30마리를 오리엔트바이오(ORI-

ENT Bio, Suwon, Korea)로부터 구입하여 1주간의 환경 적응 기간을 가

진 후 케이지 당 마우스 5마리씩 넣어 사육하고 물과 사료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사육실 온도는 21̊ C로 유지하였고, 명기와 암기는 

각각 12시간으로 조절하였다. 마우스의 체중은 매주 같은 요일에 측정

하였다. 본 연구는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 (AAALAC International) 인증기

관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동물관리사용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

으며,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시행하였다.

2. 연구 설계 

총 30마리의 5주령 마우스를 무작위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그룹(EX, n =10)과 비운동 그룹(non-EX, n =20)으로 나누었다. 10

주간 운동 중재 후, 비운동 그룹(non-EX+D-Gal/LPS, n =10)과 운동 그

룹(EX+D-Gal/LPS, n =10)에 D-Gal/LPS를 처치하였고 아무 처치도 하

지 않은 대조군(CON, n =10)집단으로 총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마우

스 체력은 탈진 운동을 통해 측정하였고, 체력 측정 48시간 후 D-Gal/

LPS를 이용하여 실험동물의 급성 간 손상을 유도하였다. 

실험동물의 급성 간 손상은 마우스 체중(kg) 당 700 mg의 D-Gal 

(Sigma-Aldrich, Taufkirchen, Germany)과 10 μg의 LPS (Sigma-Aldrich)

를 생리식염수로 용해시켜 복강 내로 투여하였다[11]. 이때 대조군 집

단은 생리식염수만 주입하였다. LPS를 투여하고 절식시킨 후 6시간 뒤

에 마취한 후 희생하여 간을 적출하였다.

3. 운동 처치 

운동은 트레이드 밀(Columbus Instruments, Inc., Columbus, OH)을 

이용하여 10주간 주당 5회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운동집단은 2주간 운동 프로그램 적응 훈련을 통해 트레이드밀 속도

와 운동 시간을 점증적으로 증가시켜 3주차에는 22 m/min 속도로 2

분, 12 m/mim 속도로 1분을 1 cycle로 하여 총 12 cycles (36분) 동안 본 

운동을 하였고, 본 운동 시작 전과 후에 각각 10 m/min에서 준비운동

과 정리운동을 실시하였다.

10주간 인터벌 운동 트레이닝 후, 마우스의 체력은 트레이드 밀을 

이용한 탈진 운동(running to exhaustion test)으로 평가하였다. 탈진 운

동은 트레이드 밀 경사도 5°에서 8 m/min의 속도로 시작하여 매 2분

마다 1.8 m/min씩 증가시켜 탈진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운동 지속 시

간으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평가하였다[12]. 비운동 집단의 경우 트

레이드 밀과 친숙해지기 위해 탈진 운동 전 2일간 15 m/min으로 10분

간 운동을 실시하였다.

4. 측정 변인 

1) 조직면역실험(H&E staining)

간 조직은 파라핀(paraffin)블록을 만들어 10% 포르말린 용액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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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고정한 뒤 microtome (CM3050S, Leica Microsystems, Nussloch, 

Germany)에 5 μm 두께로 절편을 만들었다. 슬라이드를 흐르는 물에 

헹군 뒤 alum haematoxylin 용액에서 핵을 염색한 후 흐르는 물에 헹

구고, 그런 다음 0.3% acid alcohol 용액과 흐르는 물에서 순서대로 헹

군 후 eosin 염색을 실시하고 봉입하였다. H&E 염색 슬라이드는 광학

현미경(Leica DMLS,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을 통해 관

찰하고 사진촬영 하였다.

2) RNA추출 및 Taqman real-time PCR

간 조직의 total RNA는 RNeasy mini kit (Qiagen, Valencia, CA, USA)

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diethyl pyrocarbonate (Sigma, St. Louis, MO, 

USA)를 처리한 증류수에 녹여 분석 전까지 -70˚C에서 보관하였다. 

RNA의 농도는 Nanodrop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eal-time PCR (Applied Biosystem, Fos-

ter City, California, USA)은 30 ng의 RNA와 Taqman probe 및 Taq-

ManTM RNA-to-CTTM 1-Step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

하여 RNA 발현량을 정량화 하였다. 모든 PCR 반응은 3번 반복실험

을 수행하였고, β-actin을 이용하여 모든 표본의 발현을 균일화 하였다. 

5.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 ± SD)로 표기하였다.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 검정은 독립 표본 t-검정(unpaired t-test)을 이

용하였다.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법(One-way ANOVA)을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LSD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PC (version 18.0)를 이용하고 가설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운동 유무에 따른 운동 수행능력 비교 

10주간 인터벌 운동 트레이닝은 마우스 체중에 유의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Fig. 1A). 10주간 인터벌 운동 트레이닝 후 마우스의 유산소성 

체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탈진 운동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운동군에서 운동을 지속한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군에서 유산소성 체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1B). 

2.  운동이 D-Gal/LPS로 유도된 간의 조직학적 형태에 미치는 

영향 

10주 간 인터벌 운동 후 D-Gal/LPS 처리하여 6시간 후 희생하였고 

적출된 간의 형태학적 특징을 H&E 염색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은 조직학적으로 정상적인 형태였으나 비운동 집단에 LPS 투여

군은 간조직의 disarray의 형태가 관찰되었고 호중구 세포(Neutrophil)

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10주간 인터벌 운동을 한 

집단에 D-Gal/LPS를 처리했을 경우 간조직의 형태가 비운동 집단에 

비해 비교적 유지가 잘 되었고 호중구 세포가 덜 모여있는 것이 관찰되

었다(Fig. 2). 

3.  운동이 D-Gal/LPS로 유도된 간의 항 염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

 10주간 인터벌 트레이닝이 마우스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간 조직의 RNA 발현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운동 집단

에 D-Gal/LPS 처리는 IL-6와 TNF-α의 RNA 발현양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마우스 그룹에 D-Gal/LPS 처리는 IL-6와 TNF-α의 발현을 유의하게 

Fig. 1. Effects of interval training on mice body weight (A) and exercise capacity (B).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Unpaired t-test was used to compare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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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켰으나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되지는 않았다(Fig. 3). PPARα와 

SIRT1 mRNA 발현양은 비운동 집단에 D-Gal/LPS를 처리했을 때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주간 고강도 인터

벌 트레이닝은 D-Gal/LPS에 의한 PPARα 및 SIRT1 mRNA 발현 감소

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논 의

본 연구는 10주간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한 심폐체력 향상

이 D-Gal/LPS 처치로 유도된 급성 마우스 간 부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주간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마우스의 유

산소성 운동능력을 증가시켰고 급성 간 부전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Gal/LPS 처치 6시간 후 간 조직을 적출하

여 확인했을 때 운동 트레이닝은 간으로 호중구의 침윤과 염증반응의 

증가 현상을 억제하여 간 부전에 대한 보호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PS는 간 조직의 대식세포 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Toll-like receptor 

(TLR)를 통해 대식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싸

이토카인 분비를 자극하게 된다. 즉, LPS 처치 후 대식세포의 TLR 인

식을 통해 유도되는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과다한 분비는 내재면역반

응(innate immune response)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14]. 특히, TNF-α의 과발현은 호중구(neutrophil) 활성화 그리

고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활성화를 통해 NO 생성을 증

가시킴으로써 조직의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

지고 있다[15,16]. 

이 점에서 본 연구 결과 10주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D-Gal/

LPS 처치에 따른 호중구의 침윤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유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Wistar-Kyoto rats을 대상으

로 4주간 트레드밀 운동이 LPS 처치 후 혈중 호중구, 단핵구 및 백혈구 

수치의 증가를 억제시키고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감소시킴으

로써 간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보고한 Chen et al. [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Olesen 

et al. [18]은 임상연구를 통해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 LPS를 유도하여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켰을 때, 혈중 단핵구와 호중구 세포 수가 체력

이 좋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은 박테리아 감염 

등으로 인한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백혈구, 단핵구 및 호중구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간 조직의 손상 및 기능 상실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찰된 급성 간 부전으로 인한 조직 손상과 기능 

Fig. 3. Effects of interval training on 6-h exposure to D-Gal/LPS for mRNA 
expression of IL-6, TNF-α, PPARα and SIRT1. mRNA levels were normalized 
to β-actin.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One-way ANOVAs followed by 
LSD post-hoc tests, if necessary, were used to compare mean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Superscripts with different letters (i.e., a-b, b-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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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에 대한 체력 증진의 보호 혹은 억제 효과는 IL-6 및 TNF-α와 같

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발현 증가 억제를 통해 유도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Olesen et 

al. [18]의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훈련을 통한 

심폐체력수준이 높은 사람이 심폐체력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LPS 

처치 후 혈중 TNF-α 및 IL-6의 중가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

며, 이는 운동에 의한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졸 수준의 증가로 인한 항

염증 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19,20]. 

최근 동물 연구에 의하면 7주 간 자발적인 휠 운동을 한 후 LPS와 

D-Gal을 복합 처치하여 간 특이적인 손상을 일으켰을 때, 운동 집단은 

비 운동 집단에 비해 간 조직의 IL-6, IL-1β, TGF-β mRNA의 발현량과 

간 세포 사멸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아지는 등 간 조직의 손상에 대한 

보호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1]. Peppler et al. [22]의 연구에

서도 10주간 자발적인 휠 운동을 한 후 LPS를 처치 했을 때 간 조직의 

IL-6, TNF-α, IL-1β, Ccl2, Nos2와 같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발현이 증

가가 비 운동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운동 집단에서 억제 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HSP70/720의 발현 증가로 인한 간 조직의 항염증 반응의 

긍정적인 결과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PPARα는 핵 호르몬 수용체로 지질대사, 포도당 항상성, 단백질 대

사 및 세포 분화에 관여하며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해 염증반응에도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23]. Yoo et al. [24]의 연구에 의하면 PPARα 

null 마우스에 10 mg/kg의 LPS를 처치했을 때, PPARα가 정상수준으

로 발현되는 wild-type 마우스에 비해 간 손상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STAT1과 NF-kB-p65의 활성화가 매개되어 염증성 싸

이토카인의 증가와 항산화 효소 및 미토콘드리아 복합체(mitochon-

dria complex)의 비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 LPS/D-Gal 복합처치 후 비 운동집단의 간 조직에서 PPARα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운동 집단의 PPARα 발현량은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아 10주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에 따른 PPARα의 발현 증가가 간 조직의 항염증 반응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Sirtulin1 (SIRT1)은 NAD+의존적인 탈아세틸효소로 산화스트레스 

반응에서 염증과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SIRT1은 또

한 D-Gal/LPS 유도에 따른 다양한 조직의 독성유발에 대한 보호 효과

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25]. 본 연구에서도 LPS 처치 후 

비 운동 집단은 대조군에 비해 간 조직의 SIRT1 mRNA 발현량이 유

의하게 감소했지만, 운동집단의 SIRT1 mRNA 발현은 대조군 수준으

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 유사하게 Irahara et al. [26]의 연구에서도 

LPS 처치 후 낮은 강도의 트레이드 밀 운동을 실시한 다음 생존시간

을 측정해 본 결과 운동 집단은 비 운동집단에 비해 생존율과 지방산

화(fatty acid oxidation)가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특히 PGC1α

mRNA 발현량이 유의하게 더 증가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SIRT1이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및 지방산화가 생존율에 긍정적인 효

과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운동을 통한 체력의 증가는 

항염증 뿐만 아니라 산화성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는 항산화 반응 

및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 기능 증가를 통해 급성 간 부전으로 인한 

간 조직의 손상과 기능상실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10주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한 체력 증진은 급

성 간 부전에서 항염증과 항산화 반응을 증가시킴으로써 간 조직의 

손상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 체력의 증진이 박테리아

의 감염과 같은 급성 염증 상황에 급성 간 부전에 의한 간 조직의 손상

과 기능 상실을 완화 혹은 지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급성 간 부전에 대한 항염증 

효과를 매개하는 하위 매커니즘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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