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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aerobic exercise and black garlic intake on
blood lipids, lipid peroxidation and BAP in rats.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25 male
Sprague-Dawley rats composed of the control group (CG, n=6), exercise group (EG, n=6), which
trained for 4 weeks (30-60 min/day, speed at 15 m/min), black garlic intake group (BGG, n=7), and
exercise with black garlic intake group (EBGG, n=6). Blood lipids, lipid peroxidation, and BAP were
measured in all the subjects after the end of the 4 week treadmill exercise peri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C and TG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EBGG compared to other
groups,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findings for HDL-C and LDL-C levels. TBARS was sig-
nificantly lower in the EBGG compared to the CG, and the BAP from the EBGG and EG were sig-
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G and BGG after 4 weeks of treadmill exercise. Therefore, aerobic ex-
ercise with black garlic intake was effective in improving TC, TG, TBARS, and BAP. Consequently,
aerobic exercise with black garlic intake will be effective for activating antioxidant defenses and de-
creasing cardi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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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규칙적인 운동은 총 콜레스테롤(TC) 및 중성지방(TG) 수준

을 낮추고,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를 감소시키는

반면,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를 증가시켜 혈관 내

피세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동맥경화의 진행을 둔화

시킨다[19]. 또한 걷기, 달리기, 수영 및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젖산 축적률 감소, 미토콘드리아 양의 증대 및

미토콘드리아 내 지질 이용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도의 증대를

통해서 지질 동원과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며, TC, TG 및

LDL-C를 감소시키고, HDL-C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예

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6,23,34].

운동은 그 형태에 따라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규

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근육에서의 방어 효소계를 활성화

시키고, 유리기(free radical)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키며, 폐의

공기 정화를 증가시켜 대사를 원활하게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전자 유입을 증가시켜 활성산소의 양을 증가시킴에 따라 운동

성 스트레스 시 산화 촉진제와 산화 억제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에서 칼슘의 항상성이 무너져 근세포 막이 손상

될 수 있다[24,35]. 또한 탈진적인 운동은 신체내 대사적 스트

레스를 가져오며, 지질과산화를 유발시킨다[13].

유산소 운동과 지질과산화에 관련된 연구로는 훈련되지 않

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시킨

결과 중강도 운동(60% V̇O2max)에서 지질과산화가 감소 하였

으며[33], 건강 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V̇O2max 40%, 70%,

100%로 운동 시킨 결과 100% V̇O2max로 운동한 그룹에서 산

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DNA를 손상시켰다[11].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방어기전을 보면 인체는 활성산소를

중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항산화 효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

한 항산화 효소의 종류에는 과산화 음이온의 전환을 촉매하는

superoxide dismutase (SOD),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전환

시키는 catalase (CAT), 과산화수소를 물로 환원시키는 효소인

glutathion Peroxidase (GPx) 등이 있으며[25], 20대 일반남성

이 유산소 운동이나 장기간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할 경우

V̇O2max의 70%보다 낮은 운동 강도로 하는 것이 산화적 손상

을 최소화 하였으며[10], 흰쥐를 대상으로 4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켰다

[20].

이렇듯 규칙적인 운동은 항산화계의 활성화를 통해 인체로

부터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어하여 심혈관계 질환, 암 및 면역

기능을 강화 시키는데, 최근에는 운동과 함께 천연식품인 마

늘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흑마늘은 생마늘보다 saponin이

약 2배 가량 더 농축되어 있어 피로회복, 강장효과 및 면역력

에 좋고, ajoen은 항혈액응고 및 뇌혈관,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되고, 지방 세포를 태워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

며, selenium은 항산화 및 항암효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가 있다[3]. 마늘의 항산화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제2형 당뇨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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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dmill exercise program

Week Time Intensity Frequency

1 wk 30 min
Grade 0%
15 m/min
(treadmill)

30 min exercise, 5 times/wk

2 wk 60 min

60 min exercise, 5 times/wk3 wk 60 min

4 wk 60 min

를 대상으로 동결 건조한 마늘과 흑마늘을 섭취시킨 결과 항

산화 효소가 증가하였고[22], 흰쥐를 대상으로 5주간 마늘분을

섭취시킨 결과 지질과산화가 억제되고 항산화 효소가 증가하

였으며[17],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섭취 시켰을 때

지질과산화물 억제와 항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켰다[8]. 이처

럼 마늘의 섭취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 시켜 인체를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 시켜준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혈중지질 성분과 활성산

소의 유해성이 개선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 흑마늘의 섭

취가 혈중지질 성분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소의 증가와 연관되

어 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으나 흑마늘 섭

취의 효과를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주간의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의 섭취

가 흰쥐의 혈중지질,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어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운동

강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항산화제로써의 흑마늘

섭취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생후4주령 Sprague

Dawley (SD)계 수컷 흰쥐로서 사육 cage에 2마리씩 사육하였

으며, 사육실의 온도는 22.0±1.0℃, 상대습도는 50±10%로 조

절하고, 명암주기 는 12시간 간격으로 유지하여 1주일간 적응

시켰다.

실험동물은 총 25마리를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 하였으며,

통제집단(control group, CG, n=6), 운동집단(exercise group,

EG, n=6), 흑마늘집단(black garlic group, BGG, n=7), 그리고

운동 흑마늘집단(exercise with black garlic group, EBGG,

n=6)으로 분류하여 사육하였다.

식이조성과 운동방법

사료는 F사의 정제된 일반사료를 사용하여, 통제집단, 운동

집단, 흑마늘집단 및 운동흑마늘집단 모두 일일섭취권장량(1

마리당 20 g/day)을 기준으로 섭취하도록 하였고, 물은 충분

히 섭취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

사료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흑마늘섭취는 흑마늘집단과 운동흑마늘집단을 대상으로

주 5회 운동 30분 전 C사의 100% 흑마늘진액 2.86 g/kg의

정량을 구강 투여 시켰으며[27], 1주에 한번씩 체중을 측정하

여 증가한 체중에 비례하여 마늘 투여량을 늘려갔다. 또한 구

강투여 시 받는 스트레스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집단과

운동집단은 물을 구강투여 시켰다.

본 연구의 훈련 집단은 1주일 전 15 m/min 속도로 30분간

트레드밀(Pro-jog EJ36GLE, Korea Hi-Tech)을 사용하여 적응

훈련을 마쳤으며, 1주차에는 15 m/min의 속도(약 V̇O2max

55%)로 30분 운동을 시켰으며, 15분 운동 후 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 하였다. 2~4주차에는 60분 동안 운동을 시켰으며, 30분

운동 후 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 하였고, 트레드밀의 경사도는

0%로 적용하여 4주간, 주 5회 실시하였으며[32], 운동 프로그

램은 Table 2와 같다.

채혈 및 조직분리

실험동물은 식이 섭취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4주간

의 사육 후 12시간의 공복상태 후에 절식시켜 에테르로 마

취한 다음 복부를 절개하여 복부대동맥으로부터 10 ml를

채혈 하였으며, 채혈한 혈액은 혈장(plasma)을 얻기 위하여

EDTA- K2 용기를 이용하여 전도혼합 하였다. 또한 혈청

(serum) 검체를 얻기 위하여 Barriergel (polymer)을 사용하

는 SS tube에 담아서 8~10회의 전도혼합 후 30분간 방치하

여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를 하여 혈청을 분리한

다음 부고환지방, 복부지방, 간과 근육을 분리해 각각의 무

게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샘플은 분석 시까지 -70℃의 초저

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 g/kg

Corn Starch 39.75

Casein 20.00

Dextrinized Cornstarch 13.20

Sucrose  10.00

Alphacel 5.00

Mineral Mixture 3.50

Vitamin Mixture 1.00

L-Cystine 0.30

Choline bitartrate 0.25

Tert-Butyl hydroquinone 0.0014

Soybean oi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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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blood lipids after 4-week treadmill exercise

Variable CG (n=6) EG (n=6) BGG (n=7) EBGG (n=6) F-value Scheffe

TC (mg/dl)

TG (mg/dl)

HDL-C (mg/dl)

LDL-C (mg/dl)

83.50±14.75

97.83±28.28

20.93±5.55

43.00±6.51

71.16±8.51

61.17±15.05

19.93±7.77

39.00±11.15

68.71±9.89

77.57±16.59

18.91±7.80

34.29±4.78

52.67±7.28

49.83±6.73

9.53±5.11

33.17±10.15

8.787***

7.862
***

3.682

2.511

EGG<CG,EG

EG,EGG<CG

NS

NS

*** p<0.001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G: control group, EG: aerobic exercise group, BGG: black garlic intake group, EBGG: exercise with black garlic intake group

Table 4. Changes in TBARS after 4-week treadmill exercise

Variable CG (n=6) EG (n=6) BGG (n=7) EBGG (n=6) F-value Scheffe

TBARS (nmol/ml) 45.73±14.01 36.75±18.82 40.45±11.22 19.24±7.77 4.400
*

EGG<CG

* p<0.05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CG: control group, EG: aerobic exercise group, BGG: black garlic intake group, EBGG: exercise with black garlic intake group

혈중지질분석

혈중지질의 분석은 Fuji Dri-Chem 4000 (Fuji, Japan) 자동

생화학분석기로 TCHO-PⅢ, TG-PⅢ, HDL-C-PⅢD의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QC Card를 전용측정기의 card reader

부에 읽힌 후 slide를 전용측정기로 자동으로 분석하여 TC,

TG 및 HDL-C를 측정하였으며, LDL-C는 Friedwald의 계산식

에 의해 산출하였다[12].

LDL-C=Total cholesterol-(HDL-C+TG/5)

지질과산화물(TBARS) 분석

지질과산화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과산화

지표인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는

ZeptoMetrix의 Assay Kit를 이용하여 Ohkawa 등[28]이 기

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Thiobarbituric acid (TBA)와 반응하는

물질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즉, 혈장 0.2 ml에 8.1% so-

dium dodecyl sulfate와 20% acetic acid 1.5 ml를 가한 후 잘

섞고. 0.8% TBA 1.5 ml와 증류수 0.6 ml를 넣고 95℃에서 1

시간 가열 후 5분간 냉각하고, 증류수 1 ml와 n-butanol/

pyridine (15:1, v/v)과 5.0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30초간 진

탕하였다. 이를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

액을 취하여 10분간 실온에서 안정시킨 후 532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력(BAP) 분석

BAP (Biological antioxidative potential test) 검사는 혈액을

철(Fe
2+

) 이온을 포함한 시약과 혼합함으로써 철(Fe
2+

)이온으

로 환원된 정색액의 흡광도를 광도계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FRAs4 SYSTEM (H &Dltd, Italy)를

이용하였으며, 혈장(plasma)을 추출하여 제3철(Fe3+)이온을

포함한 시약과 혼합하고 제2철(Fe2+)이온으로 환원된 정색액

의 흡광도를 광도계를 활용해 10 μl의 혈장을 유색의 활성산소

물질에 혼합하고 혈장 속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이 산화물질

을 환원시키는 능력을 짧은 시간(분)에 측정하였다.

자료 처리

자료는 SPSS Ver 18.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에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집단간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유

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혈중지질의 변화

4주간의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 섭취 후 총 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 및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총 콜레

스테롤은 운동흑마늘집단(EBGG)이 운동집단(EG)과 통제집

단(CG)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p<0.001), 중성지방은

운동흑마늘집단과 운동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

게 나타났으나(p<0.001), HDL-C와 LDL-C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질과산화물의 변화

4주간의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 섭취 후 TBARS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TBARS는 운동흑마늘집단(19.24±7.77 nmol/

ml)이 통제집단(45.73±14.01 nmol/ml)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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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BAP after 4-week treadmill exercise

Variable CG (n=6) EG (n=6) BGG (n=7) EBGG (n=6) F-value Scheffe

BAP

(μmol)
7234.50±240.53 8629.83±687.38 8178.14±232.17 9673.50±747.14 22.499

*** CG<EG,

EG, BGG<EBGG

*** p<0.001

BAP: biological antioxidative potential

CG: control group, EG: aerobic exercise group, BGG: black garlic intake group, EBGG: exercise with black garlic intake group

항산화력의 변화

4주간의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 섭취 후 BAP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BAP는 운동흑마늘집단(9673.50±747.14 μmol)

이 운동집단(8629±687.38 μmol)과 흑마늘집단(8178±232.17

μmol)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운동집단

과 흑마늘 집단은 통제집단(7234.50±240.53 μmol)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고 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항산화계의 활성화를 통해 인체로

부터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어하여 에너지소비를 증가시켜 균

형 잡힌 신체조성과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압과 혈당, 심

혈관계 질환, 암 및 비만 등의 위험요인을 줄여준다[2]. 최근에

는 운동뿐만 아니라 항산화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천연식

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마늘은 이러한 천연식품 중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식품 중 하나이며[4], 마늘에는 poly-

phenols, flavonoids 및 항산화 vitamin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

화 효소의 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질과산화와

LDL-C의 산화를 방지하여 인체를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

호 해주는 기능을 하여 혈중지질 성분의 개선과 항산화 효소

의 활성화에 권장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 4주간의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 섭취 후 운동흑

마늘집단은 TC와 TG는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으며, HDL-C와 LDL-C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흰쥐를 대상으로 4주와 24주간 수영운동을 실

시한 결과 TC와 TG가 감소하였고[15,16], 마늘분을 8-12주간

섭취시킨 결과 TC와 TG가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는[1] 보고와

매우 유사 하였으며, 또한 AIN-76 식이를 공급한 쥐에게 AGE

를 4주간 섭취시킨 결과 TC와 TG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36]

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TC는 통제집단에 비해

운동집단 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는데, 이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TC와 TG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운동의 강도, 형태, 기간

및 빈도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집단에 비해 흑마늘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마늘에 다량 함유 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polyphenol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운동집단과 흑마늘집단 에

서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운동과 흑마늘섭취를 병행

한 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서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여 운동과

흑마늘섭취의 병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규칙적은 유산소 운동은 lipoprotein lipase activity (LPLA)

가 활성화되어 지방으로부터 에너지 동원이 커지게 되고 hep-

atic triglyceride lipase activity (HTGLA)의 저하로 인해 간에

서 TG 합성률이 낮아지므로 혈중 TG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기전은 운동에 의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카테콜라민

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성장호르몬(GH)과 글루카곤의 분

비가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 결국 LPLA가

활성화 되어 지방분해가 촉진됨에 따라 지방으로 부터 에너지

가 동원된다[29]. 그러므로 운동은 지방으로부터 에너지 동원

을 가능하게 하는 LPLA를 더욱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간에

서 TG합성을 유발하는 HTGLA의 활성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혈중 TG는 낮아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통제집

단에 비해 흑마늘집단에서 TG가 감소한 것은 마늘의 수용성

유기황이 간세포에서 지방산과 TG의 합성을 억제하고, fatty

acids synthase의 활성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4주간의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 섭취 후 HDL-C

와 LDL-C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6

주간, alliin을 22.4 mg/day 섭취 시킨 결과 TC, TG, HDL-C

및 LDL-C의 변화가 없었다는[30] 보고와 8주령의 고지방식이

흰쥐를 대상으로 4주간 규칙적인 수영운동을 시킨 결과

HDL-C에서 변화가 없었다는[16]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흰쥐에게 5주간 심혈관계 질환과 비만의 치료제 중 하나인

Dehydroepiandrosteron (DHEA)를 복강 투여했을 때 TC와

HDL-C가 감소함과 동시에 LDL-C도 감소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18]. 또한, 운동이 HDL-C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오

지 않았음을 보고한 연구[31]는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통제집단에 비해 운동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운동의 강도와 기간, 지질

농도의 수준, 실험대상과 섭취한 마늘의 제조방법 및 섭취량

등에 따라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HDL-C의 농도

변화는 초기 농도와 lipoprotein lipase 및 간 lipase의 활성도,

유전 등의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 섭취 후 TBARS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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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마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28마리의 수컷 CF1 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운동

형태로 운동을 시킨 결과 간헐적인 유산소 운동 보다 규칙적

인 유산소 운동이 지질과산화를 감소시키고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킨다고[7]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질 과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흰쥐를 대상으로 12주간 유산소 운동을 시킨 결과 지질과산화

농도가 4주에서는 유의한 차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8주, 12주

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운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

질과산화가 감소하였고[5],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대상

자들에게 6개월 동안 마늘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MDA가

감소되었고, 항산화 능력이 개선되었다는[9] 결과와도 유사하

였다. 또한, 윤[37]은 흰쥐를 대상으로 마늘분을 사료에 혼합하

여 4주간 섭취시킨 결과 지질과산화 척도는 TBARS 농도의

경우에 운동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고, SOD와

Catalase는 마늘집단에서 높은 경향만을 보였으며, 고혈압환

자를 대상으로 한 2개월간의 마늘분 섭취가 지질 과산화를

유의하게 억제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통제집단

에 비해 운동집단과 흑마늘집단에서 TBARS의 농도가 감소하

는 경향은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운동흑마

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TBARS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는데, 이는 단순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마늘을 섭

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게 될 때 그 효과가 증가하며, 운동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늘의 섭취는 지질 과산화의 방어시

스템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생각된다.

제2형 당뇨쥐를 대상으로 동결 건조한 마늘과 흑마늘을 섭

취시킨 결과 항산화 효소가 증가하였고[22]와 흰쥐를 대상으

로 5주간 마늘분을 섭취시킨 결과 지질과산화가 억제되고 항

산화 효소가 증가하였으며[17],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을 섭취 시켰을 때 TBARS와 MDA와 같은 지질 과산화물 억제

와 SOD, CAT, GPx 등의 활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8]가

있다.

본 연구에서 4주간의 유산소 운동 후 통제집단과 운동집단

에 비해 운동흑마늘집단에서 BAP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여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마늘이 함

유하고 있는 높은 함량의 황화합물, 플라보노이드와 피토케미

칼 성분들의 혼합물이 상승작용을 하여 항산화력 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21,26]. 특히 유산소 운동의 효과와 항산화제로

써의 흑마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흑마늘의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중 TC와 TG를 개선시키며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

였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흑마

늘 섭취에 의하여 지질과산화가 억제되고 항산화 능력이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산소 운동과 흑마늘의 섭취는 인체가

받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보호하여 생활습관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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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유산소 운동과 흑마늘 섭취가 흰쥐의 혈중지질,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승현․백영호*

(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본 연구는 4주간의 유산소운동과 흑마늘의 섭취가 흰쥐의 혈중지질,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능력에 미치는 영

향과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동물은 총 25마리를 대상으로 4주간

30-60분씩 15 m/min의 속도로 트레드밀에서 유산소 운동을 실시 하였으며, 통제집단(control group, CG, n=6),

운동집단(exercise group, EG, n=6), 흑마늘집단(black garlic group, BGG, n=7), 그리고 운동흑마늘집단(exercise

with black garlic group, EBGG, n=6)으로 분류하였고, 유산소 운동 4주 후 혈중지질,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 능력

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유산소 운동 후에 운동흑마늘집단은 총콜레스테롤(TC)과 중성지방

(TG)이 다른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LDL-C)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질과산화물(TBARS)은 운동흑마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항산화 능력(BAP)은 운동흑마늘집단과 운동집단이 통제집단과 흑마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흑마늘의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중 TC와 TG를 개선시키며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였을 때 그 효과

는 더욱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질과산화가 억제되고 항산화 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산소운

동과 흑마늘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보호와 함께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