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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강도와 지속시간에 따른 트레드밀 운동이 비만 쥐의

심장근 내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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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 운동이 비만 쥐의 심장근 내 항산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흰쥐에 6주 동안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발시킨 뒤 운동강도와 적용시간을 달리하여 트레드밀을 3주 동안 적용하였으며, 체중변화, 혈중지질성분, 조직학적 변화,

심장근 내 항산화 효소와 MCP-1(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4주령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 32마리를 사용하여 각각 일반사료를 섭취한 정상군 (normal), 비만 대조군 (control), 비만 쥐에게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Experimental I), 비만 쥐에게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 (Experimental Ⅱ)로 나누

었다.

실험 결과 첫째, 체중변화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p<0.001). 특히, 운동을 적용한 1주에서 3주까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혈중지질성분 수

치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대조군에 비해 총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저밀도 지단백질의 유의한 감소, 고밀도 지단백질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p<0.001).

셋째, 심장근의 조직학적 소견은 심장근에서 아교질 형성과 평활근 섬유의 정렬 상태와 밀집도, 심장근 세포크기가 중강

도 지구력 운동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인 근육들이 잘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섬유아세

포, 염증세포들의 침윤 등이 고지방 식이 유발 쥐인 대조군과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 가장 심하였으며,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대조군에 비해 섬유아세포, 염증세포들의 침윤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넷째,

심장근의 항산화 효소 SOD(superoxide dismutase), CAT(catalase), GPx(glutathione peroxidase) 수치는 중강도 지구력 운

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와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p<0.001). 다섯째, 심장근

의 항산화 단백질 MCP-1 발현 수치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

모두에서 감소가 있었으며 (p<0.01), 특히,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p<0.001).

따라서, 중강도 지구력 운동은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 쥐의 심장근 내 항산화에 영향을 주어 비만 개선과 산화적 스트

레스에 의한 심장근육 손상 감소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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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비만 (obesity)은 일반적으로 섭취된 열량이 신체

활동을 통해 소비한 열량보다 높아 여분의 열량이 체

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포의 숫자 및

크기 증가로 인해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1)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모든 생활 구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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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와 현대화됨에 따라 신체 활동량이 점차 줄어들

면서, 열량소비 감소와 고열량 섭취로 해마다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2)

비만의 범위는 체내지방이 남성은 25%, 여성은

30%를 초과하거나 신체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가 25 ㎏/㎡ 이상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3) 비만

의 원인은 복잡하고 불분명하나 열량 섭취와 소모의

불균형, 호르몬, 유전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병하게 된다.4) 유전적인 인자로는 Lepin,

PMCH(promeleuin-conceutrating hormone) 호르몬

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세포의 발달 등이, 환경적 인

자로는 영양분 과다섭취, 생활 습관, 신체활동 감소,

운동부족, 스트레스 및 흡연 등이 있다.
5)

비만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의 경우 전체인구의 31%가 BMI 30 ㎏/㎡ 이상, 61%

가 BMI 26 ㎏/㎡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6)

국내에서도 전체인구의 약 10% 정도가 고칼

로리 음식섭취로 인해 비만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

만인구가 2005년 34.7%, 2007년 36.2%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미국의 비만 유병률 34.3%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비만 유병률 24% 보다 높은 수준

이다.
7)

비만은 고지혈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지방대사

와 내분비 기능장애를 동반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성장호르몬 결핍

증, 각종 퇴행성 질환을 일으킨다.
8,9)

이와 같이 비만

은 여러 병리적 요인들이 복합되어 건강에 대한 위험

성이 커지면서 모든 연령층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적절

한 열량섭취의 식이요법,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운동요법, 약물 및 수술 등이 있으며
10,11)
, 비만 감소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에너지 소비와 생활환경과 관련

되는 적절한 식이조절과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규

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
12)

최근 비만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비만이나 지방 축적에 의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

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논

의 되고 있다.
13)

여러 운동 중 비만 예방과 치료에 새

로운 운동인 분할운동 (intermittent exercise)이 제시

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시간의 운동과 상당한

체력의 요구로 인해 비만인들의 운동 부족 현상이 생

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운동으로14) 규칙

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중조절, 혈중지질 개선, 항산

화 능력 향상을 가져와 생활 습관병 및 각종 성인병

예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1,15)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심장근육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 심장기능 향상과 관련된 효소

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16,17)

규칙적인 운동은 총 혈액량을 늘리고, 지방 연소를

증가시켜 체지방의 합성과 축적을 감소시키며, 혈중

지질성분에 변화를 주며, 고지혈증 질환 치료와 동맥

경화, 심근경색,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18,19) 또한 체내 면역체계를 향상

시킴으로써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20)
, 근육에서의 방어 효소계를 활

성화시켜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키고, 근섬

유를 비대화시켜 근육의 부피와 근육세포 내의 산소

함유량, 결합조직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21,22)

이렇듯

운동은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노화를 지연 시키는

등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조되어 왔다. 그

러나 최근에는 적당한 강도 및 시간을 벗어난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산소자유기 생성을 증폭시킴에 따라

세포막 손상을 유발 하여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23,24)

비만으로 인한 지방세포의 크기와 양적 증가는 조

직에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산화스트레

스는 많은 지방세포에 아디포카인 (adipokines)을 발

현시키고,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se;

ROS)을 증가시켜 백색지방 내 산소결핍을 유발한

다.
25,26)

산화스트레스 증가는 MCP-1(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과 아디포넥틴 (adiponectin)

을 포함한 TNF-α(tumor necrosis factor-α), IL-6

(interluekin-6)와 같은 사이토카인 (cytokines)과 아

디포카인의 발현에 조절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7)

운동 시 인체 내 항산화 효소계 반응 정도는 운동

의 강도와 빈도, 운동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장․단기간 운동 시 인체 조직 내의 항산화 효소 반

응정도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28), 운동 중에는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고 활동조

직에 대해 안정 시보다 몇 배의 산소공급이 요구된다.

이렇게 소비되는 산소 중 일부는 반응성 산소화합물

을 형성하여 세포막의 고불포화 지방산과 반응해서

과산화지질 (lipid peroxide: LPO)을 촉진하고 단백

질, 지질, 당질 등의 생체 성분과 반응해서 세포의 산

화적 손상을 야기시킨다.29) 또한, 세포 내에 있는 유

전자를 공격해서 해당세포가 재생하는 것을 막아 인

체 내의 신호전달체계를 변화시키게 되어 면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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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normal diet high fat diet

beef tallow - 205.0

casein 200.0 200.0

dl-methionine 3.0 3.0

corn starch 150.0 150.0

sucrose 500.0 345.0

cellulose 50.0 50.0

corn oil 50.0 -

slt mixture 35.0 35.0

vitamine mixture 10.0 10.0

choline bitartrate 2.0 2.0

Fat%(calories) 11.7 40.0

Table 1. The composition of normal and high fat diet

(g/㎏)

떨어뜨리게 된다.30)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비만에 운

동이나 천연 항산화물질을 처치 후 항산화 효소
31,32)

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분석
16)

을 하거나, 비만으로

인한 에너지 대사33), 혈중지질2,34), 인슐린 저항성4,35)

등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체중감소에 의한 비

만개선 상태에서의 심장기능 향상, 심장근의 항산화

효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주간 고지방 식이로 유발한

비만 쥐에게 3주간 고지방식이를 유지하면서 운동강

도와 적용시간을 달리하여 트레드밀 운동을 적용한

후 체중, 혈중 지질성분, 심장근 내 항산화 효소와 항

산화 단백질을 분석함으로써 운동치료적 물리치료

중재방법이 비만유발 흰쥐의 심장근 내 항산화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3주령의 수컷 흰쥐 (Sprague Dawley

계, 대한실험동물, 한국)를 1주일간 적응시킨 후 4주

령부터 실험에 적용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3 ±

2℃로 하였고, 습도는 55 ± 10%를 유지하였으며, 명

암은 12시간 간격 (light: 07:00∼19:00, dark: 19:00∼

Groups (n) application

Normal (n=8) normal rats fed with normal diet

Control (n=8) 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

Experimental I

(n=8)

obestic rats applied with high intensity

intermittent exercise(18 m/min)

Experimental II

(n=8)

obestic rats applied with moderate

intensity endurance exercise(8 m/min)

Table 2.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07:00)으로 조절하였다. 사료와 물은 동일조건으로 충

분히 섭취하도록 자유롭게 먹도록 공급하였다. 실험

동물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1996)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동신대학교

실험동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2. 실험방법

1) 비만유발

정상군은 일반사료 (Samyang co. Korea)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6주간 사육하였고, 비만을 유발한 대조군,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는 beef tallow를 함유한 고지

방사료 (AIN-76, high fat diet #100496, Dyets Inc.,

Bethlehem, PA, USA)로 총 열량의 40%를 지방으로

6주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공급하면서 사육하

여 비만을 유발하였다(Table 1).

2) 실험설계

6주 동안의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발한 40마리

중 체중이 320g 이상이 된 32마리를 무작위 표본추출

에 의해서 각 군당 8마리씩 할당하여 실험군을 설정

하였다. 실험동물은 일반 사료를 공급한 정상군

(n=8),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발한 대조군 (n=8), 비

만을 유발한 군에 고강도 분할 운동 (high intensity

intermittent exercise)을 적용한 실험군 Ⅰ군 (n=8),

비만을 유발한 군에 중강도 지구력 운동 (moderate

intensity endurance exercise)을 적용한 실험군 Ⅱ군

(n=8)으로 나누었다 (Table 2). 또한 실험기간 3주 동

안 실험군들의 식이공급은 정상군은 일반사료를 공

급하였고, 비만유도군인 대조군, 실험군Ⅰ, 실험군 Ⅱ

군은 고지방 식이를 공급하며 실험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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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m/mim)

degree

( ˚ )

time

(min)

frequency

(time/week)

High intensity intermittent exercise 18 0
A.M. 20

P.M. 20
5

Moderate intensity endurance exercise 8 0 P.M. 40 5

Table 3. Treadmill exercise protocol

3) 운동방법

실험동물에 적용한 운동형태는 트레드밀로 실시하

였다. 트레드밀 운동은 3마리의 흰쥐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레인을 설치하고 운동 부하는 트레드밀 경사

도 0˚로 조절 하였다.

3주간의 운동프로그램을 위한 운동강도는 ACSM

(2005)의 기준을 근거로 고강도 (running, 70% HRR)

와 중강도 (fast walking or jogging, 50% HRR)로 설

정하였다. 고강도 분할 운동은 속도 18 m/min로 오전

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 20분간 총 40분을 실시하였다.

중강도 지구력 운동은 속도 8 m/min로 하루 중 일정

한 시간대 (오후 4시∼6시)에 40분간 1회 실시 하였

다. 운동빈도는 주 5회, 운동기간은 총 3주 동안 실시

하였다 (Table 3).

3. 결과 측정

1) 체중측정 (body weight measurement)

실험기간동안 체중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체중계

는 전자저울 (DRAGON 204/S, Mettler Toledo,

USA)을 사용하였다. 체중측정 시기는 1주 간격으로

매주 월요일 동일한 시간에 1회 측정하여 비만유발 6

주, 실험 시작 후 1주, 실험 후 2주, 실험 후 3주 동안

체중변화량을 관찰하였다.

2) 고환주위 지방량 측정 (fat tissue around testicle

measurement)

실험에 사용된 흰쥐는 실험 종료 후에 경추탈골 시

킨 후 심장 천자로 약 3㏄정도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복부를 절개하여 고환주위 지방조직을 절취하여 전

자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혈액학적 검사방법 (hematological analysis)

실험에 사용된 흰쥐는 실험 종료 후 심장 천자로

약 3 cc정도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원심 분리기로

3,5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분석까지 -70 ℃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였다.

(1) 혈중지질성분 측정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은 cholesterol

reagent(Bayer, USA),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은

triglycerides reagent(Bayer, USA), 고밀도 지단백질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은 HDL(Bayer,

USA) kit, 저밀도 지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은 LDL(Roche, Germany) kit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4) 조직학적 검사방법 (histological analysis)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다음 심장을 적

출하여 4% 중성포르말린 (pH 7.2)에 3일간 고정 한

후 흐르는 물에 3회 수세하였다. 에탄올 농도별로 이

용한 탈수 (dehydration) 과정과 자일렌 (xylene)을

이용한 청명 (cleansing) 과정을 거쳐 파라핀 포매

(paraffin embedding)를 실시하였다. 제작된 파라핀

블록은 회전식 미세박절기 (Sakura 2040, Japan)를

이용하여 5 ㎛ 두께로 박절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부착시켜 염색을 준비하였다. 조직학적 관찰은 광학

현미경 (Olympus Bx 50, Japan)을 이용하여 현미경

에 장착된 디지털 CCD 카메라 (Foculus, IEEE 1394,

Germany)로 촬영한 후 심실 근육 조직의 상태를 관

찰하였다.

(1) Hematoxylin and Eosin(H & E) 염색

심장근의 조직학적 관찰 및 근육의 밀도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하여 제작된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파라핀

과 함수과정을 거친 조직 절편은 Hematoxylin

(HHS32, Sigma, St Louis, USA)과 Eosin(HT110232,

Sigma, St Louis, USA)으로 염색 한 후, 과염색된 부

분은 흐르는 수돗물에 5분 정도 수세하고, 다시 탈수

및 투명과정을 거쳐 봉입 (mounting)하여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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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sson's Trichrome(M & T) 염색

심장근 내 아교질 (collagen), 섬유소 형성과 평활

근 섬유의 정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Masson’s

trichrome (M & T) 염색을 실시하였다. 슬라이드에

박절된 조직절편은 25℃의 bouin 용액에 24시간 담그

고, Masson's trichrome으로 염색 후 심장 평활근 내

아교질 섬유의 양과 방향성, 섬유아세포 (fibroblast)

형성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5) 항산화 효소 수치 분석 (antioxidative enzyme

level measurement)

실험동물은 운동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최종 훈

련 실시 24시간 후 안정시에 마취시킨 뒤 즉시 개복

하여 심장을 절취하였다. 절취된 심장 조직의 일부는

파쇄시켜 항산화 효소 분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1) SOD(superoxide dismutase) 활성도 측정

시험관에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containing 0.1 ㎚ EDTA, pH=7.8) 990 ㎕, 증류수 17

㎖. 시료 17 ㎖, 5 ㎚ sodium xanthine 17 ㎖를 넣어

총량을 분석하고, 시험관에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Containing 0.1nM EDTA, pH=7.8)

990 ㎖, 증류수 7 ㎖, 120 mM, KCN 17 ㎖를 넣고 시

료 17 ㎖, 5 mM sodium xanthine 17 ㎖를 넣은 다음

25°C, 5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CAT(catalase) 활성도 측정

CAT 활성도는 Aebi(1974)
36)

방법에 따라 측정하

였다. 50 mM 인산완충액 (pH 7.0)으로 2.98 ㎖에 기

질 30 mM H2O2 100 ㎕를 넣어 25 ℃에서 5분간 반응

시켰다. 여기에 시료 2.0 ㎕에 30 mM H2O2 용액 1.0

㎕를 넣은 후 20°C에서 파장 240 ㎚에서 CAT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효소의 활성단위는 1 ㎎ 단백질

당 1분간 감소된 H2O2의 u㏖/㎎로 나타내었다
36)
.

(3) GPx(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 측정

GPx 활성도는 Paglia와 Valentine(1967)의 방법에

따라 H2O2를 기질로 이용한 coupled enzyme

procedure로 측정하였다. 환원형 glutathione(GSH)은

GPx에 의해 H2O2와 반응하여 산화형 glutathione

(GSSG)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glutathione reductase

와 NADPH에 의하여 환원되는데, 이때 NADPH의

흡광도가 340 nm에서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0.1 M Tris-HCl(pH 7.2) buffer 2.6 ㎖와 30 mM

GSH 0.1 ㎖를 넣고 6 mM NADPH 용액 0.1 ㎖에 25

uM H2O2를 넣은 뒤 25 mM H2O2를 넣은 다음 25°C

에서 5분간 전반응 시켰다. 여기에 단백질 0.1 ㎖을

혼합하여 25°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340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GPx 활성도 단위는 1 ㎎

단백질 당 1분간 산화된 NADPH의 n㏖/㎎로 나타내

었다.

6) 항산화 단백질 MCP-1 수치 측정 (antioxidative

protein MCP-1 level measurement)

실험종료 후 얻어진 조직을 파쇄하여 원심분리하고

ELISA를 이용하여 MCP-1(monocyte chemoattra-

ctant protein)의 농도를 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kit(MCP-1: Ran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사이토카인의 기준 시약 표준량과 시료를 plate에 분

주하고 각 샘플이 일차항체에 반응하도록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그리고 결합되지 않은 항체를

없애기 위하여 plate를 세척하고 효소와 결합되어 있

는 이차항체 (2nd Ab conjugated to horse radish

peroxidase)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하

였다. 비결합된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세척

한 후 색깔 발현을 위하여 chromogen substrate로

tetramethylbenzidine을 이용하였다. 색깔 발현의 고

정을 위한 방법으로 2N 황산을 첨가하였고,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reader로 파장

540 ㎚에서 색깔 발현 정도에 따라 농도를 정하였다.

4. 통계방법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SPSS package

(Ver. 14.0)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실험군간 트레드밀 운동 적용

1, 2, 3주 후의 체중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각 실험군간 평균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적용하였으며, 결과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에는 사후검정

(post-hoc analysis)으로 tukey’s multiple range test

를 사용하였다. 각 분석 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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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체중변화 (the change of body weight)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은

실험 전 329.75 ± 5.28 g에서 실험 1주 후 343.88 ±

8.69 g, 실험 2주 후 360.13 ± 7.49 g, 실험 3주 후

373.75 ± 7.18 g으로 일반사료를 섭취한 정상군에 비

해 체중증가가 현저히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Fig. 1. The change of body weight.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
: p<0.05,

##
:

p<0.01,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 p<0.05, ††: p<0.01, †††: p<0.001)

Tested by paired t-test(*: p<0.001)

Group
week

Pre 1 week
#

2 weeks
###

3 weeks
###

Normal 230.63 ± 4.78 243.75 ± 5.34* 259.00 ± 6.65* 276.50 ± 6.14*

Control 329.75 ± 5.28 343.88 ± 8.69* 360.13 ± 7.49* 373.75 ± 7.18*

Exp Ⅰ 327.38 ± 4.37 334.38 ± 4.47
*†

346.50 ± 3.85
*†††

360.25 ± 4.17
*†††

Exp Ⅱ 329.25 ± 3.41 336.38 ± 3.70* 346.38 ± 3.34*††† 359.75 ± 3.73*†††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
: p<0.05,

##
: p<0.01,

###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 p<0.05, ††: p<0.01, †††: p<0.001)

Tested by paired t-test(
*
: p<0.001)

Table 4. The change of body weight (g)

였다(p<0.001).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

에서는 실험 전 327.38 ± 4.37 g, 실험 1주 후 334.38

± 4.47 g, 실험 2주 후 346.50 ± 3.85 g, 실험 3주 후

360.25 ± 4.17 g,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는 실험 전 329.25 ± 3.41 g, 실험 1주 후 336.38

± 3.70 g, 실험 2주 후 346.38 ± 3.34 g, 실험 3주 후

359.75 ± 3.73 g으로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

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하지만,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

을 적용한 실험군 Ⅱ 사이의 체중변화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시간에 따른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1), 각 군에서 측정시기

에 따른 검정은 대조군, 실험군 Ⅰ, 실험군 Ⅱ에서 실

험 전에 비해 실험 1주 후 , 실험 2주 후, 실험 3주 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Table 4)(Fig. 1).

2. 고환주위 지방량 변화 (the change of fat-

tissue around testicle)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

의 고환주위 지방량은 왼쪽 3.34 ± 0.05 g, 오른쪽 3.35

± 0.04 g으로 정상군의 고환주위 지방량 왼쪽 1.26 ±

0.04 g, 오른쪽 1.24 ± 0.04 g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현

저히 나타났다 (p<0.001).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은 왼쪽 2.95 ± 0.11 g, 오른쪽 2.93 ± 0.08

g,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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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left right

Normal 1.26 ± 0.04 1.24 ± 0.04

Control 3.34 ± 0.05
**

3.35 ± 0.04
**

Exp Ⅰ 2.95 ± 0.11 ††† 2.93 ± 0.08 ††

Exp Ⅱ 2.89 ± 0.11 ††† 2.80 ± 0.34 †††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p<0.01,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 p<0.05, ††: p<0.01, †††:

p<0.001)

Table 5. The change of fat-tissue around testicle (g)

2.89 ± 0.11 g, 오른쪽 2.80 ± 0.34 g으로 고환주위 지

방량이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

군에 비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p<0.001)(Table 5)(Fig. 2). 하지만,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

용한 실험군 Ⅱ 사이의 고환주위 지방량 변화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혈중지질성분 수치 변화(the change of serum

lipid profiles level)

정상군의 혈중지질성분 수치는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 (triglyceride; TG), 저밀도

지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 LDL)에서 68.36 ±

3.50 ㎎/㎗, 63.96 ± 2.93 ㎎/㎗, 18.18 ± 1.15 ㎎/㎗로

나타났으며,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

은 86.48 ± 2.85 ㎎/㎗, 96.05 ± 1.79 ㎎/㎗, 27.93 ± 1.68

㎎/㎗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001).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의

고밀도 지단백질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은

24.33 ± 1.69 ㎎/㎗로 정상군에서의 30.38 ± 2.60 ㎎/㎗

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p<0.001).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

용한 실험군 Ⅱ는 각 각 TC 76.04 ± 1.91 ㎎/㎗, TG

66.85 ± 2.71 ㎎/㎗, LDL 24.78 ± 3.23 ㎎/㎗와 TC

73.53 ± 2.13 ㎎/㎗, TG 65.22 ± 1.97 ㎎/㎗, LDL 20.90

± 1.77 ㎎/㎗로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HDL은 각 각 28.74

± 3.53 ㎎/㎗, 30.18 ± 1.97 ㎎/㎗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

다 (p<0.001)(Table 6)(Fig. 3). 하지만, 고강도 분할 운

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

Fig. 2. The change of fat-tissue around testicle.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p<0.01,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p<0.05, ††: p<0.01, †††: p<0.001)

한 실험군 Ⅱ 사이의 TC, TG, LDH, HDL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심장근의 조직학적 변화 (histological change

of myocardium)

조직학적 소견은 심장근에서 아교질 (collagen), 섬

유소 형성과 평활근 섬유의 정렬 상태와 밀집도, 심장

근 세포의 크기, 섬유아세포 (fibroblast), 염증세포 침

윤 등을 관찰하였다.

심장근에서 아교질 (collagen), 섬유소 형성과 평활

근 섬유의 정렬 상태와 밀집도, 심장근 세포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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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ds

profile

Group

TC TG LDL HDL

Normal 68.36 ± 3.50 63.96 ± 2.93 18.18 ± 1.15 30.38 ± 2.60

Control 86.48 ± 2.85** 96.05 ± 1.79** 27.93 ± 1.68** 24.33 ± 1.69**

Exp I 76.04 ± 1.91
††† 66.85 ± 2.71††† 24.78 ± 3.23† 28.74 ± 3.53††

Exp Ⅱ 73.53 ± 2.13
††† 65.22 ± 1.97

†††
20.90 ± 1.77

†††
30.18 ± 1.97

†††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
: p<0.01,

**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p<0.05, ††: p<0.01, †††:

p<0.001)

Table 6. The change of serum lipid profiles level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s (㎎/㎗)

Fig. 3. The change of serum lipid profiles level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s.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
: p<0.01,

**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I,II

(
†
: p<0.05,

††
: p<0.01,

†††
: p<0.001)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과 고

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은 정상군에 비해

많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

는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인 근육들이 잘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4).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섬유아세포와 염증세포들이 많이 침

윤되었다. 심장근에서 섬유아세포와 염증세포들의 침

윤 등은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

조군과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 가

장 심하였으며,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섬유아세포, 염증세포들의

침윤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5).

5. 심장근의 항산화 효소 수치 변화 (the change of

antioxidative enzyme level in myocardium)

심장근의 항산화 효소 SOD(superoxide dismutase),

CAT(catalase), GPx(glutathione peroxidase)는 6주

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의 SOD

7.41 ± 0.65 U/㎎/㎖, CAT 9.89 ± 0.89 μmol/㎎, GPx

1.45 ± 0.28 nmol/㎎에 비해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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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logical change of myocardium in each group.(H & E stain, × 200)

A : Normal group B : Control group

C : Experimental group D : Experimental group

Fig. 5. Histological change of myocardium in each group.(Trichrome stain, × 200)

A : Normal gro B : Control group

C : Experimental group Ⅰ D : Experimental group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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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OD###

(U/㎎/㎖)

CAT

(μ㏖/㎎)

GPx###

(n㏖/㎎)

Normal 10.00 ± 1.32 11.58 ± 1.27 1.86 ± 0.26

Control 7.41 ± 0.65** 9.89 ± 0.89* 1.45 ± 0.28*

Exp I 9.36 ± 7.44††† 10.60 ± 1.25 2.64 ± 0.35†††

Exp Ⅱ 8.53 ± 0.51
††

11.24 ± 1.51 2.16 ± 0.45
††

SOD : Superoxide dismutase

CAT : Catalase

GPx : Glutathion peroxidase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p<0.01,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
: p<0.05,

††
: p<0.01,

†††
:

p<0.001)

Table 7. The change of antioxidative enzyme level in myocardium

Fig. 6. The change of antioxidative enzyme level in

myocardium.

SOD : Superoxide dismutase

CAT : Catalase

GPx : Glutathion peroxidase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p<0.01,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p<0.05, ††: p<0.01, †††: p<0.001)

용한 실험군 Ⅱ에서 SOD8.53 ± 0.51 U/㎎/㎖, CAT

11.24 ± 1.51 μmol/㎎, GPx 2.16 ± 0.45 nmol/㎎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또한. 고강도 분할 운동

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도 SOD 9.36 ± 7.44 U/㎎/㎖,

CAT 10.60 ± 1.25 μmol/㎎, GPx 2.64 ± 0.35 n㏖/㎎로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p<0.001)(Table 7)(Fig. 6).

하지만,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

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 사이의 SOD,

CAT, GPx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심장근의 항산화 단백질 MCP-1 수치 변화 (the

change of antioxidative protein MCP-1

level in myocardium)

심장근의 항산화 단백질 MCP-1(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수치 변화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는 0.60 ± 0.09 Unit로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0.45 ±

0.10 Unit로 각각 모두에서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

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의 0.82 ± 0.15 Unit 보다 유의

한 감소가 있었으며 (p<0.01), 특히, 중강도 지구력 운

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p<0.001)(Table 8)(Fig. 7). 하지만, 고강도 분할운동

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 사이의 MCP-1 수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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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CP-1

Normal 0.36 ± 0.05

Control 0.82 ± 0.15**

Exp I 0.60 ± 0.09
††

Exp Ⅱ 0.45 ± 0.10†††

MCP-1 :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
: p<0.01,

**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
†
: p<0.05,

††
: p<0.01,

†††
: p<0.001)

Table 8. The change of antioxidative protein MCP-1

level in myocardium (unit)

Fig. 7. The change of antioxidative protein MCP-1

level in myocardium.

MCP-1 :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All values are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normal compare

with control (
*
: p<0.01,

**
: p<0.001)

Post-hoc was test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compared with group Ⅰ,

Ⅱ(
†
: p<0.05,

††
: p<0.01,

†††
: p<0.001)

Ⅳ. 고 찰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비

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진대사

장애, 활동성 감소, 이차적인 합병증 유발로 인해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37,38)

비만과 관련된 심장

질환 발생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하나인 피하지방의 과도한 축적에 의한 조직의 산

화적 스트레스 증가는 심장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

법에는 고열랑 음식 제한과 규칙적인 운동이 권장되

고 있다.
13)

적절한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혈중지질에 긍정

적 변화를 가져와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7)

따라서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통한 심장근의 항

산화능력 증강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Lira 등
39)

은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유

산소 운동을 꾸준히 수행할 경우 혈중지질대사에 영

향을 미쳐 유리지방산의 흡수력 향상, 근육조직의 지

방산화 능력 향상에 의해 체중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Gollisch 등
38)

은 비만 쥐를 대상으로 4주간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중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

고, Levin 등
40)

도 비만 쥐에게 6주간 휠 런닝을 실시

한 결과 체중과 지방량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에서 실험 전 329.75 ± 5.28 g에서 실

험 후 1주 343.88 ± 8.69 g, 실험 후 2주 360.13 ± 7.49

g, 실험 후 3주 373.75 ± 7.18 g으로 정상군보다 체중

증가가 현저히 나타났으며,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

한 실험군 Ⅰ에서는 실험 전 327.38 ± 4.37 g, 실험 1

주 후 334.38 ± 4.47 g, 실험 2주 후 346.50 ± 3.85 g,

실험 3주 후 360.25 ± 4.17 g, 중강도 지구력 운동 적

용한 실험군 Ⅱ에서는 실험 전 329.25 ± 3.41 g, 실험

1주 후 336.38 ± 3.70 g, 실험 2주 후 346.38 ± 3.34 g,

실험 3주 후 359.75 ± 3.73 g으로 체중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고환주위 지방량도 고

강도 분할 운동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 적용한 실험군 Ⅱ는 각각 왼쪽 2.95 ± 0.11 g, 오

른쪽 2.93 ± 0.08 g, 왼쪽 2.89 ± 0.11 g, 오른쪽 2.80

± 0.34 g으로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

인 대조군에 비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일치한

다. 하지만,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의 비교에서는 수

치상으로는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

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상의 결

과는 비만으로 증가된 체중은 운동에 의해 감소되는

데, 이는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운

동이 근육과 지방대사능력 및 사용량을 증가시켜 체

중과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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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방축적으로 인한 비만은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 (triglyceride; TG)

과 저밀도 지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을 증가시켜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유

발한다.
41)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감소, 신체

구성성분 및 혈중 지질 요소들을 개선시켜 심혈관질

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
42,43)

또한, 규칙적인 운동

은 중성지방을 분해시키는 지단백 분해효소를 활성

화시키고 지방으로부터 에너지 이용과 혈청지질을

감소시켜 혈중 저밀도 지단백질 감소, 고밀도 지단백

질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을 증가시킴으로

체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는 증가하고 혈중의 총콜레

스테롤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41)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

는 각 각 TC 76.04 ± 1.91 ㎎/㎗, TG 66.85 ± 2.71 ㎎/

㎗, LDL 24.78 ± 3.23 ㎎/㎗와 TC 73.53 ± 2.13 ㎎/㎗,

TG 65.22 ± 1.97 ㎎/㎗, LDL 20.90 ± 1.77 ㎎/㎗로 고

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HDL은 각각 28.74 ± 3.53 ㎎/㎗, 30.18

± 1.97 ㎎/㎗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운동을

매회 30분 이상씩 주 3∼6회의 빈도로 3개월 동안 지

속하였을 때 고밀도 지단백질이 증가하므로 관상동

맥 질환 발병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Thompson
44)

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Shahid와

Schneider
45)

의 연구에서도 16주간 주당 3회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서 혈중지질

의 유의한 향상을 보여 운동이 지질대사에 중요한 요

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통해 운동

은 간에 지질 분해 활동을 억제시켜, 지단백질간의 콜

레스테롤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규칙

적인 운동에 의해서 비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LaPier와 Rodnick
46)

은 심장근의 잠재적인 대사기

능과 기능적 수축능력은 지구력 운동 수행 시 발생되

는 활성산소로 인한 조직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운동 시 발생되는 활성산소에 대

항하는 항산화 효소를 같은 조직 내에 증가시키고 근

육의 항산화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적 소견으로 심장근에서 아

교질 (collagen), 섬유소 형성과 평활근 섬유의 정렬

상태와 밀집도, 심장근 세포의 크기, 섬유아세포

(fibroblast), 염증세포 침윤 등을 관찰하였는데, 심장

근에서 아교질 (collagen), 섬유소 형성과 평활근 섬

유의 정렬 상태와 밀집도, 심장근 세포의 크기는 6주

간의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과 고강

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 정상군에 비해

많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

는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로 근육들이 잘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

한 실험군 Ⅱ에서는 6주간의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비

만군인 대조군에 비해 섬유아세포, 염증세포들의 침

윤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근 굵기의 증가와 혈액량을 증가시켜

관상동맥의 부피증가를 유도시켜서 심장 기능을 원

활히 증가시키고 손상으로부터 보호효과로 생각된다.

운동에 의한 항산화 효소의 변화는 운동형태, 운동

강도, 운동지속시간, 운동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각

기관별로 유리되는 양도 다르게 나타난다.
34)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항산화 효소의 생성이 비례적으

로 증가하여 인체를 보호하며, 항산화 효소 활성화의

역치와 크기는 효소와 조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20)

운동을 포함한 인체의 산화적 스트레스는 골격

근과 심장 및 간에서의 항산화 효소, 즉 SOD, CAT,

GPx의 활성화를 증가시킨다. 선행연구에서 Inal 등
47)

은 마우스에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조직과 혈액

내의 항산화 효소 (SOD, CAT, GPx)의 활동수준이

증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혈중 항산화물질의 농도

와 항산화 효소 활성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4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운동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심장근 내의 항산화 효소인

SOD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49)

또한 각

종 항산화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방어하여 심혈관질환 등으로부터 조직손상을 보호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본 연구결과에서 6주간의 고지

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의 심장근 내 항산

화 효소 SOD, CAT, GPx는 7.41 ± 0.65 U/㎎/㎖, 9.89

± 0.89 μmol/㎎, 1.45 ± 0.28 nmol/㎎에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양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염증관련인

자의 발현양상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중강도 지구력 운동

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8.53 ± 0.51 U/㎎/㎖, 11.24 ±

1.51 μmol/㎎, 2.16 ± 0.45 nmol/㎎로,고강도 분할 운

동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는 9.36 ± 7.44 U/㎎/㎖,

10.60 ± 1.25 μmol/㎎, 2.64 ± 0.35 nmol/㎎로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인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한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대 산소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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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75% 이하에서 실시하는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

동은 항산화 체계 및 산화손상 치료체계 (oxidative

damage repair system)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

높은 강도로 운동하거나 지구력 운동을 할수

록 우리 몸은 더욱 산소를 이용하는 의존도가 커지면

서 산화성 대사과정 (oxidative metabolism)에 의존

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된다.
24)

일반적으

로 고강도 운동은 항산화 효소에 영향을 미치며, 특

히, 탈진운동은 혈중 항산화 효소를 감소시키고51), 심

장근에서 탈진운동도 또한 SOD의 활성을 억제시킨

다. 이것은 고강도 운동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소

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활성산소의 생산을 유도하고,

생성된 활성산소는 조직을 손상시켜 조직의 염증반

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52)

지구력 운동은 골격근, 심장과 같은 특수 조직의 항

산화 능력을 향상시키며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 골격

근 내에서 평소보다 운동 시 더 유리를 촉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3) Banerjee 등54)은 10주간 지구력

운동 시 심장근 내 항산화 효소인 SOD가 증가하고

신체 내 조직에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기간

내 세포손상을 방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항산화 능

력의 적응은 심한 운동 시 산소 섭취량의 증대에 의

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종에 대한 세포의 중대한 보소

작용을 의미한다.15)

이와 같이 단․장기간 운동에 따른 항산화 기능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

는데 이러한 차이는 운동과 항산화 기능과의 관련성

을 검증한 연구들이 일부 한정된 항산화 효소에서 국

한되었으며 운동 시 활용된 운동방법, 운동강도, 운동

시간 및 운동빈도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항산화 단백질 MCP-1(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은 비만에 의한 지방조직의 확장과 재구성

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55) Dandona 등55)은 비만

에 의해 증가된 지방조직에서 산화스트레스가 증가

되고, 증가된 산화스트레스는 신호분자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기전들을 촉매하여, MCP-1 발현을 활성화

시킨다. 이는 즉, MCP-1 발현정도는 비만의 정도와

지방대사기능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56)

Xu 등57)의 연구결과에서도 활성산소종에 의한

MCP-1의 생산이 지방조직에 대식세포의 침투를 증

가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 조직 내 활성산소종

을 감소시키는 것은 MCP-1의 발현 감소를 통한 대

식세포의 침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심장근의 MCP-1 수치변화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는 0.60 ± 0.09 unit로 중강도 지

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0.45 ± 0.10 unit로,

각각 모두에서 6주간의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군

인 대조군의 0.82 ± 0.15 unit보다 유의한 감소가 나타

났는데 특히, 중강도 지구력 운동 적용한 실험군 Ⅱ에

서는 유의한 감소가 존재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

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운동을 통해 다양한 조직 내에

서 항산화제 발현을 증가시켜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

고, MCP-1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비만에 의하여 증가한 백색지방 조직의 산화스

트레스에 대한 운동의 효과를 제시한 연구는 많이 부

족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운동이 다양한 조직 내에서

항산화를 증가시켜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

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운동이 지

방세포에서 산화스트레스의 감소와 MCP-1의 발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비만 쥐에 3주간의 고강도 분할 운동

및 중강도 지구력 운동의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하여

체중변화, 혈액화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

과 대조군에 비해 모든 실험군에서 비만에 유의한 개

선효과를 보였으며, 고강도 분할 운동과 중강도 지구

력 운동 실험군간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없거나 몇 몇

결과에서는 오히려 고강도 분할 운동군에 비해 중강

도 지구력 운동군이 비만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강도 분할 운동군에서는 심장근에서의 부하

가 증가됨으로서 항산화 능력 감소와 관련되어진다

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들어 물리치료학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환자들

에게 운동치료에 대한 치료적 근거(evidence)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동강도와 적용시간에 따른 트레

드밀 운동이 고지방 식이로 유도한 비만 쥐의 심장근

내 항산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흰쥐 32마리를 정상군에 8마리, 대

조군 8마리, 고강도 분할운동 및 중강도 지구력 운동

실험군에 각 각 8마리씩 나누어 운동강도와 적용시간

을 달리하여 트레드밀 운동을 적용한 후 체중변화, 조

직학적 검사, 혈중지질성분, 심장근의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단백질 MCP-1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체중변화는 고강도 분할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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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p<0.001). 특히,

운동을 적용한 실험 후 1주에서부터 실험 후 3주까

지에서는 체중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2. 혈중지질성분 수치는 고강도 분할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대조군에 비해 TG, TC, LDL 수치가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 HDL 수치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001).

3. 심장근의 조직학적 소견은 심장근에서 아교질

(collagen), 섬유소 형성과 평활근 섬유의 정렬 상

태와 밀집도, 심장근 세포의 크기가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 정상군과 비슷한 형

태인 근육들이 잘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섬유아세포, 염증세포들의 침윤 등은 고지방 식이

유발쥐인 대조군과 고강도 분할운동을 적용한 실

험군 Ⅰ에서 가장 심하였으며, 중강도 지구력 운동

을 적용한 실험군 Ⅱ는 대조군에 비해 섬유아세포,

염증세포들의 침윤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4. 심장근의 항산화 효소 SOD, CAT, GPx은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와 고강도 분할 운

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p<0.001).

5. 심장근의 항산화 단백질 MCP-1 발현 수치는 고강

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Ⅰ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Ⅱ 모두에서 감소되었으며

(p<0.01), 특히,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

군 Ⅱ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001).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중강도 지구력 운동은 비만

개선과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심장 손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운동강도와

지속시간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다각적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심장근에서 운동효과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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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ntioxidative Change in Cardiac Muscle of Obesity Rat by

Treadmill Exercise with Intensity and Time

Myung-Hee Kim1, Young-Eok Kim1, Chang-Lyuk Yoon2, D.D.S.,M.S.D.,Ph.D.,

Ji-Won Ryu2, D.D.S.,M.S.D., Jong-Mo Ahn2, D.D.S.,M.S.D.,Ph.D.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Dong-Shin University1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2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observed an effect of antioxidative in cardiac muscle of 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 by treadmill exercise with intensity and time. Thirty-two Sprauge-Dawley rats which were divided into four group.

Normal, Control(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 Experimental Ⅰ(high intensity intermittent exercise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 Experimental Ⅱ(moderate intensity endurance exercise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change of body weight, the outcome of each group significantly difference compared with control. Also, 1 to 3 weeks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pre valu experimental Ⅰ and Ⅱ(p<0.001).

2. In change of lipid profile, the outcome of each group significantly difference compared with control(p<0.001).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Ⅰ and Ⅱ is not significantly.

3. In change of antioxidative enzymes(SOD, CAT, GPx) in myocardium,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Ⅱ, and also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Ⅰ(p<0.001).

4. In change of antioxidative protein MCR-1, the outcome of each group significantly difference compared with

control(p<0.01). Experimental Ⅱ was most significantly difference than the other group(p<0.001).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readmill exercise effectively reduced in fat. It would be considered that moderate

intensity endurance exercise has an effects on improved antioxidative enzyme in cardiac muscle of high fat diet induced

obesity rat.

Key words: Antioxidative, Cardiac muscle, Obesity, Treadmill exerc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