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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12 weeks-moderate aerobic exercise train-
ing on body composition, adiponectin, retinol-binding protein-4 (RBP-4), and vascular inflammation
factors in obese children.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 of which was an exercise
group (n=15) practicing moderate aerobic exercise training for 12 weeks, and the other group, the con-
trol group (n=13), was not in that program. The exercise group participants performed on the tread-
mill running at heart rate reserve (HRR) 50% of exercise intensity for 300 kcal of the consumed time.
The results of all the studies and inspections are as follows: Weight, body mass index, body fat, an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ere significantly lower, while VO2 max was higher in the ex-
ercise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5, respectively). Fasting glucose, insulin, and HOMA-IR
levels in the exercise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whereas adiponectin levels in the
exercise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12 weeks’ exercise training (p<0.05). In addition, our
results showed that RBP4, C-reactive protein (CRP), and interleukin-6 (IL-6) concentrations in the ex-
ercise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p<0.05). This investigation has
shown that a 12 weeks-regular aerobic exercise program offers useful effects such as an amelioration
of inflammation and body indices in ob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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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45%가 운동 및 야외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20]. 아동 및 청소년기 비만의 문제점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30].

청소년기에 저체중이었던 사람이 성인기에 비만이 될 확률

은 청소년기에 정상체중이었던 사람에 비해 20% 정도이지만,

청소년기에 고도비만이었던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은 무려

160%로써 16배나 증가한다[9]. 이러한 성인비만은 고혈압, 당

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요소

가 되며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된다[15].

특히 아동, 청소년기 때의 비만도 성인기 비만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인슐린저항성, 심혈관질환과 같은 성인병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

다[16,17]. 한국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와 인슐린저항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BMI가 23 kg/m
2

미만인 학생들의 인슐린저항성이

2.01±1.00, BMI 23~27 kg/m
2
인 학생들은 2.96±2.08, BMI 27

kg/m
2
이상인 학생들의 인슐린저항성은 5.37±3.48로 비만도

가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6]. 또한 체중을 감량할 경우 인슐린저항성이 감소됨

으로써 인슐린감수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한편 Abel 등(2001)은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

도하는 지방세포로부터의 인자가 존재할 것이라 예견했고,

그 후 유력한 인자로서 Retinol Binding Protein-4 (RBP-4)를

제시하였다[31]. RBP-4 [26,30]는 주로 간에서 합성되고 비타

민A인 레티놀과 결합하여 이를 전달하는 운반단백질

(Transporter)로 알려져 있다[5].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혈청 RBP-4수치가 감소함으로써 인슐린저항성에 효과

적임을 보고하였다[11]. 또한 허리둘레와 RBP-4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혈중 RBP-4 농도가 증가할수록 허리둘레도 증

가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6], RBP-4농도의 증가는 전체 지방

량 보다는 내장지방의 양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

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만과

연관된 인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조직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조직은 단순히 잉여

에너지가 축적된 산물이 아니라, 아디포카인(Adipokine)이라

불리는 물질을 분비하는 중요한 내분비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방조직은 아디포카인을 분비하

여 표적 장기에 영향을 주어 우리 몸의 항상성, 지방 및 당

대사, 염증반응 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12,24,27]. 특히,

아디포카인 중 아디포넥틴(adiponectin)이 가장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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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려져 있다.

지방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아디포넥틴은 항당뇨

병작용, 항동맥경화작용, 항염증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만

인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그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7,28]. 또한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서 아디포넥틴

농도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죽상 형성(atheroma

format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아디포넥틴의 감

소는 곧 동맥경화증의 발생의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23].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과 아디포넥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21,28], 성장기에 있는 소아 및 청소

년 비만과 아디포넥틴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그리고 염증성 인자 중 하나인 IL-6

(Interleukin-6)은 비만인 사람에게서도 농도가 증가된다. 특히

내장지방이 증가할 때 간문맥 내의 IL-6가 증가하게 되어 간에

서의 중성지방 분비를 초래하여 결국 고중성지방혈증을 초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22], 운동에 의한 IL-6 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는 혈중 CRP (C-Reactive

Protein)는 운동부족이나 혈관내피세포 기능저하 등과 같은

많은 상황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따라서

비만은 다양한 염증성 표지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비만 아동들

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조성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인슐린저항성, 혈관염증 반응인자 및 아

디포넥틴의 변화와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장기에 있는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12주간

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후 신체구성 인자, 아디포넥틴,

RBP-4, IL-6, CRP 등의 변화를 규명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

들의 대사질환 이환율 감소를 위한 운동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

적인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Y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1~13

세의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998년 대한소아

과학회에서 측정한 한국 소아의 표준 발육치를 참고로 하여

BMI 백분위수가 >95% 또는 비만도(%) >120%에 해당하는 비

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만도는 한국 소아의 신장별

체중 백분위의 50백분위수의 값을 표준체중으로 하여 [비만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Variable Exerciser (n=13) Control (n=12)

Age (yr) 11.85±0.38 12.62±0.51

Height (cm) 145.63±6.74 146.79±6.63

Weight (kg) 51.99±6.83 52.30±4.99

BMI (kg/m
2
) 24.43±1.47 24.26±1.30

Body fat (%) 27.71±2.66 27.78±2.28

WHR 0.90±0.05 0.84±0.06

Values are mean±SD.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hip ratio

(%)=(실측체중-표준체중)×100/표준체중]으로 계산하여 비만

학생을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최근 6개월 이내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피험자들로서 학생들과 부모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

를 받고 운동군 13명, 대조군 12명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

참여 시켰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재료 및 방법

체격 및 신체구성 측정

본 연구의 신체구성 변인인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장, 체중

측정기로 0.1 cm 단위까지 측정하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직립

자세에서 12번 늑골과 장골능선 가운데를 측정하였다. 체지방

율(%fat)은 임피던스의 원리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Venus

5.5, Jawon medica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압측정

혈압 측정은 혈액채취 시와 동일한 시간대에 표준화된 수은

계 혈압계(HICO, Japan)를 이용하여 최소 10분간의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좌측 상완을 심장과 동일한 높이로 하여 최고혈

압과 최저혈압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최대운동부하검사와 운동강도 설정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과 12주 후의 최대운동부하 검사방법

은 전자동 대사분석기(Quark b2 Cosmed, Italy)를 이용하여

변형된 Balke 트레드밀 프로토콜로 수행하였다. 최대운동부하

판정기준은 운동의 강도가 증가하여도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

고, 산소섭취량이 150 ml/min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자각

적 운동강도(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RPE)가 17 이상

그리고 호흡교환율(respiratory exchange ratio, RER)이 1.15

이상 일 때로 하고 이것들 중 2개 이상을 만족할 때 최대운동

부하로 판정하였다[4]. 12주간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위한

운동강도는 ACSM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005)의 기준을 근거로, 중강도(fast walking or jogging

50%HRR)로 설정하고, ACSM의 대사방정식[VO2=3.5+0.2(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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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erobic exercise program

Section Time (m) Intensity Period Frequncy

Warm-up

Treadmill

Cool-down

10~15

300 kcal consumed time

10~15

50%HRR 12 weeks 3/week

도)+0.9(속도)×경사도]을 이용하여 사전실험을 통해 얻은 최

대산소섭취량을 기준으로 피험자들의 속도(speed)와 경사도

(%grade)를 산출하였다.

혈액분석

혈액검사는 10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오전 7시

부터 상완정맥에서 혈액 10 ml 채취하여, 각각의 수집된 혈액

샘플은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혈청을 -70℃에 냉동 보관하

였다. 혈액 분석은 D대학병원 약리학실험실에서 직접

Adiponectin, RBP-4, Insulin, IL-6를 분석하였다. 채혈 시기는

운동전과 12주 운동 후 운동의 마지막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72시간 경과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혈중 포도당

농도는 hexokinase법으로 자동분석기(Hichi, Japan)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인슐린은 INC (limmuno Nucleo Cooperative,

Stillwarer, USA) kit를 이용하여 방사면역측정법으로 측정하

였다. 또한 Adiponectin, RBP4, IL-6는 ELISA법(AdipoGen,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저항성 검사

인슐린저항성은 공복혈당과 인슐린 농도를 이용하여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법으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9].

HOMA-IR=[fasting insulin (uU/ml)×fasting glucose

(mg/dl)/405

운동프로그램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은 12주간 주 3일 빈도로 개인별로

산출된 운동강도(속도, 경사도, %HRR)에 따라 300 kcal에 도

달할 때까지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이 강도의 유지

를 위하여 심박수 측정기(X-trainer, Polar, Finland)를 이용하

여 모니터링 하였다. 운동처치 6주 후에 체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간실험(최대운동부하검사)을 통하여 새로운 운동강도를 설

정하였으며, 12주까지 그 강도로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운

동강도에 따른 유산소성 트레이닝 시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트레이닝 기간 중에 모든 피험자들의 식생활

과 일상생활이 규칙적이 되도록 독려하였으며, 12주간의 트레

이닝 기간 동안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면담을 실시하

고, 수시로 격려하였다. 구체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9.0을 이용하여 측정항목별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의 실시 전과 12주 후의 차이검증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

으며. 평균차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다. 유

의수준(α)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신체지수의 변화

유산소 운동 전과 12주 후의 신체조성의 변화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운동군에서 유산소 운동 12주 후 체중, 체질

량지수(BMI), 체지방률이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p<0.001, p<0.001). 체질량지수에서 집단×시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p<0.05), 체지방률에서는 집단과 집단×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5).

수축기 혈압에서는 집단 간, 시기 간, 집단×시기 간의 상호작

용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p<0.01,

p<0.05), 이완기 혈압에서는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5).

공복혈당,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

유산소 운동 전과 12주 후의 공복시 혈당,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산소 운동

12주 전과 후의 글루코스의 변화는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p<0.001), 집단×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5). 인슐린과 인슐린저항성은 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p<0.05), 운동군

에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p<0.001).

아디포넥틴 및 혈관염증인자의 변화

유산소 운동 전과 12주 후의 아디포넥틴과 혈관염증인자의

변화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디포넥틴은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1), 시기 간과 집단×시기 간의 상

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p<0.05). RBP4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5), CRP는 운동군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IL-6는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집단 간과 집단×시기 간의 상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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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body composition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F-value

weight
(kg)

Exercise
Control

51.99±6.83
52.30±4.99

50.88±6.17#

54.82±5.06

Group
Tme

Group×Time

1.779
0.194
1.302

BMI
(kg/m

2
)

Exercise
Control

24.43±1.47
24.26±1.30

23.22±1.48
###

24.69±1.48

Group
Tme

Group×Time

2.741
0.966
4.300

*

Body fat
(%)

Exercise
Control

27.71±2.66
27.78±2.28

25.64±2.32###

28.17±1.85

Group
Tme

Group×Time

4.573*

1.929
4.086*

WHR
Exercise
Control

0.90±0.05
0.84±0.06

0.88±0.06
0.86±0.65

Group
Tme

Group×Time

6.270
*

0.153
2.231

VO2max
(ml/Kg/min)

Exercise
Control

34.09±6.00
35.90±3.81

37.78±6.76##

33.19±4.00

Group
Tme

Group×Time

1.023
0.127
5.383*

SBP
(mmHg)

Exercise
Control

121.60±4.86
121.85±5.15

115.80±4.12
##

121.08±3.23

Group
Tme

Group×Time

5.370
*

7.597
**

4.455
*

DBP
(mmHg)

Exercise
Control

81.87±4.12
81.46±4.59

78.47±3.36
#

80.77±3.63

Group
Tme

Group×Time

0.075
3.553
1.502

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ce from baseline:#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ce of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ime,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 p<0.05, ** p<0.01, *** p<0.001

Table 4. Chang of fasting glucose, insulin and HOMA-IR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F-value

Glucose
(mg/dl)

Exercise
Control

94.13±4.58
90.23±6.25

88.67±4.98###

91.23±6.94

Group
Tme

Group×Time

0.192
2.141
4.487*

Insulin
(μU/ml)

Exercise
Control

6.21±0.97
6.67±1.38

5.48±0.91
###

6.77±1.01

Group
Tme

Group×Time

9.377
**

1.231
2.089

HOMA-IR
Exercise
Control

1.45±0.26
1.50±0.37

1.21±0.21###

1.53±0.31

Group
Tme

Group×Time

5.763*

1.955
2.850

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ce from baseline: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ce of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ime,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 p<0.05,

** p<0.01,
*** p<0.001

Table 5. Change of adiponectin, RBP-4 and vascular inflammation factors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F-value

Adiponectin
(μg/ml)

Exercise
Control

11.72±0.80
12.90±1.25

14.53±2.20
###

14.00±1.36

Group
Tme

Group×Time

0.622
23.150

***

4.696
*

RBP4
(μg/ml)

Exercise
Control

42.36±10.22
45.85±13.13

38.09±10.79
47.36±13.62

Group
Tme

Group×Time

4.263*

0.140
0.934

CRP
(mg/dl)

Exercise
Control

0.17±0.13
0.18±0.07

0.13±0.11##

0.20±0.08

Group
Tme

Group×Time

2.535
0.026
0.965

IL-6
(ng/ml)

Exercise
Control

0.44±0.06
0.42±0.05

0.38±0.05
###

0.49±0.07

Group
Tme

Group×Time

8.899
*

0.049
19.644

***

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ce from baseline:#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ce of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ime,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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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01).

고 찰

최근 급속하게 비만아동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은 현대 생활양식의 변화와 좌식생활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감소 때문이다. 특히 TV시청 시간이 증가하고, 컴퓨터

게임이 주된 여가시간 활동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등의

좌식생활이 일상생활 행동유형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현대 아동 및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발생 위험이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8,18].

현재 비만치료 운동방법으로 유산소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되고 있고, 비만환자들에게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 12주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후 비만아동의 체중, BMI, 체지방율,

아디포넥틴, 혈관염증지표(RBP-4, IL-6, CRP), 인슐린 및 인슐

린저항성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선행연

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Kim 등(2007)은 비만고등학생들과 정

상체중인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비만 학생들에게서 혈압,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CRP, 인슐린과 인슐

린저항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Adiponectin 수치는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중에서 비만학생 일부를 선발하여 규

칙적인 운동(줄넘기 운동)을 6주간(주 5회, 50분/일) 실시한

결과 체중, BMI, 중성지방, CRP,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이 유

의하게 감소되었고, 아디포넥틴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비만학생이 13주간 복합 트레이닝으로 신체

구성, 체력, 대사증후군 위험인자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3].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 및 신체활동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을 낮추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개선하며, 또한 인슐린 저항

성을 낮추고, 혈당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병 위험 요인들

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5].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기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률을 감소시키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포함한 심혈관질

환 위험요인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디포넥틴은 혈관손상과 동맥경화를 방지하고[13], 인슐

린 작용과 당 조절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32].

본 연구에서 아디포넥틴은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처치 후에는 증가 하였다. 이는 유산소 운동 처치에 따른 비만

아동의 아디포넥틴 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Yang 등(2001)은 체중을 감소시킨 이후에 아디포

넥틴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중성지방과 혈청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Hotta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만아동의 운동처치로 아디포넥틴 농도가 증

가한 것은 운동을 통한 체지방률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아디포넥틴은 지방조직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며, 지

방과의 음의 상관관계를[7] 보임에 따라 지방이 축적될수록

감소하므로 운동을 통한 체지방률 감소가 중요한 매개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인슐린 농도 및 인슐린 저항

성을 나타내는 HOMA-IR 값은 아디포넥틴 농도와 반대로 다

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9].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디포넥틴 농도는 현재 체지방

율 및 인슐린 저항성과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운동 및 신체활동은 장기적으로 성인기

때의 운동이나 신체활동 습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

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1]. 주목할 만한 Jekal 등(2009)의

연구에서 12주간의 운동참여를 통해 비만한 학생들의 체질량

지수가 정상체중 수준까지 감소되지는 않았지만, 인슐린저항

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등의 건강관련 지표는 정상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결론적으로 체중은 비만하지만 정기적인 신체활

동 참여를 유지한다면,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심혈관질환 발

병의 지연 혹은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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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비만아동의 adiponectin, RBP-4(retinol binding protein-4) 및 혈관

염증인자에 미치는 영향

이성수․소용석*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지도학과)

본 연구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12주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신체조성, 아디포넥틴, RBP-4, 혈관염증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들은 두 집단으로, 운동군(n=15)은 12주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

였고, 대조군(n=13)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동군은 여유심박수 50%의 운동강도로 300 kcal에 도달할

때까지 트레드밀에서 런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운동군이 통제군보다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수축

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최대산소섭취량은 운동군에서 높게 나타났

다(p<0.05). 공복시 혈당, 인슐린과 인슐린저항성은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아디포넥틴은 12주 운동

후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또한, 혈중 RBP-4, CRP, IL-6 농도는 대조군보다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에서 12주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은 비만 아동들의 염증과 신체지

수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