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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도 운동과 라스베라트롤 투여가 고지방식이 비만쥐 지방조직의
대식세포 침윤과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영란, 박희근, 이왕록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Effects of Moderate Exercise Training and Resveratrol Supplementation on Macrophage
Infiltration and Inflammation in Adipose Tissue of Obese Mice
Young-Ran Lee, Hee-Geun Park, Wang-Lok Lee
Departmen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either resveratrol or exercise with a low fat diet on visceral and subcutaneous adipose tissue of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METHODS: C57BL/6 mice were fed a high fat diet for 12 weeks first and a low fat diet for 8 weeks later. Mice were divided into 5
groups: high-fat diet (HD), low-fat diet control (HLC), low-fat diet with resveratrol (HLR), low-fat diet with exercise (HLE), low-fat diet
with exercise plus resveratrol (HLER). The training groups ran on a treadmill at 12-20 m/min for 30-60 min/day, 5 times/weeks for 8
week. After the 20 weeks, visceral and subcutaneous adipose tissues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F480 mRNA expression of HLR, HLE, and HLER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HD in both adipose
tissues. CD11c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HLE, HLER in both adipose tissue. CD163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HLE, HLER in visceral adipose tissue only. Exercise groups were markedly inhibited TLR4 mRNA expression,
ICAM-1, VCAM-1 and IL-6, TNF-α, MCP-1 mRNA in visceral adipose tissue only. In visceral and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L-6,
TNF-α mRNA were partially prevented.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ercise or resveratrol with a low-fat diet have a positive effect to ameliorate the obeseinduced metabolic disturbances compared to a low-fat diet alone. However, it seems that exercise with a low fat diet is more effectively
macrophage infiltration in visceral than subcutaneous adipos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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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들이 시도되고 있다[4].
지방조직은 그 위치에 따라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구별되고, 그

비만한 지방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 분비를 촉진시키

크기나 구조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기능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내

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비만을 만성적 염증상황으로(chronic low-grade

장지방은 제2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발병과 관계가 깊고[5] 피하지

inflammation) 규정하고 있다[1-3]. 염증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과 같

방은 인슐린 저항성 유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6]

은 대사질환 발병과도 관계가 깊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다른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염증반응을 조

Corresponding author: Wang-Lok Lee Tel +82-42-821-6458 Fax +82-42-823-0387 E-mail leewl@cnu.ac.kr
*본 연구는 2015년 충남대학교 CNU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Keywords 비만, 운동, 라스베라트롤, 지방조직, 대식세포
Received 6 Jul 2017 Revised 24 Jul 2017 Accepted 1 Au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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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Copyright © 2017 Kore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https://doi.org/10.15857/ksep.2017.26.3.188

절하는 기능차이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비만유도 후 모든 마우스는 총 칼로리의 10% 지

최근 비만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비만동물의 지방조직에서 염증성

방이 함유된 저지방식이로 전환한 후 8주 동안 처리하였다(LFD,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chemokine) 생성이 증가되는 원인 중의 하나

D12450B, Research Diets New Brunswick, NJ). 집단분류는 총 5 집단으

는 지방조직 내 대식세포의 분화과정에서 대사적 불균형이 염증상황

로 고지방식이 통제군(high-fat diet: HD, n =5), 저지방식이 통제군(low-

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7,8]. 대식세포는 환경에 따

fat diet: HLC, n=5), 저지방식이와 라스베라트롤(low-fat diet+resveratrol:

라 서로 다른 형태(heterogeneity)로 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HLR, n =5), 저지방식이와 운동군(low-fat diet+exercise: HLE, n =5), 저

반적으로 대식세포 M1상태는 TNF-α, IL-6 등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

지방식이와 운동 그리고 라스베라트롤군(low-fat diet+resveratrol+exercise:

카인 생성이 증가하고, 대식세포 M2상황에서는 IL-4, IL-13같은 항염

HLER, n =5)으로 하였다. 실험동물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증사이토카인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조직의 대사적 균형을 유지

Care and Use Committee, No. 2009-3-29)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한다[7]. Lumeng et al. [7]은 비만동물의 지방조직에서는 대식세포 분

받았으며, C대학교 동물실험 위원회의 취급 규정에 따라 사육하고 실

화가 M2에서 M1상황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하면서, M1/M2 상황의

험하였다.

불균형은 대사성질환 발병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이에, 지방조직에
서 염증반응을 촉진시키는 인자로 알려진 대식세포 침윤을 억제하거
나, 세포 내 염증신호 경로를 차단하는 치료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비
만 개선을 위해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2. 운동 및 라스베라트롤 투여 방법
운동은 트레드밀 운동으로 실시하였고 일주일간의 적응기간(8 m/
min의 속도)을 거친 후, 준비운동은 8-15 m/min로 5-10분간 실시하고,

비만 개선을 위해서는 식이조절과 운동요법이 추천되고 있는데, 규

본 운동은 10-22 m/min 속도로, 운동시간은 30-60분간으로 점증적 과

칙적인 운동은 비만동물이나 비만인의 혈중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부하 원리를 적용하였다. 이 속도는 쥐과 동물의 최대 산소섭취량 60-

농도를 감소시키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 대사질환

76% 정도로 중 강도에 해당하는 운동강도로 이용되었다[14]. 운동 빈

예방을 위한 치료도구로 권장되고 있다[9,10].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폴

도는 1주일에 5일 간 8주 동안 수행하였으며, 통제집단도 운동집단과

리페놀(polyphenol)을 식이에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

똑같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사료와 물의 공급도 제한하였

는데, 폴리페놀의 항비만 효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항산화작용[11], 항

다. 라스베라트롤은 건조된 라스베라트롤을 구입하여(Sigma, St. Louis,

염증작용[12] 등이 보고되고 있다. 폴리페놀의 일종인 라스베라트롤은

MO, USA) 50%의 propylene glycon에 충분히 녹인 후 HLR, HLER 그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분자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세포

룹에 체중 당 10 mg/kg의 농도로 경구 투여하였다. 나머지 그룹에도

에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이 보고되고 있다[13]. 선행연구 결과

동량의 propylene glycon 용액을 경구 투여하였다.

들을 종합해보면, 저지방식이와 운동 또는 저지방식이와 폴리페놀 복
합처치는 비만으로 인해 증가된 대식세포 침윤을 억제하여 지방조직
에서의 염증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체중측정 및 지방조직 적출
체중은 미세저울을 이용해 일주일에 1번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마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비만개선에 효과

지막 운동이 끝난 24시간 후 모든 동물을 희생시켰으며, 분석을 위해

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저지방식이와 함께 운동 또는 저지방식이와 라

서 백색지방조직(white adipose tissue, WAT)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스베라트롤 섭취를 병행한다면 대식세포 침윤을 억제하고 염증상황

부고환 지방(epididymal fat), 신장주변지방(retroperitoneal fat), 장간막

의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과 폴리

지방(mescentric fat) 그리고 피하지방(subcutaneus fat)을 적출하고 생리

페놀의 복합처치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유전자 발현의 기능적

식염수(0.9% NaCl)에 세척한 후 액체질소에 넣어 분석 시까지 -70℃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냉동 보관하였다.

연구 방법

4. RNA 추출

1. 연구 대상 및 식이조성

넣고 homogenizer를 이용하여 20초 동안 조직을 간 후 상온에서 5분

Total RNA을 추출하기 위해서 Trizol 1 mL에 비복근 조직 200 mg을

본 연구는 5주령의 C57BL/6 종으로 총 25마리를 (주)중앙동물에서

간 방치하였다. 여기에 chloroform (Sigma, USA) 200 μL를 첨가하고

분양 받아 1주일간 적응기간을 두었다. 동물의 사육환경은 평균 온도

chloroform이 잘 섞이도록 15초 동안 혼합하며, 상온에서 3분간 방치

22 ± 2℃, 습도 50 ± 5%, 주/야 순환은 12시간(06:00-18:00 주간시간)주기

한 후 원심분리(13,000 rpm, 4℃, 15분) 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로 유지하였다. 비만 유도는 선행연구에 12주간 고지방 식이를 자유롭

새 튜브에 분리하고 동량의 isopropanol (Sigma, USA)을 첨가하여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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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RT-PCR					
Gene
F480
MCP-1
ICCAM-1
VCAM-1
CD11c
CD163
IL-6
TNF-α
TLR4
β-actin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CTTTGGCTATGGGCTTCCAGTC
CTTCTGGGCCTGCTGTTCA
CCTGATGGGCAGTCAACAGCTA
CTTCATCCCCACCATTGAAG
CTGGATAGCCTTTCTTCTGCTG
GGGTCATTCAGAGGCACACTG
TAGTCCTTCCTACCCCAATTTCC
CCTCCCTCTCATCAGTTCTA
ATGGCATGGCTTACACCACC
TCACCCACACTGTGCCCATCTACGA

GCAAGGAGGACAGAGTTTATCGTG
CCAGCCTACTCATTGGGATCA
ACAGCTGGCTCCCGTTTCA
TGAGCAGGTCAGGTTCACAG
GCACACTGTGTCCGAACTC
CTGGCTGTCCTGTCAAGGCT
TTGGTCCTTAGCCACTCCTTC
ACTTGGTGGTTTGCTACGAC
GAGGCCAATTTTGTCTCCACA
CAGCGGAACCGCTCATTGCCAATGG

Table 2. Change of body weight and white adipose tissue mass
Body weight
Epididymal fat
Retroperitoneal fat
Mescentric fat
Subcutaneus fat



(unit: g)

HD

HLC

HLR

HLE

HLER

45.96±1.32
2.20±0.43
1.45±0.34
1.52±0.41
4.83±0.73

42.74± 1.52*
1.70± 0.45*
0.69± 0.35*
0.65± 0.35*
3.37 ± 0.95*

41.75 ± 2.44*
1.56 ± 0.26*
0.68 ± 0.15*
0.40 ± 0.09*
3.16 ± 0.64*

38.43 ± 3.76*
1.15 ± 0.51*†
0.47 ± 0.15*
0.38 ± 0.09*
2.42 ± 0.71*
†

38.36 ± 3.53*†
1.21 ± 0.30*†
0.50 ± 0.11*
0.42 ± 0.09*
2.38 ± 1.06*

Values are mean ±SD.
HD, high-fat diet; HLC, low fat diet control; HLR, low fat die with resveratrol; HLE, low fat diet with exercise; HLER, low fat diet with exercise plus resveratrol.
*p<.05 significantly different to the HD group. †p<.05 significantly different to the HLC group.				

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13,000 rpm, 4℃, 10분) 하였다. 원심분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분석은 LSD를 사용하였다. 통

리로 바닥에 형성된 RNA pellet에 70% ethanol 1 mL를 첨가하여 2회

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세척(4,500 rpm, 4℃, 5분) 한 후, RNA pellet이 완전히 건조되면 0.01%
DEPC로 처리된 증류수를 150 μL 첨가하여 RNA pellet을 용해시켰다.
Forward 및 reverse primer의 배열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구결과
1. 체중 및 지방조직 무게의 변화

5. RT-PCR

8주간의 처치 후 체중과 지방조직 무게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체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이용하

중은 HD 그룹과 비교해 HLC, HLR, HLE, HLER 그룹 모두 효과적으

여 mRNA의 양을 측정하였다. Complementary DNA는 total RNA 2 μg

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HLE, HLER 그룹의 체중은 HLC 그룹과도 통계

과 reverse primer 0.5 μg을 혼합하여 최종 약 14 μL를 준비하여 75℃에

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서 15분 동안 열처리(heating)한 후, 5분 동안 얼음 속에 보관하였다. 여

백색지방조직의 부고환지방, 신장주변지방, 장간막지방 그리고 피하

기에 5X M-MLV reaction buffer, 10 mM dNTP mixture, 200 units M-

지방 무게는 HD 그룹과 비교해 HLC, HLR, HLE, HLER 그룹 모두 효

MLV RT (Promega, Madison, WI, USA)를 첨가하여 최종 양이 25 μL가

과적으로 감소하였다. 부고환지방 무게는 HLE, HLER 그룹에서 HLC

되게 한 후, 42℃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RT reaction 5 μL에 10X

그룹과 비교해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reaction buffer (Mg2+포함), 10 mM dNTP, 5 unites Taq polymerase (Solgent, Taeon, South Korea), 그리고 10 μM primer를 첨가하여 최종 50 μL

2. F480, CD11c, CD163 mRNA 변화

가 되게 한 후, RTC-100TM Programmable Thermal Controller (MJ Research, IN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쥐의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저지방식
이와 운동 그리고 라스베라트롤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F480, CD11c,
and CD163을 분석하였다(Fig. 1).

6. 통계처리

대식세포 침윤 표시자인 F480 mRNA 발현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모든 자료는 SPSS (20.0)를 이용하여 그룹별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

모두에서 HD 그룹과 비교해 HLR, HLE, HLER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처치에 따른 효과 검증은 일원변량분석

감소하였다. M1 표시자 CD11c mRNA 발현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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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ression of F480, CD11c, and CD163 mRNA in (A) epididymal and (B) subcutaneous fa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D. P-values are the result of post hoc LSD test when the one-way ANOVA was signific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D group.

두에서 HD 그룹과 비교해 HLE, HLER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감소되

식이와 운동 그리고 라스베라트롤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MCP-1,

었다. M2 대식세포 표시자 CD163 mRNA 발현은 내장지방에서만 HD

ICAM-1, and VCAM-1을 분석하였다(Fig. 2).

그룹과 비교해 HLE, HLER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피하지방
에서는 HLER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내장지방에서 MCP-1 mRNA 발현은 HD 그룹과 비교해 HLR, HLE,
HLER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피하지방에서는 그룹 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3. MCP-1, ICAM-1, VCAM-1 mRNA 변화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비만 쥐의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저지방
http://www.ksep-es.org 

내장지방에서 ICAM-1 mRNA 발현은 HD 그룹과 비교하여 HLE와
HLER 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고, HLE, H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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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ression of MCP-1, ICAM-1, and VCAM-1 mRNA in (A) epididymal and (B) subcutaneous fa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Ds. P-values are
the result of post hoc LSD test when the one-way ANOVA was signific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D group. †P<.05 significantly different to
the HLC group.

그룹은 HLC 그룹과도 ICAM-1 mRNA 발현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었다. 피하지방에서는 그룹 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내장지방에
서 VCAM-1 mRNA 발현은 HD 그룹과 비교하여 HLR, HLE, 그리고

4. TLR4, IL-6, TNF-α mRNA 변화

HLER 그룹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피하지방에서는 그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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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ression of TLR4, IL-6, and TNF-α mRNA of (A) epididymal and (B) subcutaneous fa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Ds. p-values are the result of
post hoc LSD test when the one-way ANOVA was signific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D group.

라스베라트롤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과 비교하여 HLE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피하지방에서는 그

TLR4, IL-6, and TNF−α를 분석하였다(Fig. 3).

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

내장지방에서 염증 신호에 관여하는 TLR4 mRNA 발현은 HD 그룹
http://www.ksep-es.org 

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와 TNF−α mRNA 발현은 각각 HD 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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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HLR, HLE, 그리고 HLER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감소되었다.

었고, M2 마커로 알려진, CD163 mRNA는 내장지방에서만 HLE,
HLER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피하지방에서는 단지 HLER 그

논 의

룹에서만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Noriaki et al. [22]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내장지

본 연구는 비만 개선을 위해 저지방식이와 운동 그리고 저지방식이

방, 피하지방 모두에서 HLE, HLER의 병행은 M1 대식세포 표시자로

와 라스베라트롤 처치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대식세포 침윤과

알려진 CD11c mRNA 발현을 억제시키고, M2 대식세포 표시자로 알

염증반응 조절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려진 CD163 mRNA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칙적인 유산

8주 간의 처치 후 체중과 내장지방, 피하지방의 무게는 HD 그룹과

소운동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무게를 감소시키고 지방조직의 위치에

비교하여 HLC, HLR, HLE, HLER 그룹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감소되

관계없이 대식세포 분화과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었다. 또한 HLE, HLER 그룹은 HLC 그룹과도 비교해 체중과 지방조직

증명하였다.

무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 치료를 위해서

현재까지 운동이 대식세포 침윤과 분화과정을 조절하는 분자적 기

는 운동과 식이를 병행하는 것이 체중과 지방무게 감소에 더욱 효과적

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나 한 가지 가능성은

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15,16].

지방세포에서 유래된 MCP-1은 지방조직으로의 대식세포 침윤을 유도

HLR 그룹은 HD 그룹과 비교해 체중과 지방조직 무게에서 감소하

하여 염증상황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21], 피하지방 보다

였지만, 저지방식이만 처치한 HLC 그룹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는 내장지방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하

못하였다. 라스베라트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고지방 식

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케모카인이나 협착분자들의 발현을 효과적으

이와 라스베라트롤 병행섭취는 체중과 지방조직 무게의 증가를 억제

로 감소시켜 대사적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17,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도 내장지방에서 MCP-1, ICAM-1, 그리고 VCAM-1 mRNA

지방간 지수에서만 미비한 개선이 나타났고 체중 변화에는 특별한 효

발현은 HLE, HLER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감소하였고, 피하지방에서

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9,20]. 선행연구를 정리해보

는 그룹 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저지방식이와 운동의 병행은 내

면, 라스베라트롤은 고지방식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사적 불균형을 일

장지방에서 MCP-1, ICAM-1, 그리고 VCAM-1 mRNA 발현을 억제함

부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폴리페놀의 처치기

으로써 지방조직으로의 대식세포 침윤을 감소시키고 M1 상황에서

간이나 처치농도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결론이 보고되고 있어 폴리페

M2 상황으로의 긍정적인 분화를 유도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놀의 항비만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HLR은 F480 mRNA 발현을 유의
하게 억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M1과 M2 상황의 조절과 케모카인 그

비만동물의 지방조직에서 대식세포 분화는 M2에서 M1 상황으로

리고 협착분자 발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라

전환됨을 증명하고 이는 대사성질환 발병과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

스베라트롤의 비만개선 효과는 식이조절과 비슷하다는 연구들이 보

려져 있다[2]. 본 연구에서도 HD 그룹은 다른 그룹들과 비교해 대식세

고되고 있고[18,19], Erlund et al. [11]는 폴리페놀 처치는 낮은 농도 보다

포 마커 F480 mRNA 발현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하지만 8주간의 처치

는 높은 농도를 처치한 그룹에서 식이제한 그룹과 비슷한 효과를 나

후,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F480 mRNA 발현은 HLR, HLE, HLER

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라스베라트롤이 비만을 개선하는 효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지방식이로

과는 식이조절과 비슷하거나 처치 농도에(dose-response)에 의존적이

유도된 비만동물의 지방조직에서 대식세포 침윤을 차단 후 염증성 사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카인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21]한 선행연구와도 일

지방조직에서 염증수용체 TLR4 활성은 하위기전에 있는 TNF-α와

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처치방법 HLR, HLE, HLER의

IL-6의 발현을 유도하여 염증상황을 유도하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복합처치는 지방조직에서 대식세포 침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

본 연구에서도, HD 그룹의 내장지방에서 TLR4 mRNA 발현은 현저히

써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항염증기능을 간접적

높게 발현되었다. 하지만 8주간의 복합처치 후 HLE, HLER 그룹은

으로 증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TLR4 mRNA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피하지방에서는 유의한

Noriaki et al. [22]은 16주간의 유산소운동을 통해 비만동물의 지방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HD 그룹의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조직에서 M1 대식세포 상황을 M2 대식세포 상황으로 전환시켰음을

높게 발현된 IL-6, TNF−αmRNA 발현은 각각 HLR, HLE, 그리고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M1 대식세

HLER에 의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IL-6, TNF−α와 같

포 알려진 CD11c mRNA는 HLE, HLER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감소되

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내장지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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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 그러나 Karla et al. [23]의 연구에서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2. Lumeng CN, Bodzin JL, Saltiel AR. Obesity induces a phenotypic

모두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 발현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switch in adipose tissue macrophage polarization. Journal of Clinical

본 연구에서도 비만동물의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에서 HLR, HLE, 그리

Investigation 2007;117(1):175-184.

고 HLER의 병행은 IL-6, TNF−α 발현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3. Suganami T, Nishida J, Ogawa YA. A Paracrine loop between adipo-

나타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내장비만과 염증상황과의 관

cytes and macrophages aggravates inflammatory changes: role of free

계만을 강조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모두 만성

fatty acids and tumor necrosis factor alpha. Arteriosclerosis, Throm-

적 염증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HLR, HLE, 그리고

bosis, and Vascular Biology 2005;25(10):2062-2068.

HLER의 병행은 비만으로 유발되는 염증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

4. Goodpaster BH, Krishnaswami S, Harris TB. Obesity, regional body

여 비만개선을 위한 치료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fat distribution, and the metabolic syndrome in older men and wom-

향후 연구에서는 피하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대사조절과 다양한 내분

en.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05;165(7):777-783.

비 기능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5. Fujioka S, Matsuzawa Y, Tokunaga K, Tarui S. Contribution of intra-

를 종합해보면, 저지방식이와 운동 또는 저지방식이와 라스베라트롤

abdominal fat accumulation to the impairment of glucose and lipid

의 병행은 식이조절의 단독 처치방법과 비교하여 비만으로 유도된 대

metabolism in human obesity. Metabolism 1987;36(1):54-59.

사적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라스베

6. Goodpaster BH, Thaete FL, Simoneau JA, Kelley DE. Subcutaneous

라트롤 섭취와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는 단독처치그룹들과 비교해

abdominal fat and thigh muscle composition predict insulin sensitivity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결론적으로 식이조절과

independently of visceral fat. Diabetes 1997;46(10):1579-1585.

운동의 병행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지
닌 것으로 판단된다.

7. Lumeng CN, DelProposto JB, Westcott DJ, Saltiel AR. Phenotypic
switching of adipose tissue macrophages with obesity is generated by
spatiotemporal differences in macrophage subtypes. Diabetes 2008;

결 론

57(12):3239-3246.
8. Satoh N, Shimatsu A, Himeno A, Sasaki Y, Yamakage H, et al. Unbal-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비만동물을 이용하여 8주간의 저

anced M1/M2 phenotype of peripheral blood monocytes in obese di-

지방식이와 운동, 저지방식이와 라스베라트롤 섭취가 내장지방 그리고

abetic patients: effect of pioglitazone. Diabetes Care 2010;33(1):e7-e7.

피하지방에서 각각 대식세포 침윤과 염증 유전자들의 변화를 살펴보

9. Lee YR, Park HG, Jang HY, Lee SK, Kim MH. The Effect of Endur-

고자 시도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결과 고지방식이 그룹과 비교하여 저지방식이와 운동, 저지
방식이와 라스베라트롤 병행처치는 체중과 지방조직 무게를 효과적으
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고지방식이 그룹과 비교해 저지방식이와 운동, 저지방식이
와 라스베라트롤 병행처치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모두에서 대식세포

ance Exercise Training on Inflammatory Cytokines, Apoptosis, and
FOXO Expression in Adipose Tissue of Hypertensive Rats. Exercise
Science 2014;23(2):89-98.
10. Jeong JH, Lee YR, Lee WL, Park HG. Moderate exercise training inhibits lipid metabolism and macrophage infiltration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Exercise Science 2015;24(2):161-167.

침윤, M1 대식세포 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M2로의 분화와,

11. Erlund I. Review of the flavinoids quercetin, hesperetin, and narin-

염증관련 분자들의 변화는 내장지방에서 그리고 저지방식이와 운동

genin. Dietary sources, bio activities, bioavailability, and epidemiology.

을 병행한 그룹에서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비만으로 야

Nutrition Research 2004;24(10):851-874.

기되는 대사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지방식이와
운동의 병행처치가 유익한 치료도구로 보여진다.

12. Lee YR, Kwon SM, Yoon AR, Min KE, Lee WL. Effects of either aerobic exercise training or quercetin supplementation with a low-fat diet
on lipid metabolism, mitochondrial biogenesis, and inflammatory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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