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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gate combined effects of L-carnitine supplementation and ex-
ercise on body composition, serum lipids and adiponectin in obese high school female students.
Eighteen female students with 35% fat in body weight participated in the study. Students were ran-
domly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groups; exercise and L-carnitine supplementation group (ELG:
n=5), exercise group (EG: n=6) and control group (CG: n=7), each with seven students. They under-
went 10 weeks of exercise (50 min/day, 5 times/wk, 10 wk, RPE 11～16). ELG was given L-carnitine
(1 g/day), EG and CG were given placebos. Before and after this period, body composition, serum
lipids and adiponectin in plasma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three groups were
as follows: Fat mass and %BF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ELG. On the other hand, free fat ma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LG, however, other groups showed no changes. Total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low density lip-
oprotein cholesterol were not different in the three groups. Triglycerid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ELG. Adiponect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LG.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exercise and
carnitine supplement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fat mass, %BF, free fat mass and adiponetin. Thus,
we can improve proper dietary and training programs for ob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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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의 비만은 지난 3년에 비하여 두 배로 증가하였고

[49],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의하면 2003-

2004년 청소년의 17.1%가 비만을 가지고 있다[45]. 그리고 비

만청소년은 인슐린 저항성, Type 2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수면무호흡증,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48].

비만치료의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57],

이러한 비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15].

지방과 관련된 호르몬 중 아디포넥틴은 지방조직에서 특이

하게 발현되는 단백질로 체내에서 발견되는 호르몬들 중 농도

가 높고 기능이 다양한 아디포사이토카인으로 국내에서도 최

근 5년간 집중연구 되어져 왔다. 아디포넥틴은 간과 근육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고[31],

혈관 내피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여 항 염증작

용을 나타낸다[2]. 그리고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에 의한 세포증식과

이주를 억제함으로써 항 동맥경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8]. 아디포넥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인종, 성별, 연

령, 체중뿐만이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보

고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개인의 병력, 성별, 연령, 생리적

스트레스 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25,36,39,50,53].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감소와 함께 아디포넥틴의 농도를 증

가시키고[6,44],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며 염증반응인자를

감소시킨다고 한다[18]. 그리고 식이제한과 운동을 병행한 연

구에서도 체중이 감소되면서 아디포넥틴의 농도는 증가한다

고 하였다[10]. 숙련된 runner를 대상으로 최대산소섭취량 60

〜75%로 27분간 운동[37], 카누선수를 대상으로 24주간 저강

도의 운동[28],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20분 3주간 실시

[44], 정상인을 대상으로 60분간 4주 운동은 아디포넥틴의 농

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며[6], 반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

대산소섭취량 60%의 강도로 1회 60분간 운동[20], 비만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운동[43].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45

분 8주간의 운동[7]은 아디포넥틴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따

라서 규칙적인 운동의 기간과 운동대상에 따른 연구들의 결과

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카르니틴은 지방대사의 과정에서 중요한 carnitine

acyl transferase I (CAT1)과 carnitine acyl transferas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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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Ⅱ)를 구성하여, 활성화된 긴-사슬 지방산(long-chain

fatty acid)의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내·외막 통과를 용

이하게 함으로써 베타-산화(β-oxidation)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2]. 또한, 카르니틴은 인체 내 지방분해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구사회에서는

20년 이상 식이 보조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카르니틴은 간

이나 신장에서 리신(lysine)과 메티오닌(methionine)이 결합

되어 합성되며, 영양섭취가 정상일 때는 카르니틴 부족이 없

다. 그러나 운동이 장시간 수행이 될 경우 지방 동원이 활발하

게 되면서 카르니틴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체내에서 합성

되는 내인성 카르니틴은 장시간 운동 중의 지방산화를 촉진하

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8,16,23,55].

이와 같이 유산소운동에 대한 연구와 카르니틴 섭취를 통하

여 지방산화를 촉진시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산소운동을 위주로 실시를 하였고

복합운동을 실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만여고생을 대상으로 10주간 카르니틴

섭취와 복합운동을 병행하여 신체조성, 혈중지질, 아디포넥틴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 S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체지방률이

35% 이상인 비만 여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은 총 21명의 대상자를 무작위추출법

에 의해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 7명, 운동군 7명,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조군 7명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실험기간

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 2명, 운동

군 1명, 총 3명이 중도 탈락하였다. 그리고 실험 시작 전 비만

관련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였으며, 대

상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피험자 18명을 선정하고 피험자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roup
Age

(yrs)

Height

(cm)

Weight

(kg)

% fat

(%)

ELG (n=5)

EG (n=6)

CG (n=7)

17.2±0.8

16.8±0.7

15.8±0.3

157.0±5.2

161.5±3.1

161.8±4.0

74.9±22.0

72.6±9.8

76.8±8.0

43.5±6.4

39.9±1.9

42.1±3.6

ELG: exercise and L-carnitine intake group,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무선추출법에 의해 각 그룹에 따

른 유산소운동과 카르니틴섭취를 각각 10주간 실시하였다. 카

르니틴(L-carnitine 100%, GNC, USA)은 알약형태로 1일 1 g,

주 3회, 운동 3시간 전 섭취하였고[52], 대조군은 위약효과를

위하여 빈 캡슐을 섭취시켰다. 트레이닝 전․후 신체조성과

2회의 채혈을 통해 혈중지질, 아디포넥틴을 측정하였다.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측정항목은 신체조성과 관련되는 체지방량(fat mass), 체지

방률(% Fat), 제지방량(FFM), 혈중지질 항목으로 총콜레스테

롤(T-C),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 저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LDL-C), 중성지방(TG), 그리고 아디포넥틴으로 하

였다.

신체조성은 최대한 간편한 복장으로 다주파수 생체전기 임

피던스 분석원리를 적용한 국내 Bio Space사 In Body 72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액분석은 12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오전 10시

에 앉은 자세에서 10 ml를 채취하여 사전 분석하였고, 사후에

도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실험이 끝나는 다음 날 실시하였

다. 혈액성분 분석은 S임상검사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트레이닝 방법

본 운동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시

작 1주일 전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였으며,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5분으로 총 50분 실시하였다. 본 운동은

걷기, 줄넘기, 스텝박스, 스쿼트, 팔굽혀펴기 운동으로 하였으

며, 프로그램은 주 3회(월, 수, 금) 총 10주를 실시하였다[27].

운동 강도는 Borg's scale에 따라 1∼2주는 RPE 11∼12, 3∼6주

는 RPE 13∼14, 7∼10주는 15∼16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자료는 SPSS Ver 14.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에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집단 내 변화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고, 각 항목별 집단 및 실험전․후간의 평균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량분석(two-way ANONA re-

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Tukey방법으

로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신체조성

신체조성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체중은 집단 내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에서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이 체

지방량과 체지방률 변화에서 집단 내 유의하게(p＜0.0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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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nd total energy intake

Content Time ELG (n=5) EG (n=6) CG (n=7) F Tukey

Weight (kg)

Before

After

T-value

74.9±22.0

74.1±22.1

7.364**

72.6±9.8

73.3±7.4

0.325

76.8±8.0

75.4±10.4

0.837

0.88 NS

% BF (%)

Before

After

T-value

43.5±6.4

41.7±7.1

4.793
**

39.9±1.9

40.4±3.0

0.277

42.1±3.6

41.5±3.7

0.447

34.068 NS

FM (kg)

Before

After

T-value

33.7±15.5

32.0±15.6

7.291**

29.1±5.2

29.6±4.0

0.259

32.5±5.3

31.5±6.8

0.558

0.232 NS

FFM (kg)

Before

After

T-value

22.5±4.1

23.0±3.9

4.894
**

23.9±2.7

23.9±2.7

0.142

24.2±2.5

24.0±2.4

1.038

0.308 NS

Mean±SD, ELG: exercise and L-carnitine intake group,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a: ELG, b: EG, c: CG, FM: fat mass, FFM: free fat mass, % BF: percentage body fat, *: p＜0.05, **: p＜0.01, ***: p＜0.001 and NS:

not significant

Table 3. Changes of T-C, TG, HDL-C, LDL-C in pre and post test for 10 weeks exercise and L- carnitine intake groups (mg/dl)

Item Time ELG (n=5) EG (n=6) CG (n=7) F Tukey

T-C

Before

After

t-value

161.6±37.4

169.8±35.1

2.054

161.8±39.5

171.5±31.2

2.124

161.7±21.8

187.8±32.0

5.231***

0.151 NS

HDL-C

Before

After

t-value

55.6±8.0

52.8±9.4

1.692

52.8±6.11

51.6±6.1

0.663

55.2±9.3

55.8±13.4

2.89

0.224 NS

LDL-C

Before

After

t-value

110.6±33.9

108.4±35.1

0.935

112.5±30.6

111.6±30.4

0.175

108.0±19.1

117.5±32.2

1.624

0.019 NS

TG

Before

After

t-value

58.6±30.2

68.2±24.8

2.366

64.6±21.1

80.3±9.6

1.977

117.7±61.6

119.4±42.7

0.72

5.555* a＜c

ELG: exercise and L-carnitine intake group,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a: ELG, b: EG, c: CG,
*
: p＜0.05,

**
: p＜0.01,

***
: p＜0.001, and NS: not significant

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지방량의 변화에

서는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에서 집단 내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혈중지질

혈중지질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내

T-C변화에서 대조군이 유의하게(p＜0.001) 증가하였으며,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TG의 변화에서

는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p＜

0.05) 감소하였다.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내

변화에서 대조군이 유의하게(p＜0.001) 높게 나타났으며, 집

단 간 변화에서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p＜0.01) 나타났다.

고 찰

일반적으로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혈중 유리 지방산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운동과 식이조절이 필요하다. 운동을 통한

미토콘드리아에서 β산화과정은 심장과 골격근에 필요한 에너

지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과정이며, 체지방률

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산화율의 증가는 매우 필요한 과정이

다. 카르니틴은 지방산 산화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카르니틴 투여는 지방을 연소시켜 체지방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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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Adiponectin in pre and post test for 10 weeks exercise and L- carnitine intake groups

Item Time ELG (n=5) EG (n=6) CG (n=7) F Tukey

Adiponectin

(μg/ml)

Before

After

T-value

7.1±2.1

10.1±4.3

1.801

4.2±8.3

4.9±2.1

0.745

4.6±1.6

5.9±1.7

7.749***

6.661** a＞b, c

ELG: exercise and L-carnitine intake group,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a: ELG, b: EG, c: CG,
*
: p＜0.05,

**
: p＜0.01,

***
: p＜0.001, and NS: not significant

는 역할을 한다[21,26].

신체 조성 변화에서 본 연구는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에서

체중, 체지방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운동군에서는 유의

한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의 효과로 체지방을 개

선했다는 것 보다 카르니틴이 지방산화를 촉진시켜 체지방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제지방량의 증가는 복합운동프로

그램에 저항운동이 편성되어 근육량을 증대시킨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카르니틴 섭취에 따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지혈증 유발쥐

에 체중 1 kg 당 500 mg의 carnitine을 1회 투여한 결과 T-C와

TG가 유의하게 감소하고[40], 4주간의 carnitine 섭취는 T-C,

TG 및 LDL-C의 농도는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13]. 8주

간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카르니틴 복합제제 섭취실험에서

TG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12,14].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간 카르니틴을 섭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TG에서만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카르니틴을

섭취시킨 기간이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산소운동을 시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동을

시킴으로서 카르니틴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

며, 후속 연구에서는 카르니틴만 섭취한 군을 추가하여, 실험

기간 동안 식사기록일지를 작성하여 분석한다면 명확한 카르

니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혈액성분의 변화에 있어서 복합운동에 따른 선행연구에 의

하면 20대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4회 복합운동프로

그램 실시한 후 T-C변화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였고[42],

또한, 비만여중생 3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달리기운동과 덤벨

체조를 적용시켜 T-C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33]. 일

반적으로 T-C는 체중과 체지방의 감량 및 지방 섭취량의 감소

와 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한 경우에 감소한다고 하였다[30].

반면에 T-C는 트레이닝에 의해 잘 감소되지 않으며, 운동 기간

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16], 비만중년여성을 대상

으로 12주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T-C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54]. 그리고 TG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비만 여성을 대

상으로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TG가 유의한 감소하

였고[32], 16주 동안 60%의 최대심박수와 최대근력의 60%로

30분간 복합운동을 병행한 경우 TG는 감소하고[47], 중년여성

들의 경우 9종목의 서킷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TG가 유의하

게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다[51]. 또한 40대 이상의 중년여성

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HDL-C는 유

의한 증가를 보였고[13], 체지방률이 28% 이상인 비만 여대생

을 대상으로 복합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혈중지질의 변화에

서 LDL-C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비만

여중생을 8주간 저강도의 복합운동을 한 결과 LDL-C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42]. 그리고 비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8주간

저강도의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LDL-C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고 하였다[38].

본 연구결과에서는 HDL-C, LDL-C은 유의한 차가 나타나

지 않으므로 위의 선행연구들과 상반된다. 하지만 반대로 복

합운동 실시 후 HDL-C, LDL-C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으며[27], 좌업여성을 대상으로 주 5회씩 12주

동안 실시한 유산소성 운동에서 HDL-C 농도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11],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에어로빅

댄스를 최대산소섭취량의 60〜80% 강도로 12주 동안 실시한

결과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3]. 이러한 결과의 차이

는 골격근이나 지단백 분해효소의 활성화 차이, 체지방 축적

정도, 운동형태, 강도 및 빈도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아디포넥틴과 사람의 지방량 사이에 명백한 상호관련성이

있다. 사람의 경우 전체 아디포넥틴은 혈장 단백질의 0.01%를

차지하며 혈중 농도는 2〜25 μg/ml로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

재한다[1]. 아디포넥틴 농도는 비만인에게 낮게 나타나는데

[29], 평균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가 비만하지 않는 대상자에서

평균 8.9 mg/ml이었던 반면에 비만 환자집단에서는 3.7 mg/

ml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디포넥틴은 지방조직에 의해 조

절되며 오직 지방에서 발현되는 특이적인 단백질이다[46]. 본

연구결과에서 집단 내 대조군에서 아디포넥틴 농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다른 군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아디포넥틴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식이조절과 유산소운동을 2년 실시한 결과 체중감

소와 함께 아디포넥틴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하였으

며[18], 체지방률 30% 이상인 중년비만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복합운동집단과 수중운동 병행집단에서 모두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35]. 반면, 19세의 비만

자를 대상으로 8주간 복합운동 실시하여 아디포넥틴 농도 변

화가 없었다고 하였으며[24], 비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1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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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변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디포넥틴 농도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34]. 운동에 의한 아디포넥

틴의 변화는 훈련 효과와 무관한 반응의 결과와 체지방량의

감소 현상과 더불어 아디포넥틴 농도가 증가한다는 결과[19]

와 대조적으로 체중의 변화와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9,20,24]

를 고려해 볼 때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군이 체지방량,

체지방률 감소와 아디포넥틴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보아 운동

으로 인한 효과보다 카르니틴 섭취가 체지방량 감소와 함께

아디포넥틴 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한 inflamatory marker들의 signaling pathway인자(IL-6,

TNF-α)를 측정한다면 좀 더 명확한 기전을 밝혀 낼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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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L-카르니틴 섭취와 복합운동이 비만여고생의 신체조성, 혈중지질 및 아디포넥틴에 미치는 영향

신원배․서대윤․백영호*

(부산대학교 체육학과)

본 연구는 10주간 주 3회, 1회 운동시간 50분을 한 결과, 비만여고생을 대상으로 L-카르니틴 섭취와 복합운동

이 신체조성, 혈중지질 및 아디포넥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체지방률 35% 이상 비만여고생을 대상

으로 실험하였다. 신체조성에서는 운동과 카르니틴 섭취를 병행한 군에서 체중, 체지방량 및 체지방률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 제지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혈중지질변화에서는 T-C는 대조군에서 집단 내 변화를 보였으

며, TG는 복합운동과 카르니틴섭취를 병행한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아디포넥틴의 변화에서는 복합운동과

카르니틴섭취를 병행한 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과 적

절한 식이요법으로 비만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