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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가 혈액학적

요인 및 면역인자, 유·무산소성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folic acid and vitamin B12 supplementation on hematologic 
factors, immune factors, aerobic and anaerobic exercise ability in 

Women’s basketball players 

박노환*, 조인호**

Noh-Hwan Park*, In-ho Cho**

요 약 본 연구는 여자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가 혈액학적 요인 및 면역인자, 유·무

산소성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를 섭취군과 통제군 각각 9명으로 선정하였으

며, 4주간의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 전·후 결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유·무산소 능력 측정 결

과 섭취군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혈액요인 분석의 경우 RBC, Hct의 섭취군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염증 및 면역 분석 결과 섭취군에서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섭취군과 통제

군 모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볼 때, 여성 농구선수의 유·무

산소성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는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 여자 농구선수, 엽산, 비타민 B12,, 유·무산소 운동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4 week folic acid and vitamin B12 intake 
on hematological, immune and aerobic·anaerobic exercise performance in female basketball player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nine groups: ingestion and control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4 weeks of folic acid 
and vitamin B12 before and after ingestion.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intake of aerobic and anaerobic 
capacity, and blood factor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ake of RBC and Hct.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it is expected that folic acid and vitamin B12 intake for 
improvement of anaerobic and anaerobic exercise ability of female basketball player can improve the 
performance.
Key words :  Women’s Basketball player, Folic acid, Vitamin B12, Aerobic·Anaerobic exericis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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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구 경기는 점프나 달리기 등 다양한 강도의 운동

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으로 기술적·전술적인 부

분 뿐만 아니라, 경기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체

력적인 특성 및 운동수행능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3]. 농구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슛팅

(Shooting), 패스(Pass), 리바운드(Rebound), 드리블

(Dribble) 등 기술 수행 시 생성되는 에너지 공급은 주

로 10초 이내의 근 수축이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인원질

(ATP-PC)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가 공급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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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고강도 운동이 간

헐적으로 일어나며, 비교적 좁은 공간인 가로 28m, 세

로 15m의 농구 코트에서 장시간 동안 공·수 전환과 상

대 선수와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종목으로

체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한, 민첩한 개

인기술이 요구되며, 순발력과 유연성 그리고 빠른 판단

력이 요구되는 경기이다[4]. [5]의 연구에서 농구와 같

은 구기운동은 무산소성 에너지시스템과 유산소성 에

너지시스템의 비율이 85:15로 무산소성 에너지 공급 비

율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고하였으며, [6]은 농구경기에

서 순간적인 힘을 내는데 필요한 무산소성 능력과 장시

간 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유산소성 능력 모두 동원되

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호르몬의 분비로 인한 신체

적 형태가 다르며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남성

보다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다[7]. 무엇보다도 여성과 남

성의 가장 큰 차이로 생리적인 특성에 의한 월경으로

여자 운동선수의 경우 격렬한 운동을 장기간 지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운동성 무월경 및 월경 불순을 초래하

게 된다[8][9][10]. 여자 운동선수의 약 73%가 월경으로

인한 체력적인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훈련과

시합 시 운동수행의 어려움과 경기력 저하 현상이 초래

됨을 보고하고 있다[11]. 이러한 생리적 반응의 차이에

따른 염증반응과 면역기능이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장기간 운동으로 인한 근육손상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12], 생리적 스트레서(Stressor)의 한

유형으로 인체의 항상성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13]. 특

히, 근육 손상으로 인해 염증인자인 CRP(C-reactive

protein), WBC(White Blood Cell), CK, Albumin 등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한다[14][15]. 또한, 격렬한 장기간

운동(최고산소섭취량의 70% 이상)은 면역 기능의 억제

를 초래하며, 면역의 약화로 인한 결과로서 질병에 더

욱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16]. 특히, 운동선수의 고

강도 운동 시 오히려 감염물질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17].

수용성 비타민 계열의 하나인 엽산(Folic acid)은 영

양성 빈혈의 원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18], 골수 적혈구 및 백혈구의 형성과 성숙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엽산이 결핍될 경우 DNA와 RNA

의 생합성이 저해되고, 세포 분열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복제 속도가 빠른 적혈구와 백혈구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그 결과 빈혈이 발생될 수 있

다. 엽산 결핍으로 인한 임상 증상으로 피로, 설사, 체

중 감소, 망각, 거식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비타민

B12는 B군 비타민 중 가장 늦게 발견되었으나 체내의

여러 대사에 관여하므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인

체 내에서 여러 가지 DNA 합성 및 조절에 관여하며,

결핍 시 악성빈혈과 신경장애를 일으키고, 피로, 우울

및 기억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9].

염증의 증가로 면역 기능의 상실은 결국 선수들의

훈련시간 감소와 말초부위의 피로회복 능력 감소를 야

기 하며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및 향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비타민 계열인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가 혈액

학적 요인 및 면역인자, 유·무산소성 운동 능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들은 여자 대학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6년 이상 운동경력과 골격근을 포함한 신체에 상해가

없고, 최근 의학적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으며, 실험 전

최소 3개월 이내 특정 약물 또는 보충제, 보약 등 섭취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구성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

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선

수들로 서면 동의한 선수들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근거는 G*power3.1.9.2를 활용하여 집단

별 반복측정설계로 유의수준은 5%(0.05), Power 95%(2

종 오류 5%), Effect size : 0.25, 섭취군과 통제군의 예

수비율 1:1, 집단 수 2, 이탈률 20%로 하여 분석할 결과

각 군당 9명씩 총 18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여자 대학 농구선수 9명씩 2그룹으로 구분 하였으며,

그룹구성은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군 9명, 통제군 9명

으로 총 18명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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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체중(㎏) 신장(㎝)

섭취군(n=9) 67.48±8.87 172.52±5.68

통제군(n=9) 66.11±7.25 170.44±6.84

2. 실험설게 및 훈련 프로그램

1)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기간은 총 4주간 실시하였으며, 엽산

과 비타민 B12 섭취그룹과 통제군을 구분하여 측정하였

다. 먼저 대상자가 실험실에 도착하여 30분간 안정을 취

한 다음 채혈을 실시하였으며, 엽산과 비타민 B12 처치

전, 후 총 2차례 걸쳐 유산소능력 측정 검사와 무산소능

력 측정 검사(Wingate Anaerobic Test)를 실시하였다.

(통제군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실시)

2) 훈련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들에게 훈련 방

법에 대한 설명과 지도를 실시하였다. 1일 총 운동 시간

은 오전과 오후 약 5시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운동 시작

전 스트레칭과 운동 후 정리운동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

였다. 자세한 훈련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일일 훈련 프로그램

Table 2. Daily training program

시간 프로그램

오전

06:30∼06:40 (10‘) 스트레칭

06:40∼07:40 (60‘) 런닝 및 슛팅

07:40∼07:50 (10‘) 정리운동

오후

14:30∼15:00 (30‘) 스트레칭 및 런닝

15:00∼18:00 (180‘)

인터벌훈련

드리블연습

팀전술훈련

디펜스연습

슛팅연습

체력훈련

18:00∼18:10 (10‘) 정리운동

3. 측정방법

1) 엽산과 비타민 B12 투여방법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 그룹은 4주간 매일 2회 아침,

저녁에 50ml 총 100ml을 섭취하였다. 연구기간 중 식이

섭취 이외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기타 천연물 등의

dietary supplements 이용을 제한하였다. 영양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양 · 기능정보

Table 3. Nutrition · Function Information

1일 섭취량 : 1포(50g)

1일 섭취량 당 함량 %영양성분 기준치

열량 65kcal

탄수화물 10g 3%

단백질 6g 11%

지방 0g 0%

나트륨 25㎎ 1%

엽산 500㎍ 125%

비타민B12 5㎍ 208%

※ %영양성분 기준치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2) 유산소능력 측정

유산소능력 측정은 트레드밀 운동부하 검사로 최대

산소섭취량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들은 12시간

공복상태를 유지시킨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산소섭취

량 측정은 CosMed(Italy)사에서 제작한

CPX(Cardiopulmonary exercise test)를 이용한

breath-by-breath 방법을 사용하였고, 운동부하검사 기

기는 트레드밀(Q65; Quinton, USA)을 이용하였으며, 운

동부하검사 방법은 Bruce protocol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측정은 안정 시, 운동 중, 운동 후 회복기 동안 측

정하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석기가 내장된 기계에

연결하여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유산소능력 측

정에 사용된 프로토콜은 분당 85m 속도로 고정시키고

경사도 0%에서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매 3분마다 2.5%

씩 경사도를 증가시켰다. 운동은 목표심박수의 80% 이

상에 해당하는 심박수에 도달 시까지 지속하였으며, 연

구 대상자의 최대 운동 능력을 도출하기 위해 검사자는

대상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탈진 시까지 운

동을 유도하였다. 최대 운동 시점의 기준은 운동 강도

증가 또는 시간이 지나도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고, 주관

적 피로자각도(RPE)가 17 이상, 호흡 교환율이 1.15 이

상 시 최대 운동 시점으로 판단하여, 최대 운동 시점의

분당 산소섭취량을 최대산소섭취량으로 하였다[20].

3) 무산소능력 측정(Wingate Anaerobic Test)

무산소능력 측정은 Wingate Anaero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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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xcalibur Sports, LODE, Netherlands)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무산소능력 측정 절차는 Warm-up(저항

100watt, 60rpm)을 5분간 실시하였으며, 측정 시 장력은

체중대비 0.75Nm로 적용하였다. 또한, Warm-up 종료

5초 전 검사자가 피험자에게 구두로 카운트다운

(countdown)을 세어준 후 “시작” 이라는 구두신호에 무

산소능력을 측정하였다. 무산소능력 측정으로 최고파워

(Peak Power)와 평균파워(Mean Power)를 측정하였다.

4) 혈액채취 방법

혈액채취를 위해 대상자는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

서 실험실에 도착하여 3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좌측 상완

정맥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10ml 혈액을 채취

하였다.

5) 혈액학적, 염증 및 면역변화 요인 분석

혈액학적 요인(RBC, Hb, Hct) 변화 분석은 채혈 후

2시간 이내에 EDTA tube에 넣어 삼광의료재단에 분석

의뢰하였으며, 염증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ELISA

kit(eBioscience, USA)를 이용하여 IL-6, TNF-alpha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나타내었으

며, 섭취군과 통제군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결과의 유

의검증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산소 능력 측정 결과

표 4. 유산소 능력(최대산소섭취량) 변화 결과

Table 4. Results of aerobic capacity(VO2max) change

(M±SD)

pre

(ml/kg/min)

post

(ml/kg/min)
p value

섭취군 42.02±3.79 45.37±4.35 .001**

통제군 43.64±5.66 44.12±4.32 .416

p<.05*, P<.01**, P<.001***

표 4는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

전·후의 유산소능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유산소 능

력은 섭취군(p<.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2. 무산소 능력 측정 결과

1) 최고파워(Peak Power) 측정 결과

표 5. 무산소 능력(Wingate anaerobic test) 최고파워(Peak

Power) 변화 결과

Table 5. Anaerobic capacity peak power change result

(M±SD)

pre(watt/kg) post(watt/kg) p value

섭취군 9.78±1.24 11.6±1.48 .000***

통제군 9.95±2.14 10.33±1.25 .462

p<.05
*
, P<.01

**
, P<.001

***

표 5는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

전·후의 무산소능력의 최고파워(Peak Power)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파워는 섭취군(p<.0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2) 평균파워(Mean Power) 측정 결과

표 6. 무산소 능력(Wingate anaerobic test) 평균파워(Mean

Power) 변화 결과

Table 6. Anaerobic capacity Mean power change result
(M±SD)

pre(watt/kg) post(watt/kg) p value

섭취군 5.63±.45 6.26±.53 .000***

통제군 5.79±.77 6.14±.60 .017*

p<.05
*
, P<.01

**
, P<.001

***

표 5는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

전·후의 무산소능력의 평균파워(Peak Power)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파워는 섭취군(p<.001)과 통제군

(p<.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3. 혈액 분석 결과

1) RBC(Red Blood Cell) 측정 결과

표 7. RBC 분석 결과

Table 7. RBC analysis result

(M±SD)

pre(cells/ul) post(cells/ul) p value

섭취군 4.13±.25 4.38±.21 .007**

통제군 4.07±.19 4.10±.31 .671

p<.05*, P<.01**, P<.001***

표 7은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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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RBC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RBC는 섭취

군(p<.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2) Hct(Hematocrit) 측정 결과

표 8. Hct 분석 결과

Table 8. Hct analysis result

(M±SD)

pre(%) post(%) p value

섭취군 35.97±2.51 38.30±2.73 .049
*

통제군 36.84±3.68 37.07±2.97 .766

p<.05
*
, P<.01

**
, P<.001

***

표 8은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

전·후의 Hct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Hct는 섭취군

(p<.05)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4. 염증 및 면역 분석 결과

1) TNF-alpha 분석 결과

표 9. TNF-alpha 분석 결과

Table 9. TNF-alpha analysis result

(M±SD)

pre(ng/ml) post(ng/ml) p value

섭취군 0.0270±.060 0.0402±.108 .439

통제군 0.0310±.098 0.0410±.076 .545

p<.05*, P<.01**, P<.001***

표 9는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

전·후의 TNF-alpha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NF-alpha는 두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2) IL-6 분석 결과

표 10. IL-6 분석 결과

Table 10. IL-6 analysis result
(M±SD)

pre(ng/ml) post(ng/ml) p value

섭취군 0.0016±.0023 0.0012±.0010 .347

통제군 0.0008±.0016 0.0010±.0010 .655

p<.05*, P<.01**, P<.001***

표 10은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

전·후의 IL-6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IL-6은 두 집

단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여자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엽산과 비타

민 B12 섭취가 혈액학적 요인 및 면역인자, 유·무산소성

운동 능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

다.

먼저 여자 농구선수들의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 전

과 후의 유산소 능력 측정에서의 최대산소섭취량의 변

화는 섭취군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지근 섬유에서 에너지 재생성 과정의 기능과 더불어

최대산소섭취량의 변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산소섭취

또는 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무산소 능력 측정에서의 최고파워와 평균파워 변

화 모두 섭취군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근육의

물질대사에 높은 효용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혈액요인의 변화에서 여자 농구선수들의 4주간 엽산

과 비타민 B12 섭취에 따른 RBC의 변화 결과로 섭취군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최대산소섭취량

의 유의한 증가 원인에 있어 RBC의 유의한 증가에 기

인된 결과로 생각되며, RBC의 기능은 외호흡에서 유입

된 산소를 내호흡으로 유도하는 지표이므로 적혈구 세

포의 양이 많을수록 산소의 유동력과 이에 따른 산소이

용증가가 최대산소섭취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Hct(적혈구용적률)의 변화에서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군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Hct가 빈

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명되고 정상범위 이하 시 빈

혈 발생률이 높아 장기간 고강도 훈련에 따른 운동성

빈혈예방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에 따른 혈액조성효과

로 RBC와 Rct의 유의한 증가를 통해 엽산과 비타민B12

섭취가 혈액 조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염증 및 면역 분석 결과에서 엽산과 비

타민B12 섭취가 섭취군에서 평균적으로는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대식세포 자극과 관련된 추가

연구와 비타민과 glucose의 기능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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