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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inflammatory markers and fatigue substance of
muscle damage on different resistance exercise intensities.
METHODS The subjects were 7 students (age, 21.0 ± 1.56)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C University
in Gyeongnam. The same amount of exercise was applied to each subject by low and high intensity resistance exercise. Inflammatory and muscle damage markers were based on IL-6, CRP, Myoglobin, CK and LDH.
The changes of inflammatory and muscle damage markers on different exercise intensities were measured
pre and immediately post exercise and during recovery periods. Blood was collected at each time and
analyzed.
RESULTS The IL-6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0.526) after 24 hours than before exercise in the high intensity exercise.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exercise intensities, the change was significantly higher(p
<.001) after exercise than immediately post exercise and recovery periods(3 hours, 24 hours later). CRP was
lower at 3 hours post recovery than at pre - exercis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tensities of resistance and the time of pre and post exercise. Myoglobin was found to be low (3.19ng/ml)
at 24 hours post exercise in high intensity exercise, but it was not related different in resistance intensities
and was influenced by time (p <.01). CK was not related to exercise intensities. Regardless of the high or
low intensities of exercise,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after exercise (p <.01). LDH was not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exercise intensity. After 24 hours of both intensity resistance exercise, LDH was lower than
before exercise, but the time-period change was high(p <.001).
CONCLUSIONS Inflammatory and muscle damage markers were not related to exercise intensity. Regardless of the intensity of exercise, Without CRP were changed at the time periods.
© The 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nd the 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서론

복횟수 그리고 운동량에 따라 근비대, 근지구력, 근파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저항에 동원된 근관절은 근력

저항운동은 근력과 근지지력, 근비대 등 근관절에 가해

향상에 긍정적 작용과 함께 잘못된 운동방법에 따라 부정

지는 저항에 견딜 수 있는 무게와 반복횟수 그리고 시간을

적인 경우도 발생 된다. 저항운동에 염증유발의 부정적인

기준으로 강도와 운동량 등을 평가한다. 따라서 강도와 반

영향은 지나친 무게의 반복에 따른 과부하 또는 저항운동
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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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동에서 염증유발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
력운동에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다[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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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에 급성으로 발생한 염증과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하고 낮은 강도는 운동 수행시간을 늘릴

통증 모두 바이러스 원인 보다는 조직의 손상에 따른 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13,25].

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나친 부하의 근력운동

IL-6는 염증지표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인슐린의 민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유산소운동에 이르기까지 염

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수행에 따른 에너지 대사에

증 유발 반응이 운동학 연구에서 보고되었다[44,45]. 물론

근육의 수축과 이완 등 반복적인 작용은 염증유발의 정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체의 방어적 기능 작용에 따른

가 유산소성 운동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 남성

염증반응 상승과 저항 운동시 발생하는 근조직손상에 따

을 대상으로 1RM의 50% 강도로 10주간 트레이닝 후 IL-6

른 염증유발의 지표는 다르지만 혈중 Interleukin-6(IL-6),

의 농도가 트레이닝 전보다 44%나 상승한 것에 의미가 있

C-reactive protein(CRP), Creatine kinase(CK) 농도가 염증

다[16]. 따라서 유산소운동의 강도와 운동지속시간 간의

정도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3,5].

LDH 농도의 높고 낮음이 저항운동의 강도에 따른 염증

저항운동이 인체 부위의 표적이 되는 근관절에 지속적

지표의 혈중 농도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되는 것도 일리가

으로 반복되는 작용에 의한 근 손상이 일반적 현상이지

있다. 또한 운동강도의 차이에 따른 염증과 피로현상에

만, 운동경험 여부에 따라 그 차이는 달라진다는 것 또한

관한 매우 민감한 지표의 보고에도 의미를 둘 수 있다[43].

일반적 견해이다. 근육에 부가되는 자극의 반복적 작용

예로 면역세포의 기능과 생존 그리고 성장을 돕는 단백질

은 근 손상뿐만 아니라 피로를 유발하여 근력의 저하와

형태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을 들 수 있다[1]. 이러한 사

운동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항운동과 차이는

이토카인은 호중구와 대식세포는 물론 섬유아세포와 혈

있으나 유산소운동의 중장거리 달리기 또는 마라톤과 같

관 내피세포 그리고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세포뿐만 아니

은 고강도 운동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CRP 증가를 언

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세포에서도 분비된다[9].

급하였다[32]. 즉 지속적인 반복 스트레스를 가하는 저항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산화적 스트레스의 병리

운동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된다[50]는 역도선수 훈련 중

적인 현상으로 그 종류는 TNF-α와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경험한 CRP 증가도 특별한 현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염

IL-6, CRP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IL-6, CRP는 운동 강도에

증의 높고 낮음은 CRP의 전구물체인 Interleukin-6와 CRP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다[1,2,10,40]. 한편 급

의 농도에 따라 판단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강도

성이나 만성 트레이닝으로 인한 근육 손상시 혈중으로 방

운동 후 발생되는 혈중 CRP 증가는 과도한 산화적 스트

출되는 CK도 근육조직 손상정도의 지표로 운동에 따른

레스, 산성증, 열 등에 의해 근육 손상에 따른 염증지표의

염증 발생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5]. 저항성 운동

충분한 근거다[6,18,30,32,49]. 또한 근육 손상의 범위와 높

에 따른 구조적 손상이 근육은 물론 결체조직에 나타나면

은 염증반응 발생 가능성은 결국 저항성 운동 강도의 초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바, 염증이 통증을 동반한 현상

점이 된다. 그 근거로 운동형태, 강도, 지속시간에 따른 염

이 계속되면 지연성 근육통증을 낳게 된다[17]. 그래서 과

증반응 차이를 들 수 있다[39]. 또 다른 예로 종양괴사인자

도한 트레이닝을 삼가고 적합한 저항강도를 설정하여 운

TNF-α, IL-6의 증가를 고강도 플라이오메트릭스 운동 후

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의 최소화가 반드시

경험한 것에 추측을 가능케 한다[6,7,19,28].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강도의 운동을 적용하여

저항 및 유산소성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염증지표 외

그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

에 근손상과 피로의 근거가 되는 LDH의 혈중 농도는 종

다. 이렇게 운동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

양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운동강도의 차이는 물론 운

는 것이 운동학의 과제다.

동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판별기준이 된다. 즉 유·무산소

경기를 앞둔 선수는 필연적으로 운동의 부작용을 동반

운동에 관계없이 강도의 차이는 곧 혈중 젖산 농도에 영

하는 훈련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한 체

향을 미치게 되고, 피로물질의 증가는 운동수행 지속시

력 향상과 유지 목적의 일반인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간에 영향을 준다. 또한 운동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하

부분이다. 지나친 과부하를 피하고 적절한 강도의 선정

여 피로물질에 대한 저항 능력 높아 동일한 강도의 운동

을 위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반복되었으나 논란은 반복되

수행에 있어 운동 비경험자 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고 있다. 또한 저항운동 강도의 차이에 따른 트레이닝 후

근거다. 운동 강도의 측면에서도 높은 강도는 운동수행의

IL-6의 변화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 염증반응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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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분명치 않은 결론[52]도 연구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약물에 나타나는 부작용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에 비하여 높고 낮음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치 않

age (yrs)

height (cm)

weight (kg)

BMI (kg/
cm2)

% FAT

21.0±1.56

175.57±7.43

70.3±7.1

22.82±1.94

14.25±1.1

아 특정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과부하로 인한 위험

n=7

성을 간과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

Data are reported as M ± SD
BMI; body mass index

정적인 요소는 종종 관심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까지도 순환계에 영향의 유산소적 운동과 근골격에 더 많
은 자극이 작용하는 저항성운동에 대한 최적의 강도를 찾
아내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저항운동의 강도 설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1RM 기준에 특별한 비판은 아
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대상자에 설정된 강도
가 운동의 목적에 맞고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견해는 연

Table 2. Resistance exercise test item according to resistance strength
Exercise test items
Seated bench press, Barbell
shoulder press, Pull down, back
extension, Sit up, Leg curl, Leg
press, Calf raise

Intensity
level

Repetitions

Repeat Set

Low

11~12/set

3 sets

High

4~5/set

4 sets

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13,14].
체력에 따른 운동강도의 중요성을 논하면 전체 운동량
에 대한 견해가 다른 의견이 나타나고, 운동의 시간과 반

는 사전에 실험참여 철회는 자유롭게 수용하였다. 실험에

복횟수에 따른 차이점 등이 늘 등장했다. 그래서 본 연구

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사전 동의서에 포함하였고, 동

에서는 일반적인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저항운동의 강도

의서 사인여부는 대상자 본인이 결정하였다. 실험기간 중

의 차이에 따른 근손상의 염증반응이 운동 전후 차이를

저항운동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페인, 흡연, 특별

확인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동강도

한 식이, 과격한 신체활동 등은 금하도록 하였다. 피험자

에 따른 근손상과 염증지표 농도 및 근손상과 피로의 변

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화과정 추이를 통해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운동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저항운동을 바르
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험절차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적응운동, 예비실험, 1차 실험
과 2차 실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저항 운동을 10-

연구 방법

RM/set 강도로 3세트씩 2일간 수행하여 종목에 따른 저
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연습을 실행하였다<Table 2>.

연구대상

사전 적응운동 연습은 전문강사를 통하여 저항운동시

본 연구의 대상은 의학적인 질환이 없고 23회/주 정

각 관절의 정지각도 및 시간, 바의 위치, 안전 주의사항 등

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G도 C대학교 체육학과 일

을 철저히 지도하여 동작을 일정하고 동일하게 수행토록

반학생 7명으로 하였다. 체육학과 일반학생을 피험자로

하였다. 적응운동 2주후에 예비실험, 1차, 2차 실험은 저

선정한 이유는 예비실험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실행한 결

항성 운동에 따른 지연성 근육 통증과 염증반응의 영향을

과 1-RM 측정의 곤란함과 사전 저항운동 경험이 없는 상

통제하기 위하여 2주의 간격을 두어 실행하였다. 예비실

태로 실험에 참여할 경우 국소적인 피로현상의 언급과 저

험은 피험자 개인별 1-RM을 측정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

항강도의 차이에 따른 동일운 운동량 수행의 어려움이 있

였으며, 방법은 간접추정식[1-RM = 들어 올린 무게 + (들

었기 때문이다.

어 올린 무게 × 들어 올린 횟수 × 0.025)]을 적용하여 정하

그리고 동일 피검자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한 실험방법

였다[20,24]. 운동강도에 따른 염증반응 연구의 대부분은

을 선택하여 대조군을 둔 실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동질

수행 운동량이 동일하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신뢰

성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저항운동 실험에 참여하기 전

성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실험은 동일한 운

대상자는 실험의 목적과 진행절차, 실험 중 발생 할 수 있

동량 수행을 위하여 예비실험에서 정한 1RM을 기준으로

는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

4~5회 반복할 수 있는 고강도와 11~12회 반복수행할 수

가 실험에 참여 의사를 스스로 결정했어도 실험 당일 또

있는 저강도 부하량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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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행연구를 참고로 운동강도의 차이에 따른 실

제시하였다. 저항성 운동강도의 차이에 따른 측정시점

험대상자에게 동일한 운동량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 변인의 비교를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본 연구의 1~2차 실험에 총운동량(세트 × RM × 부하량)

(two-way ANOVA by repeatision)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8,21,52].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에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실험대상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

으로 판정하였다.

하여 2주간격의 충분한 휴식기간을 두고 실행한 1차와 2
차 실험도 교차방법으로 운동강도 혼합 조건을 동일하게

결과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에게 부여된 운동시간은 1시간

인터루킨-6(IL-6) 변화

10분으로 준비운동 10분, 저항운동 50분 정리운동 10분으

IL-6 농도 변화는 저강도와 고강도 모두 운동전에 비해

로 구성하였다. 준비운동은 체조와 스트레칭 후 1-RM의

운동 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강도 운동전에 비해 운동

30%에서 약 12회를 2세트 수행하도록 하였다[52]. 본운동

후 3시간, 운동 후 24시간도 높게 나타났다. 고강도 운동

의 저항운동은 강도의 차이와 근력, 지구력 등을 고려하

도 운동전에 비해 운동 후 3시간에 높게 나타났다가 운동

여, 고강도 저항운동시에는 세트간 휴식을 3분으로 하였

후 24시간에는 낮아졌다. 변량분석 결과 운동강도에 따

고, 저강도 저항운동시에는 세트간 휴식을 2분으로 하였

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고, 측정시점별 유의차가 나

다[8,21,]. 물론 운동시 각 관절의 정확한 정지시간도 원심

타났다(p<.001).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성 수축시 2초, 구심성 수축엔 1~2초 유지하게 하였다[29].

3, Figure 1>.

저항운동 종목별 반복 실행 횟수와 세트의 빈도 증가에
따른 대상자의 피로감 증가는 실험중단 시점 도달 의미
로 사전에 충분히 기타 고려사항으로 주지하고, 또한 실
험 중 구두로 독려하였다.

C-반응성 단백질(CRP) 변화
CRP 농도 변화는 저강도와 고강도 모두 운동전에 비
해 운동 후, 운동 후 3시간과 24시간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변량분석 결과 운동강도와 측정시점별 유의차가

채혈 및 분석항목
영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저강도 및 고강도 저항운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Figure 2>.

시 각각 4회 채혈에 임하였다. 1차 안정시는 실험당일 12
시간 공복 상태인 오전 9시경 좌측 상완정맥에서 약 10ml

미오글로빈(myoglobin) 변화

를 채혈하였으며, 2차는 저항운동 직후, 3차는 운동후 3시

미오글로빈 농도 변화는 저강도와 고강도 모두 운동전

간 뒤에 그리고 4차는 24시간 후 동일한 방법의 채혈 후 혈

에 비해 운동 후, 운동 후 3시간에 증가하였다. 또한 저강

장을 수집하기 위하여 무처리 튜브에 30분간 응고, 10분

도 운동전에 비해 운동 후 24시간에도 증가하였다. 하지

간 3000rpm으로 원심분리 냉동 처리하여 N 제약회사 분

만 운동 후 3시간에 비해 운동 후 24시간에는 감소하는 것

석실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채취한 저항운동 대상자의

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운동에서 운동전에 비해 운동 후 3

혈액분석을 통하여 얻은 혈중 염증변인, 근손상, 피로물

시간에 높게 나타났다가 운동 후 24시간에는 낮게 나타났

질 항목은 IL-6, CRP, CK, Myoglobin 및 LDH로 한정하였

다. 변량분석 결과 운동강도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다. IL-6는 효소면역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않았지만 측정시점별 유의차가 나타났다(p<.01). 상호작

assay)으로 versamax(USA)으로 그리고 CRP, CK, Myoglo-

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Figure 3>.

bin 및 LDH는 자동 생화학 분석기(Hitachi 7080, Japan)를
통해 분석되었다.

크레아틴 키나아제(CK) 변화
CK 농도 변화는 저강도와 고강도 모두 운동전에 비해

자료처리방법

운동 직후, 운동 후 3시간과 24시간에 증가하였다. 또한 운

본 연구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AS(ver. 9.0)을 이용하여

동 후 3시간에 비해 운동 후 24시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M)±표준편차(SD)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운동강도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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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IL-6, CRP, myoglobin, CK, LDH (M±SD)
Exercise

IL-6
(pg/mL-1)
CRP
(mg/dl)
Myoglobin
(ng/ml)
CK
(u/L)
LDH
(u/L)

Intensity

Pre

Post

after 3h

after 24h

low

0.6834 ± 0.26

1.2764 ± 0.48

0.7901 ± 0.22

0.7784 ± 022

high

0.8177 ± 0.26

1.3542 ± 0.34

0.8897 ± 0.11

0.7651 ± 0.14

low

0.1042 ± 0.01

0.1071 ± 0.01

0.1028 ± 0.00

0.1142 ± 0.03

high

0.1171 ± 0.03

0.1342 ± 0.07

0.1242 ± 0.06

0.1271 ± 0.07

low

52.50 ± 7.31

82.25 ± 25.63

109.40 ± 66.51

75.18 ± 62.54

high

64.51 ± 29.02

106.38 ± 48.64

110.25 ± 55.92

61.32 ± 35.67

low

183.28 ± 151.44

201.57 ± 102.99

220.57 ± 105.41

209.57 ± 88.27

high

171.00 ± 87.20

219.00 ± 90.93

251.71 ± 102.80

245.57 ± 96.84

low

298.42 ± 64.26

314.1 ± 62.90

307.85 ± 37.33

289.42 ± 40.06

high

298.42 ± 37.26

338.71 ± 56.08

300.85 ± 46.98

250.85 ± 26.88

F

P

a

0.91

.3766

b

16.85

.0001

ab

0.44

.7295

a

1.31

.2956

b

0.81

.4093

ab

0.91

.4551

a

0.75

.4203

b

7.27

.0021

ab

1.54

.2378

a

1.34

.2917

b

5.41

.0079

ab

0.11

.9549

a

0.01

.9399

b

9.30

.0006

ab

1.77

.1881

Data are reported as M ± SD
IL-6; interleukin-6, CRP: C-reactive protein, CK; creatine k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a: intensity, b: time, ab: intensity×time

Figure 1. Change of Interleukin-6 (IL-6)

Figure 2. Change of C-reactive protein (CRP)

Figure 3. Change of myoglobin

Figure 4. Change of creatine kinase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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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병 유발의 염려도 있다[12]. 염증은 주요 매개자인 염
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염증반응을 조절한다. 염증
성 사이토카인으로 분류되는 IL-6는 항염증 작용도 하며
근 수축에 따라 생성되어 혈중에 분비된다[15, 29]. 대다수
연구에서 운동 후 혈중 IL-6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여긴다. 이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동강도, 운동 지속시간 등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IL-6 증가의 최대 수치는 운동시 나타나며, 운동
후에도 증가상태가 일정시간대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6,38,42,48].
Figure 5. Change of lactate dehydrogenase (LDH)

본 연구에서 실행한 4~5RM 고강도 운동시 운동전 IL-6
가 0.8177pg/mL-1이 운동직후 1.3542pg/mL-1으로 증가하

나지 않았지만 측정시점별 유의차가 나타났다(p<.01). 상
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Figure 4>.
젖산탈수소효소(LDH) 변화
LDH 농도 변화는 저강도와 고강도 모두 운동전에 비
해 운동 후 증가하였다. 또한 안정시에 비해 운동 후 24시
간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운동
강도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측정시점별 유
의차가 나타났다(p<.001).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3, Figure 5>.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이 일반인의 체력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저항운동에 의한 근손상 결과인 염증지표의 농도와 근피
로도 중심으로 운동강도 차이에 따른 변화 추이를 시점
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관심의 초점인 변인 IL-6,
CRP 및 근육 손상 피로물질인 myoglobin, CK, LDH 등의
저항 강도의 차이에 따른 시점간 통계적 의미는 대부분
나타났으나, 강도차이 간에 시점의 상호작용은 의미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운동 강도의 차이에 따른
효과 여부의 정보는 일반인 체력관리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에 적용한 저항운동은 물론, 일반적인 운동 등에
서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염증반응은 일상생활의 삶
과 건강관리를 위한 방어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14]. 그러나 바이러스 또는 미생물인 세균 등 인체에 유해
한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 과도한 염증으로 암과 같은 만

였고, 10~11RM을 반복하는 저강도 운동에서도 운동전
0.6834pg/mL-1이 1.2764pg/mL-1으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였으나, 적용한 강도 차이에 관계없이 운동 후
3시간과 24시간에 IL-6의 농도는 안정시 수준으로 낮아졌
다. 운동 강도의 차이에 따른 통계적 의미도 나타나지 않
았다. 이렇게 운동 강도만 다르게 적용한 동일한 피검자
의 염증은 빠르게 회복되어 염증저항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IL-6를 기준으로 운동 직후 증가했던 염증
유발의 염려할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
미 4가지 벤치프레스 강도(1RM의 50%, 75%, 90%, 110%)
로 적용하여 실행했던 연구에서 저항운동 24시간 후 IL-6
농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52].
한편 최근에 보고된 연구 1-RM 60%, 72%, 80%의 저항
성 운동강도 차이와 측정시점(안정시, 운동 직후, 운동 후
3, 6, 24, 48시간) 등 두 조건에서도 IL-6 농도의 통계적 차
이는 없었다[14]. 또한 일반연성을 대상으로 한 저항운동
강도차이 연구에서도 IL-6의 혈중 농도가 크게 다르지 않
았다[21]. 반면 본 연구에서 저항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운동전보다 상승한 혈중 IL-6농도가 운동직 후 시점간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운동에 따른 근손상 저항 작용으로 IL6의 혈중 농도가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연구는 TNF-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IL-6의
운동 직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
지만 선행연구를 통한 원인을 예측하면, TNF-α의 증가 없
이 IL-6만 증가하는 경우,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작용으
로 보는 것도 타당성 있다는 것이다[7, 36]. 그러므로 본 연
구의 운동직후 IL-6의 농도가 높은 이유를 항염증 작용에
의한 유추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앞에 언급한 근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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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높아진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특

시 상태로 마이오글로빈 농도가 안정시 상태로 낮아졌고,

히 혈중 IL-6를 염증 전에 나타나는 사이토카인으로 분류

고강도 운동에서는 오히려 안정시보다 낮은 마이오글로

되고, 또한 스트레스 바이오마커로 저항운동 후 받은 회

빈 농도가 나타났다. 높은 강도의 적은 반복횟수가 낮은

복과정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4,5].

강도의 높은 빈도의 근수축보다 근 손상의 유발이 낮았

한편 감염, 염증, 조직손상 및 운동 등에 의해 CRP는 증

다는 추측도 가능한데, 그에 대한 근거는 근력 및 근지구

가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33]. 간과 근육세포 등에

력 운동집단의 CRP 변화의 차이 연구에서 유추한 것이다

서 생성되는 급성반응물질 이지만 IL-6에서 생성되기도

[20]. 한편 저항성 운동간 IL-6 변화와 마찬가지로 미오글

한다. 특히 운동과 관련하여 저항운동 무경험의 일반여

로빈도 운동 후 상승하였지만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14].

성에게 적용한 고강도 저항성 운동에서 CRP가 운동 후,

또한 운동 중 근손상으로 높아진 혈중 마이오글로빈이

회복기에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21]. 반면 최대운동 직

헤모글로빈과 유사한 구조를 들어 근 세포의 단백질에 산

후와 회복시점에 CRP는 물론 IL-6의 변화도 통계적 의미

소 결합력이 강함을 들어 산소의 저장역할을 강조하기도

는 나타나지 않았다[10]. 이렇게 본 연구의 결과도 저항

하였다[11]. 일반적인 저항운동이 근수축의 반복을 통하

의 강도의 차이에 따른 CRP농도의 변화가 운동 전, 운동

여 근력과 지구력 등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 과정에 발생

직후 그리고 3시간과 24시간 뒤에도 통계적인 의미는 없

한 근손상으로 세포막의 투과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원인

었다. 저강도 저항운동에서 CRP 평균농도는 운동직후에

에 의해 마이오글로빈은 물론 CK와 LDH 등의 혈중 농도

운동 전보다 0.0029mg/dl 높게 나타났으나 운동종료 3시

가 높아진다는 견해다[31]. 뿐만 아니라 운동형태, 운동강

간 후엔 운동 전보다 0.0014mg/dl 낮았으며, 24시간 뒤엔

도, 운동 지속시간 등은 근손상과 피로물질을 농도에 영

0.0100mg/dl 높게 나타나는 등 변화의 일정한 규칙은 없었

향을 주기도 하지만 근 기능의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로

다. 반면에 고강도 저항운동에서는 운동 전보다 직후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4,5,31,34,35].

0.0171mg/dl 높게 나타났으나, 운동 후 3시간과 24시간 뒤

근 조직의 손상은 혈중 CK 농도에 따라 그 정도의 높고

엔 0.0071mg/dl과, 0.0100mg/dl으로 저항강도와 혈중농도

낮음이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CK 혈중 농도의 범위(성

측정 시점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이유

인 남: 55~170 u/L, 여: 30~135 u/L)는 남녀의 차이가 있으

를 본 연구에서 제공할 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성별과 운

나, 근육질의 남성은 더 높은 혈중 CK 농도가 나타나기도

동경험 그리고 규칙성의 유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안정시에도 CK의

단된다.

범위를 벗어난 혈중 농도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반적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저항운동의 CRP 농도는 운동기

으로 CK가 심근과 뇌에서도 발견되고 심근의 손상이 아

간과 운동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3]는 보고를 참고

닌 경우 대부분 골격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량에

하였다. 한편 1RM의 65%와 80%의 저항운동강도로 1회성

따라 CK의 정상 수치는 근육질의 체격이 큰 경우 정상 범

실행 직후와 회복기에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고 하였다

위를 벗어난다는 예를 참고하였다[3,26,39].

[21].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 보고의 추론으로 운동

그리고 저항운동 강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선행연

후 CRP 농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운동회복 능력의

구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운동 직후와 회복기 3시간과

지표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근활성도가 높은 근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CK 혈중 농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육에 마이오글보빈 농도가 비활성 근육에서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항강도를

근 활성에 따른 피로물질 농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고

높여 운동을 실행한 경우 저항강도를 낮게 빈도를 높여

강도 운동시 마이오글로빈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근육

운동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CK 혈중 농도가 증가하였

세포의 손상이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운동강도와 밀접

으나 강도의 차이에 따른 통계적인 의미는 나타나지 않

한 관련을 갖는다[37].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저항강도의 차

았다. 장시간 운동과 운동강도가 높을수록 CK 활성도가

이에 따른 통계적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독립적 시

증가한다[22,26,41,46]는 통계적 의미가 본 연구와 유사한

점 간에 마이오글로빈의 농도는 운동전보다 운동 직후와

저항성 운동강도간 CK 차이 없다는 보고[21]와 다른 견해

3시간 후에 높은 것이 통계적인 의미가 나타났다. 저, 고

도 보이나, 일반적인 현상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강도 저항운동 24시간 후 나타난 결과는 저강도에서 안정

령 저항운동 CK의 혈중농도가 현저하게 24 시간 동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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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되다가 점차 안정시 수준으로 회복된 근거[3]도 24

야 할 것이다.

시간 동안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혈중 CK 농도 수준으
로 판단된다. 이렇게 운동에 따른 근활동시 ATP 생성 반응

결론

의 촉매 효소이기도 한 CK 혈중 농도가 근육 손상정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23,25,26].
LDH는 NAD+(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를
NADH로 상호 전환시켜 Lactate를 Pyruvate로 전환하는 촉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저항강도의 차이에 따른 젊은
대학생의 혈중 염증지표와 근손상 피로물질 변화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매작용을 한다. 조직이 손상되면 혈중으로 방출되는 조직

첫째 염증지표 IL-6의 농도는 강도의 높고 낮음에 차이

의 손상, 용혈성, 빈혈, 암, 심장마비와 같은 질병의 마커로

는 없었으며, 시점간(운동 전, 운동 후, 운동 후 3시간, 운

혈청의 종양지표로 활용된다. LDH의 혈중 범위는 각 검사

동 후 24시간)엔 통계적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의 차이는 있지만 성인기준 100~190u/L가 대략 일반
적인 기준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LDH 혈중 농도가 편차

둘째 CRP는 저항강도의 차이는 물론 측정 시점간에도
통계적 의미의 차이는 없었다.

는 있지만 298u/L로 안정 시에도 정상범위 기준의 100u/L

셋째, 근손상 피로물질인 Myoglobin, CK, LDH도 저항

이상을 벗어났다. 운동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

강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시점간에 통계적 차이는 확

타난 것은, 검사 전에 활동 제한의 특별한 지침을 제시하

인되었지만, 저항강도의 차이에 따른 시점간 다름은 나타

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근육질의 활동량 많은 젊은 대학생

나지 않았다.

이기 때문이기도 하다[50]. LDH의 활성도가 운동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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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도를 언급한 연구 결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27,47]. 또한 저항운동에서 고강도 운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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