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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Moderate Intensity Treadmill Exercise After  
Restraint Stress Induced ERK-mediated Anxiety and 
Depression 

서 론

스트레스는 신체에 주어진 위협적이고 흥분되는 상황
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현상이다. 장
시간 스트레스의 노출은 피로와, 행동능력감소로 이어져 
불안 및 우울증 유사 증세를 보이게 된다(Sierles, Chen & 
McFarland, 1983). 스트레스에 제한적으로 짧은 기간에 노
출되면 일시적 스트레스,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만

성적 스트레스라 하며 특히 일시적 스트레스는 정서적 혼
란과 일상생활의 활동력 저하, 심리적 탈진이 발생한다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Smith, 1986). 만성적 스
트레스에 노출 시 집중력 저하로 일의 능률감소, 운동 시 
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인지능력 저하 및  불안증과 우울증
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atheny, Aycock & Pugh, 
1986; Smith, 1986). 특히 지속된 스트레스는 우울증 및 외
상 후 스트레스 질환과 같은 정신 병리학적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Hayley, Merali, & Anisman, 2003). 우울
증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지속적
인 상실감 및 무력감, 나아가서 자살기도를 포함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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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hronic stress cause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disorder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relieve this stress is regular moderate intensity exercise. However effect of exact role of 
moderate intensity exercise on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is not clear. This study aim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mmediate moderate intensity exercise after stress on anxiety, depression-like behavior and motor ability.

METHODS Six-week-old male wister rat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 which were control(CT) group, restraint 
stress (RS) group and treadmill exercise after restraint stress (EX) group. RS and EX group were subjected to re-
straint stress (1h/day) for 5 days, while CT group were stay in normal condition. Immediate after restraint stress, 
EX group were subjected to treadmill-running (30min/day) for 5 days immediate after restraint stress. Free mov-
ing tests and open field tests were used to analyze behavior and athletic competence such as anxiety and de-
pression, and phosphorylation levels of ERK were assessed using western blotting of the brain hippocampus. 

RESULTS In free moving test, freezing time of EX group were increased compared to RS group(p<.05) and CT 
group(p<.05). On the other hand, Velocity of EX group were decreased compared to RS group(p<.05) and CT 
group(p<.05). In open field test, velocity, distance and frequency in center of RS group were lower than CT 
group(p<.05) and EX group were lower than ST group(p<.01). Phosphorylation of ERK were increased on EX 
group. 

CONCLUSIONS Immediate moderate intensity treadmill exercise after restraint stress increased anxiety and 
depression-like behavior and decreased motor ability. Furthermore, the activity of ERK protein associated with 
stress and depression was increased by immediate exercise after stress. The results suggest that immediate exer-
cise after stress can lead to mental and physical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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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증상이 다양하며 인간의 정
신건강 진단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Miché, Hofer & 
Voss, 2017). 이러한 우울증 및 불안증은 항우울제를 사용
하는 약물치료법과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으로 치료가 가
능하며, 운동을 통한 항우울 치료는 약물처리법보다 우
울증 재발생 비율이 낮다(Babyak, Blumenthal & Herman, 
2000; Blumenthal, Babyak & Moore, 1999; Fasting, 1982; Ross 
& Hayes, 1988). 또한 우울증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항
우울제는 치료 효과를 보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치료효과도 우울증 환자의 50~60% 에서만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Dulawa, Holick & Gundersen, 2004; 
Duman & Monteggia, 200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유,무산소 운동은 항우울 치료

에 사용되지만 그 중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증 감
소에 효과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평상시 수준
으로 빨리 회복시킨다(Pacak & Palkovits, 2001). 특히 트레
드밀 운동은 단기, 장기적인 실행을 통해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이다. 트레드밀 운동의 강도는 트레드밀 속력, 기
울기 및 운동시간을 기준으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뉘며 각 강도마다 다른 효과를 보인다(Mead, Morley & 
Campbell, 2008). 
규칙적인 저강도, 중강도 트레드밀 운동은 어린 쥐의 

뇌에서 스트레스로 감소된 뇌의 중추 신경전달물인 5-hy-
droxytryptamine(5-HT)의 발현을 증가시켜 5-HT 기능장
애로 나타나는 우울증과 행동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
적으로 나타났다 (Kim, 2008). 장기간(3개월 이상)의 규칙
적인 저·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부피를 증가시키
며 뇌의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영역 간의 상호 연결성을 증
진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Erickson & Kramer, 2009; 
Ruscheweyh, Willemer & Kruger, 2011), 또한 신경세포 수준
에서 유산소운동은 신경세포생성(neurogenesis)을 증가
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뇌의 구조적 기능적 개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 및 인지기능 향상과 신경조직을 
개선하여 뇌 가소성(Plasticity)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Fordyce & Wehenr, 1993; Kempermann, Van & Gage, 
2000; Van, Kempermann & Gage, 1999). 이와 관련한 운동
으로 유도될 수 있는 뇌 신경가소성 변화의 대표적인 성
장인자인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작용
으로 하위 신호전달 경로에 있는 Protein kinase B(PKB)와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의 활성을 조절
한다(Revest, Roux & Roullot-Lacarrièreet, 2014). 또한 ERK

의 활성화는 뇌의 해마에서 스트레스로 활성화된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CREB)를 통해 c-fos 발현을 증가
시키며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MAPK)의 신호전
달을 유도하는  일시적인 생리학적 스트레스의 원인 분자
로 보고되고 있다 (Ferrer, Friguls & Dalfó, 2003).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불안증, 우울증 완화

와 뇌의 가소성 및 인지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는 중강도 
운동을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 실행하여 이를 해소하고
자하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Rat 을 이용하
여 감금스트레스 처치 직후 중강도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
에 따른 운동능력, 불안감, 우울감의 변화와 신경세포 내
의 중요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인 ERK의 활성변화를 분석
하여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6주령의 Rat은 대한바이오링크 (Dae-
han Biolink Inc, Korea)에서 구입하여 12시간의 주 ∙ 야간
주기 (주간주기, 오전 8시–오후 8시), 온도 23°C ± 2°C 습
도 50%에서 사육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항균 처리된 사료
(Purina Mills, Korea)와 수분섭취는 제한 없이 공급하였으
며, 실험의 모든 동물의 처치는 corticosterone 농도의 주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실험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 오전 9
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KAMS)의 권장사항에 따라 진
행하였다.  

실험설계 및 절차

트레드밀 운동과 감금스트레스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
여 집단은 대조군 그룹(CT), 감금스트레스 그룹(RS), 감금
스트레스 후 트레드밀 운동 그룹(EX)으로 각 15마리씩 구
분하였다. RS그룹은 투명 아크릴로 구성된 restrainer(지
름 5 cm x 길이 20 cm)에 rat을 최소한의 핸들링을 통해 넣
고 restrainer 선단에서 큰 호흡 구멍을 통하여 충분히 환기
를 제공하였다. 앞�뒤�상�하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하루 1
시간씩 7일 동안 적용하였다. EX그룹은 감금스트레스 적
용 1시간 뒤 즉시 트레드밀을 이용한 지구성 운동을 실시
하였다. 운동 강도는 경사도를 0%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30분 동안  13 m/min의 중강도 운동으로 7일간 실시하였
다(Kim, 2008).  운동 시 뇌신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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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넣고 초음파 분쇄기로 30초간 분쇄 후 15분간 얼음에 
유지한 뒤 4°C에서 1000 g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crude 
brain fraction을 분리하고 bradford assay를 통하여 20μg씩 
10% SDS-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PVDF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전이시킨 후, 5% Skim milk가 첨
가된 1×TBST 용액으로 30분 동안 실온에서 blocking시킨 
후, p-ERK �r177/�r160 (cell signaling, 1:1000), ERK(Santa 
Cruz, 1:1000), β-actin (abcam, 1:4000) 항체를 이용하여 4�
에서 8시간 탐침 하였다. 이후 TBST 완충액으로 10분간 
5회 세척 후 각 항체에 따른 2차 항체인 Mouse-HRP(San-
ta Cruz, 1:5000), Rabbit-HRP(Santa Cruz, 1:5000)를 상온에
서 1시간 동안 반응 후 TBST로 1시간동안 4회 membrane
을 세척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Bios-
esang, Korea) 반응을 유도 한 후 CHemiDoc (Bio-Red, USA)
을 사용하여 이에 반응하는 단백질의 밴드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든 측정 자료는 PC / SPSS(Ver-
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기술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측정된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오차를 기술하고 각 
그룹 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집단 간의 체중 변화

감금 스트레스 자극과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한 5일 동
안 각 그룹의 체중 변화를 측정하였다(Figure 2).  체중은 
스트레스 처치 및 운동 실시 1일째부터 5일까지 모든 그
룹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점을 보
이지 않아 단기간의 감금스트레스 및 중강도 운동은 실험
동물의 체중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스트레스 직후 중강도 운동에 의한 운동활동 감소

각 그룹간 공포의 정서 변화를 반영하는 행동분석을 
위하여 각 그룹간 Free moving test를 실행 하였다(�gure 3). 
행동검사 1분후에는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2분경과 후부터 EX그룹의 이동속도가 CT그룹에 
비하여 82% 까지 유의하게 낮아지고 4분후에 최대 84%까
지 낮아졌으며 RS그룹에 비하여 69% 까지 유의하게 낮았
으며 그 차이가 유지되었다(p<.01) (Figure 3A). 

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자극은 사용하지 않으며, 
매일 감금 스트레스 전 몸무게를 측정하였다. 행동검사는 
감금스트레스 직후와, 감금스트레스 후 트레드밀 운동 직
후에 실시하였다(Figure 1).

Free Moving Test

불투명 벽(35 cm)으로 둘러싸인 개방영역(80 x 80 cm)
에 CT, RS, EX 실험군 rat을 즉시 넣고 10분 동안 행동을 
video camera로 촬영하였으며,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EthoVision system(Noldus 11.5ver, Netherlands)과 연동하여 
1분 간격으로 rat의 이동속력을 측정하고 10분 동안 rat의 
freezing 된 시간을 분석하였다. 테스트를 마친 뒤 개방영
역은 70 %의 에틸알코올로 세척한 뒤 다음 실험군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Open Field Test

대조군 및 감금스트레스와 트레드밀 운동을 7일째 수
행한 Rat을 움직이기 충분한 사각형 모양의 개방된 상자
(80 x 80 x 35 cm)의 중심에 올려놓고 10분 동안 환경을 탐
구하게 하였으며 실험동물의 일반운동 활성을 측정하
기 위해 EthoVision system을 활용하여 ra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필드 중앙의 60 x 60 cm 영역을 중심부(central 
zone)로 설정한 뒤 중심부의 이동횟수, 이동거리, 속도를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자극 또는 트레드밀 운동 직후에 
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행동실험을 마친 rat의 뇌에서 해마를 적출 한 후 ERK 
단백질의 인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적출 된 해마를 
PBS로 3회 세척 후, Lysis bu�er(50 mM Tris HCl pH 7.4, 1% 
NP-40, 150 mM NaCl, 5 mM MgCl2, 2.5 mM EDTA pH8.0)

Figure 1. Time schedule of the Animal handling and  behavi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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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의 이동거리를 나타낸 분석 결과는  CT그룹이 
EX그룹보다 실험시작 후 1-2분 사이에 최대 85% 많이 이
동하였고 그 뒤로 10분까지 유의하게 많이 이동하였으며 
(p<.05), STRESS그룹보다 1분에서 2분 사이에 20% 유의하
게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EX그룹의 이동
거리가 2분후부터 급격히 떨어져 2-4 cm/sec로 유지되었
다(Figure 3B). Figure 3C는 각 그룹 실험군의 Freezing 시간
을 측정한 것이다. CT그룹 보다 RS그룹의 Freezing 시간
이 83%로 유의 하게 높았고 (p<.05), EX그룹은 RS그룹 81% 
(p<.05), CT그룹보다 164% (p<.01) 유의 하게 늘어났다.

급성스트레스 직후 중강도 운동에 의한 정서 상태 변화

Open Filed Test를 통하여 CT, RS, EX그룹의 중심부
(Central Zone) 내로의 이동횟수, 거리, 속도를 분석하였다
(�gure 4). (Figure 4B)는 중심부 내로의 이동횟수 나타내며 
RS그룹은 CT그룹 45.3% 유의하게 낮았으며(p<.05). EX그
룹은 CT그룹보다 70.3% 유의하게 낮았으나 RS그룹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심부에서 그룹간에 이동
거리 분석에서 RS그룹은 CT그룹보다 중심부에서 이동한 
거리가 43% 유의하게 낮은 활동량을 보였다(p<.05). EX그
룹은 RS그룹보다 중심부에서 이동한 거리가 35% 유의하
게 낮은 활동량을 보였다(p<.05) (Figure 4C). 중심부 내에
서의 평균 이동속도 분석결과 EX그룹은 CT그룹과 71%, 
RS그룹보다 63%의 유의하게 낮은 평균 이동속도를 보였
다(p<.01) (Figure 4D).

뇌의 해마에서 ERK의 인산화 변화

행동분석 종료 후 각 그룹의 뇌에서 해마를 적출하여 

Figure 2. Analysis of weight change among each group

Figure 3. Analysis of free moving test.  Velocity (A), Distance (B), Freezing time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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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을 통해 CT그룹, RS그룹과 EX그룹간의 pERK 
thr177/thr160 의 phosphorylation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ERK phosphorylation이 CT그룹에 비해 RS그룹이 165% 유
의하게 높았으며( p<.01) EX그룹은 CT그룹보다 292% 높
게 나타났다(p<.01).

논 의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현대사회의 질병 중 
50~70%와 관련이 있으며, 심장병 유발요인의 75%를 차지
한다(Oh, Choi & Kim, 1998; Pacak & Palkovits, 2001). 본 연
구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급성 스트
레스 조건에서 스트레스 직후 휴식기 없이 진행하는 중

강도 트레드밀 운동이 정서 및 운동기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적용된 1시간(일)-7일간의 감금스트

레스는 각 실험군 간의 체중변화가 유의한 차이점을 보
이지 않은 급성 스트레스를 조건에서 진행되었음을 우선 
입증하였다. 

Free moving test의 freezing 행동은 동물의 두려움과 불
안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시간이 길수록 두려움과 불안 수
치가 높게 나타난다(Fasting, 1982; Greenwood, Foley & Day, 
2003; Moraska, Deak & Spencer, 2000). 본 연구의 급성스트
레스 조건에서의 중강도 운동이 생리적 기능을 저하 시켜 
활동량 감소 현상을 확인 하였으며, 또한 Freezing 시간을 
더욱 증가시켜 급성 스트레스를 악화 시키고 불안증과 우
울증이 증가될 수 있는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급성 스트레스 조건에서 접근 회피 동작을 통하여 불

안감과 우울증의 증세를 파악 할 수 있는 Open �eld test 
(Christakis & Ramirez, 2012)는 중심부에서의 활동 시간
이 탐험심 증가 또는 불안감 감소를 나타내고 새로운 환
경에 노출 되어 불안할 때 필드 주변부 벽에 기대어 나오
려 하지 않고 보호 받으려 한다(Christakis & Ramirez, 2012; 
Dulawa, Holick & Gundersen, 2004; Strekalova, Spanagel & 
Dolgov, 2005). 급성 스트레스 직후에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씩 7일간 병행한 결과, 급성 스트레스에 중심부 회피
에 의한 불안증 및 우울증 유사 행동은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행동능력은 유의하게 감소하여 급성 스트레스 직
후의 중강도 운동은 실험군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중 
시킬 수 있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성스트레스로 일어나는 뇌 해마의 신경세포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ERK의 인산화 정도를 분석하였
다. ERK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받으면 인산화가 증가하는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BDNF)의 하위 pathway 단
백질이다(Revest, Roux & Roullot- Lacarrièreet, 2014). 스트
레스에 의한 뇌의 ERK 활성 증가는 dopamine 분비세포
의 활성 증가와 함께 GABA분비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킴
으로써 불안증 및 우울증 유사 행동을 유도한다(Berton, 
McClung & Dileone, 2006; Duman & Monteggia, 2006). 급
성 스트레스로 인한 ERK의 인산화 증가는 선행연구를 통
하여 Rat의 nucleus accumbens(NAc)와 해마에서 확인되었
다(Leão, Cruz & Marin, 2012). 본 연구에서의 적용된 급성 
스트레스 실험군에서 ERK의 인산화 증가는 급성 스트레
스로 인한 불안감 우울 증세를 보인 선행 연구와 일치함

Figure 4. Analysis of center zone movement on open field test. Moving route(A), 
number of entrances (B), Distance (C), Velocity (D).

Figure 5. Phosphorylation of pERK thr177/thr160 in brain hippo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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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Einat, Yuan & Gould, 2003). 고강도 운동 후
에 ERK의 인산화 증가는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유도된다(Christakis & 
Ramirez, 2012; Reichardt, 2006). 본 연구에서 급성 스트레
스 직후의 중강도 운동이 급성 스트레스만 받은 실험군보
다 증가된 ERK 인산화 결과를 나타낸 것은 중강도 운동이 
고강도 운동과 같이 실험군에게 부정적 스트레스 유발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결과 첫째, 급성 스트레스 유발 직후의 중강도 
운동이 실험동물의 체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 활동의 지표인 이동거리 및 이동속
도가 감소하였다. 셋째, 불안/우울증 관련 행동의 지표인 
중심부 이동횟수 및 시간이 감소하여 스트레스 증상을 해
소 하고자 실행하였던 중강도 운동이 오히려  운동 활동 
저하 및 불안감 우울증의 증가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뇌의 해마에서 인지능력의 저해 요소인 ERK의 인산화 증
가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중강도 운동이 급성 스트레스
를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추후연구에서
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강도 운동의 실행 시점과 강
도를 파악하여 운동 활동 증가 및 불안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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