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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6주간의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따른 인슐린저항성, 면역기능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50∼55세의 남성으로 정상 집단(n=10)과 비만과 인슐린저항성 집단(n=10)
총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기간은 총 16주이고, 주 3회, 1회 운동시간은 40∼50분이며, 측정항목으로 인슐린저항성(Glucose,
Insulin, HOMA-IR), 체지방율, 면역기능(IgA, IgG, IgM), 염증성 사이토카인(IL-6, TNF-α, CRP)등을 측정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반
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글루코스,
인슐린, HOMA-IR은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체지방율, BMI은 0주에
서 8주(중강도 운동), 0주에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셋째, IgA는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와 0주에
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IgG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IgM의 경우 0주에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와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넷째, IL-6와
TNF-α는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CRP는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0주
에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iddle-high intensity aerobic exercise on insulin resistance, immune fuction,
inflammatory cytokine. The subjects were totally 20(n=10 in the normal group, n=10 in the obesity-insulin resistance group). The
subjects was provided with 3 times per week of participation in 16 week periods each of which was taken 40-50min. They were
assessed for the Glucose, Insulin, IgA, IgG, IgM, IL-6, TNF-α, CRP in both group.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The result indicated that. Glucose, insulin, HOMA-IR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0-8weeks(meddle intensity exercises) and 8-16weeks(high intensity exercise). Percentage of body fat, BMI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0-8weeks(meddle intensity exercises) and 0-16weeks(middle+high intensity exercise). IgA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0-8weeks(meddle intensity exercises), 0-16weeks(middle+high intensity exercise). Ig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0-16weeks(middle+high intensity exercise) and 8-16weeks(high intensity exercise). IL-6 and TNF-a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0-8weeks(meddle intensity exercises) and 8-16weeks(high intensity exercise). CRP were decreased 0-8weeks(meddle intensity
exercises), 0-16weeks(meddle+high intensity exercise).
Key words: middle-high Intensity, aerobic exercise, Insulin resistance, immune fuction, inflammatory 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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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한 증가를 보이지만 체중 감량시에는 TNF-a의
감소를 보인다(Beltowski, 2003). 그리고 규칙적인

비만과 인슐린저항성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지방 조직은 단순히 잉여 에너지를

운동은 TNF-a를 감소시켜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Geffken et al., 2001).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저장 조직으로 생각

IL-6은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고 특히 복부지방

되었으나 여러 가지 아디포카인을 분비하는 중요

에서 분비가 활발하며, 비만과 관련된 혈관염증반

한 작용을 하고 있다(Kells & Koerner, 2005). 인슐

응을 촉진하여 CRP 생성 자극과 혈액 응고인자의

린 저항성은 지방조직의 중성지방을 과도하게 유

생성 및 혈소판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출시킴으로서 고지혈증을 유발시키고 골격근과 간

있다(Numao et al., 2006). 최근 비만과 제 2형 당

조직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저해시킴으로서 고혈당

뇨병에서 IL-6의 혈중 농도 증가가 지방과다와 인

증을 유발시키고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슐린 저항성의 지표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가 보

려져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과 2형 당

고되면서 IL-6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을 밝히려

뇨 발병의 핵심요인으로서 비만과 신체활동부족

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Ridker, 2003; Fried et

등과 같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

al., 1999).

로 알려져 있다(Esposito et al., 2003).

IL-6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운동부족 및 비만 등으로 인슐린저항이 증

운동은 IL-6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Kohut

가하는 경우 혈관 염증의 농도, 감염 발생률과 스

et al., 2006). Brunn 등(2006)은 비만자들에게 저열

트레스성 질환, 면역 관련 질환과 각종 퇴행성 질

량 식이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15주 운동처치를

환 그리고 암의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실시한 결과 혈장 IL-6 뿐만 아니라, 피하지방 조

(Ryan, Nicklas, Berman & Elahi, 2003). 그러나 규

직과 골격근에서 IL-6 mRNA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칙적인 운동을 수행할 경우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

고 보고하였다. Jansson, Wallenius, Wernstedt,

육에 의한 포도당의 이용률이 증가하며 혈관의 인

Ohlsson & Wallenius(2003)는 운동 중 근조직 내

슐린 민감도가 증가하는 등 대사증후군의 증상이

IL-6의 증가는 혈당포도당 농도조절 및 지방분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세포의 면역

활성과 함께 항염증 작용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기능도 활성화됨으로서 신체의 재생능력이 향상된

보고하였으며, IL-6의 농도는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다(Holloszy, 1990).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으로 안정 시 근육 조직에서

최근에는 지방세포가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으로
서의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이토카
인(cytokine)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IL-6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Tchernof, Nolan,
Sites, Ades & Poehlman, 2002).

있다

CRP는 간과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는 급성기 염

(Chudek, Admczak, Nieszporek & Wiecek, 2006). 사

증 단백질로 조직의 상처, 감염 및 염증에 반응하

이토카인은 T세포, β세포, 대식세포 등의 면역세포

여 hepatocyte에서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혈중

에서 분비되어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세포의 행동

CRP는 나이, 흡연, 고혈압, 운동, BMI 등과 밀접한

조절, 면역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지방 세

연관성이 있으며, CRP 농도가 높을수록 인슐린 저

포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혈관 염증관련 사이토카

항성, 고지혈증 등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인으로 IL-6, TNF-α, CRP 등을 들 수 있다.

있다(Festa et al., 2000). Geffken 등(2001)은 신체

TNF-a는 지방 및 근육조직에서 분비되고, 혈관

적인 활동은 혈관 염증 과정을 변화시키고 신체활

내 염증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비만인

동과 심폐지구력 수준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의 지방조직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한 각기 다른 운동 형태에 따른 혈중 CRP의 수준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인은 혈중 TNF-a 농도의 현

을 측정한 결과 조깅과 에어로빅댄스는 혈관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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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rn et al.,

흡연여부 및 기간, 그리고 현재 복용중인 약물 등

2003). 이와 같이 규칙적인 운동은 항염증성

을 조사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들을 정상 집단

cytokine TNF-α와 IL-6, CRP의 분비를 억제하여

(normal weight group: NWG), 비만과 인슐린저항성

신체활동이 염증성 cytokine을 긍정적으로 조절하

집단(obesity & insulin resistance group: OIRG)으로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하기 위해 비만지표와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

한편, 이전 연구들을 보면 운동과 관련하여 면역
및 염증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사용되고 있는 Oral Glucose Tolerance Test(OGTT)
시 120분의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으로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산

세부적인 구분 방법으로 정상 집단과 비만·인

소섭취량 60-65%미만의 강도에서 1시간 이하의 운

슐린저항성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상 집단은

동은 IL-6과 TNF-α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체질량지수 <25kg/m2, 허리둘레 <85cm 그리고

하고 있다(Pedersen,

Steensberg & Schjerling,

OGTT 120min의 혈당 수치 <140mg/dl을 기준으로,

2001). 그러나 고강도의 장시간 운동인 마라톤 운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은 체질량지수 ≥30kg/m2,

동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허리둘레 ≥95cm 그리고 OGTT 120min의 glucose

있다. 또한, Nehlsen-Cannarella 등(1991)에 의하면

수치 >140mg/dl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일회성 중강도 운동은 면역기능의 증가를 가져오
지만 고강도 장기간 운동은 면역력의 감소를 일으
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운동에 따
른 인슐린 저항성, 면역 및 염증성 요인에 대한 연

표 1.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집단

연령
(yr)

신장
(cm)

체중
(kg)

체지방율
(%)

NWG

52.44
±1.09

170.31
±2.84

71.04
±2.65

24.48
±1.09

OIRG

53.27
±2.30

168.42
±1.61

85.10
±1.33

30.26
±2.21

구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동강도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면역기능 및 염증성 요인에 대한
변화는 일치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따라 인
슐린 저항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
고, 면역기능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관련된 요인
을 살펴봄으로써 운동과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면
역기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정상집단: normal weight group(NWG)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 obesity & insulin resistance group(OIRG)

2. 연구방법
(1)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의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은 미국당뇨병
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서는
인슐린저항성 및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최대심박수
의 55~70% 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최대
심박수의 70~85% 강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일주
일에 3일 이상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유산소 운동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의학적인 질환이 없는 50∼

강도의 차이를 두고 실시하였다. 1단계는 최대심박

55세의 남성으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수의 55~70%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1-8주 동안

대상자(정상 집단,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 각각

주당

10명) 총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기초

70~85% 강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9-16주 동안

검사를 통해 연령, 체중, 지난 1년간의 체중 변화,

주당 3회 실시하여 총 16주 동안 유산소 운동을

3회

실시하였다.

2단계는

최대심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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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먼저 대상자 각 개인

하였다.

의 심폐체력을 측정한 후, 심폐체력 자료(분당 산
소섭취량과 심박수)를 이용하여 회귀공식을 계산하

1) 인슐린저항성 및 체지방율

여 산정하였다.

인슐린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채취한 혈액의

개인별 Ramped Bruce protocol을 이용한 트레드

분석은 Vitros Chemistry DT60(Johnson & Johnson,

밀 V̇ O2max 테스트를 실시한 다음, 분당 산소섭취

USA)과 동일회사의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혈당을

량과 심박수간의 개인별 회귀식을 산출하고, 최대

분석하고, 혈청 인슐린 농도는 상업용 인슐린 분석

심박수의 55～70%와 70～85%에 해당하는 개인별

kit(Human insulin ELISA-kit, DSL, USA)을 이용하여

분당 심박수를 산출하였다. 운동 프로그램 실시 중

분석하였다. 공복상태에서 측정한 혈당과 인슐린

설정한 목표 심박수 도달여부를 자동심박동측정기

농도는 Matthews 등(1985)이 제시한 방식을 이용하

(Polar Heart Monitor, Polar S610i, Polar Electro,

여

Finland)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였다.

Assesment Index(HOMAIR = [fasting insulin(uU/ml)

매회 운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1회

× fasting glucose(mM)]/2

인슐린저항성

지표인

Homeostasis

Model

400kcal, 주당 1200kcal(주 3회 운동)로 동일하게 하

2.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였으며, 운동 지속시간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각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40∼50분으로 실시하였다.

신장(cm)과 체중(kg)은 자동측정기(DS-102, Jenix,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체질량지수(body mass

(2) 혈액 채취 및 분석 방법

index; BMI), 체지방율(percent body fat;%)은 X-Scan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검사 48시간 전부터 음주

Body Composition Analyzer (JAWON Medical Co.,

및 격심한 운동 등을 제한하여 채혈 전 8시간은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공복인 상태로 유지, 수분섭취만을 하도록 통제하
였다. 혈액은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약 10ml의

2) 면역기능 분석

혈액을 SST, EDTA가 처리된 진공 채혈관 튜브를

면역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채취된 혈청을 검

사용하여 각각 5ml씩 담았다. 채혈 직후 20분 동안

체로 하여 IgA, IgG, IgM 등을 측정하였다. 혈청과

3600rpm 속도로 원심분리하여 혈청과 혈장으로 각

침전을 형성하고 340nm에서 혼탁도를 측정하는 원

각 분리된 혈액샘플은 –70℃로 냉동보관하여 분석

리를 이용한 면역혼탁도 검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 2.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
변수
그룹

0주

8주(중강도)

16주(고강도)

p
0.001a
0.034b
0.002c

글루코스

NWG

88.4 ± 2.3

85.8 ± 1.8

84.0 ± 2.5

(mg/dL)

OIRG

89.0 ± 2.1

85.5 ± 2.5

79.8 ± 1.2

NWG

18.5 ± 1.8

19.6 ± 1.1

19.9 ± 1.5

OIRG

15.9 ± 1.3

14.3 ± 1.0

13.2 ± 1.1

NWG

3.56 ± 0.23

3.66 ± 0.21

3.43 ± 0.25

OIRG

3.03 ± 0.34

2.54 ± 0.22

2.02 ± 0.24

인슐린
(mU/ml)
HOMA-IR
values are M±SD
a: time, b: group
c: time×group

0.338a
0.001b
0.001c
0.001a
0.001b
0.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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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는 COBAS INTEGRA-800(Germany)을 통해

호작용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

분석하였다.

였으며, 유의도 검정은 α=.05 수준으로 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3)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석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IL-6,
TNF-α, CRP 등을 측정하였다. IL-6와 TNF-α의
농도분석은 EIA 측정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검사장
비로는

ELx50(automatic

16주간의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따른 정상

system)

집단과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의 인슐린저항성,

SIRIO-S(microplate photometer 450nm/620nm)를 이

면역기능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변화에 대한 결

용하였으며

과는 다음과 같다.

시약은

각각

washing
human

IL-6(Bender

Medsystem)와 human TNF-α(Bender Medsystem)
를 사용하여 IL-6 high sensitivity와 TNF-α high
sensitivity를 측정하였다. CRP의 농도는 라텍스 응

1.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

집비탁법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혈청 또는

정상 집단과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을 구분하

혈장 중의 CRP의 농도는 응집의 흡광도 변화를 측

여 16주간의 중·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결과 인슐

정함으로써 hs-CRP의 양을 구하였다. 검사장비는

린 저항성의 변화는 <표 2>와 같다. 글루코스의 경

Hitachi 7600-110을 이용하였고, 검사시약은 Pure

우 측정시기(p=.001)와 집단(p=.034)에서 유의한 차

Auto-S CRP Latex(Daiichi)를 사용하였다.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와 집단의

3. 자료처리 방법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2).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
서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PC 18.0

89.0±2.1(0주)에서 85.5±2.5(8주)로 유의한 차이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대상자의 연령, 신장,

나타났고(p=.001), 89.0±2.1(0주)에서 79.8±1.2(16주)

체중, 체지방율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85.5±2.5(8주)

측정항목인 Glucose, Insulin, HOMA-IR, BMI, 체지

에서 79.8±1.2(16주)로 유의하게 감소한 수치를 보

방율, IgA, IgG, IgM, IL-6, TNF-α, CRP 등의 평균

였다(p=.001).

값에서 측정시기(3회)에 따른 집단(2집단) 간 통계

인슐린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집단(p=.001)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반복측정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고, 시기×집단에서 상
표 3. 체지방율의 변화
변수
그룹

나타났다(p=.001).

HOMA-IR의

측정시기

0주

8주(중강도)

16주(고강도)

p
0.001a
0.001b
0.001c
0.014a
0.011b
0.142c

BF

NWG

30.2 ± 0.8

30.3 ± 0.7

30.1 ± 1.1

(%)

OIRG

34.4 ± 1.6

32.2 ± 1.0

31.3 ± 1.3

BMI
(kg/m2)

NWG

23.3 ± 0.3

23.1 ± 0.5

23.1 ± 0.3

OIRG

24.2 ± 1.1

23.1 ±0.5

23.4 ± 0.7

values are M±SD
a: time, b: group
c: time×group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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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면역기능의 변화
변수

그룹

0주

8주(중강도)

16주(고강도)

p
0.001a
0.001b
0.001c
0.008a
0.221b
0.002c
0.001a
0.090b
0.001c

IgA

NWG

208.2 ± 4.1

207.8 ± 2.6

202.5 ± 4.3

(mg/dL)

OIRG

213.8 ± 4.3

256.1 ± 3.7

248.6 ± 5.1

IgG
(mg/dL)

NWG

1450.2 ± 17.2

1433.3 ± 22.4

1393.5 ± 17.7

OIRG

1380.9 ± 25.3

1441.3 ± 19.1

1403.3 ± 18.4

IgM
(mg/dL)

NWG

148.8 ± 4.3

144.3 ± 3.6

148.1 ± 3.7

OIRG

140.4 ± 3.6

149.0 ± 5.4

159.4 ± 4.8

values are M±SD
a: time, b: group
c: time×group

(p=.001)와 집단(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24.2±1.1(0주)에서 23.1±0.5(8주)로 유의한 차이가

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

나타났고(p=.011), 24.2±1.1(0주)에서 23.4±0.7(16주)

과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9).

다(p=.001).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측정시기
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3±0.34(0주)
에서 2.54±0.22(8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3. 면역기능의 변화

(p=.031), 3.03±0.34(0주)에서 2.02±0.24(16주)로 유

정상 집단과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을 구분하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2.54±0.22(8주)에서

여 16주간의 중·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결과 면역

2.02±0.24(16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기능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IgA의 경우 측정시

2. 체지방율의 변화

기(p=.001)와 집단(p=.03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정상 집단과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을 구분하

났다(p=.001).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측정시

여 16주간의 중·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지

기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3.8±4.3(0

방율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체지방율의 경우 측

주)에서 256.1±3.7(8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시기(p=.001)와 집단(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p=.001), 213.8±4.3(0주)에서 248.6±5.1(16주)로 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256.1±3.7(8주)에서

작용 효과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248.6±5.1(16주)로 유의하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나타났다(p=.001).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측

(p=.033).

정시기에

따른

사후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검사를

실시한

결과

IgG의 경우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34.4±1.6(0주)에서 32.2±1.0(8주)로 유의한 차이가

않았지만 측정시기(p=.008)와 측정시기와 집단의 서

나타났고(p=.007), 34.4±1.6(0주)에서 31.3±1.3(16주)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용 효과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BMI의 경우 측정시기(p=.014)와 집단(p=.011)에서

나타났다(p=.002).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시기

1441.3±19.1(8주)에서 1403.3±18.4(16주)로 유의한

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차이를 보였다(p=.001). IgM의 경우 집단에서는 유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측정시기(p=.001)와

서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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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비만·

타났고(p=.001), 8.3±0.8(0주)에서 4.3±0.5(16주)로

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5.7±0.7(8주)에서

사를 실시한 결과 140.4±3.6(0주)에서 159.4±4.8(16

4.3±0.5(16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1).

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149.0±6.4(8

CRP의 경우 측정시기(p=.024)와 집단(p=.001)에서

주)에서 159.4±4.8(16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

(p=.001).

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

4.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변화

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0.123±0.035(8주)로

0.159±0.048(0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상 집단과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을 구분하

(p=.030), 0.159±0.048(0주)에서 0.127±0.020(16주)

여 16주간의 중·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결과 염증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44). 이상과 같은

성 사이토카인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IL-6의 경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 측정시기(p=.001)와 집단(p=.001)에서 유의한 차

운동은 일반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한 사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와 집단의

람이나 당뇨가 없는 비만자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정한 운동강

으로 나타났다(p=.001).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

도에 의한 장시간 운동은 글루코스 내성에 크게

서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인슐린 농도를 저하시킴

5.1±0.7(0주)에서 4.0±0.3(8주)로 유의한 차이가 나

으로서 체지방의 감소 정도에 관계없이 인슐린 감

타났고(p=.001), 5.1±0.7(0주)에서 3.2±0.1(16주)로

수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4.0±0.3(8주)에서

강도를 구분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체지방의 감소

3.2±0.1(16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4).

와의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면 글루코스, 인슐린,

TNF-α의 경우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HOMA-IR은 정상집단보다는 비만·인슐린저항성

지 않았지만 측정시기(p=.001)와 측정시기와 집단의

집단에서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8주에서 16주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상호작용

로 나타났다(p=.001).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효과도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결과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저

8.3±0.8(0주)에서 5.7±0.7(8주)로 유의한 차이가 나

따른

사후

검사를

강도와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글루

표 5.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변화
변수
그룹
IL-6
(pg/ml)
TNF-α
(pg/ml)
CRP
(ng/ml)
values are M±SD
a: time, b: group
c: time×group

실시한

0주

8주(중강도)

16주(고강도)

p

NWG

4.3 ± 0.3

4.6 ± 0.4

4.9 ± 0.3

OIRG

5.1 ± 0.7

4.0 ± 0.3

3.2 ± 0.1

0.001a
0.001b
0.001c

NWG

6.3 ± 0.3

6.5 ± 0.4

6.2 ± 0.3

OIRG

8.3 ± 0.8

5.7 ± 0.7

4.3 ± 0.5

NWG

0.090 ± 0.014

0.084 ± 0.027

0.084 ± 0.011

OIRG

0.159 ± 0.048

0.123 ± 0.035

0.127 ± 0.020

0.001a
0.127b
0.001c
0.024a
0.001b
0.14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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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의 농도와 인슐린 민감성은 운동 강도에 영향

IgG의 경우 정상집단보다는 비만·인슐린저항성

을 받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집단에서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하게

이러한 부분은 저항성 운동이나 유산소성 운동 모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IgM의 경우 정상집단에서는

두 규칙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만·인슐린저항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집단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사를 실시한

또한, 운동 강도를 구분하여 규칙적인 운동시 체

결과 0주에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와 8주에서

지방의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본

16주(고강도 운동)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상과

결과 체지방율, BMI 모두 정상집단보다는 비만·인

같은 결과는 대체로 중강도의 운동은 면역반응에

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0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강도의 장시간 운동

주에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한 감소

은 오히려 면역기능 약화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를 보여 고강도 운동 보다는 중강도 운동이 더욱

부정적 반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사이토카인(Cytokine)은 T세포, β세포, 대

우리 몸에서 면역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식세포 등의 면역세포에서 분비되어 세포 간의 신

으로 신체 능력에 적합한 강도의 운동이 권장되고

호 전달, 세포의 행동 조절, 면역 반응 조절에 관

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중강도의 운동을

여하는 단백질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

규칙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면역반응이 향상되었

토카인으로 IL-6과 TNF-α는 T세포와 대식세포에

으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반응이

의해 분비되며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화상이나 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Pedersen, Adam & Peter,

다른 조직 손상에 대한 면역반응을 자극한다. 또한,

2001)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방세포에서도 분비되어 혈중 CRP의 증가를 촉진

운동에 의한 면역반응의 변화를 살펴보면 혈청

시킨다(Lyngso, Simonsen & Bulow, 2002).

Ig는 단기간 또는 지구성 운동 후에 약간 변하거나

TNF-a는 초기단계의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단백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ackinnon(2000)

질로 체내에서 염증반응 및 면역반응 등의 인체

는 훈련된 사이클 선수의 IgA, IgG, IgM 혈청농도

방어기전에 관여하며(Feldmann, Brennan, & Maini,

는 환기역치의 90%로 2시간 사이클링 직후 변하지

1996), IL-6는 급성기 단백질의 합성과 다양한 스트

않았다고 하였으며, Hanson과 Flaherty(1981)는 장

레스 인자에 대한 염증성 반응을 포함하는 많은

거리 선수의 혈청 IgA IgE, IgG, IgM 농도는 최대산

생물학적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cytokine으

소섭취량의 70~75%로 12.8km로 달린 직후, 그리고

로서 항상성이 깨졌을 때 증가한다. CRP는 간과

24시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는 급성기 반응물질이며, CRP

이와 반대로 Nehlsen-Canarella 등(1991)은 좌업

농도가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 고지혈증 등의 위

생활을 하는 중년 비만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여

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Festa et al.,

유 심박수 60%로 주당 5회 빠르게 걷기로 구성된

2000).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15주간 참여한 결과 6주 및

운동과 관련된 혈중 사이토카인의 반응을 살펴

15주 후에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운동집단의

보면 중강도의 운동은 면역계, 내분비계의 긍정적

혈청 IgA, IgG, IgM 농도는 약 20% 증가하였다. 본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강도의 운동은 면역 억

연구결과를 보면 IgA의 경우 정상집단은 큰 차이를

제 및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

보이지 않았지만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주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Ostrowski, Schjerling &

에서 8주(중강도 운동)와 0주에서 16주(중강도+고강

Pedersen, 2000; Nieman, 1998).

도 운동)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8주에서 16주
(고강도 운동)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Peake 등(2005)의 연구에서 VO₂max의
65% 중강도 유산소성 운동과 VO₂max의 8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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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비교하였을 때, VO₂max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동의 효과에 대

85%를 수행한 운동 집단이 안정시와 비교하여 운

해서는 운동종류,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동 직후 항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의 분비량이

제시되고 있다. Albert 등(2004)은 격렬한 신체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몇몇의

활동은 남성들에게 CRP 수준을 낮추지만 여성들에

선행연구에서는 장시간의 고강도 운동 후 염증성

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Geffken 등(2001)

사이토카인인 IL-6, TNF-α 그리고 CRP와 같은 급

은 주당 5일 이상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이 CRP 농

성 단백질 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Nieman,

도를 감소시키고, Wannamethee 등(2002)은 적당한

2003; Suzuki et al., 2003).

운동을 통한 CRP감소는 항염증 효과에 긍정적인

본 연구에서는 IL-6의 경우 정상집단은 0주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6주 동안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

본 연구에서는 CRP의 경우 정상집단에서 큰 차

를 보이지 않았다.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

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

서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0주에서 16주(중강도

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Nicklas, Ambrosius,

+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전의

Messier, Penninx, Loeser 등(2004)은 316명의 과체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

중 남녀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식이요법 체중감

이 본 연구를 통하여 BMI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량 그룹과 운동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식이

증가하면 혈액 내 순환하는 TNF-a, IL-6, CRP 등

요법의 체중감량 그룹에서만 CRP와 IL-6의 감소를

과 같은 염증성 인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IL-6의 농도는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장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강도에 대한 일치된 결과를

시간의 유산소 운동으로 안정 시 근육 조직에서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기능

IL-6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Tchernof, Nolan,

을 증가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Sites, Ades & Poehlman, 2002). 본 연구의 결과도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Nicklas 등(2004)와 Tchernof 등(2002)의 연구와 일

체지방율의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성 인자

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TNF-α의 경우 정상집단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주에서 8
주(중강도 운동),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Samartin and Chundra(2001)

Ⅳ. 결론

는 비만인은 TNF-α 및 그 유전자의 활성화를 나

16주간의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따른 정상

타내며 체중감소와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집단과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의 인슐린저항성,

바 있다. Aidhahi and Hamdy(2003)은 비만인과 제2

면역기능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변화에 대한 연

형 당뇨병 환자가 운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체지방

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및 체중이 감소될 경우 혈중 TNF-a 및 IL-6농도가

첫째,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글루코스, 인슐린,

감소되고 인슐린 저항성의 감소효과를 나타낸다고

HOMA-IR은 정상집단보다는 비만·인슐린저항성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

집단에서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8주에서 16주

였다.

(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체

혈중 CRP는 비만, 운동부족, 혈관내피 세포의

지방율, BMI 모두 정상집단보다는 비만·인슐린저

기능 저하 등과 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염증물질

항성 집단에서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0주에서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여

운동에 의한 CRP와 염증반응 인자의 변화에 관한

고강도 운동 보다는 중강도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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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면역기능의 경우, IgA는 정상집단보다는

Chudek, J., Adamczak, M., Nieszporek, T., &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주에서 8주(중강도

Wiecek, A. (2006). The adipose tissue as

운동)와 0주에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동)로 유의

am

한 증가를 보였으며,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 감

perspective. Contributions to Nephrology,

emdocrine

organ-a

nephrologist'

151, 70-90.

소한 수치를 보였다. IgM의 경우 정상집단보다는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주에서 16주(중강도

Esposito, K., Pontillo, A., Di Palo, C., Giugliano,

+고강도 운동)와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로 유의

G., Masella, M., & Marfella, R. (2003).

한 증가를 보였다.

Effect

넷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경우, IL-6와 TNF-α

of

changes

weight
on

loss

and

vascular

lifestyle

infalmmatory

는 정상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만·

markers in obese women: A randomized

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주에서 8주(중강도 운동),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8주에서 16주(고강도 운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Association, 289(14), 1799-1804.

다. CRP는 비만·인슐린저항성 집단에서 0주에서

Fried, S. K., Bunkin, D. A. & Greeberg, A. S.

8주(중강도 운동), 0주에서 16주(중강도+고강도 운

(1998). Omental and subcutaneous adipose

동)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tissues

of

obese

interleuk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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