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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Effects of Aerobic Exercise Training and Diacylglycerol Ingestion on
Blood Lipid Profiles and Resting Metabolic Rate Changes in Obes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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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bined effects of aerobic training and diacylglycerol
ingestion on lipid profiles and resting metabolic rate changes in obese me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the Diacylglycerol group (D, n=6), aerobic training group (E, n=6), and diacylglycerol
ingestion and aerobic training group (DE, n=6). Diacylglycerol was ingested and aerobic exercise train-
ing performed for 12 weeks.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research was calculated through a
Windows SPSS/PC+ Ver. 12.0K statistics package to standardize the means and deviations for each
group. The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was used to evaluate the research hypothesis.
Percent body fat, blood lipid profiles and resting metabolic rate changes were tested to evaluate the
combined effect of aerobic exercise training and diacylglycerol inges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DG ingestion was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ody weight and body fat,
while having a negative effect on resting metabolic rate changes. However, aerobic training was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ll factors including body weight, body fat, and resting metabolic
rate. In conclusion, DG ingestion and exercise training were not shown to have synergistic effects on
resting metabolic rate changes, percent body fat and lipid profiles, while aerobic exercise training was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sting metabolic rate changes, percent body fat, and lipid profiles.
To investigate the therapeutic effect of DG ingestion and aerobic exercise for obese men, analysis of
catecholamine, cAMP, HSL, or insulin sensitivit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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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현대인의 성인병 중 심각한 질병 중 하나로 신체건

강과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비만은 당뇨병, 관상동

맥 경화증, 고혈압, 관절질환 등을 유발시키며, 아울러 심리적

침체 및 소외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4]. 비만은 혈관 손상

(vascular damage)질환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

로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관상동맥질환, 뇌경색, 말초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체중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의 상대적 무게는 서로 다

르게 구성되어 있다. 신체 전체 무게는 뼈, 근육, 지방, 혈액,

그리고 내장 등의 무게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이 신체의 무게

는 제지방(lean body mass)과 체지방(fat mass)으로 나뉘어진

다. 제지방은 지방을 제외한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의 무게를

말한다. 반면에 지방은 주로 지세포라고 해서 각 기관을 싸고

있거나 피부의 바로 밑층에 저장되어 있고 신체의 각 기관

즉, 심장, 간, 폐, 뇌 등에도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은 에너

지원과 내장의 보호 역할 및 신경과 세포막의 구성요소이며,

또한 열 손실을 막아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9]. 현재 비만을

가져오는 요소에 대해 과학자들은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 유

전적, 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22]. 비만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2]. 최근에

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 anti-obesity agent라고 알려진

diacylglycerol (DG) 섭취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6]. 비만인들

은 체내 체지방이 과다 축적되고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30%

를 기름이 차지하고 있으므로[1] anti-obesity 특징을 가진 식

이성 지방을 섭취하여 체내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단기간 DG (65%～70%

1,3-DG) oil을 투여한 결과 ß-산화(ß-oxidation)의 증가를 보였

을 뿐만 아니라[7] DG섭취는 비만 남성에게서도 비슷한 결과

를 가져 왔는데 이것은 과체중 남성에게 4개월간 DG (～55%

1,3-DG, 10g/d)와 TG oil을 투여했을 때, DG와 TG를 섭취한

피험자에서 각각 체중의 2.6 kg과 1.1 kg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12]. 또한, 혈청 지질 성분에 관한 연구에서는 3개월간 9.8 g의

DG(70% 1,3-DG) 섭취 후 초저밀도 지단백(very low-density

lipoprotein; VLDL)과 혈청지단백(lipoprotein)이 감소하였으

며, 고밀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HDL)은 중성지

방(Triglycerides; TGs)이나 총 콜레스테롤 농도의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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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고 또한, 내장지방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하였다[19].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식이요법만이 아닌 신체활동을 통해 칼로리를 소모시

키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의 병행이 가

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

되는 지구력 운동 시 지방량이 감소함에 따라 제지방량이 증

가되고[21], 그 결과 안정 시 대사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15]. 안정 시 대사량이란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소비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비만 정도가 심한 사람

의 경우, 정상인들에 비해 안정 시 대사량이 약 500 kcal 정도

더 높게 나타나지만, 체중 감량 시 안정 시 대사량은 15～20%

정도 낮아진다[17]. 이러한 안정 시 대사량은 제지방량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높은 강도의 운동 시 대사량

이 증가되며, 훈련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되면 에너지 소비를

높여 안정 시 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

다[10]. 그러나 이제까지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운

동요법, 식이요법, 혹은 운동과 식이요법에 따른 체지방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비만인에게 DG 섭

취와 유산소운동의 병행이 제지방량의 증가와 더불어 안정

시 대사량의 증가를 도모하고 지질성분을 변화 시킨다면 건강

증진은 물론 대사적 질환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연구

의 필요성이 요구 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diacylglycerol (DG) 섭취와 유산소운동이 체구성비의 변화 및

혈중 지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안정 시 대사량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임상적 및 대사적 측면에서 비만 개선

효과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비만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의 diacylglycerol

(DG) 섭취와 유산소 트레이닝 후 체중, 체지방, RMR, 혈중

지질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본 연

구의 대상은 의학적으로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비만 남

자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체지방 측정 후

25%미만인 자와 흡연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험자의 선

택 시 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PAR-Q)를

실시하여 비만 이외 고혈압, 심장기능 이상 등과 같은 질병이

있었는지 확인하였고, 연령, 체구성비, 그리고 체력 등 장시간

운동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18명을 선발하였

다. 모든 피험자들은 기본검사와 사전검사가 끝난 후 세가지

집단에 6명씩 무선 배정하였다. 첫 번째 실험군(D)은 diac-

ylglycerol 섭취 조건으로 12주 동안 diacylglycerol을 섭취하

였고, 두 번째 실험군(E)은 12주 동안 러닝(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험군(DE)은 12주 동안

diacylglycerol 섭취와 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본 실

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훈련 방법

12주 동안의 유산소 트레이닝은 주 3회 달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운동 시간은 준비운동(10분), 본 운동(40분), 정리

운동(10분)을 포함하여 총 60분으로 하였고, ACSM의

Training Progression for the Sedentary Low-Risk Participants

를 참고로 트레이닝 강도를 산출하였으며, 트레이닝 강도는

0～2주는 50% VO2max, 3～10주는 65～70% VO2max, 11～12

주는 70% VO2max로 설정하였다[2]. 훈련 시 정확한 트레이닝

강도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Karvonen's Fomular를 참고

하여 트레이닝 강도에 맞는 심박수를 산출하였고, 트레이닝

중 심박수 확인을 위하여 polar를 착용하고 훈련하였다.

12주 diacylglycerol (DG) 섭취 방법 및 시기

모든 피험자들은 기본검사와 사전검사 후 세 가지 서로 다

른 실험 조건(D, E, DE)에 참여하였다. Diacylglycerol 섭취는

두 그룹(D, DE)에서 실시하였고, 두그룹 피험자들에게 제공되

는 diacylglycerol의 양은 동일하였다. Diacylglycerol은 Kao社

(Japan)의 Healthy Econa Cooking oil을 사용하였고, 일본 후

생성의 “특수목적 건강식품(FOSHU, 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으로 승인된 oil로써, DG 함유량은 약 80 g

DG/100 g이며 DG 구성은 Table 2와 같다. 투여는 12주 동안

실시하였고, 1일 10 g을 섭취하는데 단독 또는 평상 식이에

첨가하여 함께 섭취하도록 하였다.

측정 방법

모든 피험자들은 기본검사로 신장, 체중, 체지방률(% body

fat)을 사전검사 1주일 전에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자동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D(n=6) E(n=6) DE(n=6)

Age(yr.)

Height(cm)

Weight(kg)

body fat(%)

26.8±4.0

178.0±3.0

102.28±12.32

29.08±2.67

22.3±4.0

175.7±3.6

86.11±11.00

25.81±1.09

22.0±3.0

174.2±4.6

92.36±13.52

27.88±2.61

Table 2. Diacylglycerol oil composition and contents

Ingredient Ratio (%)

Acylglycerol Species(wt%)

Triacylglycerol

Diacylglycerol

(1, 3-Diacylglycerol)

(1, 2-Diacylglycerol)

16

84

(5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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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계측기(Fanics, FE81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구성비

의 측정은 전기 저항법에 의해서 측정되는 Biodynamics 社

(U.S.A) Model 310의 Body Composition Analyzer를 이용하

여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RMR (안정 시 대사량)

안정 시 대사량(Resting Metabolic Rate: RMR)의 측정은

신빙성 있는 값을 얻기 위해 최소한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자제

된 상태에서 Cortex Biophsik Gm (KOREA)의 Meta Max 3B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안정 시 대사량, 호흡상

(RQ)과 그 밖의 가스분석 자료들은 Cortex Biophsik Gm

(KOREA)의 Meta Max 3B를 통해 매 15초마다 자동으로 측정

되었다. 본 실험에 있어서 안정 시 대사량은 45분간 측정하였

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45분 이상을 측정하였다.

혈중 지질성분

혈액 채취는 모든 그룹(D, E, DE)에서 0주 그리고 12주의

안정 시와 운동 종료 후 실시하였다. 채취는 polar를 이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하여 안정 시 심박수에 도달하면 안정 시 채혈

을 하였다. 채혈은 임상 병리사에 의해 각 시기마다 10 ml 진공

채혈관(vaccum tube)과 22 gage needle을 이용하여 전완정맥

(antecubital vein)에서 채취하였고 피험자의 전완정맥에서 채

취한 혈액으로 혈청 지질성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콜레스테

롤(TC),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저밀도지단백콜레스

테롤(LDL) 및 중성지방(TG)을 분석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일

본 Hitachi 747을 이용하여 Enzymatic colorimetry원리를 이용

한 자동분석법을 이용하였고, 독일 Boehringer Mannheim社의

Total- cholesterol 시약을 사용하였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

롤(HDL)은 일본 Hitachi 7150을 이용하여 Enzymatic color-

imetry원리를 이용한 자동분석법을 이용하였고, 역시 독일

Boehringer Mannheim社의 HDL-Cholesterol 시약을 사용하

였으며,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일본 Hitachi 7150

을 이용하여 자동분석법으로 측정하였고, 일본 Daichi社의

LDL-Cholesterol 시약을 사용하였다. 중성지방은 일본

Hitachi 747을 이용하여 효소적 비 소거법을 사용하였고, 독일

Boehringer Mannheim社의 Triglyceride 시약을 사용하여 자

동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의 분석은 SPSS/PC+ Ver. 12.0 통계

패키지를 적용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고 본 연구에서 얻어

진 모든 그룹 간, 사전․사후 실험 및 채혈시점에 대한 종속

변인들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다. DG투여와 12

주간 유산소 운동 그룹(D, E, DE)의 사전․사후 실험 시 채혈

시점에 따라 혈중 지질성분 및 RMR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였고 주 효과가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Tukey의 사후검증법

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결 과

우선 각 그룹 체지방의 변화는 Fig. 1에 나타나 있다. 모든

그룹에서 12주 동안의 그룹별 처치가 진행됨에 따라 체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그룹별 처치시기를 기준으로 0주

와 12주 사이에서 1.5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0주와 6주,

6주와 12주 사이에서도 각각 0.71%와 0.8%로 차이가 나타났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0.005). 그룹 간의 변화

를 살펴보면, D그룹과 E그룹에서 가장 큰 그룹 차 3.9%를 기록

하였고, 처치 전 체지방이 많은 순서로는 D, DE, E 그룹의 순서

로 나타났다. D그룹에서는 0주 29.08±2.67%, 6주 28.41±2.59%,

12주 27.53±2.4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0주에서 6주는 0.67% 감소하였

고 6주에서 12주는 0.88%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0주에

서 12주는 1.55% 감소하였고 백분위 5.3%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그룹

에서는 0주 25.81±1.09%, 6주 25.06±1.23%, 12주 23.63±1.16%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0주에서 6주는 0.75% 감소하였고 6주에서 12주

는 1.43%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0주에서 12주는 2.18%

감소하였고 백분위 8.4%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E그룹에서는 0주

27.88±2.61%, 6주 27.05±3.12%, 12주 25.66±4.1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0주에서 6주는 0.83% 감소하였고 6주에서 12주는 1.39%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0주에서 12주는 2.22% 감소하였고

백분위 8%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그룹 안정 시 대사량의 변화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D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ig. 1. The change of body fat after 12 weeks treatment.



1264 생명과학회지 2010, Vol. 20. No. 8

Fig. 2. The change of resting metabolic rate after 12 weeks

treatment.

안정 시 대사량에 대한 그룹 및 시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우선 그룹별 처치시

기를 기준으로 0주와 12주 사이에서 66.7 kcal로 가장 큰 차이

를 보였으며, 0주와 6주, 6주와 12주 사이에서도 각각 56.3kcal

와 10.4 kcal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그룹 간 비교에서는

D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그룹에서는 0

주 1824±11 kcal/d, 6주 1808±90 kcal/d, 12주 1766±10 kcal/d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0주에서 6주는 0.9% 감소하였고 6주에서 12주는

2.3%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0주에서 12주는 58 kcal/d

감소하였고 3.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그룹에서는 0주 1642±11 kcal/d,

6주 1734±77 kcal/d, 12주 1738±89 kcal/d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0주에

서 6주는 5.6% 증가하였고 6주에서 12주는 0.2%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0주에서 12주는 96 kcal/d 증가하였고 5.8%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DE그룹에서는 0주 1677±16 kcal/d, 6주 1727±14

kcal/d, 12주 1756±15 kcal/d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0주에서 6주는 3%

증가하였고 6주에서 12주는 1.7%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중 TC의 변화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혈중 TC는 모든

그룹에서 12주 처치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C에 대한

그룹 및 시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룹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2주 처

치 후 TC가 높은 순서로는 DE, D, E 그룹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처치 시기 및 그룹 간 비교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안정 시 D그룹에서는 0주 183.67±47.84 mg/dl, 12

주 174.16±35.60 mg/dl로 5.2% (9.51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그룹

에서는 0주 152.16±21.91 mg/dl, 12주 140.83±22.63 mg/dl로

7.4% (11.33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Fig. 3. The change of plasma TC concentration after 12 weeks

treatment.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치 전 다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DE그룹에서는 0주

192.16±32.57 mg/dl, 12주 179.83±30.78 mg/dl로 6.4% (12.33

mg/dl)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산소 운동 후 D그룹에서는 0주

200.66±49.38 mg/dl, 12주 183.00±39.45 mg/dl로 8.8% (17.66

mg/dl)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그룹에서는 0주 174.66±30.53 mg/dl, 12주

152.16±30.01 mg/dl로 12.9% (22.5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치 전 다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DE그룹에서는 0주 208.83±35.45 mg/dl, 12주 190.83±24.79

mg/dl로 8.6% (18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치 후 다른 그룹

과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혈중 Triglyceride (TG) 농도 변화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혈중 TG는 모든 그룹에서 12주 처치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TG에 대한 그룹 및 시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룹 간의 변화를 살펴보

면, 처치 후 안정 시 TG가 낮은 순서로는 E, D, DE 그룹의

순서로 나타났고 처치 시기 및 그룹 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

Fig. 4. The change of plasma TG concentration after 12 week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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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 시 D그룹에서는 0주

165.33±71.16 mg/dl, 12주 138.83±58.59 mg/dl로 16% (26.5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E그룹에서는 0주 114.16±64.02 mg/dl,

12주 79.83±32.44 mg/dl로 30.1% (34.33 mg/dl)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E그룹에서는 0주 237.00±93.00 mg/dl, 12주 171.00±66.10

mg/dl로 27.8% (66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지 전․후 다

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산소 운동

후 D그룹에서는 0주 198.16±75.60 mg/dl, 12주 153.16±57.83

mg/dl로 22.7% (45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그룹에서는 0주

147.00±71.41 mg/dl, 12주 100.33±31.86 mg/dl로 31.7% (46.67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DE그룹에서는 0주 270.00±109.79 mg/dl,

12주 206.66±82.08 mg/dl로 23.5% (63.34 mg/dl)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치 전․후 다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혈중 LDL 농도 변화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혈중 LDL은

모든 그룹에서 12주 처치 후 LDL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LDL에 대한 그룹 및 시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룹 간의 변화를 살펴보

면, 처치 후 안정 시 LDL이 낮은 순서로는 E, D, DE 그룹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그룹별 처치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한 One-way Repeated Measurement of ANOVA 결과에서

처치 시기 및 그룹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 시 에서는 0주 117.33±39.84 mg/dl,

12주 103.33±38.93 mg/dl로 11.9% (14 mg/dl)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그

룹에서는 0주 96.50±19.08 mg/dl, 12주 84.50±18.94 mg/dl로

12.4% (12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치 전 다른 그룹과의

Fig. 5. The change of plasma LDL concentration after 12 weeks

treatment.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DE그룹에서는 0주 116.00

±29.54 mg/dl, 12주 108.83±31.45 mg/dl로 6.2% (7.17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처치 후 다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안정 시 D그룹에서는 0주 132.50±44.68

mg/dl, 12주 113.50±39.54 mg/dl로 14.3% (19 mg/dl)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처치 후 다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산소 운동 후 E그룹에서는 0주 110.83±20.31 mg/dl,

12주 86.83±19.67 mg/dl로 21.7% (24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E그

룹에서는 0주 130.33±31.55 mg/dl, 12주 110.16±34.62 mg/dl

로 15.5% (20.17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중 HDL 농도 변화는 Fig. 6에 나타나 있다. 혈중 HDL은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DL에 대한 그룹 및

시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룹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처치 후 안정 시 HDL

이 높은 순서로는 DE그룹, E그룹, D그룹의 순서로 나타났다.

안정 시 D그룹에서는 0주 38.66±5.27 mg/dl, 12주 43.50±4.46

mg/dl로 12.5% (4.84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치 후 다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E그룹에서는 0

주 38.50±3.01 mg/dl, 12주 44.83±8.18 mg/dl로 16.4% (6.33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DE그룹에서는 0주 41.50±8.50 mg/dl, 12

주 46.66±8.47 mg/dl로 12.4% (5.16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산

소 운동 후 D그룹에서는 0주 44.50±5.04 mg/dl, 12주

45.50±5.20 mg/dl로 2.2% (1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치

후 다른 그룹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E그룹에

서는 0주 43.83±7.49 mg/dl, 12주 46.50±7.23 mg/dl로 6.1%

(2.67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Fig. 6. The change of plasma HDL concentration after 12 week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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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E그룹에서는 0주 44.00±9.29

mg/dl, 12주 48.00±8.64 mg/dl로 9.1% (4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체중과 체지방 감량에 DG섭취가 효과적이라는

영양학적 지식에서 그 효과를 운동과 비교하였으며, DG섭취

와 운동을 병행시켜 그 시너지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비만

인을 대상으로 세 가지 실험 조건(diacylglycerol 섭취:DG, 유

산소 트레이닝:E, diacylglycerol 섭취와 유산소 트레이닝:DE)

에 따른 12주간의 처치가 혈중 지질성분 및 체중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 기초대사량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임상적 및 대사

적 측면에서 비만 개선 효과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실험의 결과로 체중은 모든 그룹에서 감소하였고 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한 E그룹과 DE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많이 감소되었다. 체지방률은 모든 그룹에서 감소하였고 유산

소 트레이닝을 실시한 E그룹과 DE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많이 감소되었다. 안정 시 대사량은 D그룹에서는 그 변화

가 미미하였지만 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한 그룹에서 유의하

게 증가 하였다. 혈중 지질성분은 모든 그룹에서 TC, TG, LDL

은 감소한 반면, HDL은 증가하였다. 즉 결과를 종합해 보면,

DG섭취가 체지방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G만 섭취하기 보다 유산소 트레이닝과 병행 했을 때 체중과

체지방률 감소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시

대사량의 증가는 DG섭취만으로는 증가하지 않으며 유산소

트레이닝 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지질 성분은 모

든 그룹에서 개선됨으로써 DG섭취, 유산소 트레이닝 둘 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DG섭취와 유산소 트레이닝을

병행한 그룹에서 더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DG섭

취는 혈중 지질개선, 비만개선, 체지방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도출 할 수 있으며 유산소 운동과 병행 했을 때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결과

를 바탕으로 논의 하고 자 한다.

현재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비만관련 질

병의 증가와 심폐질환의 위험성 증가는 건강과 관련되어 세계

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왔다[5]. 운동은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요법으로,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만

인의 체중 감소 및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운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이 활동적이 되면 체중이 감소하고 체력 수준

특히 심폐지구력이 향상된다[6]. 만약 체중 감소가 크게 나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동과 훈련을 통하여 심폐지구력이

좋은 수준을 보이는 비만인은 마른 사람 보다 심혈관계 질환

(CVD)발병률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이다[8]. 12주간 유산소

트레이닝에 따른 신체적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하여 실시한 본 연구 결과, RMR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

한 결과는 훈련이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안정 시 대사량을 증

가 시킨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11]. 한편 과잉의 지방 섭취는 비만의 주요 유발 원인 중 하나

라고 생각되고 있으며[3], 비만인들의 지방과 기름 섭취는 전

체 섭취 칼로리의 30%를 차지한다[1]. 지방 섭취의 제한과 지

방 대체와 관련된 많은 식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비만인들은

감소되었던 체중이 되돌아가고, 정상 범위 내에서 BMI를 지속

적으로 또는 유지하는 것이 드물다[4]. 그렇기 때문에 대체 기

름의 개발은 일상생활에서 전통적 요리 기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유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18]. 이러한

DG는 식용유에 자연적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고, DG가 풍부

한 기름(>80 wt% diacylglycerol)은 전통적 요리 기름인 주로

triacylglycerol (TG)로 구성된 기름과 맛, 형태, 물질 특성, 기

능성과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하다. DG는 1981년 일

본에서 연구가 착수되어 후생성에서 “FOSHU (특수 목적 건

강식품)”으로 승인 되었고,미국 FDA에서 “GRAS (일반적으

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보다 안

전하고 효과적인 비만개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DG의

에너지 대사 기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카테콜라

민, CAMP, HSL, Insulin등과 같은 지방대사와 관련된 항목들

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DG섭취와 트레이

닝의 비만개선효과를 보다 신뢰성 높게 예측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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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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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diacylglycerol (DG) 섭취와 유산소운동이 체구성비의 변화 및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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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은 12주 동안 러닝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세번째 실험군(DE)은 12주 동안 diacylglycerol 섭취와 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 모든 그룹에서 12주 동안의 그룹별 처치가 진행됨에 따라 체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정 시 대사량은 D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운동과 다이아실글리세

롤 섭취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일어났다. 추후 카테콜라민, CAMP, HSL, Insulin 등과 같은 지방대사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DG섭취와 트레이닝의 비만개선효과를 보다 신뢰성 높게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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