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여성은 가족 건강과 사회발 의 핵심이며 가족과 사

회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들의 역할을 성공 으

로 완수하기 한 핵심 제조건은신체 정신 건

강을 유지하는 것이다[1]. 년, 즉 30-59세는 여성의 삶

에서 가장 요한 시기이다. 은 성인에서 노년으로의

환이며, 성인기 가장 긴 기간으로 간주된다[2,3]. 이

기간은 여성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에 심각한

향을미치는다양한 신체 , 정신 , 사회 가족 변

전거 운동  만 년여  염 련   

르몬에 미치는 향

종
원대학  뷰티헬스학과 수

Effects of Bicycle Exercise on Inflammation Related Factor and 

Growth Hormone in Obese Middle aged Women  

Jong-Hyuck Kim
Professor, Dept. of Beauty & Health, Jungwon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자 거 운동을 통한 염증 련인자와 성장호르몬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자 거 운동의 효과를 규명하고 효율 인 운동을 한 과학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5명의 비만 년 여성들

은 자 거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구분하여 8주간 주당 3회 60분간 자 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 로그램을 실시하 다. 측

정변인으로는 염증 련인자와 성장호르몬의 변화를 분석하 으며 통계처리는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염증 련인자는에서 TNF-α IL-6는 운동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으

며 통제군에서 증가하 다. 성장호르몬은 운동군에서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군에서 감소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 거 운동이 비만 년여성들의 심 계 만성질환을 방 할 수 있는 운동

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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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bicycling exercise by analyzing the chan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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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련이 있다[4].

삶의 질(QOL)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하나는

생활 습 과 행동이다. 건강 증진 라이 스타일(HPL;

Health-promoting lifestyle)은 건강에 요한 측 인자

이며질병 방 건강 증진에 있어환경 요인이다[5].

Lee, Ko & Lee[6]은 신체활동, 알코올 섭취 단, 그리

고 정기 인 압 측정과 같은 건강증진 행동이 삶의 질

(QOL)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라이 스타일 구성 요소는 사망률뿐만 아니라만성 질환

의 유병률을 유의하게 측할 수 있다. 반 로, 흡연, 신

체활동 부족, 체 증가 양부족은 만성질환의 험

을 증가시킬 수 있다[7].

신체활동은 오랫동안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학문헌에서 자주 인용된다. 신체활동 부족

은 한 비만, 당뇨병, 상동맥 심장질환 여러 가지

유형의 암을 일으키는 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8,9].

규칙 인 운동은 유산소 근골격 기능을 증가시켜

체력을 향상시킨다[10]. 이는 일상 업무의 성과개선과 직

결되며, 질병을 억제함으로써 활력을 높이고, 피로를

이고, 주 인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

인다[11]. 신체활동은 한 우울증 증상에 정 인 향

을 미치고 효과 인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12]. 더욱이,

내분비 련 스트 스 조 시스템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13].

이러한 신체활동의 이 을 리기 해 이용되는 자

거는 심폐기능 향상과 모든 원인의 심 사망률 감

소와 련한 건강상의 이 을 제공하며[14], 건강, 운동

즐거움과 련한 운동의 동기화에 정 인 향을

다[15-17]. 년 고령자의 자 거운동에서도 모든

원인과 암사망률, 심 질환, 장암 유방암 그리고

비만에 한 이환율이 감소됨을 보고하 다[18].

염증인자로서 종양괴사인자(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인터루킨-6(IL-6; Interleukin 6)의 농

도는비만이나제 2형당뇨병과같은 사성질환과

한 련이 있으며[19], 비만 과체 으로 인한 체지방

의 과도한 축 은 TNF-α IL-6와 같은 사이토카

인(cytokine) 수치를 증가시킨다. 궁극 으로, 이러한 증

가는 간과 골격근의 인슐린 하를야기하고 사증후군

인슐린 항성을 포함한 다양한 퇴행성 질환의 험

수 을 증가시킨다[20,21].

운동은 면역시스템을 자극하여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

에 건강 리 측면에서 염증조 은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장호르몬(GH; growth hormone)은 신체구성 조

의 역할을 하며, 뇌하수체 기능 하증(hypopituitarism)

을 가진 여성의 성장호르몬(GH) 결핍은 내장지방 섭취

를 포함한 체지방 증가 제지방 체 감소와 련이있

다[22].

자 거운동의 효과와 련하여 진행된 부분의 선행

연구들을살펴보면, 자 거 운동을 통해서체력수 이나

신체조성, 비만(obesity), 고 압(hypertension)등의 조

효과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23-30], 인체 면역과

사기능 측면에서의 규칙 인 자 거 운동이 염증 련인

자와 성장호르몬 분비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

간 자 거 운동을 실시하여 염증 련인자 성장호르몬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건강 증진

체 조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 이고 체계 인 운

동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Group N
Ages
(yrs)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fat
(%)

Bicycle
Exercise
Group

8
51.50
±4.53

158.08
±2.69

65.32
±10.99

26.21
±4.36

34.93
±7.23

Control
Group

7
51.14
±6.33

160.70
±4.28

66.65
±10.59

25.52
±3.55

36.34
±5.95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체지방률

30% 이상인 비만 년 여성 15명으로 자 거 운동군(8

명)과 통제군(7명)으로 구분하 으며 연구 시작 모든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하

으며, 자발 동의를 획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상자의 신체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2 측정

2.2.1 운동 하검사

연구 상자들은 실험 24시간 부터 음주,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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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신체활동을 하 으며, 실험시작 1시간 실험

실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10분간의 비 운동을 실

시하 다. 측정 장비는실험 시작 1시간 부터 작동시켜

장비와 실험실 내의 기조건을 동일하도록 설정하 고

피험자들은 측정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30분간 완 휴식

을 실시하 다. 한 실험실의 온도(23-25℃)와 습도

(50-60%)를 일정하게 유지하 고 오 (AM) 9-12시 사

이에 실험을 실시하 다.

운동부하 검사(MetaMax 3B, Cortex/Germany) 실시

에 체격(신장, 체 ) 과 신체구성(체지방률, BMI)을 측

정한 후 최 운동부하 검사(Bruce Protocol)를 통해

HRmax를 구하 으며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활용될

50-60%에 해당하는 운동강도를 산출 하 다.

2.2.2 액  검사

채 은 자 거 운동 로그램 ․후로 실시하 으며

실험 날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안정 시에 상완정

맥 에서 일회용 주사를 사용하여 진행하 다. 채

후 즉시 원심분리기를 통하여 청을분리하여 분석시료

로 사용하 다. 종양괴사인자(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인터루킨-6(IL-6; Interleukin 6)는 장 분

리하여 냉장 보 후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검사법으로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성장호르몬 농도는 장 분리하여

냉장 보 후 CLIA(Chemi luminescent lmmuno assay)

검사법으로 Immulite 2000 GH kit (Siemens, USA)를 사

용하여 Immulite 2000(DPC, USA)으로 측정 하 다.

2.3 전거 운동프로그램

자 거 운동 로그램은 8주간 주당 3회 60분간 자

거를이용한 유산소 운동 로그램을 오 에 실시하 다.

운동 시작 ․후에 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하 으

며, 목 운동부터 시작하여 팔, 허리, 다리 순으로 실시하

는 신 스트 칭체조를 체육학 공자(연구보조원)가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하도록 하 다. 연구자 연구보

조원은 운동 일지를 확인하고 상자들에게 화 휴

화 문자를 통해 출석 리를 하 으며, 로토콜에

맞춰 운동하도록독려하 다. HRmax50-60%의 운동 강도

는 자 거 운동 경험이 없는 상자들의 운동 손상을

방하고 면역 사 효과를 고려한 설정이다. 실험기

간 에는 상자들의 비정상 인 생활습 자 거

이외의 과격한 운동을 지하 으며, 8주간 자 거 운동

로그램은 Table 2에 제시하 다.

Table 2. 8 Weeks bicycle exercise program

division Exercise Type Exercise
IntensityWarm-up Stretching (10min)

Bicycle
Exercise

three times a week(40min)
1-4Weeks
(HRmax 50%)
5-8Weeks
(HRmax 60%)Cool-down Stretching (10min)

2.4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통계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로그

램을 사용하여 처리하 으며 각 변인의 결과에 한 평

균(M)과 표 편차(SD)를 산출하고 시기와 그룹 간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하기 해 각각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 유의 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본 연구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운동군과 통제

군으로 분류하여 8주간 자 거 운동을 통하여 염증 련

인자 성장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염 련 (TNF-α  IL-6)  변

종양괴사인자-알 (TNF-α)의 기술 통계량 변량

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자 거 운동

그룹의 경우 8주 ․후 감소하 으며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효과(F=10.505, p=.006)가 나타났으나 통제군에

서는 증가하 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루킨-6(IL-6)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자 거 운동그룹의 경우

8주 ․후 감소하 으며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

과(F=6.031, p=.029)가 나타났으나 통제군에서는 증가하

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르몬(HGH; Human growth hormone)

 변

성장호르몬(HGH)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자 거 운동그룹의 경우



한 합학 논 지 제9  제10452

8주 ․후 증가하 으나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군에서는 감소하 으며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논

자 거 운동은 체 조 과 그 밖의 건강 유지 측면에

서 개개인 스스로 활용 할수 있고다른 많은 스포츠처럼

임의의시간을요구하지않으며일상 인삶의일부로즐

길 수 있으며, 개인이 편안한 자 거 환경을 갖추고 자

거를 탈 수 있다[31-34].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

으로 8주간 자 거 운동에 따른 염증 련인자(TNF-α 

IL-6)와 성장호르몬(HGH)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심으로 비교 분석하 다.

인터루킨-6(IL-6), 종양 괴사 인자-α(TNF-α), 인터루

킨-1(IL-1), 타입 I 타입 II 인터페론 인터루킨

-10(IL-10)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불균형은

면역 기능 장애 시 발 하며, 조직, 기 손상 염증발

에 향을 받는다[35,36].

년여성을 상으로 운동을 통한 TNF-α IL-6의

변화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등[37]의 연구에

서는 8주간 유산소 운동과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IL-6

은 VO₂max 80%에서 TNF-α는 VO₂max 50%에서 유

의한 감소를 보고하 으며, 운동강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Park, Zang & Lee[38]의 연구에서는 4주간

낮은 강도의 류를 제한한 걷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TNF-α는 증가되었고 IL-6는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

고하 다.

Kim & Kang[39]의 연구에서는 10주간 최 심박수의

50-70%를 유지하는 Cardio tennis를 실시한 결과 TNF-

α는 감소되었고 IL-6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Joo & Yang[40]의 연구에서는 16주간 복합운동

을 실시한 결과 유산소 운동보다 복합운동을 실시한 집

단에서 TNF-α IL-6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다.

Ko, Seon & Kang[41]의 연구에서는 12주간 걷기운동

을 실시한 결과 강도 고강도 걷기집단 모두 TNF-α 

IL-6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Peake 등[42]은 트 드 에서 내리막길 주행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신장성 운동은 IL-6 수 을 격하게 증

가시키며, 신장성 격렬한 운동은 동일한 근섬유의 괴

이 의 근섬유에서 IL-6 발 을 일으킨다고 하 다[43].

한, 규칙 이고 당한 운동은 IL-6의 최 수 과 건

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44].

본 연구결과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자 거

운동을 실시한 결과 TNF-α IL-6가 감소하여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운동과 함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 거 운동이 TNF-α IL-6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규칙 이고 당한

강도의 운동은 낮은 수 의 염증을 가진 만성질병에서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고[45], 규칙 인 운동과 식이 감량

으로 염증을 조 할 수 있으며 TNF-α IL-6의 수

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46]와 염증유발 사이토카인 수

치의 증가율은 조군에 비해 요가집단에서 낮았고, 규

칙 인 요가는 면역체계에 신체 스트 스의 향을 주

고 불필요한 염증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는 연구결과

[47]와 본 연구결과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 보수, 기질 조 , 건강한 신체조

성 유지, 운동 능력 유지 면역 기능의 역할을 포함하

는 많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년여성을 상으로 운동을 통한 성장호르몬의 변화

Variables Group pre post F Sig. of F

Inflammation
related
factor

TNF-α 
(pg/mL)

BEG 1.75±0.16 1.52±0.13 Group .598 .453

CG 1.62±0.31 1.78±0.17
Period .372 .552

Group＊Period 10.505 .006**

IL-6
(pg/mL)

BEG 1.36±0.43 1.19±0.38 Group 2.537 .221

CG 1.51±0.40 1.68±0.41
Period .001 .970

Group＊Period 6.031 .029*

Human
growth
hormone

HGH
(ng/mL)

BEG 1.89±1.42 2.43±1.18 Group 1.068 .320

CG 1.53±1.25 1.51±1.32
Period 1.022 .330

Group＊Period 1.184 .296

*p<.05, **p<.01
BEG: Bicycle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3. Result of repeated ANOVA test for inflammation related factor and HGH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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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49]의 연구에서는

류를 제한한 4주간 걷기트 이닝을 실시한 결과 성장호

르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으며, Kim & Lee[50]

의 연구에서는 8주간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 11-13으로 체간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Baek & Min[51]의 연구에서는 8주간 HRmax 80-85%

의 고강도 인터벌 트 이닝을 실시한결과 성장호르몬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 으며, Sung 등[52]의 연구에서는

12주간 RPE 9-15으로 나비골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Yeo 등[53]의 연구에서도 12주간 VO₂max 60%으로

요가운동을 실시한 결과 폐경 ․후 두 그룹 모두 성장

호르몬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Kim,

Kim & Park[54]의 연구에서도 10주간 HRmax 65-75%,

RPE 13-15으로 수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성장호르

몬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결과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자 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군에서 증가한 값을 보 으나

통계 유의수 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 밝힌 바 있듯이 성장호르몬 발 은 고강도 운동에

서 더욱 효과 이고[55], 운동강도, 기간, 유형 활동과

환경조건 요인 등으로 성장호르몬 분비에 향[56]을 미

칠 수 있어 더 많은 실험군 수 확보와 다양한 운동강도

기간 설정을 통한 추후 다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5. 결론

본연구는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자 거 운

동을 통하여 염증 련인자와 성장호르몬에 미치는 향

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첫째, 염증 련인자에서 TNF-α IL-6는 운동군에

서유의한감소를 보 으며통제군에서는증가하 다. 둘

째, 성장호르몬에서 운동군에서는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군에서는 감소하 다. 이

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년여성들에게 자 거 운동이 염

증 련인자를 감소시켜 염증의 개선을 가져와 심 계

만성질환을 방할수있는운동 로그램인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성장호르몬 변화에도 통계 유의성

을 얻지는 못했지만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효과를보여

추후 건강 리와 유희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규칙

인 자 거 운동을 통해 비만 년여성들의 건강 개선 효

과 연구에 본 연구가 기 자료로 활용 되 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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