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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과훈련 증후군과 련된 기존의 이론을 살펴보고, 새로운 근인 과훈련 증후군  뇌 
신경 달물질과 신경조 물질 간의 역할과 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여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뇌 과학
 에서 과훈련 증후군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과훈련 증후군

에 한 많은 가설들이 제안되었으며, 각각 강 과 약 이 있었다. 그리고 뇌신경 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가 
증가 할 때 발생하는 유사한 증상이 과훈련 증후군의 신호와 증상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신
경 는 말 신경 그 어느 곳에서 매개되는지에 한 기 을 구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까지는 검증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과훈련 증후군의 기 을 기존의 이론  뇌 신경 달물질과 신경조 물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아본 본 연
구는 스포츠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과훈련 증후군의 복잡한 원인을 이해시키는데 매우 요
한 기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단된다. 물론 지 까지는 과훈련 증후군 기   뇌 신경 달물질과 신경조 물
질 간의 연 성에 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조 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과훈련 증후군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 Key Words : 과훈련 증후군, 뇌 신경 달물질, 뇌 신경조 물질, 기 , 뇌 과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overtraining 
syndrome and to examine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from the viewpoint of brain science 
by examin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raining syndrome and 
brain neurotransmitt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and the role of neurotransmitters and neuromodula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a number of hypotheses about the overtraining syndrome were proposed, each 
with strengths and weaknesses. Similar symptoms that occur when the concentration of serotonin in the 
neurotransmitter increases are related to signs and symptoms of overtraining syndrome. However, it has 
not been validated to date because it can not distinguish the mechanism of the mediator betwee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peripheral nerv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complex causes of overtraining 
syndrome through the interaction of existing theory and brain neurotransmitter. Although there has been 
a lack of studies on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and brain neurotransmitters so far,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more and more people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overtraining syndr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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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에서의 훈련의 최종목표는 선수들의 수행을 높

이고 그들의 기능을 최 화하는 것이다. 운동의 강도, 기

간  총 훈련량이 한 경우 선수들의 근육과 다른 조

직에서 정 인 생리  응이 일어나고, 신체 인 수

행도 향상된다[1].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훈련 스

트 스가 부 한 회복과 동시에 용되면 신체 훈련과 

련된 정 인 생리학  변화의 많은 부분이 과도한 

훈련으로 부정 으로 바 게 되고, 만성  부 응 상태 

 수행 하가 발생한다[1]. 이러한 상태를 과훈련 증후

군(OTS)라고 부른다. 과훈련 증후군은 높은 강도의 운동

을 무리하게 하면서 회복을 하게 못할 경우, 피로상

태가 만성  피로상태로 빠지게 되며, 이후 휴식을 취하

더라도 경기력 향상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2]. 이처

럼 과훈련 증후군은 아무리 훈련강도가 낮아도 휴식과 

양이 충분히 공 되지 않거나 체력이 약하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훈련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의 컨디션  경기력 하가 발생하고 이러

한 경기력의 정체기가 지속되게 되면서 원래 선수자신의 

훈련능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훈련에서 수행되는 훈련강도와 훈련량은 경기력 향상을 

해 매우 요한 자극이기 때문에 스포츠 훈련 장에서

의 한 훈련과 휴식의 균형이 무엇보다 요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스포츠지도자  선수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3,4].

재 과훈련 증후군에 한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연구자들[5,6,7,8,9]은 과훈련 증후군의 메커니즘이 정확

하게 무엇인가에 해 알려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까지 과훈련 증후군의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해 실시한 통제된 연구들에서 유효하게 얻은 데이터는 

거의 없었다고 Armstrong과 Vanheest[1]는 주장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자신의 수행기능을 일 수 있는 과

훈련의 실행을 스스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모순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훈련 증후군을 유도하는 수 에

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가지는 동기 부여는 개 측 가

능한 경쟁 목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훈련 증후

군의 메커니즘을 찾기 한 조사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는 

훈련의 한 시즌을 잃을 수 있고, 그 가를 스스로 치러 

고자 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9]. 

과훈련 증후군의 신호와 증상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감소한 후에 부분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선수들마다 

주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으로 과훈련 

증후군의 신호와 증상은 피로감, 동기 약화, 트 이닝  

경쟁 욕구의 상실 등으로 나타나고, 근육 통증, 압 상

승, 안정 시 심박수 증가, 알러지 반응, 식욕감퇴,  체

감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8]. 한 과훈련 증후군에 

있는 선수들은 심리 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에 

자주 깨어나는 불면증 증상을 보이고, 심리  축감과 

신경과민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10,11]. 이처럼 선수 개인

별로 과훈련 증후군의 증상이 다양하고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경기력 향상을 해 훈련 장에서 과

도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12]. 하지만 경기결

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지도자들이 자신이 지도하

는 선수 개인의 신체 , 생리 , 심리 인 상태를 고려하

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시킴으로써 운동수행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2,13]. 

최근까지 연구진들[14,15,16]은 과훈련의 기 을 찾기 

해 과훈련 증후군 기 경고신호인 생리  단서를 통

해 호르몬 변화, 염증 반응, 젖산 축 , 근육 손상, 탄수화

물 결핍, 면역 반응, 액 효소 변경 등을 포함한 많은 요

인들을 연구해왔다. 사실 생리  단서를 이용한 평가는 

과훈련 증후군이 발생하기 에 미리 측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지만 과훈련 증후군의 향이 생리  요인과 

련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 완 히 밝 지지 않았다. 그

러나 부분의 비정상 인 과훈련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

응들은 호르몬, 신경계  면역체계의 변화와 한 

련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2]. 면역체계 하에 따른 증

상들은 감기, 스트 스, 피로, 체 감소, 알 르기 반응, 

임 선 통증,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신경내분비 변화에 

따른 압 증가  안정 시 심박수 증가 등이 있다. 한 

몇몇 선행연구들[17,18]은 과훈련증후군의 증상이 훈련

과 경기 에 손상되는 근조직과 련성이 높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한 과훈련 된 선수들에게 루타메이트

(glutamate) 증가와 루타민(glutamine) 감소 상이 나

타났으며, 루타민과 루타메이트 비율(glutamin/ 

glutamate ratio)이 운동선수들의 과훈련증후군 지표로 

제시 되어왔다[19]. 그리고 Smith[20]는 운동유발성 미세

외상(exercise-induced microtrauma)을 통해 골격근에 

유발하는 국소 염증은 과훈련 증후군의 일차 인 증상이

며, 이러한 증상이 있는 운동선수들은 부 한 휴식으

로 훈련을 지속하고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어 식욕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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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이토카인 가

설을 제시하 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과훈련 증후

군의 원인을 찾기 한 다양한 근을 통해 규명하고 있

다. 하지만 과훈련과 뇌 신경 달물질 수치의 계에 

한 국내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신경 달 물질의 생성

에 미치는 일시  혹은 장기  운동의 효과에 해 조사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몇몇의 운동기능, 움

직임 개시, 움직임 통제뿐만 아니라 감정과 인지기능들

이 뇌 신경 달 물질 체계와 연 이 있기 때문이다

[21,22,23].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과훈련 증후군과 련된 기

존의 이론을 살펴보고, 새로운 근인 과훈련 증후군  

뇌 신경 달물질과 신경조 물질 간의 역할과 련된 국

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여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뇌 

과학  에서 과훈련 증후군의 기 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 심의 서술  연구로서 과훈련 

증후군과 련된 기존의 이론을 살펴보고, 새로운 근

인 과훈련 증후군  뇌 신경 달물질과 신경조 물질 

간의 연 성의 계를 심으로 고찰하 다. 최근 20년 

간 발행된 국내 학술자료는 RISS, DBpia, KISS 등의 

자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고, 국외학술자료는 

ScienceDirect, PubMed, EBSCOhost 등의 자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 다. 검색어로는 과훈련 증후군

(overtraining syndrome), 뇌 신경 달물질(neuro- 

trnsmitter), 뇌 신경조 물질(neuromodulator), 기

(mechanism), 뇌 과학(brain science) 등의 심단어를 

사용하 다. 검색된 문헌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는 

문헌들(학술논문, 보고서  문교재)을 심으로 검토

하 다.

3. 연구결과

3.1 과훈련과 관련된 정의

일반 으로 과훈련 증후군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사용 된다[23]. 비 기능  오버리칭(NFO)과 과훈련 증후

군의 증상은 다양하고, 비 특이 이며, 일화 이며, 수많

은 증상  신호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용어로는 소진, 

고착, 실패 응, 과소 회복, 훈련 스트 스 증후군  만

성 피로가 포함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설명 할 수 없는 

조한 수행 증후군을 과훈련이라고 언 했다[24,25]. 그

리고 비 기능  오버리칭와 과훈련 증후군의 차이는 임

상 으로 어렵고 종종 완 히 쉬는 기간 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23,26]. 비 기능  오버리칭과 과훈련 증후군

의 차이는 회복 시간에 기 하고, 반드시 증상의 정도 

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3,26]. 한 오버

리칭과 과훈련을 연속성으로 고려해야한다[27]. 하지만 

다른 연구자는 비 기능  오버리칭은 과훈련 증후군을 

앞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일화 인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

다[28]. 일부 연구에서 과훈련 된 운동선수에 사용했지만 

수행 하로 고통을 겪은 선수에게는 보여주지 못했다

[28]. 최근 보고서는 비 기능  오버리칭은 과훈련 증후

군의 발달에 생리 인 스트 스뿐만 아니라 심리  /

는 사회  스트 스 요인의 요성을 강조한다

[29,30,31]. 개인의 스트 스 용량은 비 기능  오버리칭

(NFO)과 과훈련 증후군의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

3.1.1 기능적 오버리칭(Functional overreaching)

기능  오버리칭은 증가된 훈련이 일시 인 수행 

하를 래하지만 휴식 후 수행이 향상된다. 그리고 단기

간 오버리칭이라고 불린다. 기능  오버리칭의 증상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나타나며, 정 인 결과

(super-compensation)가 나타난다.

3.1.2 비 기능적 오버리칭(Nonfunctional over- 

reaching)

비 기능  오버리칭은 강렬한 훈련으로 수행 하가 

더 길지만 휴식을 취한 후에는 완 히 회복된다. 그리고 

증가된 심리  는 신경 내분비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

난다. 비 기능  오버리칭 증상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나타나며, 증상과 훈련시간의 상실로 인해 부정 인 결

과가 나타난다. 

3.1.3 과훈련 증후군(Overtraining syndrome)

극도의 비 기능  오버리칭과 일치하지만 장기간의 

수행 하(2개월 이상)가 나타난다, 그리고 더 심각한 증

상  부 응 생리학(심리학 , 신경학 , 내분비학 , 면

역학  시스템)이 나타난다, 한 다른 질병으로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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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추가 스트 스 요인 등을 가진다. 과훈련 증후군

는 몇 달 동안 나타나며, 증상으로 인해 부정  상이 

나타나 선수생명에 종지부를 을 수 있다.

3.2 병태 생리학

과훈련 증후군에 한 많은 가설들이 제안되었으며, 

각각 강 과 약 이 있다. 과훈련 증후군를 기계   임

상 으로 이해하려고 시도 할 때, 과훈련 증후군의 복잡

한 실체와 련된 많은 증상을 설명해  수 있는 가설을 

찾는 것은 매우 요하다[4]. 과훈련 증후군과 련된 기

존의 이론  리코겐 가설, 추피로 가설, 루타민 가

설, 산화 스트 스 가설, 자율 신경계 가설, 시상 하부 가

설, 사이토카인 가설을 먼  살펴보겠다.

3.2.1 글리코겐 가설

낮은 근육 리코겐은 훈련 부하에 한 부 한 연

료로 인해 수행을 하시킬 수 있다[32]. 낮은 근육 리

코겐은 증가된 산화  측쇄 아미노산의 농도를 감소시

킨다. 이것은 피로와 련된 추신경 달물질의 합성

을 바꿀 수 있다[33]. 수행 하  피로가 과훈련 증후군

의 특징이기 때문에 근육 리코겐 감소는 과훈련 증후

군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연 성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

헌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부 한 탄수화물을 섭취한 

수 선수는 훈련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지만 반드시 

과훈련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수행 하를 겪지는 

않는다[33]. 하지만 탄수화물의 양을 늘리고 정상 인 

리코겐 수 을 유지하는 운동선수조차도 여 히 과훈련 

증후군을 유발 할 수 있다[32]. 낮은 근육 리코겐 수치

는 운동 유발성 피로와 련이 있을 수 있지만 과훈련 증

후군와의 연 성은 매우 약하다[4].

3.2.2 중추피로 가설

과훈련 증후군은 거의 항상 부정  기분상태가 되고, 

질 좋지 않은 수면  부정  행동을 포함한다

[1,9,20,34,35]. 신경 달물질인 세로토닌(5-HT)은 이러

한 기능의 조 에 여하기 때문에 세로토닌(5-HT)의 

변화는 과훈련 증후군로 이어질 수 있다[1,9,20,36,38]. 세

로토닌(5-HT)은 트립토 으로부터 유도되며, 운동을 하

면 랜치 아미노산이 뇌에 들어가기 해 경쟁하는 비

칭 트립토 이 증가한다[1,20,36,37]. 운동은 증가된 산

화로 인해 분지 사슬 아미노산의 수 을 감소시키며, 트

립토 이 뇌에 들어가고 세로토닌(5-HT)로 환되도록 

한다[24]. 결합되지 않은 트립토 의 증가는 아마도 뇌의 

세로토닌 합성 증가로 인해 피로와 양의 상 계가 있

다[25,36,37]. 그리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면 

뇌의 인 으로 세로토닌(5-HT)가 증가하고 수행이 

하된다[24]. 반 로, 분지 사슬 아미노산 보충제를 먹은 

마라톤선수는 아마도 세로토닌(5-HT) 합성을 약화시킴

으로써 더욱 에 지를 얻고 정신 으로 명료해지고, 주

의집 력이 좋아진다[38]. 과훈련 된 운동선수의 피로감

은 증가된 세로토닌(5-HT)보다는 세로토닌(5-HT)에 

한 감수성 증가로 인한 것 일 수 있다[37]. 세로토닌

(5-HT) 효능제에 한 신경학  민감성의 증가는 과훈

련된 운동선수들에게서 보고 되었다[37]. 잘 훈련된 운동

선수는 개 세로토닌(5-HT)에 덜 민감하고, 이 응은 

과훈련 증후군에서 손실이 될 수 있다[37]. 추 세로토

닌(5-HT) 활동의 간 인 측정인 세로토닌(5-HT) 

구체와 로 타인의 농도가 과도한 운동에서 변경된다

는 상당히 일 된 증거가 있지만 과훈련된 운동선수에서 

실제로 세로토닌(5-HT) 활동을 측정 한 연구는 거의 없

다[37]. 그리고 기분 변화와 피로감은 주 이며 측정하

기 어렵고, 많은 복잡한 요소의 향을 받기 때문에 세로

토닌(5-HT) 활성에 한 신 한 해석이 필요하다[4,37].

3.2.3 글루타민 가설

루타민은 면역 세포 기능에 필수 이다[20,28,39]. 

한 DNA/RNA 합성, 질소 수송, 포도당 생성  산-염

기 균형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28,39,40]. 운동 후 

루타민이 감소하면 과훈련 된 선수의 상부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20,28,41].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면 장 루타민 농도를 

일시 으로 낮출 수 있다[39,40]. 낮은 장 루타민 농

도가 과훈련 된 선수들에게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나

치게 많이 사용된 근육에 의한 과다 사용 / 는 생산 

감소를 의미 할 수 있다[28,39,41]. 하지만 감소된 루타

민이 면역 세포 기능에 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 불분

명하다. 시험  내에서 면역 세포 기능은 루타민 농도

가 생리  수  이하일 때 손상 될 수 있다[39]. 운동 후 

루타민 농도가 감소하더라도 면역 세포에 사용할 수 

있는 루타민의 양은 반드시 변하지는 않는다[39]. 루

타민 보충은 생리학  수 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면

역 세포의 운동 후 장애를 개선하지 못한다[39].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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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루타민 보충은 운동선수들 사이의 감염

의 조기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38]. 연구[40]에 따르면 

운동선수는 "과도한 운동" 이후에 상부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 할 수 있지만 NFO/OTS를 가진 운동선수의 경우 

면역 억제가 더 크다는 증거는 없었다. Mackinnon, & 

Hooper[41]는 과잉 도달한 운동선수의 13%는 비 호흡 운

동선수의 56%와 비교하여 상부 호흡기 감염을 보고했다. 

그리고 상부 장 감염이 있는 운동선수에서는 낮은 

장 루타민이 보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 를 보여

줬다[40]. 마지막으로 루타민 수치는 양 상태, 외상 

 감염의 향을 받을 수 있다[4].

3.2.4 산화 스트레스 가설

손상된 근육에서 방출되는 반응성 산소 유형은 세포

의 회복을 조 하기 때문에 운동  산화 스트 스가 필

요하다[42]. 그러나 산화 스트 스가 병리학 으로 변하

면 활성 산소 유형(즉,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히드

록실 라디칼)이 염증, 근육 피로  통증을 유발하여 운

동수행을 해 할 수 있다[43]. 산화 스트 스의 휴식 표

시는 조군에 비해 과도한 운동선수에서 더 높았고

[43,44], 더욱이 산화 스트 스 표시는 과훈련 된 선수의 

운동으로 증가된다[43]. 시트르산 합성효소(Citrate 

synthase)는 산화 능력을 반 하며 내구성 훈련 에 증

가 할 것으로 상된다. 과잉도달 된 쥐 모델에서, 구연산

염 생성효소의 활동은 실제로 감소하 다[44]. 과훈련 증

후군 선수는 운동으로 인한 스트 스에 한 반응이 감

소하고 산화 손상에 보다 취약 할 수 있다[44]. 하지만 증

가된 산화 스트 스 상태가 과훈련 증후군의 발제 

는 결과인지는 불분명하고 임상 련 연구도 제한 이다

[4]. 한 월경주기  에스트로겐 항산화 성질과 같은 복

잡한 요인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43]. 

3.2.5 자율 신경계 가설

자율 신경계의 불균형은 과훈련 증후군의 일부 증상

을 설명 할 수 있다. 특히,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부교감 

신경의 우세는 수행 해, 피로, 우울증  서맥을 유발할 

수 있다[9,20,28]. 과훈련 된 선수에서의 교감신경 활성화

의 감소는 야간 요로 카테콜아민 배설 감소로 나타나 일

부 연구에서 지지된다[28]. 카테콜아민 배설은 피로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회복  기  상태로 돌아왔다

[20,28,29].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하

지는 못했다[29,45]. 카테콜아민에 한 감수성 감퇴는 

한 교감신경 활성화의 감소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심박수 변동성(HRV)은 한 자율 기능의 지표로 사용된

다[27,28,46]. Hynynen, Uusitalo, Konttinen, & 

Rusko[47]의 연구에서 수면  과훈련 된 선수와 조 선

수 간의 HRV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

소된 심박수 변동성(HRV)은 과훈련 된 선수에서 깨어 

난 후 곧 보 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의 톤이 증가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47]. 심박수 변동성(HRV)을 사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 제어에 한 강한 훈련의 효과

는 되돌릴 수 있음을 밝 졌다. 그리고 교감 신경과 부교

감 세력 사이의 균형은 일주일 휴식 후에 회복 될 수 있

다[48]. 

3.2.6 시상하부 가설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hypothalamic-pituitary-adrenal, 

HPA)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 축의 변형이 과훈련 

증후군의 원인 일 수 있다. 지구력 선수는 시상하부 뇌하

수체-부신 축의 기능에 미묘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과훈련 된 선수는 코티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테스토

스테론  기타 호르몬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

[9,20,28,46,49]. 하지만 불행하게도 재까지의 데이터는 

이러한 호르몬 변화의 패턴과 모순되는 결과를 보고되고 

있다[9,28,46].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시상하부 뇌하

수체-생식기 축의 변형은 개별화되며, 운동능력, 스트

스 요인의 고유한 취약성  기타 호르몬 수 을 포함하

는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28,46]. 

3.2.7 사이토카인 가설

과훈련 증후군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는 단일 가설은 

없다. 사이토카인 가설은 과훈련 증후군이 훈련과 회복 

사이의 불균형으로 시작된 과도한 스트 스에 한 생리

학  응/부 응 상임을 시사한다[2,20,25]. 근육 수축

과 반복 인  활동은 조직에 미세 외상을 유발하고

[20,25], 조직 치유  강화를 통한 응은 국소 염증 반응

의 활성화  사이토카인의 보강을 통해 일어난다[20,25]. 

지속 인 강렬한 훈련과 한 휴식의 부재로 이 염증

반응은 증폭되고 만성 이며 병리학 으로 변할 수 있다

[2,20,25]. 결국 신 염증반응은 신체 반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20,25]. 과훈련 증후군에 포함된 

시토킨에는 인터루킨 1 베타(IL-1b), IL-6  종양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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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α(TNF-α)가 포함된다[20]. 감소된 근육 리코겐 

수 은 과훈련 된 선수에서 자주 찰된다[2,20,25]. 감소

된 리코겐은 사이토카인 매개 효과를 통한 과훈련 증

후군의 결과 일 수 있고, 시상하부의 공복센터에 작용하

는 사이토카인은 식욕 부진을 유발하여 리코겐 축 을 

감소시킨다[20]. 시토킨 자체는 리코겐 합성을 해 근

육 세포로 포도당 수송을 방해 할 수 있고[20], TNF-α에 

의한 단백질 합성의 하향 조 로 인해 스트 스가 가해

진 근육에서 GLUT-4 트랜스 포터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리코겐 장량이 감소하면 과훈

련 된 운동선수의 무거운 다리와 근육의 피로감이 나타

나고, 트립토 의 뇌 내 섭취 증가와 세로토닌에 한 민

감도가 증가하여 피로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20]. 

사이토카인 가설은 과훈련 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신염증으로 청 트립토  수치가 실제로 감소한

다고 주장한다[20]. 그 이유는 트립토 이 염증 련 단

백질 합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감소된 트립토  수치

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우울 증상과 련되어 있었다. 

과훈련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행동  심리  변화는 

한 사이토카인에 의해 기인 할 수 있다. 염증성 IL-1b와 

TNF-α는 뇌에 작용하여 식욕 감소, 수면 장애  우울

증을 일으키며 "질병" 행동이라고 한다[20]. 시토킨은 

추수용체에 직  작용하거나,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hypothalamic-pituitary- adrenal, HPA) 축을 활성화시

키고 유사한 말 효과로 스트 스 호르몬을 분비 할 수 

있다[20]. 우울증 환자에서 사이토카인 수치가 증가하고 

시토킨 투여로 우울한 기분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과훈

련 증후군에서 사이토카인으로 유발된 기분변화에 한 

정성을 제공한다[20].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한 시상

하부 뇌하수체-부신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기 축의 

변화: 코티솔 비율은 과훈련 후군과 련이 있다. 염

증성 사이토카인은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시스템의 

강력한 활성제로서 코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코티솔의 방출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이

토카인은 추 억제를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한다

[20]. 과훈련 증후군의 호르몬 변화 양상은 다양하지만, 

사이토카인 매개체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 루타민은 과훈련 된 선수에서 감소되며, 이는 다

양한 사이토카인 조  과정에 한 이용 증가로 인한 것

일 수 있다[20,28,39]. 루타민은 염증성 단백질의 합성

을 한 구체이며, 과훈련으로 상향 조 된다. IL-6와 

TNF-α는 실제로 이러한 목 으로 간세포로의 루타민 

섭취를 자극한다[1]. 한 신 염증은 포도당  단백질 

사의 필요한 증가와 함께 이화상태를 유도한다. 루

타민은 루코네오제네시스의 결정 인 요소이며 증가

된 단백질 분해로 신장 질소 배설을 돕는데 필수 이다

[20,28,39]. 앞서 언  한 것처럼 과훈련을 받은 운동선수

의 감염에 한 감수성 증가는 루타민 감소에 의한 것

이다[20,28,42]. T 헬퍼 세포에는 세포 재 면역과 련

된 TH 1 림 구와 체액성 면역과 연결된 TH 2 림 구의 

2 가지 하  집합이 있다[2]. 어떤 하  집합이 우세한지

는 사이토카인 체 환경에 달려있다. 과훈련 증후군은 

TH 2 림 구 로 일을 선호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화

를 유발한다. 사실 여러 연구에서 마라톤 후 TH 1 련 

사이토카인(IL-6, TNF-α, IL-10)이 증가하고 검출 가능

한 수 의 TH 1 련 사이토카인은 나타나지 않았다[2]. 

TH 2 우세는 체액성 면역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TH 1

이 후원하는 세포매개 면역의 하향 조 (down 

regulation)과 상부 호흡기 감염에 한 보호를 감소시킨

다[2,20]. 사이토카인 이론은 과훈련 증후군의 많은 특징

을 설명하기 한 포 인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그것

은 신 염증을 과훈련과 다른 스트 스 조건 사이의 차

이를 이끌기 한 근간이 되는 기반으로 간주한다. 사이

토카인 이론은 다른 많은 이론과는 달리 과훈련 증후군

의 발달에 한 이유에 한 답을 제안한다. 그것은 많

은 생화학  경로의 활성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경로의 

활성화를 과훈련 된 운동선수에서 찰되는 증상과 연

시키는 주요 자극을 제시한다[20]. 비록 기계론 으로 정

교하지만 이 이론에는 한계에 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사이토카인과 과훈련 증후군 사이의 그럴듯한 상 계

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인의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20].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후 IL-2 

 IL-6의 성 증가를 보 지만 장기간 훈련에 한 반

응은 밝 지지 않았다[25,50]. 한 연구에서는 과훈련 된 

사이클 선수를 특별히 보 지만 IL-6 는 TNF-α 농도

에는 변화가 없음을 발견했다[3]. 사이클링  근육 수축

이 부분 동심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염증성 캐스 이드

를 유도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미세 외상이 없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것은 합리 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연

구에 의하면 사이클 선수에서 IL-6 수치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50]. 부분의 사이토카인 연구에서 운동

선수는 기 선에 상당히 합하므로 이러한 결론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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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유사하게 용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이

것들은 정당한 우려이지만, 과훈련 증후군과 사이토카인

을 연결하는 증거의 실체를 불신하기에 충분한 지 여부

는 불확실하다. 증가된 사이토카인 수 과 과훈련 된 운

동선수 사이에 명확한 상 계가 입증되기 에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4].

3.3 과훈련 증후군 및 뇌 신경전달물질과 신경

조절무질 간의 연관성

추신경 달물질이 운동기능과 감각인식에서부터 

감각운동 집 화와 운동효과 메카니즘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많은 지표들이 있다. 그러나 요한 은 재

까지 부분의 연구들이 생물의 세포 밖 신경 달 물질

의 다양한 생성 지표를 알 수 없는 균질화 된 조직에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후자의 변화들이 원인이 되거나 

모노아민의 생성에 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고려한다는 

것이다[21,23]. 장기간의 운동에서 실행의 제한들은 많은 

생리학 연구에서 주제가 되어왔다. 피로도는 근육의 

리코겐 농도와 당 농도가 감소되고 장 유리 지방산 

수 이 상승하는 “물질 사종료 (metabolic end point)”

의 발생 원인이다. 그러나 피로도의 원인들은 말 와 

추에 둘 다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피로도는 

추  말  요소들에 향을 받는 복합  상으로 인

지 되어야 한다[51,52,53]. 수년 동안 과훈련 증후군과 

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운동에 한 물질 사 , 생리

학  생리학  반응에 한 말 신경의 구체 인 요소

를 찾는 일에 연구자들이 많은 심이 가졌다. 하지만 운

동  과훈련 증후군과 피로도에 한 추신경계의 역

할에 해 상 으로 심이 었다[51,54,55].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피로도와 과훈련 증후군에 근거를 두는 

메카니즘에서의 추신경계와 신경 달물질  신경조

물질 사이의 연 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3.3.1 뇌 신경전달 물질의 측정

뇌 신경 달물질에 한 운동의 향을 조사한 보고

서는 40년 그 이상 부터 발표되었다[56,57]. 이러한 연

구들은 부분 운동을 스트 스 모델로 사용하거나 운동

을 사지 충격, 감기, 후부 축, 는 억제에 한 노출 같

은 다른 스트 스 인자를 사용했다[51]. 신체활동은 추

신경계의 도 민 작용, 노드아드 날린 작용 그리고 세

로토닌 작동 시스템에 향을 다. 많은 연구들이 뇌의 

노르아드 날린(NA), 세로토닌(5-hydro- xytryptamine, 

or 5-HT) 그리고 도 민(DA)과 운동에 해 조사하

다. 그리고 과거에는 조직표본의 신경 달에 한 운동

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도 수행 되었다. 그러나 뇌 체 

는 부분의 신경 달물질 농도는 신경활동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 단지 신경 달물질의 양에 한 지표

일 뿐이다. 비록 실험 로토콜에서 큰 차이가 있을지라

도, 결과 으로는 운동  모노아민의 합성과 물질 사

의 변화를 알려주는 증거들이 나왔다[22]. 5～10년간, 미

소투석기술은 운동  신경 달물질 방출을 조사하는데 

쓰여 왔다. 미소투석법은 제한된 양의 조직손상과 자유

롭게 움직이는 동물의 뇌로부터 어떤 물질도 수집할 수 

있다[22]. 미소투석법은 진행 인 행동변화의 결합에서 

부분  신경 달 물질 방출을 측정 할 수 있다. 를 들

어 미소투석법은 (선조체, 해마, 격핵, 두피질, 

척수), 음식 보상(시상하부, 해마, 뇌피질), 체온조 (시

상하부) 등의 다양한 측면을 다양한 뇌 부 에서 측하

기 해 시행되었다. 미소투석법 연구는 운동이 신경

달물질 방출을 돕는다는 것과 운동이 정확한 연습에 반

응하기 해 필요한 감각을 유지하는 동안 선조 신경

달 물질의 기 인 활동의 감소를 래한다는 것을 명

확히 보여주었다[22].

3.3.2 중추피로가설

비록 “ 추피로”라고 불리는 신경 드라이 의 손실을 

설명하기 해 많은 수의 신경생물학  메커니즘이 제기

되었을지라도, 신경 달물질 가설은 처음 Acworth [58]

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후 Newsholme[59]에 의해 발 되

었다. 추피로가설은 운동  특히 5-HT, DA와 NA가 

추 모노아민 합성과 물질 사에 향을 받는다는 가정

을 근거로 둔다. 장기간 운동  증가된 뇌 속 세로토닌 

활동이 아마 무기력감과 동기의 손실을 늘리고 운동단  

증원의 감소를 래한다고 Newsholme[59]에 의해 처

음 제안 되었다. 결국, 이것은 추피로라고 여길 수 있는 

요소들로 운동하는 사람의 신체  정신  효율에 향을 

미친다. 세로토닌 시스템은 기분, 감정, 잠 그리고 식욕에 

요한 조 자이다. 그래서 많은 행동  생리학  기능

의 통제에 여해왔다[51].

3.3.2.1 양학   약학  연구

몇몇 양학 이고 약학  연구들은 운동을 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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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앙 세로토닌 활동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이 연구는 피로감 과정에서의 5-HT의 요한 역할에 

한 탄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5-HT의 분화와 통

합의 조정 요소가 오직 5-HT의 아미노산 조요소인 트

립토 의 세토노닌 작동성 뉴런에의 달일 것이라고 믿

는 것은 무 순진한 생각이다. 세로토닌 발산은 DA와 

유도 아미노산 그리고 뇌 루코스 용성을 포함하는 

다른 뇌신경 달 체계의 활동에 의해 향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60]. 그러므로 지속 인 운동을 하는 동안

에 5-HT 뇌와 DA의 상호작용은 피로감 발 의 통제 역

할을 수행한다. 운동 행동력과 도 민 활성 활동사의 연

성은 도 민이 동기, 기억, 보상, 그리고 집 에서의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고려 할 때 분명해진다. 도 민 

활동 체계와 비슷한 방식은 노르아드 날린에 의해 활성

화된 체제들이 보상의 감정들과 련이 있다는 것이다. 

Davis와 Bailey[61]는 Newsholme의 기 가설을 발 시

켰다. 이 수정된 심  피로감 가설은 DA에 한 5-HT

의 뇌 용량 비율에의 증가가 피로감 발 을 가속화시키

는 지루하고 무기력한 감정과 연  되어 있고, 반면에 낮

은 비율은 동기와 각성의 유지를 통한 향상된 행동력을 

선호한다. 뇌신경 달물질들과 신경조 물질들에서의 

변경과 개인감정 상태 사이의 강력한 연 성 때문에 노

력과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의지와의 연 성은 

앙신경계에 의해 상당히 향을 받을 것이다[61,62]. 액 

뇌 문을 넘어 앙 신경계로 이동하는 동안 트립토

이 가지 사슬 아미노산과 경쟁하기 때문에[63] 외인성 

BCAA의 섭취를 통해 트립토 -f의 라스마 농도 비율

을 BCAA로 감소시키는 것은  피로감의 발 을 약

화시키는 실험의 하나로써 제안되었다. 지각된 노력과 

정신 행동력의 평가에 향을 미치는 BCAA 섭취의 추

가 인 증거가 있지만, [64,65] 몇 가지 잘 통제된 연구소 

연구들은 운동 역량 는 행동력에 정  향을 설명

하지 않았다[66,67,68].

운동 역량에서의 심 세로토닌의 약학  조작의 

향을 조사하도록 고안된 첫 번째 인간 연구들은 선별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로 알려진 약들을 이용했다. 뇌 기

능과 오직 세로토닌 활성 활동을 조작하려하는 시도를 

했던 연구들에서의 모순된 결과들 때문에 단순 뇌신경

달물질 체계가 피로감의 심  요소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51].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신경 달 

물질 체계와 운동 인내성에 한 신경내분비계의 반응에 

한 효과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 연구

들에서 벤라 신(5-HT와 NA 재흡수 억제의 연합)[69], 

리복세틴(NA 재흡수 억제)[69], 그리고 부 로피온(NA

와 DA 재흡수 억제 연합)[69]을 경험하고 있는 운동선수

들을 보충해서 연구를 했다. 즉 운동선수들은 무작  이

맹검 교차설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90분) 미리 정해

진 양의 과제를 완료하며 요구되는 2가지 운동 시도를 수

행했다. 연구결과 재흡수 억제들  아무것도 (부정 이

든 정 이든) 운동 행동력에 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

만 서로 다른 신경내분비계의 효과 이후로 앙 신경

달을 분명하게 조정했던 각각의 약물은 운 된 재흡수 

억제의 유형에 따라 찰 되었다.

3.3.2.2 고열과 추신경의 피로감(뇌 신경 달과 련)

지속되는 운동을 수행하는 역량은 온도가 높은 환경

에서는 감소된다. 운동행동력에 한 온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지속

되는 운동기간 동안의 피로감은 치명 인 추신경의 온

도 상승과 함께 일어난다. 증가된 체온이 어떻게 피로감

의 발 에 기여 하는지에 해서는 불분명 하지만 추

신경의 온도가 추가 인 열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몸의 

세포에 잠재  피해를 방하는 보호 체제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시신경 교차 방 시상하부(PO/AH)에서의 온도 

수용기들은 뇌로 흐르는 액 온도와 마찬가지로 주변  

삼투 수용기와 압력 수용기로 부터의 투입을 통해서 탐

지된 체온에서의 변화와 같이 몸 온도의 통제 역할을 맡

는다. 세로토닌 작동성과 카테콜아민이 매개하는 투 은 

시상하부 역들에 신경을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뉴런들

의 활동에서의 변화는 심부 체온이 증가될 때 피로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 된다[70]. 고수 의 도 민 작동 활

동성이 열기에서 운동에 한 증가된 참을성과 연 이 

있다는 한정 인 증거로 최근에 우리는 온도(18도)와 온

도가 높은 환경(30도)에서 행동력에 한 부 로피온의 

효과를 실험했다[71] 흥미로웠던 결과는 라시보 실험 

동안의 오직 2명의 주체들과 비교했을 때 심부 체온을 달

성했던 열에서 7명(9명 )의 주체들이 부 로피온 실험

에서 40도로 동등하거나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고려해서 이 약물은 고 체온 때문에 운동을 지

시키는 앙신경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억제신호를 기각

하거나 무시 할 것이다. 운동  체온조 에서의 PO와 

AH의 기능 인 역할에 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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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빠른 뇌 미세 투석법을 사용했다[72]. 소듐 통로

를 차단하는 테트로도톡신의 조작이 운동하는 쥐의 체온

조  기능을 조정 할 수 있을 지를 조사하기 해서 

PO/AH에 투입된다. PO/AH에 테트로도톡신을 투입하

는 것은 운동하는 동안 열 손실 반응의 감소와 열 생산 

반응의 증가와 함께 심부 체온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PO/AH 구역에서 뇌신경 달이 특별히 열 손실 부분에

서 체온 조 과 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로피온이 뇌, 복부, 그리고 꼬리 온도가 측정되고 있는 

쥐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부 로피온의 주입은 뇌와 복

부 온도를 갑작스럽게 상승시켰지만 반면에 꼬리 온도는 

감소하 다. 이러한 체온 조 에서의 변화는 세포외 구

간 NA와 PO/AH에서의 DA 방출이 수반된다. 반면에 

5-HT에는 어떠한 향 작용되지 않았다. 에 언 한 

연구들의 결과는 어도 쥐에서는 PO/AH에서의 카테콜

아민이 여하는 신경 달이 열 축 과 열 손실에 어느 

정도 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3.3 과훈련 증후군과 뇌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의 가장 

요한 목 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해 효과 인 훈련량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시기 구분된 

훈련의 경기 시즌에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경험한다. 이

러한 훈련 범 의 단계들은 시합 시즌 사이의 기간이나 

극  휴식기 동안의 강도 훈련에서부터 부 응과 감

소된 행동력을 포함하는 OR과 OT까지 아우른다[1,4,23]. 

다른 스트 스 요인들인 불충분한 휴식이 함께 일어나는 

지속되고 과도한 훈련이 발생 할 때, 행동력 감소는 과훈

련 증후군을 유발 할 수 있는 만성  부 응을 일으킨다. 

과훈련에 한 문헌이 아주 많이 증가했으나 주된 어려

움은 과훈련 진단에 한 표  척도와 일반 이고 일

성 있는 용어의 부족이다. 

3.3.3.1 훈련, 과잉도달, 그리고 과훈련

몇몇 연구자들은 과훈련을 기본 인 훈련을 시작으로 

과잉도달을 거쳐 과훈련 증후군으로 진화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태(과잉도달/과훈련 증후군)들은 아

마 서로 다른 정의의 특성들을 보일 것이고, “과훈련 지

속성”은 훈련 특성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단순화 될 지

도 모른다. 반면에 과훈련 증후군의 특징들은 훈련 오류

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스트 스 

요인들과 함께 일어난다[1,4,23].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

자들은 과훈련과 과잉도달 사이의 차이 들이 행동력 회

복에 필요한 시간량이고, 훈련 스트 스의 유형이나 기

간 는 손상의 정도라고 주장했다[1,4,23]. 이러한 정의

들은 한 환경 인 조건들과 연 된 심리학  신호들의 

부재가 있을지 모른다. 2주의 기간 안에 과훈련의 상태에

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73,74,75,76] 이 조건

은 상 으로 표 이고 해가 없는 훈련 과정 단계이

다. 그러나 과훈련 증후군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선수

들은 완 히 회복하는데 몇 개월 는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1,4]. 

훈련은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시켜 인체의 항상성을 

방해하면서 경기력 향상을 야기 하는 과훈련 과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훈련이 지속되거나 선수들이 고의 으

로 훈련량을 증가시키기 해 짧은 기간을 사용 할 때 그

들은 심리 이거나 다른 지속되는 부정  증상들 없이 

짧은 행동력 감소를 경험 할 수 있다. 이 기능  과잉도

달(FOR)은 결국 회복 이후에 행동력에서의 향상을 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충분히 훈련과 회복 사

이의 균형을 지키지 않을 때 비 기능  과잉도달(NFOR)

이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는 행동력 감소, 심리  방해 그

리고 호르몬 방해와 같은 지속 인 훈련 장애의 첫 번째 

징후들이나 증상들이 일어나고 운동선수들은 회복하는

데 몇 주나 몇 달이 요구된다. 불충분한 양소(에 지나 

탄수화물 섭취), 질병( 부분 상기도감염), 심리  스트

스 요인들(과업, , 코치, 가족과 련된), 그리고 수면 

장애와 같은 몇 가지 변수들이 존재 할 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서 비 기능  과잉도달과 과훈련 증후군 사이의 

구별은 매우 어려우며 병리  결과와 진단에 달려있다. 

종종 선수는 같은 병리 , 호르몬 , 그리고 다른 징후

나 증상들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과훈련 증후군의 진

단은 시간  처리가 찰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회고 으

로 형성된다. 과훈련 증후군 식별의 키워드는 아마 선수

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학 , 신경 화학 , 호르몬

 통제 체제들의 “지속된 부 응”이 될 것이다.

3.3.3.2 과훈련 증후군과 뇌의 연 성

몇 년 동안 호르몬 매개 심의 조 장애는 과훈련의 

질병발생 동안 발생하고 액 호르몬의 측정이 과훈련 

증후군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설되어 왔

다[76,78]. 이 주제에 노력을 쏟은 연구의 결과는 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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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는 거리가 멀고, 개는 측정 방법들의 차이와 사용

된 분석 장비의 한계들을 발견하는데 이유가 있다. 운동

과 같은 다른 스트 스 요인들의 발견은 운동선수가 과

훈련[51]에 걸리기 쉽게 하고, 격렬한 훈련에 부 응 반

응의 정신사회학  신호와 과훈련을 연결시킨다. 

Morgan과 그의 동료들[79]의 작업은 정신 인 요소들과 

그리고 특히 기분상태 방해들은 과훈련의 시작을 상하

는데 효과 이다( , NFOR 그리고 OTS). 감정행동의 

변화, 장기 인 피로의 기분, 수면 장애, 그리고 호르몬  

기능장애와 같은 OTS와 련이 있는 증상들은 통제 변

화와 시상하부의 동등한 기능을 나타낸다[1,22]. 시상하

부는 몇 개의 “높은” 추 뇌와 몇몇의 신경 달물질들

의 지배를 받는다[21]. 이러한 달물질 사이에서, 5-HT

는 다양한 신경내분비계와 행동  기능( , 시상하부-

액-부신 제2 경추의 활성화, 식 그리고 운동)에서 주요

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80]. 부  신경 달에서의 

다양한 추 아민성 시냅스들의 가능성은 우울증(그리고 

아마 OTS)과 같은 주요한 추신경계의 방해와 련이 

있고, 과거 몇 년에 걸쳐 더욱더 심을 받아왔다. 그것은 

운동이 상상 속의 심리학  효과들을 신경화학 기질(모

노아민)과 도의 시냅스 활용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항우울제에 걸쳐 향을 미친다[1,22]. 흥미의 뇌 목

표 역은 기본 신경 , 뇌 변연계 체계, 해마, 그리고 

운동근육 행동에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시상하부, 그

리고 감정  자극 인 상태들과 같이 보인다[81]. 이와 

같이, 신경생물학  연구의 운동  측면은 과훈련 증후

군의 원인과 치료의 더 완벽한 이해를 더할 지도 모른다.

세로토닌 작동성 체계는 교감신경체계와 시상하부-뇌

하수체-부신 축에 따라 행동한다는 증명이 있고, 상호

인 루코코티코이드와 카테콜아민(교감신경과 부신속

질에서 생된)은 추 세로토닌 체계에 향을 다

[82]. 주요한 우울증[83], 외상후기 스트 스 장애[83], 그

리고 아마 한 과훈련 증후군 루코코티코이드와 명백

히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모

노아민을 분비하는 뇌 체계와 같은 병리  상황에서 스

트 스에 반응한다[22]. 운동과 훈련은 다양한 뇌 심

[21,54]에서 방출되는 신경 달물질에 향을 다고 알

려져 있는데, 이 정도에서 가능한 규제완화는 운동, 훈련 

그리고 과훈련 증후군의 “스트 스”에 부 응하는데 주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Meeusen 등[54]은 인내

력 훈련은 격심한 운동의 반응들을 한 필요한 민감성

을 유지시키는 동안 쥐의 무늬에서의 기본  신경 달

물질 유출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찰들은 수용 민감성

에서의 운동-유발 변화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높인다

[54].

4.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과훈련 증후군과 련된 기존의 이

론을 살펴보고, 새로운 근인 과훈련 증후군  뇌 신경

달물질과 신경조 물질 간의 역할과 련된 국내외 문

헌들을 고찰하여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뇌 과학  

에서 과훈련 증후군의 기 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뇌신경 달 물질 세로토닌의 농도가 

증가 할 때 발생하는 유사한 증상이 과훈련 증후군의 신

호와 증상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52,54]. 뇌

의 세로토닌 수 은 장 유리 트립토 ( 청 유리 지방

산의 농도가 증가 할 때 차례로 증가하는 세로토닌의 

사 구체)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력 훈

련은 장 유리 지방산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훈련

이 과도 할 때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했다[51,52,54]. 

이처럼 뇌의 세로토닌이 피로와 과훈련 증후군의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증가하지만, 재 추신경 는 

말 신경 그 어느 곳에서 매개되는지에 한 기 을 구

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까지는 검증 할 수 없었다

[51,52,54]. 비록 뇌의 신경 달 물질은 운동 에 피로감

의 발생을 통제하는 것에 여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의 신경 달 물질 시스템이 추신경계

의 피로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

리기 에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

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이 뇌 기능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기 한 표  실험 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경 달물질 상호작용은 운동, 훈련  가능하다면 과

훈련 증후군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의 다차원

 이미지를 반 하기 때문에 요하다. 하지만 강화된 

훈련의 물리  요구만이 과훈련 증후군 발달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코치나 가족 구성원의 과도한 기 , 경쟁 

스트 스, 성격 구조, 사회  환경, 가족과 친구들과의 

계, 훈련에서의 단조로움, 개인  는 정서 인 문제 등

을 포함하는 과훈련 증후군 발달에서 심리  요소의 복

잡한 세트가 요해 보인다. 그리고 학교 는 직장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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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임박한 과훈련 증후군의 지표로 

단일 마커를 취할 수는 없지만, 생리 , 생화학 , 면역학

  심리  변수의 정기 인 모니터링은 훈련에서 스

트 스에 처하는데 실패한 운동선수를 식별하는 최상

의 략인 것 같다. 과훈련 증후군의 기원과 탐지에 한 

명확한 답을 얻으려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과

훈련 증후군에 의해 유도된 국소 사 반응을 조사하기 

한 새로운 비 침습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러므로 수행 능력이 낮고 훈련에 배제 진단에 따라 과훈

련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수들의 개별 사례에 

해 가능한 한 많은 연구가 보고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5. 결론 및 제언

따라서 과훈련 증후군의 기 을 기존의 이론과 뇌 신

경 달물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아본 본 연구는 스포츠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과훈련 증

후군의 복잡한 원인을 이해시키는데 매우 요한 기 정

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단된다. 물론 지 까지는 과훈

련 증후군 기   뇌 신경 달물질과 신경조 물질 간

의 연 성에 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지만 본 연구를 통

해 조 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과훈련 증후군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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