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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leads to the release of certain neurotransmitters in the brain that alleviate pain, both physical
and men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on body compo-
sition, blood lipids, and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in overweight and obese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 boys who were divided into a combined exercise
group (EG: n=9) and a control group (CG: n=9). The combined exercise program required exercise
50-60 minutes per day,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between-group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in the means before and after the inter-
vention reveal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EG compared with the CG: weight (p<0.01), BMI (p
<0.05), %fat (p<0.05), fat mass (p<0.01). The %LBM of the EG showed a more significant increase (p
<0.05) compared with the CG. The TC, LDL-C, and BDNF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 EG and
the CG. However, the TC and the LDL-C were decreased more in the EG than in the CG. The BDNF
was increased more in the EG than in the CG. In conclusion, the combined exercise improved body
composition but did not affect serum lipids or the B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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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심장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담당질환, 불면증, 호흡기질환, 각종

암 등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고[2,11], 특히 청소년은

초등학생보다 운동량이 적고 초·중·고등학생 7명 중 1명 정도

가 비만으로,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중 상당수가 성인 비만환

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모들의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육단계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

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단기적 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신체에 정신적. 생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지방대사 이상과 내분비 기능이상을 동반하

게 되어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며[6], 성인 비만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30%나 되어 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더욱 더 증가시키기 때문이다[7].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데 이중에서도 뇌신경세

포의 활성 및 생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뇌신

경세포의 활성 및 생성에 관여하는 BDNF (brain-derived neu-

rotrophic factor)는 비만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아

동보다 비만 아동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21].

BDNF는 운동에 의해 발현의 증가를 보이는데[25,32], 특히

유산소운동은 해마뿐만 아니라 소뇌, 대뇌피질, 척수에서도

BDNF의 증가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운동

과 뇌기능 활성 및 뇌세포 생성 관련인자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유산소운동이 BDNF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운동 강

도가 높을수록 BDNF 농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22].

생활패턴에 따른 BDNF 수준을 연구한 보고에서 일상생활 집

단과 한 달 30회 미만 운동하는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한 달에 30회 이상 운동하는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고 보고 하였고[3], 15분 걷기 운동 시 운동 후 BDNF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38]. 또한, 7명의 건강한 남자를 대

상으로 3개월 동안의 지구력 운동 후 BDNF가 증가하였으며

[33], 13명의 건강한 대상으로 5주간 지구력 순환운동프로그램

을 실시한 결과 BDNF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40].

운동과 뇌기능 활성 및 뇌세포 생성 관련인자에 대한 선행

연구 대부분은 유산소운동이 BDNF의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력 및 근지

구력 향상을 위한 저항운동이 효과적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27,28]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이 포함된 복합운동의 BDNF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복합운동이 비만관

련인자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많으나 BDNF를 비롯한

뇌신경세포 생성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운동의 효과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하다[13,14,16].

이와 같이 운동과 비만의 뇌기능에 대한 관련성이 보고되면

서 인간의 신체활동과 비만이 뇌신경세포 활성과 생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10,15,21,23,34], 운

동 방법에 따라 BDNF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

되었으며[3,30,39], 비만을 대상으로 BDNF의 운동 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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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뇌신경세포 활성 및 생성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진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의 BDNF 개선을 위한 운동 효

과를 검증하고자 12주 복합운동에 따른 신체구성, 혈중지질,

BDNF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를

구한 후 이를 백분위곡선[18]에 적용하여 과체중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85% 이상인 청소년 중 연구 취지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11~13

세 남학생이다. 이들은 최근 6개월 동안 운동 경험이 없고,

과거에 특별한 병력이 없으며 현재 신체 및 정서적인 발달장

애가 없는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

한 18명의 대상자 중 운동군(9명)과 대조군(9명)으로 무선배치

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이, 신장,

체중, BMI에서 그룹 간 차이가 없는 동일집단이다.

신체구성 측정

신장은 하루 중 편차를 고려하여 오전 10시 전에 실시하였

고,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제지방량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측정법(DXA: Lunar prodigy, GE medical, systems,

Waukesha, Wisconsin. USA)으로 측정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검사 전 12시간 동안 심한 운동을 삼가하도록 지시하

였고, 4시간 전부터 식•음료를 금하도록 하였다. 가벼운 옷차

림으로 측정하였으며, 시계와 그 외 신체 부착물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모으고 편안하게 누워 측정하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측정하였다.

혈액분석

뇌세포생성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혈액 채취는 채취 전 10시

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여 익일 오전 8:00에

실시하였다. 채혈은 앉은 자세에서 약 5 ml를 주정맥(cubital

vein)에서 채혈하였으며, 이때 항응고제(ethyl diamine tetra

acetate: EDTA)와 LFT tube로 처리한 진공 채혈관 튜브를 사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EG (n=9) CG (n=9) t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13±0.71

159±10.30

70±12.56

27±2.39

12.78±0.83

159±5.23

72±11.03

27±2.88

0.610

0.087

-0.193

-0.487

Values are the means±SD.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BMI: body mass

index

용 하였다. 채혈된 정맥혈은 상온에서 원심분리기(2,000× g)로

혈청을 분리하여 분석 시까지 영하 70℃ 환경에서 보관하였

다. 혈중지질 분석은 자동생화학분석기(BioSystmes, Co.

Spain)를 이용하여 TC, TG, LDL-C, HDL-C, Glucose를 분석

하였다. 혈청 BDNF (Ab frontier Human BDNF ELISA kit

Catalog # LF-EK5005) 농도 분석을 위해 Multiskan Go

(Thermo. Co. USA)를 사용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Promega, USA) 분석방

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운동프로그램

복합운동은 12주 동안 걷기와 저항운동을 주 3회(월, 수,

금) 실시하였다. 1회 운동은 준비운동 5분, 본운동으로 유산소

운동 20~25분, 저항운동 20~25분, 정리운동 5분, 총 50~60분

동안 실시하였다.

유산소운동 방법인 걷기 운동을 1주일간의 적응과정을 통

해 걷기의 바른 자세 및 동작을 이해하고 익히게 하였으며,

무선심박수측정기인 X-trainer (Polar. Co.)를 이용하여 목표심

박수 범위에서 걷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4주는

55~64% HRmax로 20분간, 5~8주는 65~75% HRmax로 20분

간, 9~12주는 65~75% HRmax로 25분간 실시하였다.

저항운동은 바벨과 덤벨을 이용한 WT (weight training)로

구성하여 12주 동안 WT는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하며,

1회의 WT는 본운동, 정리운동의 단계로 30분 동안 실시하였

다. 운동 강도는 WT 5종목(bench press, arm curl, shoulder

press, squat, leg lunge)의 1RM을 측정하여 측정된 1RM을

기준으로 1~4주는 50~60% RM × 8~10회 × 3 set, 5~8주는

50~60% RM × 10~15회 × 3 set, 9~12주는 60~70% RM × 10~15

회 × 3 set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8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인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사전ㆍ사후 변화량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하여 차이값을 구하였고, 집단간 차이는 in-

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모든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의 BDNF 개선을 위한 운동 효과를

검증하고자 12주 복합운동에 따른 신체구성, 혈중지질, BDNF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신체구성 변화량 차이를 비교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운동군과 대조군의 12주 프로그램에 따른 신체구성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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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hange in body composition

Variable Pre-exe Post-exe diff t

Height (cm)
EG (n=9)

CG (n=9)

159.44±10.30

159.11±5.23

161.84±10.41

161.52±5.36

2.40±0.82

2.41±0.92
-0.027

Weight (kg)
EG (n=9)

CG (n=9)

70.07±12.56

71.11±10.28

69.66±12.33

72.89±11.03

-0.41±1.42

1.78±1.47
-3.216

**

BMI (kg/m2)
EG (n=9)

CG (n=9)

27.21±2.39

27.78±2.60

26.39±2.07

27.82±2.88

-0.81±0.54

0.04±0.96
-2.325*

%fat (%)
EG (n=9)

CG (n=9)

34.27±4.24

38.11±6.87

31.52±4.07

36.97±7.45

-2.74±1.27

-1.14±1.42
-2.517*

Fat mass (kg)
EG (n=9)

CG (n=9)

24.07±5.73

27.44±7.88

21.99±5.11

27.38±8.64

-2.18±1.41

-0.05±1.41
-3.051

**

%LBM (%)
EG (n=9)

CG (n=9)

62.49±4.21

58.77±6.53

65.17±3.95

59.91±7.12

2.68±1.34

1.14±1.38
2.396

*

LBM (kg)
EG (n=9)

CG (n=9)

43.70±7.95

41.46±4.84

45.36±8.32

43.26±5.06

1.66±1.38

1.8±1.14
-0.233

Values are means±SD.

BMI: body mass index, LBM: lean body mass
*: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group by independent t-test
*
: p<0.05,

**
: p<0.01

Table 3. The change of serum lipid and BDNF

Variable Pre-exe Post-exe diff t

TC (mg/dl)
EG (n=9)

CG (n=9)

171.00±32.43

164.78±16.93

161.44±25.27

171.11±18.84

-9.56±21.05

6.33±19.27
-1.670

TG (mg/dl)
EG (n=9)

CG (n=9)

87.22±51.02

78.78±25.58

110.22±57.98

124.33±26.57

23.00±21.19

45.56±35.85
-1.625

LDL-C (mg/dl)
EG (n=9)

CG (n=9)

111.00±21.86

103.11±14.12

104.11±20.57

106.78±19.52

-6.89±14.11

3.67±20.12
-1.288

HDL-C (mg/dl)
EG (n=9)

CG (n=9)

45.56±9.32

47.78±6.72

42.22±5.29

44.89±6.90

-3.33±7.5

-2.89±4.08
-0.156

Glucose (mg/dl)
EG (n=9)

CG (n=9)

78.33±7.11

74.67±7.37

79.33±7.12

80.11±4.20

1.00±9.25

5.44±8.46
-1.064

BDNF (ng/ml)
EG (n=9)

CG (n=9)

33.70±4.14

33.18±3.69

35.75±2.83

33.21±2.94

2.06±4.11

0.03±4.9
0.951

Values are means±SD.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체중(p<0.01), BMI (p<0.05), 체지방률

(p<0.05), 체지방량(p<0.01), 제지방률(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혈청 지질 및 BDNF 변화량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운동군과 대조군의 12주 프로그램에 따른 혈청 지질 및

BDNF 변화량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C는 운동군에

서 9.656 mg/dl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조군은 6.33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LDL-C은 운동군에서 6.89 mg/dl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조군은 3.67 mg/dl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DNF는 운동군에서 2.06 ng/ml 증가하고, 대조

군은 0.03 ng/ml 증가하여, 운동군이 2.03 ng/ml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비만자의 뇌신경세포 생성 및 활성이 낮으며, 운동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2,29,3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의 BDNF 개선을 위한 운동

효과를 검증하고자 12주 복합운동에 따른 신체구성, 혈중지

질, BDNF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체중(p<0.01), BMI (p<0.05), 체지방률(p<0.05),

체지방량(p<0.01), 제지방률(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2주 복합운동이 비만 청소

년의 체중, BMI, 체지방률과 체지방량 감소, 제지방률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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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비만 관련인자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체지방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운동

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발육특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지방이 증가하는 신체적 특성이 있어[17], 자

연스러운 증가를 나타내어야 하지만 운동군 2.71%와 대조군

1.1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대상이 비만 청소년

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조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동

에 의해 비만청소년의 체지방률이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 결과 제지방량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제지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운동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제지방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방을 에너

지원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비

만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5]. 아마도 본 연구

에서 실시한 12주 복합운동 프로그램에 의한 체중 감소와

함께 복합운동에 포함된 저항운동을 통해 운동단위의 활성

증가와 신경근의 협응·동원이 제지방량 증가에 기여함으로

써 체내 단백질 합성의 향상으로 근력의 증가가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TC는 체중과 체지방의 감량 및 식이성 지방

섭취량의 감소와 더불어 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소하고[12], 일정 강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장기간 지속

할 때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 TC는 운동군에서 9.56 mg/dl 감소하였고, 대

조군에서는 6.33 mg/dl 증가하였다. 하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TC는 트레이닝

만으로는 잘 감소하지 않으며 기저농도나 운동기간에도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8], 건강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TC에 유의

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36]. 본 연구 결과에서 연구 대상

의 TC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생․합성과 배설 정도, 효소와 호르몬의 차이[19], 운동 전 TC의

수준, 성별과 식이습관[20]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LDL-C는 운동군에서 6.89 mg/dl 감소하였으

나, 대조군에서는 3.67 mg/dl 증가하여 평균에서 큰 차이를

보이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체중이 감소하고 운동기간과 운동량이 많을

수록 LDL-C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상반된 결과는 운동 지속시간 및 지질농도의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9].

본 연구에서는 HDL-C는 운동군, 통제군 모두 약간 감소하

였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DL-C는 일반적으로 12주 이상 지속되는 장기운동 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35]하고 있지만, HDL-C 농도에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24]. 이처럼 운동 후 HDL-C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HDL-C의 변화는 초기농도와 LPL

및 간 lipase의 활성정도[8], 유전 또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

용[31]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BDNF는 운동에 의해 발현의 증가를 보이는데[32], 특히 유

산소운동은 해마뿐만 아니라 소뇌, 대뇌피질, 척수에서도

BDNF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 BDNF는 12주 복합운동 후 운동군에서는 2.06

ng/ml, 대조군에서는 0.03 ng/ml 증가하여 운동군이 대조군

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집단간 비교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DNF의 운동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운동 후

BDNF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생활 패턴에 따른

BDNF 수준을 연구한 보고에서 일상생활 집단과 한 달 1-30회

운동하는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한 달에 30회 이상

운동하는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3],

15분 걷기운동 시 운동 후 BDNF가 증가하였다[38]. 또한, 7명

의 건강한 남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지구력 운동 후 BDNF

가 증가했으며[33], 13명의 건강한 남자를 대상으로 5주간 지

구력 순환운동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BDNF가 증가하였음

을 보고하였다[40]. 그러나 제2형당뇨인을 대상으로 9개월 동

안 운동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유산소운동군, 저항운동군,

복합운동군 모두에서 BDNF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37]와 비만 남자는 비만 여자보다 운동에 의해 변화되는

BDNF 민감도가 낮다는 보고[39]를 볼 때 연구 대상자가 비만

또는 당뇨인이거나 성별에 따라 운동에 의해 BDNF가 증가하

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12주 복합운동 후 운동군의 BDNF 평균이 대조

군보다 많은 증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대상자가 비만 또는

당뇨인이거나 비만 남자 청소년 일 경우 운동에 반응하는 민

감도가 낮아 평균은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 차이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12주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남자 과체중 및

비만청소년의 체중, BMI, 체지방률과 체지방량 감소, 제빙

방률 증가와 같은 신체구성은 개선시킬 수 있으나 혈중 지

질 및 BDNF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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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복합운동이 과체중 및 비만청소년의 신체구성, 혈중지질 및 BDNF에 미치는 영향

신석민․김철형*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데 이중에서도 뇌신경세포의 활성 및 생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의 BDNF 개선을

위한 운동 효과를 검증하고자 12주 복합운동에 따른 신체구성, 혈중지질, BDNF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 18명을 복합운동군 9명, 대조군 9명으로 무선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계

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보이며 체중(p<0.01), BMI (p<0.05), 체지방률(p<0.05), 체지방량(p<0.01)이 감소하고, 제지방

률(p<0.05)이 증가하였다. 또한 TC와 LDL-C의 평균은 운동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고,

HDL-C는 두 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BDNF의 평균은

운동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12주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과체중 및 비만 남자 청소년의 체중, BMI, 체지방률, 체지방량, 제지방률은 개선시킬 수 있

으나 혈중 지질 및 BDNF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12주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과체중 및 비만 남자 청소년의 체중, BMI, 체지방률, 체지방량, 제지방률은 개선시킬 수 있으나 혈중

지질 및 BDNF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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