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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이 건강한 중년남성의 RBP4와 CRP변화에 미치는 영향  
채지숙, 김성민, 이정아*, 전용관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

The Effects of Marathon Running on Retinol Binding Protein 4 and
C-reactive Protein Levels in Healthy Middle-aged Korean Men
Jisuk Chae, Sungmin Kim, Junga Lee*, Justin Y. Jeon
Department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rathon running (42.195 km) on retinol binding protein4 (RBP4) and
C-reactive protein (CRP) in healthy middle aged Korean men. Methods: Fourteen men aged from 40 to 50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Eight participants completed marathon running while six participants in the control group took a rest.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90 minutes
before running the marathon and right after it. Blood samples from the control group were drawn approximately at the same time. Results:
Marathon running (average marathon finishing time: 256.75± 11.52 min) did not influence plasma levels of RBP4 (pre: 86.63± 28.87 vs. post:
92.22± 42.20 μg/mL) or CRP (pre: 0.04± 0.04 vs. post: 0.04± 0.04 mg/dL). After running the marathon, white blood cells increased by 235%
(pre: 5.80 ± 1.64 th/mm3 vs. post: 13.62 ± 3.62 th/mm3). Total cholesterol level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marathon running (P < 0.05).
Conclusion: Marathon running did not affect RBP4 or CRP levels, but it increased WBC level significant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lucidate the exact physiological indicators associated with marathon running, as in WBC, RBP4, and 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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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6 (IL-6), Angiotensinogen 등

서 론

이 있다.6-8 그중 Retinol Binding Protein 4 (RBP4)는 Retinol에 결합
운동과 신체활동의 부족은 현대인의 대사능력을 저하시켜 비만과

을 잘하는 새로운 아디포카인으로써 인슐린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

당뇨, 내당능장애,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을 일으키

으로 알려져 있고9, 또한 지방세포의 RBP4는 골격근에서 포도당흡수

며, 이들 질환의 공통된 발현인자는 과거 제2형 당뇨병의 주요발현인

를 저해하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초

자로만 생각되었던 인슐린저항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1,2 특히, 인슐린

기 연구에서 따르면 RBP4는 인슐린에 민감하고, 골격근과 백색지방

저항성은 결정적인 성인병의 예측인자로 알려졌다. 인슐린저항성과

조직에서 나타나는 비타민A의 수송단백으로만 알려져 왔고11, 지속

성인병 예측인자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에 따

적으로 인슐린저항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RBP4는

르면, 증가된 지방조직으로 인한 혈중 유리지방산 분비의 증가는 인슐

무증상 염증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며, 인슐린민감도와 상관관계가

린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디포카인을 증가시켰다.

있으며12, 당뇨병, 심장질환, 인슐린저항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와

3,4

5

인슐린저항성 유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아디포카인들이 지속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5 또한, RBP4는 혈당, 인슐린, 당화

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Leptin, Adiponectin, Tumor necro-

혈색소, 수축기 혈압과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16, 다른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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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P4가 증가할수록 허리둘레의 증가를 보고하였다.17 이에 더하여,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비만한 사람이 마른 사람에 비해 RBP4가 높게 나타났고, 정상 혈당군

Variables

보다 내당능장애 또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군에서 RBP4가 더 높게

Age (yr)
Weight (kg)
Height (cm)
BMI (kg/m2)
Record (min)

나타났다.9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은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
환, 인슐린저항성의 개선 등과 같이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널리 권
장되었다.18 비만한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여
유심박수의 50-60%)은 고령자의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

Marathon group (N= 8)

Control group (N= 6)

46.75± 8.73
Pre: 65.06± 6.40/Post: 62.95± 6.38
169.25± 5.29
22.71± 1.92
256.75± 32.58

42.33± 9.77
76.42± 11.22
174.33± 6.25
25.07± 3.00

Data shown represent mean± SD.
BMI, body mass index; Pre, pre-marathon; Post, post-marathon.

으며,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 인슐린저항성, RBP4를 감소시켰다.19

참여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운동군(N = 8)은 마라톤을 5시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질환의 예후인자인 C-reactive protein (CRP)

간 이내로 완주한 경험자로 하였고, 대조군(N = 6)은 과거에 마라톤

도 감소시켰다. CRP는 비만의 합병증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예

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건강한 중년남성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들의

후인자로 죽상동맥경화와 혈관 내피세포 손상에 의한 심혈관질환을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

예측하는 임상적 지표이며, 운동부족이나 혈관내피세포 기능저하,
인슐린저항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23 사실상, RBP4와

2. 연구 프로토콜

CRP모두 인슐린저항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둘

1) 실험설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측정시기(2회, 사전과 사후검사)와 집단(2

이렇듯, 인슐린저항성, 대사증후군,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

그룹, 운동군과 대조군)의 혼합설계로 독립변인은 측정시기와 집단이

요소와 관련성이 깊은 증가된 RBP4와 운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며, 종속변인은 White blood cell (WBC), Hematocrit (Hct), Glucose,

대상자에 따른 운동의 형태, 강도 및 시간,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결

Insulin, Triglycerides (TG), Total cholesterol (TC), High density li-

과를 보고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효과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마

poprotein cholesterol (H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라톤이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운동에 참여하는 인구수는 외국과

(LDL-C), CRP와 RBP4이었다. 종속변인의 측정은 1회성 마라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42.195 km) 90분 전과 마라톤 완주 직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24,25

그러나, 운동이

RBP4와 CRP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집단의 분류는 마라톤(42.195 km)을 평균 5시간 안에 완주했던 운

부족하며, 당뇨환자, 비만 청소년, 고령여성, 복부비만 여성을 대상으

동군(N = 8)과,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대조군(N = 6)

로 저, 중강도 유산소운동으로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

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 당일 아침식사 후 오전 6시에 실

(42.195 km)과 같은 고강도 유산소운동과 RBP4 및 CRP의 관계에 대

험장소에 간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도착하였으며, 훈련받은 연구원은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건강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마

피험자의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모든 피검자는 30분간 의

라톤을 실시함으로써 인슐린저항성을 유도하는 RBP4와 비만의 합

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병증 중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는 CRP 및 생

들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운동군은 오전 8시부터 마라톤에 참여

리학적 혈액성분반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였고, 대조군은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중년남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1
회성 마라톤(42.195 km) 후의 RBP4와 CRP 및 WBC, 혈중지질성분
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아침식사 내용

모든 피험자는 실험 당일 운동 특성상 마라톤달리기가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의 생활습관에 맞게 아침 식사를

방 법

하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1. 연구 대상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인터넷 마라톤 동호회 사이트에 방문하여 관계자의 허

1) 신체계측 측정

락을 받은 후 연구에 대한 취지 및 실험절차 공지를 통해 피험자를 모

신장 및 체중은 자동측정장비(JENIX, Jenix Co., Seoul, Korea)를

집하였다. 당뇨병력이 없는 건강한 40-50대 중년남성 총 14명으로, 급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 (BMI, kg/m2)는 체중을 키의 제곱

성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에 자발적으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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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통제

2) 혈액채혈 및 분석

혈액채혈은 마라톤 시작 90분 전인 안정시와, 마라톤완주 직후 2회

본 실험은 안정 시 및 마라톤 직후의 RBP4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에 걸쳐 성분변화를 피험자의 전완정맥에서 약 5 mL의 정맥혈을 채

것으로, 실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취한 후, 모든 혈액 변인의 분석은 서울소재 M병원에 의뢰하여 분석

사항을 유의하여 실험통제하였다.

하였다. 각 채혈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혈액은 항응고제가 들어

1) 실험실시 24시간 전에는 일상적 활동 이외의 운동을 금지시켰으

있지 않은 진공관에 채혈 후 원심분리기 3,000 rpm에서 15분간 혈장,

며, 알코올, 카페인 등의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약물의 복용도 금하

혈청으로 분리한 후 -80°C에 즉시 냉동보관 후 측정하였다. 혈액학적

게 하였다.

검사 항목 중 WBC, Hct로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생화학적 검사는

2) 실험실시 동안 채혈, 운동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긴장

Glucose, Insulin, TG, TC, HDL-C, LDL-C 등은 비색법(colorimetry)

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실험 시 실험내용 및 방법에 관해 충분한 설

을 이용한 전자동 임상화학분석기(ADVIA 1650, Bayer, Tarrytown,

명을 한 후 피험자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였다.

NY,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RP는 HBI (HBI Co., Anyang, Korea)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결 과

으며, RBP4는 경쟁적 효소면역측정법(competitive enzyme-linked
immunosorbent)으로 ELIS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된 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급성유산소운동으로

료를 이용하여 측정시간별 각 호르몬 농도를 산출하였으며 마라톤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을 실시하여 RBP4 및 CRP, WBC,

전을 기준으로 증가 및 감소율을 산출하였다.

혈당 및 인슐린, 혈중 지질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 자료분석
1. RBP4 및 CRP의 변화

1) 헤마토크릿 보정

남성의 Hct의 정상 수준은 40-54% 이지만 45% 내외가 일반적이

당뇨병력이 없는 건강한 40-50대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급성유산소

다. 이 연구에서 마라톤 전의 Hct 농도는 41.59 ± 1.77%였고 마라톤 후

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을 완주한 그룹에서 RBP4

의 Hct 농도는 44.49 ± 2.7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선행연구

와 CRP 변화를 볼 때, 마라톤 전(RBP4, 86.63 ± 28.87 μg/mL; CRP,

를 종합해 볼 때, 마라톤 직후 Hct 농도 증가는 운동에 참여 후 탈수

0.04 ± 0.04 mg/dL)과 완주 직후(RBP4, 92.22 ± 42.20 μg/mL; CRP,

현상에 의한 혈장부피의 감소 때문이었고, 또한, 마라톤을 완주한 피

0.04 ± 0.04 mg/dL)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6

27

험자는 규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체내수분 대사조절이

마라톤 전 평균과 마라톤 후의 모든 변인의 평균차이는 변화 값(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모든

라톤 후-마라톤 전)으로 나타내었고, CRP의 변화 값은 운동집단(Δ =

항목의 측정결과는 탈수에 의한 변수비율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0.01 mg/dL)과 통제집단(Δ = 0.01 mg/dL)에서 같게 나타났으나 통계

마라톤 직후 각각의 변수 변량에 Hct보정 값을 대입하여 각 그룹별

적으로 유의(CRP, P = 0.543)하지 않았으며, RBP4는 운동집단(Δ =

평균(Mean)과 표준표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다.

5.59 μg/mL)이 통제집단(Δ = 9.48 μg/mL)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3

헤마토크릿 보정 =

마라톤 전 헤마토크릿 농도(%)
마라톤 후 헤마토크릿 농도(%)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RBP4, P = 0.722)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 (WBC, Hct, Glucose, Insulin, TG, TC, HDL-C, LDL-C, RBP4,
CRP) 마라톤 직후 각각의 변량

2. White Blood Cell
급성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을 완주한

2) 통계분석방법

실험 후 운동집단 및 통제집단 각각의 집단 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여

그룹에서 WBC는 마라톤 전(5.80 ± 1.64 th/mm3)과 완주 직후(13.62
± 3.62 th/mm3)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 < 0.001)하
였다.

분석하였고,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

WBC의 변화 값은 운동집단(Δ =7.83 th/mm3)이 통제집단(Δ =

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0.19 th/mm3)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01)가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 (PASW Sta-

나타났다.

tistics) version 21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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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and laboratory parameters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Hct correction) the marathon running
Variables
WBC (th/mm³)
Glucose (mg/dL)
Insulin (µlU/mL)
TG (mg/dL)
TC (mg/dL)
HDL-C (mg/dL)
LDL-C (mg/dL)
CRP (mg/dL)
RBP4 (μg/mL)

Marathon group (N= 8)

Control group (N= 6)

Pre

Post

Delta (Δ)

95% CI

Pre

Post

Delta (Δ)

5.80± 1.64
99.75± 34.21
16.58± 3.92
107.00± 56.66
177.38± 41.79
53.88± 10.11
102.10± 45.64
0.04± 0.04
86.63± 28.87

13.62± 3.62†
96.01± 17.08
3.99± 2.14†
118.82± 72.18
182.25± 42.84*
55.15± 10.34
103.33± 44.47
0.04± 0.04
92.22± 42.20

7.83± 2.55
-3.74± 33.19
-12.59± 4.80
11.82± 32.08
4.87± 5.73
1.28± 3.97
1.23± 5.81
0.01± 0.01
5.59± 20.66

5.70~9.96
-31.48~24.01
-16.60~-8.58
-15.00~38.65
0.08~9.66
-2.04~4.60
-3.63~6.08
-0.00~0.01
-11.68~22.86

5.94± 1.09
80.67± 11.99
10.17± 6.22
191.50± 120.91
191.17± 22.47
47.00± 14.97
105.87± 21.31
0.06± 0.06
79.02± 9.83

5.76± 1.48
77.65± 8.39
2.90± 1.26*
155.21± 88.95
189.97± 21.95
48.74± 15.07
110.19± 17.62
0.06± 0.06
88.50± 14.39

-0.19± 0.62
-3.02± 12.29
-7.27± 5.44
-36.29± 41.71
-1.20± 5.30
1.74± 2.64
4.32± 9.79
0.01± 0.01
9.48± 19.00

95% CI

P -value

-0.83~0.46 < 0.001§
-15.92~9.88
0.956
-12.98~-1.56
0.086
-80.07~7.48
0.043‡
-6.76~4.36
0.064
-1.03~4.51
0.799
-5.95~14.59 0.512
-0.00~0.01
0.543
-10.46~29.42 0.722

Data shown represent mean± SD, by independent t-test (Pre vs. Post); by paired t-test (Marathon group’s delta vs. Control group’s delta).
WBC, white blood cell; TG, triglycerides;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RP, C-reactive protein; RBP4,
retinol binding protein 4; M, marathon; Post, M calculated with Hct correction.
Independent t-test, *P < 0.05, †P < 0.001. Paired t-test, ‡P < 0.05, §P < 0.001.

3. Glucose 및 Insulin의 변화
급성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을 완주한
그룹에서 Glucose는 마라톤 전(99.75 ± 34.21 mg/dL)과 완주 직후

며,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자료분석 결과 마라톤 전-후와 평균차
이의 변화 값(마라톤 후-마라톤 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96.01 ± 17.08 mg/dL)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급성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을 실시한

지 않았고, Insulin은 마라톤 전(16.58 ± 3.92 µlU/mL)과 완주 직후

후 RBP4와 CRP는 운동집단에서 전-후 비교와 평균차이의 변화 값

(3.99 ± 2.14 µlU/mL)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P <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WBC는 마라톤

0.001)하였다.

전-후 비교와 변화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Insulin과 혈

Glucose의 변화 값은 운동집단(Δ = -3.74 mg/dL)이 통제집단(Δ =

중 지질성분 중 TC는 마라톤 전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3.02 mg/dL)보다 낮게 나타났고, Insulin의 변화 값 역시 운동집단

가 나타났다. 반면에 TG의 변화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Δ = -12.59 µlU/mL)이 통제집단(Δ = -7.27 µlU/mL)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Glucose, P = 0.956;
Insulin, P = 0.086)가 없었다.

1. RBP4
본 연구에서 RBP4는 마라톤 집단에서 전-후 비교와 변화 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회성 마라톤과 같은 고강

4. 혈중 지질성분의 변화

도 급성유산소운동 처치가 건강한 중년 남성의 RBP4 변화에 영향을

급성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 완주한 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건강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2시

룹에서 혈중 지질성분의 변화를 볼 때, TC는 마라톤 전(177.38 ± 41.79

간 동안의 고강도 저항성운동이 RBP4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mg/dL)과 완주 직후(182.25 ± 42.84 mg/dL)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결과와 일치하였다.28

유의하게 증가(P < 0.05)하였다. 그러나 TG, HDL-C, LDL-C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4주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RBP4와 인슐린저항성이 감소되었다.9 또한, 칼로리제한이 없는 12주

TC, HDL-C, LDL-C의 변화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C, P =

간의 운동은 심혈관 질환을 가진 비만한 중년 남성의 RBP4 및 아디

0.064; HDL-C, P = 0.799; LDL-C, P = 0.512)가 없었지만, TG는 통계

포카인을 감소시켰으며29, 규칙적인 운동은 제1형 당뇨병을 가진 비만

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린이의 신체조성변화는 없었으나, 혈관염증반응은 줄어들었
다.30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12주간 중강도

고 찰

의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경우, 체중, 체질량지수, Adiponectin, RBP4,
CRP 등과 같은 비만 및 인슐린저항성의 위험요인을 감소시켰다.31

본 연구는 급성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km)

한편, 장기간 운동은 건강한 마른남성에서 Adiponectin의 농도 또

을 실시하여 40-50대 중년남성의 만성질환위험요인관련 RBP4, CRP,

는 Adiponectin receptor의 발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WBC, Glucose, Insulin, 혈중 지질성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

보고되었다.32,33 비만이 아닌 건강한 대상자의 경우, 운동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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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nectin수치가 증가되었지만, 이 원인이 대상자가 과체중이면서

활동적이지 않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34,35

련된 집단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다

양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마라톤에 대한 RBP4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활동적이지 않은 대상자 또는 운동강도 및 시간 등 일부 내용
의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혈중 지질성분
선행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약 100 km를 완주한 울트라 마라
톤 달리기는 TG, LDL-C 감소와 HDL-C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수영(3.9 km), 사이클(180.2 km), 달리기(42.2 km)를 포

2. WBC, CRP 농도

함한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는 경기 후 TG가 감소하였으며, HDL-C

본 연구결과 급성염증반응 인자인 WBC는 마라톤참여 후 유의하

와 LDL-C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51 또한 아마추어 마라톤에서

게 증가되었다. 비만중년여성들의 12주 걷기운동36과 고령여성을 대상

는 HDL-C와 LDL-C가 증가되었고, TG의 감소를 나타내었다.47 그러

으로 댄스와 저항성운동을 포함한 12주간의 복합운동37은 높은 WBC

나, 본 연구에서 TG는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TG의 변화 값이 통

의 수치를 유의하게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지속성 운동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급성운동과 골격근 내 TG

이 아닌, 일회성 운동인 중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Kim 등 의

의 합성에 대해 연구한 Schenk 등52은 골격근의 단백질(mGPAT,

연구는 자전거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최대하운동(80% HRmax, 30

DGAT, SCD1)이 근육 내의 TG와 함께 병행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한

분)을 수행한 결과 WBC는 안정 시에 비하여 운동직후 유의하게 높

것으로 설명하였다.

38

은 수치를 보이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TC는 1,600 km 울트라 마라톤에서 감소되었고53, 마라톤에서는 차

운동의 형태, 기간, 대상 등에 따라 WBC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는

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54, 본 연구에서는 Sung 등55의 연구처럼 TC

것으로 보이는데, 운동직후 운동에 의하여 손상된 근육의 염증과 관

는 마라톤집단의 전후 비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운동

련되어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전을 백혈구증가증(Leu-

직후 TC의 변화는 운동 강도, 시간, 기간 또는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

kocytosis)이라고 한다. 이는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세

한 결과를 나타낸다.56 TC의 변화는 일시적인 운동으로 세포 내로부

포막을 파괴하고, 손상된 근육세포에 WBC들이 더 많은 활성산소를

터 유출된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인하여 HDL-C, LDL-C들이 증가함

생산하여 이들이 근육의 통증과 더불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57,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증가는 아니지만

려졌다.40,4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WBC의 증가

HDL-C과 LDL-C의 증가로 TC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39

는 운동으로 손상된 조직의 빠른 분해와 근육의 기능 손상조직의 회
복을 촉진하기 위한 급성 염증반응의 자극으로 사료된다.

42

운동 후 혈중지질결과지표의 변화는 운동강도, 시간, 혹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실험

본 연구에서 CRP는 마라톤 완주 직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대상자들이 실험 전 섭취한 아침식사의 열량 및 식단구성의 차이가

Monzillo 등 의 연구에서 유산소운동 후 CRP감소를 보고하였으나,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추후 추가적인 식단의 통제 후 후

Kelly 등 의 연구는 운동 후 체중감소와 체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

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3

44

음에도 CRP의 변화가 없었다. 과도한 운동은 급성 염증반응을 유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 수와 관련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 본 연구결과 42.195 km 마라톤 전과 후에

된 것으로 본 연구는 14명이라는 비교적 소수의 대상을 연구에 포함

CRP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운동강도가 높은 200 km 울트라 마라

하였다. 또한, 이전에 당뇨병력이 없는 건강한 한국 중년남성을 대상

톤 후에는 CRP가 증가되었다. 선행연구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으로 하였지만, 다른 질병이나 잠복되어 있는 질환, 감염들의 상태로

CRP가 1회성 마라톤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마라톤 경기

인해 염증인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정확하게 배제하지 않

는 울트라 마라톤보다 경기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유

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건강한 한국 중년남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과 관련된 CRP연구를 보면 규칙적

수는 없다.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아침식사 칼로리와 식

인 신체활동은 구조적 항염증효과를 통하여 운동 후에 CRP가 감소

단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전후 혈액분석에 미칠 수 있는 영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규칙적으로 훈련된 선수들의 경우 21 km의

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마라톤이라는 고강도운동을

달리기 또는 이하의 거리를 달린 후의 CRP는 높아지지 않았으나, 훈

공복 시에 실기하는 것은 피험자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으므

련되지 않은 선수의 경우 짧은 거리를 달렸음에도 CRP가 매우 높았

로 피험자의 식습관조사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식단과 칼로리 제한

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결과 CRP는 마라톤 전과 완주 직후 유의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발적으로 마라톤 운동에 참여한

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모두가 동호인이지만, 평

일반 중년남성의 지원자를 운동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이들의 나이,

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미 마라톤 완주 경험이 있는 충분히 훈

몸무게, 키 등 운동 후의 RBP4와 CRP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있는 여러

45

46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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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을 모두 통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Kahn CR. Role of glucose and insulin resistance in development

서, RBP4 및 CR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향후 연구가

of type 2 diabetes mellitus: results of a 25-year follow-up study.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Lancet 1992;340:925-9.

본 연구에서는 1회성 급성유산소운동이 건강한 중년남성의 RBP4

2. Hedblad B, Nilsson P, Engström G, Berglund G, Janzon L. Insulin

와 CRP 및 생리학적 혈액성분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

resistance in non-diabetic subjects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in-

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마라톤 달리기는 인슐린저항성

cid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death. Diabet Med 2002;19:

증가와 관련된 RBP4와 심혈관질환의 예후인자인 CRP에 유의한 변

470-5.

화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완주 직후 정상범위보다 높은 염증반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Yip J, Facchini FS, Reaven GM. Resistance to insulin-mediated
glucose disposal as a predi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J Clin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동에 따른 RBP4와 CRP 및 생리학적

Endocrinol Metab 1998;83:2773-6.

혈액성분반응은 운동의 특성과 개인의 규칙적 운동과 같은 훈련상태

4. Facchini FS, Hua N, Abbasi F, Reaven GM. Insulin resistance as a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predictor of age-related diseases. J Clin Endocrinol Metab 2001;
86:3574-8.

요 약

5. Kovacs P, Stumvoll M. Fatty acids and insulin resistance in muscle
and liver. Best Pract Res Clin Endocrinol Metab 2005;19:625-35.

배경: 본 연구는 급성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1회성 마라톤(42.195

6. Bouzakri K, Zierath JR. MAP4K4 gene silencing in human skele-

km) 달리기가 건강한 중년남성의 Retinol Binding Protein 4 (RBP4)

tal muscle prevents tumor necrosis factor-alpha-induced insulin

및 C-reactive protein (CRP)와 생리학적 혈액성분에 어떠한 영향을

resistance. J Biol Chem 2007;282:7783-9.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7. Kern PA, Ranganathan S, Li C, Wood L, Ranganathan G. Adipose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터넷 마라톤 동호회 사이트에서 연구공

tissue tumor necrosis factor and interleukin-6 expression in hu-

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당뇨병력이 없는 40-50대 중년남성 총 14명이

man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 Am J Physiol Endocrinol

연구에 참여하였다. 운동군(N = 8)은 과거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이

Metab 2001;280:E745-51.

있고, 과거에 마라톤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건강한 중년남성으로 대

8. Sweeney G, Keen J, Somwar R, Konrad D, Garg R, Klip A. High

조군(N = 6)을 구성하였다. 운동군만 마라톤을 완주하였고, 대조군

leptin levels acutely inhibit insulin-stimulated glucose uptake

은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

without affecting glucose transporter 4 translocation in l6 rat skel-

결과: 마라톤달리기(평균완주시간: 256.75 ± 11.52 min)는 RBP4 (pre:

etal muscle cells. Endocrinology 2001;142:4806-12.

86.63 ± 28.87 vs post: 92.22 ± 42.20 μg/mL)와 CRP (pre: 0.04 ± 0.04

9. Graham TE, Yang Q, Blüher M, Hammarstedt A, Ciaraldi TP, Henry

vs post: 0.04 ± 0.04 mg/dL)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

RR, et al. Retinol-binding protein 4 and insulin resistance in lean,

나 마라톤달리기는 백혈구 수치(White blood cell, pre: 5.80 ± 1.64 th/

obese, and diabetic subjects. N Engl J Med 2006;354:2552-63.

mm , post: 13.62 ± 3.62 th/mm , P < 0.001)와 총 콜레스테롤(Total

10. Yang Q, Graham TE, Mody N, Preitner F, Peroni OD, Zabolotny

cholesterol, pre: 177.38 ± 41.79 mg/dL, post: 182.25 ± 42.84 mg/dL,

JM, et al. Serum retinol binding protein 4 contributes to insulin

P < 0.05) 수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resistance in obesity and type 2 diabetes. Nature 2005;436:356-62.

3

3

결론: 1회성 급성유산소운동은 건강한 중년남성의 급성염증반응 인

11. Kanai M, Raz A, Goodman DS. Retinol-binding protein: the

자인 WBC를 상승시켰지만, RBP4와 CR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transport protein for vitamin A in human plasma. J Clin Invest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마라톤 달리기와 관련된 WBC, RBP4,

1968;47:2025-44.

CRP를 포함하는 생리학적 지표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중심단어: RBP4, 급성유산소운동, 마라톤, 한국중년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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