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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Lux의 풀스펙트럼 조사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흰쥐의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송광섭

경상대학교�교육연구원

서론

성장기의 비만에 따른 지방세포 수 증가는 혈중지질 또는 지단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장기에 높은 혈중지질 수준을 보였던 

아동은 성인기에도 계속 높은 상태의 혈중 지질을 유지한다는 보고가 

있다[1]. 과거에 비해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변화하면서 고지방 식이와 

활동량 감소로 인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도 비만과 고

지혈증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혈액 중 지방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고지혈증은 혈관에 경화성 병

변을 일으키는데, 지단백질의 형성, 운반 및 분해과정에 이상이 생겨 

ORIGINAL  
ARTICLE

Corresponding author: Kwang-Seop Song Tel +82-55-573-2718 Fax +82-55-572-9124 E-mail 0324sks@hanmail.net

Keywords 풀스펙트럼, 저강도 유산소운동, 혈중지질

Received 27 Dec 2015 Revised 15 Feb 2016 Accepted 21 Mar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Print) 1226-1726
ISSN(Online) 2384-0544

The Effect of Full Spectrum and Low Intensity Aerobic Exercise on Plasma Lipid in 
Rats
Kwang-Seop Song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ull spectrum and low intensity aerobic exercise on plasma lipid in 
rats aged 4 weeks.

METHODS: Male sprague-Dawley (SD) ra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four groups (n=9, in each group), control group (CG), exer-
cise group (EG), full spectrum group (IG), and full spectrum+exercise group (EIG). Rats in EG were subjected to treadmill exercise (5 
day/week, 30 min/day), IG rats exposure (5 day/week, 30 min/day, 10,000 Lux), EIG rats subjected to treadmill exercise in combina-
tion with exposure, and CG rats reminded sedentary over four weeks period.

RESULTS: TC level was CG 131.71 mg/dL, EG 125.42 mg/dL, IG 126.22 mg/dL, EIG 114.50 mg/d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5.139, p=.007). As a post-hoc result, CG, EG, IG, and EIG show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TG level was CG 77.86 mg/
dL, EG 52.86 mg/dL, IG 65.43 mg/dL, EIG 58.75 mg/d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3.317, p=.043). As a post-hoc 
result, CG, IG, and EG, EIG show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HDL-C level was CG 84.57 mg/dL, EG 82.00 mg/dL, IG 82.14 mg/dL, 
EIG 77.63 mg/dL,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1.634, p=.207). LDL-C level was CG 31.57 mg/dL, EG 32.86 mg/
dL, IG 31.00 mg/dL, EIG 25.13 mg/d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3.762, p=.023). As a post-hoc result, CG, EG, IG, 
and EIG show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S: It is concluded that (a) TC level was significantly reduced only in the EIG, (b) TG level was significantly reduced EG 
and EIG, (c) HDL-C leve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d) LDL-C level was significantly reduced only in the EIG (F=3.762, 
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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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단백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동맥 내강이 좁아지면

서 혈류장애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2]. 발병기전은 혈관 내피세포의 반복적 자극이 내피 세포의 

손상을 초래하여 순환 혈액 내 단핵구(monocyte)가 손상된 대식세포

(macrophage)로 변환 후 주변의 지질 섭취를 통해 포발 세포(foam cell)

가 된다. 한편 노출된 내피세포 부분에서는 단핵구와 혈소판이 부착되

면서 미세혈전이 형성되고, 주변 세포들에서는 성장인자와 cytokine이 

분비된다. 또한 혈관벽 중간층에 많이 존재하는 평활근 세포(smooth 

muscle cell)의 이동과 증식으로 주변의 결합조직과 지단백이 침착된

다. 대식세포와 평활근 세포들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의 침식을 되풀이하면서 섬유반(fibrous plaque)을 형성하고 혈관 내경

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3].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지단백 분해효소(LPL)를 활성

화시켜 혈액 중 중성지방(TG)을 분해하고 호르몬감수성 리파아제는 

조직의 TG를 분해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혈청 TC, LDL-C의 감소

와 HDL-C의 증가로 고지혈증을 비롯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 HDL-C은 동맥경화의 예방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속적인 운동은 지단백 분해효소(LPL)를 활성화하여 VLDL, chyro-

micron의 가수분해를 촉진시켜 HDL-C의 증가를 촉진한다[4,5]. 즉, 

지구성 운동은 체내 유리지방산 이용도와 산화를 촉진시키고 근육세

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서 유산소적 ATP 생산

능력과 지방산 산화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6]. 또한 탄수화물

과 지질의 산화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안정 시 54%와 27%이던 것

이 1시간 운동 후에 46%와 73%로 변화하여 지질의 운동성 에너지로

의 전환을 증가시킨다[7].

빛, 즉 태양광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생존

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물은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통해 광합성 작용

이 이루어져 스스로 생존해 나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며, 길이

와 부피 생장이 이루어진다. 동물은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양분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이 눈

의 망막이나 피부에 작용해 신체의 안정적인 평형 유지와 성장에 필요

한 물질들을 합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빛은 뇌의 생화화적 변

화에도 관여해 인간의 감정조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망막을 통한 

주기적 반응 감지로 신경성장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태양

으로부터의 자외선은 활성산소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자외선 A부터 원

적외선 영역까지 모든 파장을 포함하는 풀스펙트럼은 자외선으로 인

한 홍반 반응을 억제하고 EGF, TGF의 발현을 도와 피부세포 회복을 

촉진하는 등 생물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이토록 중요하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태양광을 현대인들을 미

적인 이유와 피부질환 등의 이유로 꺼려하고 있는데, 야외 활동의 기

회 감소로 햇빛에 노출이 적은 요즘 아이들에게 빛의 효과를 검정하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9-11].

혈중 지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과 유사한 파장을 가지는 풀스

펙트럼을 혈중지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으로 설정하여, 성장

기의 흰쥐를 대상으로 운동과 풀스펙트럼의 조사가 혈중지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 된 실험동물은 생후 4주된 수컷 Sprague-Dawley 계

열의 흰쥐 36마리로, (주)코아텍으로부터 분양받아 1주간 트레드밀과 

사육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집단의 구분은 Table 1과 

같이 하였으며 개체 식별을 위해 색소 도포법을 이용하였다.

2. 실험 설계 및 절차 

1) 사육방법

G 대학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물실험실습실의 청

정사육실을 이용하여 사육하였으며 명암 주기는 06:00-18:00를 명기

로 18:00-06:00를 암기로 설정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3˚C ± 3˚C, 습

도는 60 ±10%로 유지하며 자유 급식 하여 사료와 물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양을 보충하였다. 사료는 (주)harlan의 제품을 사용하였으

며 성분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2) 실험절차

실험대상을 분양받아 통제군(CG), 운동군(EG), 빛 조사군(IG), 복합

Table 1. Classification of groups in this study   

Group N Treatment Weight (g)

Control group (CG) 9 Not treatment 185±8.25
Exercise group (EG) 9 Treadmill exercise 182.33±6.58
Irradiation group (IG) 9 Light irradiation 182±5.77
Exercise+Irradiation (EIG) 9 Exercise and Light 183.44±6.37

Table 2. Meal composition for subjects 

Ingredient % of diet

Protein 18.20
Fat 6.13
Fiber 3.66
Moisture 12.40
Ash 5.30
Calcium 0.96
Phosphorus 0.75
Carbohydrate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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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군(EIG)의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통제군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사육실에 두었으며 운동군은 저강도의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하

였고, 빛 조사군은 별도의 케이지로 옮겨 30분간 10,000 Lux의 풀스펙

트럼을 조사하였으며, 운동+빛 조사군은 운동하고 있는 트레드밀 위

로 인공태양 조명을 설치해 빛을 조사 받으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3) 트레드밀 운동

본 실험에 사용된 소형동물용 트레드밀은 너비 12 cm, 높이 10 cm, 

길이 1 m의 레인이 10개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10마리까지 한 번에 운

동할 수 있는 제품(PARK TECH, Korea)으로 속도는 0-39 m/min, 경사

도는 0°-30°로 조절이 가능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Bedford et al. [12]

의 연구를 참고하여 Rat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45-50% VO2max)에 해

당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점증적인 부하 운동 방

법으로는 경사도 0%에서 초기 5분간은 2 m/min 속도로 운동 하다가 

그 다음 5분간은 5 m/min 속도로, 그리고 8 m/min 속도에서 20분간, 

하루 일회씩 총 30분간 주 5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동안 4주간 운동을 

실시 하였다. 풀스펙트럼과 운동의 복합처치군에도 동일한 강도의 운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Table 3).

4) 풀스펙트럼 조사

본 연구에서 빛 조사를 위해 사용된 조명기기는 인공태양 자연광램

프라는 제품으로 태양에 의한 스펙트럼 곡선과 유사한 빛을 낼 수 있

도록 만들어진 풀 스펙트럼 방식의 광원으로 조도 10,000 lux까지 빛

을 조사할 수 있으며 색온도 91%, 연색지수 91로 태양광 대비 91%에 근

접하는 인공태양근접광원(PHILIPS 55W PL-L, Poland)이다. 

3. 시료 채취 및 측정 방법 

1) 시료 채취

마지막 훈련이 끝나고 24시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희생되기 전 6시

간 동안 금식을 시켜 공복을 유지하였다. Zoletil (10 mg/kg)을 복강에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흉강을 열어 heart punching하여 좌심실에서 5 

mL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분석 항목에 따라 Serum과 Plasma를 별도

로 채취하였다. Serum은 blood를 SST tube에 채혈한 후 Clotting하기 

위해 30분 실온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혈

청 분리관에 serum을 옮겨 실험하기까지 -20°C 이하에 보관하였다. 

Plasma는 blood를 EDTA tube에 채혈하고 충분히 mixing 후 즉시 

3,000 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 후 상청액(Plasma)을 혈청 마이크

로튜브에 즉시 옮긴 후 실험하기까지 -20°C 이하에 보관하였다.

2) 측정 방법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지질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Total-cholesterol (TC)은 CHOL kit (Roche, Germany)를 

이용해 Enzamatic Colorimetric Assay법에 의해, Triglyceride (TG)는 

TG kit (Roche, Germany)를 이용해 Enzamatic Colorimetric Assay법에 

의해,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은 HDL-C Plus 

3nd generation kit (Roche, Germany)를 이용해 Enzamatic Colorimetric 

Assay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은 Friedewald et al. [13]의 공식[LDL-C =TC-(HDL-C+TG/5)]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측정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기

술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다. 실험 처치에 따른 집단 간 TC, TG, HDL-C, 

LDL-C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LSD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

시하였다. 이때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TC의 변화

TC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 및 Fig 1 같다. 통제군은 131.71 mg/dL, 

운동군은 125.42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126.22 mg/dL, 운동과 

풀스펙트럼 조사의 복합 처치군은 114.50 mg/dL로 집단 간 유의한(p 

= .007)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복합처치군과 통제군, 운동군, 

풀스펙트럼 조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TG의 변화

TG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 및 Fig 2와 같다. 통제군은 77.86 mg/dL, 

운동군은 52.86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65.43 mg/dL, 운동과 풀

스펙트럼 조사의 복합처 치군은 58.75 mg/dL로 집단 간 유의한

(p=.043)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 결과 통제군과 운동군 간에, 통

제군과 복합처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HDL-C의 변화  

HDL-Cholesterol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 및 Fig 3과 같다. 통제군은 

84.57 mg/dL, 운동군은 82.00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82.14 mg/

Table 3. Aerobic exercise program   

Speed (m/min) 2 5 8

Time (min) 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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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운동과 인공태양 조사의 복합처치군은 77.63 mg/dL로 집단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LDL-C의 변화  

LDL-Cholesterol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 및 Fig 4와 같다. 통제군은 

31.57 mg/dL, 운동군은 32.86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31.00 mg/

dL, 운동과 풀스펙트럼 조사의 복합처치군은 25.13 mg/dL로 집단 간 

유의한(p =.023)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복합처치 집단은 통

제군, 운동군, 풀스펙트럼 조사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groups in TC (mg/dL)

Group M±SD F p Post-hoc (MC)

CG 131.71±10.47

5.139 .007 CG, EG, IG>EIGEG 125.42±8.27
IG 126.22±8.60
EIG 114.50±7.66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IG, light irradiation group; EIG, exer-
cise & light irradiation group; MC,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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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ChoLesterol (mg/dL)
#

# #

Fig. 1. TC concentration of each group. #: p<.01, significant difference com-
pared to the ELG.

Table 5. Comparison between groups in TG    (mg/dL) 

Group M±SD F p Post-hoc (MC)

CG 77.86±17.85

3.317 .043 CG>EG, EIGEG 52.86±17.84
IG 65.43±16.95
EIG 58.75±11.57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IG, light irradiation group; EIG, exer-
cise & light irradiation group; MC,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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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G concentration of each group. *: p<.05,  significant differencecom-
pared to the CG.

Table 6. Comparison between groups in HDL-Cholesterol   (mg/dL)

Group M±SD F p Post-hoc (MC)

CG 84.57±6.63

1.634 .207 NSEG 82.00±6.45
IG 82.14±6.96
EIG 77.63±4.89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IG, light irradiation group; EIG, exer-
cise & light irradiation group; MC, multiple comparison; NS, not significant.

Table 7. Comparison between groups in LDL-Cholesterol     (mg/dL)

Group M±SD F p Post-hoc (MC)

CG 31.57±4.42

3.762 .023 CG, EG, IG>EIGEG 32.86±4.80
IG 31.00±4.08
EIG 25.13±5.86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IG, light irradiation group; EIG, exer-
cise & light irradiation group; MC,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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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DL-Cholesterol concentration of each group. #: p<.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E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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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DL-Cholesterol concentration of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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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유산소 대사과정에 있어 지질대사의 효율성은 지구성 운동 수행능

력의 커다란 지표이다. Linda et al. [14]에 의하면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높여 지방산의 산화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운동 중 글리

코겐 합성을 감소시키고 지방의 이화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리적 

적응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유산소성 트레이닝은 운동 에너지로의 

지방 동원을 증가시키고 LPL 및 β- 산화를 조절하는 효소들의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C를 측정한 결과 통제군은 131.71 mg/dL, 운동군

은 125.42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126.22 mg/dL, 운동과 풀스펙

트럼 조사의 복합처치군은 114.50 mg/dL로 집단 간 유의한(p=.007) 차

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복합처치군과 통제군, 운동군, 풀스펙트

럼 조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과 빛의 단

독 처치는 통제집단보다 총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가져오기는 하였으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운동과 풀

스펙트럼 조사의 복합처치군은 통제군뿐만 아니라 운동군, 풀스펙트

럼 조사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운동과 빛의 복합처치가 성장기

에 있는 정상 체중 흰쥐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의 감소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산소 운동 적용에 의해 TC의 감소를 보

고한 연구[4,15-19]와는 상반된 결과였지만 유산소 운동 결과 TC의 유

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은 Ryu et al. [2], Lee et al. [6], Lee et al. [20], Kim 

et al. [21], Baek et al. [22], Lee et al. [23]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한 운동과 함께 Hesperetin을 투여한 Lee et al. [24]과 DHEA를 함께 투

여한 Kim et al. [25]의 연구에서 운동만으로는 TC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복합처치 집단에서는 TC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본 연구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TC는 운동 강도와 시간, 성별, 식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연구의 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운동만으로는 TC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지만 복합처치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는 것은 

운동 이외에 처치된 다른 변인이 콜레스테롤의 생합성과 효소와 호르

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0,23,25].

TG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지질로서 지방세포와 골격근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유산소 

대사에 의해 ATP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또한 지

질 분해효소인 리파아제의 촉매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

해 되며 혈액 속으로 방출되어 지방산이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조직으

로 운반되는 지방산 양도 증가되고 산화하는 지방산 양도 증가하여 체

지방량이 감소되므로 운동 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26].

본 연구에서는 TG를 측정한 결과 통제군은 77.86 mg/dL, 운동군은 

52.86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65.43 mg/dL, 운동과 인공태양 조

사의 복합처치군은 58.75 mg/dL로 집단 간 유의한(p=.043) 차이를 보

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통제군과 운동군 간에, 통제군과 복합처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G는 지방 조직의 95%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유산소성 운동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 연구에서도 유산소 운동만으로

는 TG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유산소 운동에 의해 TG의 감소

를 나타내지 않은 연구[2,6,21-23,28]와는 상반된 결과였지만 유산소 

운동에 의해 TG의 감소를 나타낸 연구[4,16,18,19,24,25]와는 유사한 

결과였다.

운동군은 통제군에 비해 TG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통제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합처치군은 통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운동군보다 높은 TG의 수치

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풀스펙트럼의 조사는 성장기 정상 체중 흰

쥐의 TG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복합처치군

의 TG 감소도 운동처치에 의한 효과로 풀스펙트럼 조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풀스펙트럼 조사만으로는 항산화효소의 

활성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은 Song et al. [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

다. 또한 Hesperetin과 DHEA의 단독 처치만으로는 TG의 감소가 나타

나지 않은 연구[24,25]와도 맥락을 같이 했다. 

HDL-C는 체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동맥경화성질환 예방인자, 항콜레스테롤인자 또는 장수인자라 부

른다. HDL-C수준이 운동에 의해 증가되는 기전은 트레이닝을 통해 

혈장내의 LPL가 활성회되어 chylomicron, VLDL 내의 콜레스테롤이 

HDL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되고 HTGLA가 억제됨으로써 HDL의 

catabolism이 낮아지기 때문이고 HDL-C의 혈장내 유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21]. 

본 연구에서는 HDL-콜레스테롤을 측정한 결과 통제군은 84.57 

mg/dL, 운동군은 82.00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82.14 mg/dL, 운

동과 풀스펙트럼 조사의 복합처치군은 77.63 mg/dL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운동처치와 풀스펙트럼 조사, 운동

과 풀스펙트럼의 복합처치 모두 정상 체중 흰쥐의 혈중 HDL-C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혈중 지질에 비해 

HLD-C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못한 연구[2,18,21,22,28]와 유사한 

결과였다. 

빛과 운동이라는 처치를 통해 항산화효소와 신경영양인자, 세로토

닌 등을 연구한 Kwon et al. [10,11]과 Song et al. [8]에서는 운동 또는 빛

의 단독처치에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빛과 운동의 복합처치 시에는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어, 풀스펙트럼과 운동의 복합처

치에도 HDL-C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은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

다. 또한 HDL-C 농도는 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은 강도

의 운동으로는 혈중 지단백질 수준에 변화를 가져 올 수는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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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식이조절, HDL-C의 초기농도와 LPL 및 간 Lipase 활성 정도, 유

전과 환경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7]. Baek et al. [22]

은 12세 미만의 정상체중 어린에서는 운동 처치에 의한 HDL-C의 농

도 변화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혈중 HDL-C의 농

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빛의 종류, 대상자의 

연령, 지질상태 등이 규명되어져야 함을 시사했다. 

LDL-C은 일반적으로 혈관의 죽상을 형상하는 요인으로 심혈관질

환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분류되며, 고지방식이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LDL-C의 감소는 유산소성 운동에 의해 그 생산이 억제

되는데, lecithin-cholesterol acyltransferase의 활성도가 증가되고 유리

지방산의 산화와 흡수가 LDL의 생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23]. 

LDL-Cholesterol을 측정한 결과 통제군은 31.57 mg/dL, 운동군은 

32.86 mg/dL, 풀스펙트럼 조사군은 31.00 mg/dL, 운동과 풀스펙트럼 

조사의 복합처치군은 25.13 mg/dL로 집단 간 유의한(p=.023)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복합처치 집단은 통제군, 운동군, 풀스펙트럼 

조사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군과 풀스

펙트럼 조사군은 통제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운동과 풀스펙

트럼의 단독 처치는 정상체중 흰쥐의 혈중 LDL-C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운동과 풀스펙트럼 조사의 복합처치

군은 통제군뿐만 아니라 운동군, 풀스펙트럼 조사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운동과 빛의 복합처치가 성장기에 있는 정상 쥐의 혈중 LDL-C의 

감소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에 의해 LDL-C의 감소를 보고한 연구

[2,4,18,19,24]와는 상반된 결과연구를 나타냈으나, 유산소 운동에 의한 

LDL-C의 변화를 보고하지 않은 [15,17,23,24,28]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Hesperptin, 감초추출물, DHEA의 복합

처치를 통해서만 LDL-C의 감소를 보고한 연구[2,24,25]와는 매우 유

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빛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항산화효소, 신경영

양인자, 세로토닌 등을 연구한 Kwon et al. [10,11]과 Song et al. [8]에서 

빛과 운동의 복합처치가 운동군이나 빛 조사군보다 더 유의한 변화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풀스펙트럼 조사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LDL-C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전이 작용되지 못하지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제공

되었을 때는 혈류량과 모세혈관의 교환량을 더욱 증가시켜 관상동맥

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지단백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분비 자극

으로 지방 합성과 분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합처치에 따른 

LDL-C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29,30].

결 론  

본 연구는 성장기에 있는 정상체중 흰쥐에 유산소 운동과 풀스펙트

럼(인공태양) 조사를 통해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빛과 

운동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측해 

보고자 실행되었다. 

TC에 있어서는 운동군(EG), 풀스펙트럼 조사군(IG), 복합처치군

(EIG) 모두 통제군(CG)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복

합처치군(EIG)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운동과 풀스펙트럼의 상호작용이 혈중 TC 수치를 낮추

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G에 있어서는 운동군(EG)과 복합처치군(EIG)이 통제군(CG)에 비

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풀스펙트럼 조사군(IG)과 통제군

(CG)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운동은 TG감소

에 영향을 미치나 풀스펙트럼 조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DL-C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운동과 

풀스펙트럼, 운동과 풀스펙트럼의 복합처치가 혈중 HDL-C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LDL-C에 있어서는 운동군(CG)과 풀스펙트럼 조사군(IG)은 통제

군(CG)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복합처치군(EIG)은 나머지 

세 집단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운동과 풀스펙트

럼이 상호작용을 통해 혈중 LDL-C의 감소에 효과가 영향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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