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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gated linoleic acid의 섭취와 운동여부가 체지방 함량이 높은

여대생의 체중과 체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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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and/or exercise on body fat mass and weight,
college women of normal weight (21<BMI<23) and high body fat mass (>30%)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placebo-no exercise, placebo-exercise, CLA-no exercise, and CLA-exercise groups.
Three grams of either a placebo (corn oil) or CLA were taken every day for 12 weeks, and the exercise groups performed
80 minutes of aerobic and anaerobic exercise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nutrient
intakes among the groups. The CLA-exercise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body weight, BMI and body fat mass
compared to the placebo-no exercise group. In addition, the HDL-cholesterol levels of subjects in the CLA-no exercise and
CLA-exercise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in the placebo-no exercise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ombination of CLA supplementation with exercise could efficiently reduce body fat mass and body weight compared
to CLA supplementation or exercise alone.

Key words: conjugated linoleic acid, exercise, body fat mass, weight control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나 과체중의 발생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성인남성의 35.2%, 성인여성의 25.3%가 과체

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2). 특히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암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예

방·치료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3-5).

일반적으로 비만은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의 불

균형에 의해 초래되는데,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비해 높은 경우 체내에 잉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유

발된다. 따라서, 식이요법을 통해 섭취에너지를 줄이거나, 운동처

치를 통해 소비에너지를 늘려 체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다(6,7). 비만 판정은 체적지표(body mass index

(BMI), weight/hight2, kg/m2)를 이용하여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경

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준에 따라 18.5-23.0, 혹은 세계보건

기구의 기준에 의해 18.5-25.0을 정상체중범위로 간주하고 있으

며 체중에 의해 비만이 판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최

근에는 정상체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내 지방함량이 높아 내장

비만이 되거나, 대사적으로 비만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설탕과 알코올 섭취, 스트레스,

흡연, 운동부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40세 이후의 중년뿐 아니라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2). 특히, 내장지방형 비

만은 피하지방형 비만보다 당질과 지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기 쉬

워,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체중은 정상수치이고, 체지방 함량만 높기 때문에 일반적

인 비만 측정방법으로는 판정하기 어려울 뿐이며, 본인 또한 인

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8,13,14). 그러나 비만인 사람이나 체지방 함량이 높은 사람

이 체중을 감소시키거나 체지방 함량을 낮추면 혈당과 혈중 지

질 농도, 혈압이 낮아지는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률이 감소되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함량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률을 낮

추고, 이를 예방·치료하려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15-17).

최근에는 체중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성 식품이나 보조 식품이

각광받고 있으며, 여러 기능성 식품들이 제조·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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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conjugated linoleic acid(CLA)는 지방의 연소를 돕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비만을 억제하는 지방산으로 우리나라뿐 아니

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CLA는

18개의 탄소에 2개의 이중결합 갖고 있는 linoleic acid의 isomer

로 육류, 우유 및 유제품에 함유된 지방산이다(18). CLA는 암,

당뇨, 동맥경화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억제할 뿐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9-22). 특히, 동물실험이

나 세포실험에 의한 CLA의 항비만 효과가 보고되면서 CLA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실험을 통한 항비만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

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CLA를 보충시킨 경우, CLA에 의한 항비

만 효과는 실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LA를 6개

월 이상 복용시킨 경우 항비만 효과를 보였으나, 섭취기간이 3개

월 이내인 경우에는 거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도비만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에게서 체지방 축적을 억제시켰다(23,24).

따라서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비만 치료를 위하여 CLA 보

충과 운동을 병행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5-28). 비만인을 대

상으로 한 실험에서 CLA 보충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경우, lean

body mass가 증가하고, 체지방 함량이 낮아졌다(26). 그러나 이러

한 실험 결과도 실험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CLA를 체중 조절 보조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선정이나 CLA 보충 함량, 기간 등을 더욱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CLA 보충과 운동에 의한 비만효과는 비만

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상체중을 갖고 있

으면서 체지방이 과다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상체중이며 체지방이 과다한 경우, 대사적

으로 비만인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증상이 유

발되기 쉽고,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이를 치료·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지방 함량이 높

은 정상체중의 여성을 대상으로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

로 알려진 CLA의 보충과 운동 여부가 체지방의 축적과 체중 및

혈중 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 설계

본 실험에 참여할 대상자는 8월 중순부터 3주간 모집되었으며,

체중과 체지방을 측정하여 실험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체중이 정상 범위(18.5≤BMI<23)에 포함되고, 체

지방 함량이 30% 이상인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건강상

태를 확인한 후 최종 실험 대상자 61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실

험 대상자를 무작위로 하여 4그룹(placebo-비운동군, placebo-운동

군, CLA-비운동군, CLA-운동군)으로 나눈 후, 해당군에 따라 12

주 동안 3 g의 placebo(corn oil)나 CLA를 매일 섭취하도록 운동

군의 경우 정해진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였다(Fig. 1).

CLA는 일진제약에서 판매되고 있는 500 mg 공액리놀레산을 구

입하여 하루 6캡슐씩 섭취하도록 하였다. CLA는 c9, t11-CLA와

t10, c12-CLA가 주성분(75%)으로 일부 다른 형태의 이성질체와

이성질화되지 않은 홍화씨유가 약 20% 정도 함유되었다. 실험

도중, 간지럼증과 두통, 메스꺼림 등의 부작용이 있거나 오메가-

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한 3명이 실험을 중단하였다. 또한 corn oil

과 CLA를 장기간 섭취하지 않았거나, 혈액 채취 및 체지방 함

량 분석 등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한 총 3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실험은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를 통과하였고,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었다.

영양소 섭취량

실험기간동안 실험자들의 식이패턴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 실험 시작 전과 실험 마지막 주에 24시간 회상법으로 식이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식이 섭취량은 사전에 훈련된 조사자들이

면담 방식으로 조사 하루 전날 섭취한 끼니별 음식명과 각 음식

에 사용된 식품 재료명, 분량과 음료, 간식 섭취 등을 조사하였

으며, Can-Pro 3.0 프로그램(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으로 계산되었고 이를 비교·분

석하였다.

신체 계측 및 체지방 함량 측정

조사 대상자의 체중, 신장, 허리둘레, 체지방 함량을 실험 0주,

12주에 측정하였다. 신장은 신장계(BSM330, Biospac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중(weight)과 체지방 함량(body

fat mass(kg))은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spa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복부지방을 알아보기 위해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혈액 채취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공복 후 혈액을 실험 0주, 12주에 채취한 후, 900

×g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얻어 −80oC에서 보관하였다.

공복 혈당과 혈중 함량(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

Fig. 1.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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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total cholesterol)은 생화학 자동분석기(Olympus AU5421,

Olympu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운동 및 최대산소 섭취 능력 측정

운동군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의 체력을 정확히 알아보고, 각

자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세우기 위하여 실험 전에 운동시 최

대산소 섭취 능력(VO2 max, Cortex Biophusik Gmbh, Leipzig,

Germany)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실

험 대상자들은 각자의 체력에 맞는 중정도 강도의 운동(최대 심

박수의 60-70%)을 설계 받아 총 12주간 주 3회 운동을 실시하였

다. 운동 프로그램은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운동전 운동, 트레

이드 밀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최대 심박수의 70%), 저항성 운

동(leg press, leg extension, leg flexion, calf raise, abdominal

crunch, chest press, arm extension, shoulder press, lat pulldown),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마무리 운동으로 구성되었

다. 유산소 운동이나 저항성 운동을 할 때에는 전문가가 운동량

이나 운동 자세 등을 지도해 주었으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

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운동참가 일지를 배부

하여 운동 참여 여부를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조사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ver.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자

들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BMI와 허리둘

레, 체지방량, 지질함량, 공복혈당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mean±SD)

로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군 간의 실험 효과는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 GL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baseline

시점에서 실험군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시작 전 측정값으로 보정하고 그룹 간에 실

험 후 측정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α=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활습관

대상자들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실험 대상자는 20대의 여

대생으로 대부분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조사 대상자들의 음주율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84.62%가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의 응

답자가 흡연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흡연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체중 조절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여성들이었다.

실험 전·후 영양소 섭취량의 변화

본 연구는 CLA와 운동에 의한 체중과 체지방 감소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한 것으로 실험 시간전 조사 대상자들에게 식이 섭취

량 감소나 식이패턴 변화에 의한 체중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주의를 시켰다. 실험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실험전·후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의 영

양소 및 열량 섭취 수준이 실험전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총에

너지 섭취량의 경우, 20대 여성들의 에너지 추정량인 2,100 kcal

보다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칼슘과 철분의 섭취량도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였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었고, 인, 비타민 A, thiamin, riboflavin,

niacin은 권장 섭취량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연구

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영양소 섭취실태와 비슷한 양

상을 보여 주었다(29-31).

CLA 섭취와 운동여부에 따른 신체 계측 및 체지방 함량의 변화

Table 2. Nutrients intake of participants

Nutrients

Placebo CLA

No exercise (n=8) Exercise (n=8) No exercise (n=11) Exercise (n=12)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Energy (kcal) 1817.6±520.40 1787.3±607.20 1541.8±437.00 1678.8±278.30 1697.6±581.50 1888.8±552.00 1531.7±605.00 1614.0±270.10

Protein (g) 59.0±21.6 92.1±70.7 56.5±20.0 65.6±23.6 62.4±27.4 72.3±36.6 47.3±14.7 59.1±16.4

Fat (g) 53.6±25.7 66.5±41.5 50.1±10.3 52.1±12.8 62.5±31.8 69.2±25.6 40.1±24.5 47.7±21.1

Carbohydrate (g) 272.2±73.80 234.3±71.50 219.4±95.40 214.1±21.20 217.8±49.80 238.8±62.20 218.5±69.90 235.8±39.90

Fiber (g) 15.1±7.60 14.0±5.70 14.3±7.10 15.6±4.60 13.5±4.40 14.6±6.20 15.2±5.90 17.2±5.60

Calcium (mg) 416.4±178.7 400.8±86.90 374.0±185.0 497.6±219.9 467.4±242.8 470.3±355.5 399.7±166.4 454.9±201.7

Phosphorus (mg) 841.5±282.1 869.6±276.5 834.3±317.4 901.5±250.1 873.6±354.0 968.5±498.8 785.8±306.1 847.5±249.4

Iron (mg) 11.4±4.80 14.0±5.60 10.0±3.80 13.2±4.50 11.0±5.20 10.9±5.00 9.2±3.5 10.6±2.70

Vitamin A (µg) 716.4±434.0 565.6±327.2 663.3±508.7 842.2±839.5 716.5±214.7 720.8±388.4 707.8±280.9 524.5±265.9

Thiamin (mg) 1.6±0.6 1.4±1.0 1.1±0.4 1.5±0.4 1.2±0.7 1.3±0.6 1.0±0.4 1.1±0.2

Riboflavin (g) 1.3±0.4 1.1±0.5 1.0±0.3 1.3±0.3 1.0±0.5 1.1±0.8 1.0±0.4 1.2±0.8

Niacin (mg NE) 15.8±6.10 16.4±6.70 13.1±6.00 14.3±4.90 14.8±8.00 16.3±10.0 12.3±6.30 14.2±4.80

Vitamin C (mg) 70.9±49.3 94.5±95.0 54.6±51.6 124.1±129.6 61.8±32.4 114.5±143.5 79.9±63.3 131.7±100.1

Table 1. Age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Lifestyle characteristics

 Age 21.90±2.701)

Exercise
Yes 2)10(25.64)2)

No 29(74.36)

Alcohol intake
Yes 33(84.62)

No 06(15.38)

Smoking

Yes 04(10.26)

Quit smoking 03( 7.69)

No 32(82.05)

1)Mean±SD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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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 섭취와 운동여부에 따른 체중, 신장, BMI, 체지방 함량

등의 변화에 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는 비만

도(BMI)가 정상범위(18.5-23 kg/m2)에 속하고, 체지방 함량이 30

% 이상인 정상체중이며, 체지방 함량이 높은 여대생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실험 전·후 체중 변화를 알아본 결과, 모든 군에서 체

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의 변화에 의한 차

이인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별 운동량과 식이 섭취량, 체중 변화

등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여름철에 음식 섭취량이 가장 적고,

겨울철에 가장 많았으며, 운동량은 이와 반대로 여름에 많고, 겨

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식 섭취량과 운동량의 변

화는 체중 변화로 나타나 여름철에 체중이 가장 적었고, 겨울철

에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2-34). 본 연구는 여름인 8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겨울인 12월 말까지 수행되어 계절적인 영향

을 받아 조상자의 체중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험 12주후 4군의 체중을 비교해본 결과, CLA-운동

군과 CLA-비운동군이 placebo-비운동군에 비해 체중이 유의적으

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 여부에 상관없이 CLA의 보충이 체

중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의 변화는 비만도를 나

타내는 BMI와 체지방 함량에도 영향을 주어, CLA-운동군이 다

른 군에 비해 BMI와 체지방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부지방을 평가하는 지표인 허리둘레를 측정한 결

과, CLA-운동군이 다른 군들보다 허리둘레가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간에 체중이나 체지방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CLA를 보충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CLA 보충

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며, 특히 내장 지방함량의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허리둘레가 유

의적으로 감소됨으로써, CLA 보충과 운동이 내장 지방의 함량

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35).

CLA 보충과 운동 여부에 따른 혈당 및 혈중 지질 함량의 변화

대상자들의 실험 전·후 공복혈당과 혈중 지질 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의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CLA-비운동군이 placebo-비

운동군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placebo-운동군, CLA-비운동군,

CLA-운동군이 placebo-비운동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CLA 섭취가 총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HDL-콜레스테롤의 함

량은 유의적으로 낮추어 CLA 섭취가 혈중 지질 성분에 유해하

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CLA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

는 경우, 혈당이나 혈중 지질 함량의 변화에 있어 체중감소나 체

지방 감소에서 보여주었던 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체지방 함량이 높은 여성들이 CLA를 보충시키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시 CLA 보충에 따른 최대 산소 섭취량의 변화

CLA는 지방의 산화를 도와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할 뿐 아니

Table 3. Change in antheropometric parameters of participants with treatments

Placebo group CLA group

No exercise (n=8) Exercise (n=8) No exercise (n=11) Exercise (n=12)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Height (cm) 161.4±7.40 161.1±8.40 160.3±4.70 163.0±4.70

Weight (kg) 59.2±3.3 61.6±2.8a 58.6±7.4 61.0±8.3ab 58.2±5.0 59.4±5.6bc 57.9±5.0 58.9±6.0c

BMI (kg/m2) 22.8±1.9 23.7±2.0a 22.5±1.7 23.4±2.1a0 22.6±1.9 23.1±2.1a 21.8±1.1 22.1±1.3b

Fat body mass (kg) 19.4±2.4 20.9±2.4a 19.0±2.7 19.9±3.7ab 19.0±3.4 019.9±3.7ab 18.8±1.9 19.1±2.6b

Waist Circumstance (cm) 73.6±2.8 72.1±3.7a 72.5±4.2 69.6±3.8ab 72.6±3.9 69.7±4.6ab 70.1±3.5 67.9±4.5b

Values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we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Table 4. Changes in blood profiles of participants with treatments

Blood profiles

Placebo CLA

No exercise (n=8) Exercise (n=8) No exercise (n=11) Exercise (n=12)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Glucose 092.3±10.11) 091.5±6.2 087.8±4.7 091.5±8.9 090.5±6.5 092.2±6.8 087.1±3.7 092.4±7.6

Triacylglycerol 091.1±79.4 101.9±49.1 070.4±37.0 068.6±21.5 074.5±31.7 090.3±50.3 048.0±14.9 064.8±31.8

Total Cholesterol 179.8±43.6 174.9±34.1b 173.4±19.1 184.4±24.7ab 191.1±33.7 201.0±44.8a 180.1±21.3 188.3±25.4ab

LDL-Cholesterol 107.1±31.7 103.6±27.4 093.4±14.3 100.6±18.5 110.6±25.4 117.9±39.2 099.7±21.8 105.6±26.4

HDL-Cholesterol 051.8±11.3 050.4±10.7b 058.6±12.0 067.6±10.1a 055.6±12.1 058.±10.6a 057.5±8.6 060.3±9.5a

1)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we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Table 5. Changes of VO
2
max of participants after exercise

Placebo CLA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VO2 max 34.5±2.951) 38.2±2.7 31.5±4.9 39.6±5.1

Attendance (%) 80.0 83.2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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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육량을 늘려 지방의 연소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면에서 CLA의 섭취가 근육량과 지방산의 산화를 변화시켜 최

대 산소 섭취량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 결과, 실험

전·후 placebo-운동군과 CLA-운동군 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최대 산소섭취량은 최

대 운동량에 이르게 될 때의 산소 섭취량으로 유산소 운동에 있

어 운동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함으로써 운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 12주의 실험 후 운

동군인 모든 실험자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

으나, CLA의 보충이 운동능력을 향상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 약

체중이 정상이면서 체지방률 함량이 30% 이상인 여성을 대상

으로 CLA 보충과 운동 여부가 체지방함량과 체중 및 혈당, 혈

중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실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2세였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은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았다. 실험 대상자들의 실

험 후 체중과 BMI, 체지방 함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CLA-운

동군이 placebo-비운동군에 비해 체중과 BMI가 유의적으로 작았

으며, 체지방 함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부지방을 나

타내는 허리둘레도 CLA-운동군이 placebo-비운동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CLA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을

하거나, CLA만 섭취하는 것보다 체중 조절에 더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평균 공복혈당, TG, total cholesterol,

LDL-C, HDL-C은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고, CLA를 섭취하거

나 운동을 하는 경우 혈중 HDL-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LA와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상승효과

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 CLA를 보충함으로써 체중 조

절을 하는 것보다는 CLA와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체중 조

절에 효과적이며,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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