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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Yong-Kyu., Lee, Kyung-Hee., Lee, Chae-Sun. Effects of FTO gene polymorphism on blood lipids and cytokine according to 

combined exercise program in the obese male college students. Exercise Science, 22(1): 11-21.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program on blood lipids and cytokine according to fat mass and obesity associated gene(FTO 

gene) polymorphism in the obese male college students for 12 weeks(4 days/week, 60 min/day). The subjects when it is performed 

submaximal exercise with 50~70 % heart rate reserve(50~70 % HRR) as Karvonen and Kuramoto & Payne method. Male college students 

of body mass index>27(BMI>27) at W university located in I city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e two 

groups；a AA+AT gene allele(10 students) and a TT gene allele(12 students). The variables in blood lipids and cytokine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PSS win ver. 11.5). The change of the triglyceride(TG) and the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LDL-C) were lower significantly in TT gene group than AA+AT gene group as the exercise treatment period(p<.05), 

but the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HDL-C) was higher in TT gene group than AA+AT gene group as the exercise treatment 

period(p<.05). The change of the adiponectin was higher significantly in TT gene group than AA+AT gene group as exercise treatment 

period(p<.05), but the interleukin-6(IL-6) was higher in AA+AT gene group than TT gene group as exercise treatment period(p<.05). 

The change of the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hormone was lower significantly in TT gene group than AA+AT gene group as the 

exercise treatment period(p<.01).

Key words：FTO gene, Combined exercise, Triglyceride, LDL-C, HDL-C, Adiponectin, Interleukin-6, TNF-α

초 록

김용규, 이경희, 이채산. 복합운동이 FTO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비만남자대학생들의 혈중지질 및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

향. 운동과학, 제22권 제1호, 11-21, 2013.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 27 이상의 비만남자대학생의 유전자 다형성 유형, AA+AT 유

전자 집단(n=10), TT 유전자 집단(n=12)을 독립표집 하였다. 12주간의 50~70 %여유심박수의 유산소성 운동과 60~70 % 최대근

력의 저항성 운동인 복합운동 수행이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및 아디포넥틴, 인터루킨

-6, 종양괴사인자-알파 농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는 처치 12

주에 TT 유전자 집단이 AA+AT 유전자 집단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5), 반면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아디포넥틴 농도는 TT 유전자 집단이 AA+AT 유전자 집단보다 운동처

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터루킨-6 농도는 AA+AT 유전자 집단이 TT 유전자 

집단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5). 종양괴사인자-알파 농도는 TT유전자 

집단이 AA+AT유전자 집단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1). 결론적으로, 비만

에 대한 운동처치 시 FTO유전자 다형에 따른 변이를 고려해야 되고, 운동강도 조건 등 더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FTO 유전자, 복합운동, 중성지방,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아디포넥틴, 인터루킨-6, 종양괴사인자-알파

* 이 논문은 201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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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비만은 이상지질혈증, 인슐린저항성, 고밀도지단백콜레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HDL-C) 농도의 

감소, 허리둘레 증가 등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고혈압 등 심뇌혈관계 질환

의 발병률을 높인다(Fang et al., 2003；Riera-Fortuny et al., 

2005). 비만에 관련된 인체움직임 과학은 분자생물학과의 

융합적 탐구를 통하여 비만을 유발시키는 근원인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Balagopa et al., 2005).

Barnett 등(2003)은 이 대사적 이상요인과 심뇌혈관과 관

련된 위험 요인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

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유산소성 운동은 그 위험 요인들 중 

혈청지질을 개선시키며(Kokkins et al., 2001), 체중감소와 인

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며, 혈당처리 능력이 향상 된다고 밝

혔다(Thompson et al., 2003).

최근 유산소성 운동과 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

은 심혈관계 개선, 혈중지질, 에너지대사 활성화에 더 효과

가 있다고 보고되었고(김유섭 등, 2005；이광호와 이채산, 

2008), 비만 개선 운동 프로그램으로써 그 유용성이 밝혀졌

다. 그러나 일부 비만자들이 체중감소를 위해서 무리하게 

식이제한을 하는 것은 근세포 내 단백질대사의 증가로 인하

여 근육량이 감소되며, 이로 인한 요요현상을 초래할 수 있

어서 저항성 운동의 병행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정윤과 이채산, 2012).

비만 관련 유전자(fat mass and obesity associated gene；

FTO 유전자)는 뇌, 지방조직, 골격근 등에서 발현되며, 시상

하부의 유전자 활성을 조절하여 에너지의 조절에 영향을 미

치고, DNA상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Thomas et al., 2007). FTO 유전자에 있어서 변이(AT 

heterozygous) 유전자는 변이가 없는 TT형 접합체 보유자에 

비해 비만위험이 30 %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Frayling, 2007). 그럼으로써 FTO 유전자 변이 보유집단은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BMI) 증가로 인하여 중성지방, 

포도당, 인슐린 상승 등 대사성 증후군 인자와도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Hotamisligil, 1999).

FTO 유전자의 변이집단들은 triglyceride(TG),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LDL-C) 등 혈중지질의 농도를 증가시

킴으로써 동맥경화의 가속화를 가져오며,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비만이 동반된 심혈관계 질환은 

생활습관,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서 

유병율의 차이를 보이고, 유전자 변이는 인종적 차이를 나

타낸다고 하였다(Cha, et al., 2008). 또한 비만 개선에 대한 

운동의 효과가 일반인에 비해서 체지방이 과도하게 누적된 

비만 환자에게서도 높게 나타나며, 운동의 효과가 유전자 

형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추신영과 이영

웅, 2004).

사이토카인과 인체 내의 기전과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adiponectin은 간과 근육에서 adenosine monophospate- 

activated protein kinase(AMPK)와 peroxisome proliferato- 

activated receptor(PPAR-α)를 통해 인슐린 민감도와 에너지 

산화를 활성화시켜 지방산, 글루코스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며, 궁극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Yamauchi et al., 2002). 그리고, 인터루킨-6(interleukin-6；

IL-6)은 단핵구, 내피세포 등에서 생성되어 염증-조절성 역할

을 하며, 염증 반응 이후 항상성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BMI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Xing et al., 

1998). 대식세포 또는 단세포 혈구세포에서 주로 생성되어 

종양세포에 대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tumour necrosis factor-α；TNF-α)는 단구의 항종양 활동을 자

극하고, 또 T와 B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의 염증 유발, 면역조

절작용, 항암작용 등을 한다. 또 내장지방이 축적된 비만자

들에서 높은 TNF-α는 인슐린 감수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다고 알려져 있다(Kanaya et al., 2004).

사이토카인과 운동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성진 등(2009)과 최문기(2007)는 A대립형질을 

가진 비만 중년여성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FTO유전자 변이

와 복합운동의 효과를 관찰하였고, 왕우석(2004)은 중년비

만 여성을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에 따라 다

형성을 동시에 가진 다형성과 정상형으로 나누어 운동효과

를 검증하였다(김용규와 이경희, 2011). 이처럼 비만자들의 

신체활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및 IL-6 분비를 억제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FTO 유전자의 대사 특성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로써 

Wahle 등(2008)은 FTO 유전자 변이와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

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A allele 변이 보유자는 정상인 T allele 

보유한 사람보다 중성지방이 높다고 하였다. 또 A allele 변

이 보유자는 지방질의 분해, 에너지 소비, 포도당 산화 등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밝히듯 FTO유전자 다형

성이 규칙적인 신체움직임에 따라 혈중지질 및 사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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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다는 논거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개선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MI 27이상의 비만남자대학생들의 FTO 

유전자 다형성이 12주간 복합운동을 수행토록 한 후, 혈중지

질 개선을 통하여 그 변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는 사

이토카인의 농도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I시에 소재한 W대학교에 비만개선과

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지원토록 공지 한 후, 지원자 중 

남자대학생들로 BMI 27 이상의 비만자를 피험자로 표집 하

였다. 이들 중 의학검사를 통하여 특이한 질병이 있고, 6개

월 이전부터 어떤 운동 프로그램,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에 

참여 한 자는 제외시켰다. 자원자 55명의 혈액을 FTO 

rs9939609 Polymorphism 분석하여, AA+AT 집단 10명, TT 집

단 12명으로 독립표집 하였으며, 실험 전 실험의 목적과 내

용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대상자들

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Age
(yr)

Height
(㎝)

Weight
(㎏)

BMI
(㎏/㎡)

FBR
(%)

AA+AT
(n=10)

21.90
±.99

172.60
±3.75

90..17
±8.85

29.03
±2.00

27.56
±3.19

TT
(n=12)

21.58
±1.16

173.25
±5.46

87.57
±4.96

28.98
±1.76

27.13
±3.07

Value are M±SD
FBR：fat body ratio

2. FTO유전자 분석방법 및 절차

1) 채혈 및 DNA추출

예비실험으로써 FTO rs9939609 Polymorphism 분석을 위하

여 채혈 전날 저녁 식사 후, 14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였다. 실험 당일 정맥혈을 10 ㎖를 채혈 하였고, 

genomic DNA의 추출을 위하여 G-spin Genomic DNA 

Extraction Kit for Blood(Intron biotechnoligy TM, Kyeonggido, 

Korea)를 이용하였다.

2) FTO rs9939609Polymorphism 분석

FTO 유전자 분석은 16번 염색체(단완/장완)에 있는 부위

로 이 염색체의 rs9939609 부위에 돌연변이(mutation)가 있는 

경우 AA-homozgyous 또는 AT-heterozgyous로 분류 하였다. 

위 부위를 GeneAmp PCR System 2700 Thermal Cycler(Applied 

Biosystems, Sanfrancisco, USA)와 Alpha Ease TM 5.5 software

가 이용되어 직접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고, 아래의 Primer

를 사용하여 FTO 유전자를 증폭하였다. 이때 FTO rs9939609 

변이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을 위해 증폭한 PCR 산물을 

agarose gel에 전기 영동한 결과 342 bp의 크기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 <Fig. 1>에 나타냈다.

Table 2. Primer sequence information and fragment size for 

genotyping analysis of FTOgene mutating

FTO mutation
region(rs9939609)

Primer sequence
Fragment
size(bp)

CTGTGAATTTW
(A/T)GTGATGC-

AC

F.W :

342

TCAAAACTGGC-TCT

TGAATGAA

R.V :

TICAAGTCACAC-TC

AGCCTCTC

Fig. 1.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for 

FTOgene lane 1 represents 3420 bp ladder molecular 

size marker.

3) FTO rs9939609Polymorphism 결과

22명을 대상으로 FTO rs9939609 유전자다형을 관찰 분석

한 결과 <Table 3>과 같이 AA-homozygous 2명(9.09 %), 

AT-heterozygous 8명(36.37 %), TT-homozygous 12명(54.55 %)

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A allele 7명(31.82 %), T allele 15명

(69.18), 하디-바인베르그(Hardy-Weinberg) 평형성 결과, 빈

도 분포에 있어서 평형성 모델에 적합하였으며 <Table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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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bined exercise program process

Exercise
type

Exercise
process

Period Intensity Frequency(days/weeks)
Time

(min/day)

Aerobic

Warm up Stretching 10

Main exercise
1~6 55~65 % HRR

2 (Tuesday, Friday)
40

7~12 65~70 % HRR 40

Cool down Stretching & Gymnastic 10

Resistance

Exercise
region

Exercise
item

Intensity & Frequency
Set Rep.

Time
(min/day)1 RM 60 % 1 RM

Warm up Stretching & Gymnastic 2 (Monday, Wednesday) 10

Main
exercise

1. Chest Bench press(㎏) 24.35±7.56 14.61±4.65 2 10

40
(Between 

set 3)

2. Dltoid Bent-over raise(㎏) 5.74±2.48 3.44±1.48 2 10

3. Back Wide-grip pulldown(㎏) 18.35±3.58 11.01±2.15 2 10

4. Ticeps Cross grip pushdown(㎏) 9.74±3.72 5.84±2.23 2 10

5. Bceps Standing barbell curls(㎏) 16.34±2.54 9.80±1.52 2 10

6. Thigh Leg extension(㎏) 48.25±8.35 28.95±4.59 2 10

7. Hmstring Lying leg curls(㎏) 19.52±4.65 11.71±2.79 2 10

8. Abdomen Floor crunches(rep. 7.56±2.23 4.20±1.33 2 20

Cool down Stretching & Gymnastic 10

Table 3. The FTOgenotype and allele frequency in the subjects

Genotype
Frequency &
Percentage(%)

Hardy-Weinberg
equilibrium

Allele
Frequency &
Percentage(%)

AA 2(9.09) 1.60
A

7
(31.82)AT 8(36.37) 8.80

TT
12

(54.55)
11.60 T

15
(69.18)

Relative genotype frequenc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X
2
=.92, df=1, p=.63

제시하였다.

3. 실험방법 및 절차

이광호와 이채산(2009)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수정·보

완 하였으며, 유산소성 운동의 운동강도 설정은 먼저 자전

거 에르고미터(Mornak 818E Ergomedic, Varberg, Sweden)를 

이용하여 최대하운동 간접추정식에 의하여 최대심박수를 

조사하였다. 그 다음 각각 피험자들을 Karvonen방법인 % 

heart rate reserve(% HRR)로써 목표심박수를 산출하였다. 12

주간의 운동수행은 트레드밀(Newroad 21S, TAKE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최대하점증부하 방법으로 각각의 피험자

별 목표심빅수를 유지하도록 무선심박수 측정기(heart rate 

checker system, polar Electro, Finland)를 이용 40분간 러닝을 

하였다. 운동 중 피험자가 착용한 수신기의 심박수를 확인

함으로써 목표심박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저항성 운동의 운동강도 설정은 중량부하장비를 이용하

여 최대근력(one repetition maximum；1RM)을 측정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실에 측정 30분전에 도착하여 10분간 준

비운동과 10분간 근력장비의 적응과정을 거친 후, 측정 시까

지 안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별 60 % 1 RM의 운동강도 

설정을 위하여 피험자 각각의 최대근력(1RM)은 Kuramoto ＆ 

Payne(1995)의 공식을 적용한 ≪최대근력 = 1.06 × 들어올린 

무게(㎏) + (0.58 × 반복횟수)-(0.20 × 연령)－3.4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운동 전개는 서키트-웨이트 트레이닝의 방법에 

의하여 가슴근, 어깨근, 등근, 삼두근, 이두근, 대퇴근, 슬와

근 그리고 복근 운동부위 순으로 스테이션을 설정하였다.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항성 운동은 월

요일과 수요일에, 유산소성 운동은 저항성 운동 사이인 화

요일과 금요일에 교차로 실시하였다. 또한 운동처치 첫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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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of blood lipids according to treatment duration and combined exercise

Variable Group Pre(a) Mid 6weeks(b) Post 12weeks(c) contrast F

TG
(㎎/㎗)

AA+AT 181.31±11.98 168.60±12.80 150.30±10.68 a>b,c G 3.25
ns

T 406.27
*** 

G×T 11.47
*TT 179.17±1197 159.25±11.64

†
135.67±11.78

† a>b>c

LDL-C
(㎎/㎗)

AA+AT 144.50±9.47 134.60±8.65 121.03±6.69 a>b>c G 1.73
ns

T 73.91
***

G×T .16
nsTT 141.50±7.93 130.08±7.03

† 118.58±7.09 a>b>c

HDL-C
(㎎/㎗)

AA+AT 44.60±7.08 49.71±8.16 53.80±5.39 a<b,c G 3.54
ns

T 29.29
*** 

G×T 1.75
nsTT 48.58±3.85

† 50.25±3.05 59.08±3.82
† a,b<c

Value are M±SD
Gns；Between subject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T；Within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

p<.001
G×T；Significantly differenc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reatment duration in 2-way ANOVA with repeated *

p<.05)
†；Independent t Significantly *

p<.05,**p<.01

에서 6주까지에 있어서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의 강

도는 각각 55~65 % HRR, 60 % 1 RM으로, 7~12주 경과기간은 

65~70 % HRR, 70 % 1 RM으로 재설정하여 실시하였다.

4. 혈액 측정방법 및 분석

1) 혈중지질의 분석 

본 실험을 위하여 처치 전, 처치 6주, 처치12주마다 14시

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측정 당일 오전 10시에 실

험실에 도착한 후 30분간 안정을 취한 뒤, 대상자들의 전완

정맥에서 10 ㎖의 정맥혈을 채혈하였다. 이 정맥혈을 SST 튜

브에 채혈 한 후 Clotting 하기 위해 30분 실온 방치 한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혈청 분리관에 

혈청을 담아 -2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enzymatic method로 

AADVIA 1.620 chemistry system(Bayer, Tokyo, Japan)으로 측

정하였다. 

2) 사이토카인의 분석

채취한 정맥혈은 원심분리기(Han Shin Medical Co, Inchon, 

Korea)를 사용하여 2500 rpm으로 5분간 operating하였다. 분

리된 혈청은 –100 ℃로 냉장 보관 시켰다가 임상 병리실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TNF-α, IL-6(EIA), Adiponectin은 ELISA 

및 ELISA inhibition assay 방법으로써 Quantikine HS Human 

IL-6(Immunoassary Kit R&D, Minneapolis, Minnesota, USA)의 

시약으로 EIA reader(E max presion, Molecular device, St. 

Louis, Missouri, USA)의 분석 장비를 사용하였다.

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선행검증으로써 HWE ver. 25를 이용하여 X
2
에 

의한 유전자다형의 관찰빈도를 분석하고, 5 % 수준에서 

Hardy-Weinberg 평형성 검증을 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win ver. 1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신체구성 및 사이토카인의 변인에 대하여 유전자 

다형성 유형(2수준)×운동처치기간(3수준)의 혼합설계로써 

반복측정에 의한 2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처치

기간 간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난 경우 사후비교는 독립 

t 검증 및 대비분석검증(simple 및 repeated contrast)을 실시

하였다. 통계처리에 대한 수락기준은 α=.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혈중지질의 측정결과

FTO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혈중지질 성분의 변화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 구형검증, 피험자 내 효과 검증, 피험자 간 

그리고 대비검증의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

와 같다.

TG 변인은 처치경과기간 및 집단과 처치경과기간과의 상

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p<.001, p<.05), 피험자 간에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

다. 대비검증결과 AA+AT집단보다 TT집단이 처치 별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p<.05), 처치12주경과 후 집단 간 비교에

서는 AA+AT집단보다 TT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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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of cytokine according to treatment duration and combined exercise

Variable Group Pre(a) Mid(6weeks：b) Post(12weeks：c) contrast F

Adiponectin
(㎍/㎖)

AA+AT 10.15±1.19 10.33±1.00 11.40±1.56 a,b,c G 30.09
***

T 26.33
***

G×T 4.62
*TT 11.86±1.39 12.66±1.63 15.01±1.37

† a,b>c

IL-6
(pg/㎖)

AA+AT 4.35±.76 5.15±1.09 20.55±2.47
† a,b<c G 50.435

***

T 322.03
***

G×T 28.37
***TT 3.15±.64 4.11±1.08 12.19±3.41 a,b>c

TNF-α
(ng/㎖)

AA+AT 6.26±1.85 5.98±2.03 3.93±1.14 a,b>,c G 6.523
*

T 143.14
** 

G×T 15.49
***TT 8.96±2.12 8.30±1.52

† 4.30±1.63 a,b>c

Value are M±SD
Gns；Between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

p<.05, ***
p<.001

T；Within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
p<.001

G×T；Significantly differenc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reatment duration in 2-way ANOVA with repeated *
p<.05, ***

p<.001)
†；Independent t Significantly *

p<.05 

LDL-C는 처치경과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01), 집단과 처치경과기간과의 상호작용효과 및 피험자 

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비

검증결과 AA+AT집단과 TT집단 양 집단에서 처치기간 별 유

사한 감소 기울기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HDL-C는 집단과 처치경과기간과의 상호작용효과 및 피

험자 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비검증결과, AA+AT집단은 처치 6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TT집단은 처치 12주에서 유의한 증가로 나타났다

(p<.01).

2. 사이토카인의 측정 결과

FTO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사이토카인 성분의 변화에 대

한 반복측정 결과 구형검증, 피험자 내 효과 검증, 피험자 

간 그리고 대비검증의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Adiponectin의 변화는 처치경과기간, 피험자 간 및 집단과 

처치경과기간과의 상호작용효과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p<.05). 대비검증결과 AA+AT집단

과 TT집단 양 집단에 있어서 처치 6주까지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치 12주에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처치12주경과 후 AA+AT집단보다 TT집단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다(p<.05).

IL-6의 변화는 처치경과기간 및 집단과 처치경과기간과의 

상호작용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대비분석 결과 AA+AT집단이 TT집단보다 유의한 증가가 나

타났으며, 처치12주경과 후 AA+AT집단이 TT집단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5).

TNF-α의 변화에 있어서 처치경과기간 및 피험자 간 집단

과 처치경과기간과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대비검증결과 TT집단에 있어서 

처치경과 12주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p<.05), 처치 6 주

경과 후에는 AA+AT집단보다 TT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났다(p<.01).

Ⅳ. 논의

본 연구는 비만개선과정을 개설하고, 지원자 중 BMI 27이

상의 비만남자대학생 55명을 피험자로 표집하고 FTO 

rs9939609 Polymorphism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 다형성이 복

합운동에 따른 혈중지질, 사이토카인의 농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총 피험자 중 22명의 유전자 다형의 분포는 AA-이형접합

자 2명(9.09 %), AT-이형접합자 8명(36.37 %), 동형접합자 12

명(54.55 %)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또한 A allele 7명(31.82 

%), T allele 15명(69.18), 하디-바인베르그 평형을 만족하였다

(X2=.92, df=1, p=.63).

이는 최문기(2007)는 27명을 대상자로 제시한 AA-이형접

합자 1명(3.70 %), AT-이형접합자 6명(22.20 %), 동형접합자 

20명(74.10 %)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1. 혈중지질의 변화

비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 저밀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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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혈압 등 수치가 높아지고, 시간이 경

과되면 체내의 크고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혈관의 유전자 단백질 합성과정에 의

하여 내피세포의 비대, 세포이동, 세포침범, 세포간질 변성

과 혈관의 재생성을 초래하고, 비대성장의 요소들인 내독소

(IL-1, IGF-1, FGF) 등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Montain et al., 

2001). 이렇듯 비만으로부터 유병율을 높이는 심혈관계의 

노화를 예방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LDL-C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LDL-C은 동맥벽으로 이동

하여 축적됨으로써 심장혈관의 동맥 경화증을 가속화시키

는 주된 위험 요소가 된다(신덕수 등, 2012).

문채련(2002)의 선행연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체지

방 축적이 많은 비만집단에서 운동을 통한 LDL-C과 TG의 감

소 효과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Gelecek 등(2007)도 일반여성의 8주간 훈련과 혈장량 변화가 

심혈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균연령 21세의 건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산소성 운동(6주, 3회/주, 30분간 숨

이 차게 걷기)이 안정시 TG와 LDL-C 수준이 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양 집단에서 TG 및 LDL-C은 6주 후부터 유의하게 감소한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TG는 운동 자극을 통하여 

소장에서 점막 세포로부터 아포리포단백체 apoA-Ⅰ의 합성

이 증가 될수록 lecithinchoresterol acyltransferase(LCAT)가 에

스테르화되어 간에서 이화작용에 의해 TG가 낮아지는 현상

을 보고함으로써(Gupta et al., 1993) 본 연구의 복합운동의 

강도가 TG를 감소시키는데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복합운동 수행이 양 집단 모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서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게 된 

결과이다. 하지만 처치 12주에 A allele 변이집단보다 T allele 

보유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 allele 변이집단의 

운동강도 및 처치기간에 작용하는 유전적 특성이 무엇인지

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

지만(Rosmond, 2003), A allele 변이집단보다 T allele 보유집단

에서 TG 및 LDL-C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동일한 운동강도 및 처치기간의 복합운동에서

도 유전자 형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아마도 A allele 변이 보유자는 지방

질의 분해, 에너지 소비, 포도당 산화 등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Hoffstedt, 2008)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HDL-C과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lchawa 등

(2004)은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HDL-C은 장

기간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apoA-Ⅰ과 세포의 콜레스

테롤(cellular cholesterol)로부터 HDL-C의 형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CAT 활동의 증가는 HDL-C의 형성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LCAT활동은 장기간 운동에 참여하는 운

동선수들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upta et al., 1993). 본 

연구에서 처치 12주에 A allele 변이집단보다 T allele 보유집

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HDL-C을 증가시키는 데는 지단백 대사

에 관여하는 Hepatic lipase는 TG와 phospholipid의 가수분해

에 의해서 LDL-C를 HDL-C로 개조하여 보다 작고 밀도 있는 

분자 형성(Olchawa 등, 2004)의 과정에 운동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T allele 보유집단이 더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HDL-C 민

감성을 보이는 유전자 변형의 조합이나 유전자 변형과 환경 

변수의 조합에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allele의 AA+AT 유전자를 지닌 사람의 비만 

등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운동 효과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2. 사이토카인의 변화

Adiponectin 농도의 변화는 T allele 집단에서 처치 12주경

과 후 A-allele 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진 등(2009)의 선행연구에서 FTO 유전자 변이에 따른 

유산소성 운동이 비만 중년 여성에게 Adiponectin 농도가 증

가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Yang 등(2001)과 Arita 등(1999)의 

연구에서도 장기간 운동처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Adiponectin 농도는 체지방량에 따라 높은 정적 상관관계로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복합운동 수행이 장기간 경과 될수록 Adiponectin 농도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A-allele 변이는 

Adiponectin과 비만과의 연관성을 매우 밀접하게 유지함으

로써 BMI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 결과는 중성지방, 포도

당, 인슐린 상승 등 대사 증후군 인자와도 관련성을 갖게 된

다(Wahle et al., 2007).

FTO 유전자의 AA-homozygous는 TT-homozygous보다 제

지방량, 최대산소섭취량, 안정시 에너지소모량, 신체활동량 

등 변인에서 지방분해, 활동시 에너지 소모량 등과 상관관

계가 낮고, 체중 변인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Berentzen et al., 2008). 또한 Adiponectin은 지방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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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이적 합성 및 분비되는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특이

하게도 체지방이 증가함에 따라 혈중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그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단순

히 비만 자체보다는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대사성 

변화가 adiponectin 농도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최

문기, 2007；Abbassi et al., 2004). 이와 같이 다양한 변인 간

의 관련성이 확인됨으로써 규칙적인 운동이 adiponectin 농

도의 변화에 단순히 체지방, 체중 감소에 의한 것인지를 유

전자 다형성에 따른 성별, 연령, 비만수준, 식이섭취, 체질 

등 신체 내·외의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시도되어

야 한다(김용규과 이경희, 2011；이정윤과 이채산, 2012). 또

한 운동 및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과 반응에 따라 상당한 개인

차를 나타내기 때문에(신선애와 강현식, 2005) 심층적이고 실

증적인 실험설계, 즉 FTO 유전자 다형성, 운동프로그램 및 피

험자의 처치 전 BMI 등을 통하여 관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IL-6는 B세포 stimulatory factor로 B세포를 항체생성 세포

로 최종분화를 유도하는 인자로써 다양한 세포로부터 신생

되어지는데, 이는 간세포에서 섬유소원, C-reactive단백질, 

간, 글로빈 및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 급성염증 단백질의 합

성에 관여 한다고 밝혔다(Papanicolaou et al., 1998).

본 연구에서 IL-6 농도의 변화는 양 집단 모두 증가하였

다.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T allele 보유집단보다 

A-allele 변이집단에서 처치 12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운동과 IL-6과 관련된 실험설

계 선행연구에서 최문기(2008)는 고강도의 12주간 운동 처

치는 양 집단에서 IL-6 농도가 증가되었고, 집단 간 비교에서

는 T allele 보유집단보다 A-allele 변이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Vozarova 등(2001)은 IL-6는 비만일 때 분비가 증가 

되며 지방 분해효소발현을 억제하며, 이때 신체의 비만도와 

인슐린 저항성과의 상관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골격근 수축 시 그 생성이 활성화 되어 면역기능 및 대사기

능의 중요한 조절자로 보고하였다(Pedersen et al., 2001).

하지만 Bruun 등(2006)은 비만피험자에서 저열량 식이와 

15주의 운동처치를 실시한 결과 혈장 IL-6 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 조직과 골격근에서 IL-6 mRNA도 감소현상을 나타내 상

반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Jansson 등(2003)은 신체운

동 중 근조직 내 IL-6의 증가는 혈중포도당 농도조절 및 지방

분해 활성 등 항염증 작용이 향상되지만, IL-6 농도의 감소 

또는 증가는 연구대상자, 성, 비만수준 등 특성에 따라 적용

된 운동강도, 빈도 및 운동 형태에 의해서 IL-6 농도의 변화

가 나타난다고 밝혔다(Ostrowski et al., 1999).

TNF-α는 비만에 의해 지방세포가 일정한 크기로 비대해 

지면, 지방세포 자체는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펩타이드

가 분비되는데, 이 펩트이드의 대표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Ventre et al., 1997). TNF-α는 골격근에서 인슐린 

작용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que, & Garg, 

2004；Tilg & Hotamisligil, 2006), 이 농도의 증가는 glycemic 

control, 인슐린저항성, 이상지질혈증을 악화시켜 대사적 기

능이상을 초래함으로써 비만과 제 2형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고 하였다(Pradhan와 Ridke, 2002).

Das(2001)는 TNF-α가 CRP를 분비하도록 자극함으로써 관

상동맥 경화를 유발시키며, 비만인의 경우에 생성을 더 촉

발시키며, 체질량지수와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고 보고 하였다(Hotamisligil, 1999). 또 악성종양과 만성염증

의 대사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식욕억제, 체중감소 

및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Hotamisligil & Spiegelman, 1994).

TNF-α와 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Bruun 등(2006)

은 고도비만인 27명을 대상으로 저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

동을 통해서 지방조직의 TNF-α 농도를 관찰한 결과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Kohut 등(2006)은 성인을 

대상으로 유산소성 운동집단과 유연성 및 근력 운동집단으

로 독립표집 하여 주 3회 45분씩 10개월 간 실시한 결과 양 

집단 모두 TNF-α 농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Ostrowski 등(1999) 역시 비만자들과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 수행은 체지방 및 체중이 감소될 경

우, 혈중 TNF-α가 감소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효과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Esposito 등(2003)도 TNF-α, IL-6 및 

adiponectin 농도와 운동과의 관련된 연구에서 장기간 유산

소성 운동에 의하여 체중이 감소되면, TNF-α 농도가 감소된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 처치 12주가 경과 되었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TNF-α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

나 복합운동의 프로그램이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복합운동을 통하여 혈중 TNF-α 농도가 감소됨으로써 

혈관 내피의 염증억제와 함께 심뇌혈관계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와 같이 

FTO 유전자 다형에 따른 성, BMI 및 운동강도, 운동지속시

간, 운동기간 등 다양한 변인들을 달리 했을 때, 사이토카인 

농도 변화에 어떻게 효과가 미치는 지를 더 포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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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BMI 27 이상의 비만 남자대학생의 유전자 다형

성 유형에 따른 12주간의 복합운동 수행이 혈중지질 및 사

이토카인의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혈중지질 변인에서 TG 및 LDL-C의 농도는 처치 12

주에 TT 유전자 집단이 AA+AT 유전자 집단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반면 HDL-C

의 농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사이토카인 변인에

서 adiponectin의 농도는 TT 유전자 집단이 AA+AT 유전자 집

단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L-6의 농도는 AA+AT 유전자 집단이 TT 

유전자 집단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NF-α 농도는 TT유전자 집단이 

AA+AT유전자 집단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만 남자대학생에게 12주

간의 복합운동 수행이 유전자 변이의 AA+AT집단은 정상보

유의 TT집단에 비해 혈중지질과 사이토카인 변인 등 유전적

인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에 대한 

운동처치 시 FTO유전자 다형에 따른 변이를 고려해야 되고, 

운동강도 조건 등 더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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