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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에이드 운동이 스트레스 물질인 활성산소와 젖산량 축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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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운동을 해 자동으로 붕어운동을 할 수 있다. 발목을

Ⅰ. 서 론

기준으로 온몸을 밀고 당겨주며 좌우운동이 진행되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의 유산소 운동효과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볼 수 있다. 넓은 사이즈로 2명이 함께 할 수 있으며 혼자
서 할 경우 다리 폭을 넓혔다 줄였다 하며 운동의 강도를

우리들의 신체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나

조절 할 수 있다. 헬스에이드는 베개의 위치에 따라 온몸

신체적으로 많은 긴장이 되어있다. 평소에 쓰지 않는 근

구석구석 운동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허리, 등, 복부

육을 이용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긴장된 근육들이 활발

등 원하는 곳에 베게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평소 많이 움

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직이지 않았던 부위를 흔들고 마사지하는 효과를 볼 수

보다 효율적인 신체활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운

있다. 또한 성장판 자극으로 성장기에 키 크는데 도움이

동(warm-up)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는 정리운동(cool-

된다.

down)을 통해 활발해진 신체기능을 서서히 낮춰 마무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그 필

리하고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주는데 근육의 온도가

요성이 입증되고 있다(Frank, 1983; 김광영, 1991).준

높을 때의 스트레칭은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이다(허일

비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본

웅, 1978; 조명진 등, 2002).

운동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어주며(Asmussen, & Boje,

헬스에이드(MFB-100, Modern-tech, Korea)는 니시
의학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거쳐 특허 받은

1970), 정리운동은 축적된 젖산을 혈액을 통해 골격근에
서 제거되겠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Albert. 1965).

제품으로 자연 생체치유력이 탁월한 금어, 모관 운동을

신체활동은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힘들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게 개발된 건강 운동 기구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대사과정을 통하여

이다.

인체에 각 종 부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혈중 젖산 농

헬스에이드는 누워서 다리만 올려놓고 있으면 기기가

* mw9841@wsu.ac.kr

도는 운동 강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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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젖산은 운동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시간대로 운동을 시켰을 때 활성산소와 혈중의 젖산과

있으며(김남익, 2005; 신원, 2003), 특히 산소가 결핍된

혈당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운동

조직에 산소가 다시 섭취되는 동안 지질막의 과산화작용

이 체내에 스트레스성 물질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은 세포의 기능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온다(Alessio et al.,

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1988A; 1993B).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동안 혈류의 재분배와 함께

Ⅱ. 연구 방법

일부 조직들은 저산소 현상이 나타나고, 재관류와 관련
되어 과산화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연구 대상

며(Lovlin et al., 1987), 또한 활성산소(oxygen free radical)에 의한 막의 과산화작용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
소로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본 연구는 W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젊은 남성 36

(Cooper et al., 2002) 노화의 주된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신체적 특징은 <표 1>과

있다. 운동 중 증가된 산소섭취량에 의해 안정시와 비교

같다.

하여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10~15배 증가된다고 보고되

2. 실험 절차

었으며(Alessio, 1993; Davies et al.,, 1982; Kanter et al.,
1993) 운동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운동 프로그램

운동방법은 두 팔을 목 뒤에서 깍지 끼고 똑바로 누워
발끝을 당긴 채 마치 붕어가 유영하듯 허리와 둔부를 좌

본 실험은 W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연

우로 흔들어 주어 척추 신경 압박과 마비를 풀어 척추를

구 대상자는 실험 1시간 전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충분한

바르게 하고 신경기능을 정상화 시켜 혈액순환을 순조롭

안정을 취하였다.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운동이 활성산소

게 하는 운동이고 모관운동은 팔과 다리를 진동시킴으로

농도, 젖산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심장에서 혈액 유출 및 유입을 빠르게 하여 혈액순환을

위하여 통제군 (2개군, Group I = 준비운동·정리운동

원활히 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없는 군(n=12), Group Ⅱ = 트레드밀을 이용한 준비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산소운동을 실시하기 전의 준

동·정리운동 군(n=12))과 실험군(1개군, Group Ⅲ =

비운동과 실시한 후의 정리운동에 헬스에이드로 다양한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준비운동·정리운동 군(n=12)으

표 1. 신체적 특징
Age

Height

Weight

BMI

Fat mass

(yrs)

(㎝)

(㎏)

(㎏/㎡)

(㎏)

(㎏)

Group I

20.83

174.18

75.50

24.83

15.41

60.08
±7.45

Group

Fat free mass

(n=12)

±2.86

±3.38

±10.97

±3.14

±3.68

Group II

21.67

174.05

70.81

23.43

11.58

59.25

(n=12)

±3.56

±4.29

±4.31

±1.86

±2.23

±3.29

Group III

20.67

172.61

73.03

24.53

14.21

60.96

(n=12)

±2.34

±2.32

±5.49

±2.10

±2.32

±4.30

Group I: no warm-up and cool-down
Group II: warm-up and cool-down on the treadmill
Group III: warm-up and cool-down with Health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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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항목 및 방법
1) 활성산소 농도 측정
활성산소 농도(Oxygen free radical)는 활성산소 측
정기(CALLEGARI, Italy)를 통해 안정 시, 준비운동 직후,
본 운동직후, 정리운동 직후, 총 4회에 걸쳐 채혈하여 측
그림 1. Health Aid 운동기구

정하였다. 검사방법으로는 란셋을 이용하여 손가락 상
단부분에서 20㎕를 채혈한 후 준비된 모세관의 빈공간

로 구분하여 30분 동안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없이 묻어나지 않도록 담고, 산성(pH 4.8) 용액이 들

본 운동은 점증적 최대하 운동부하로 여유심박수의

어있는 중탕 속에 넣어서 흔들어 섞은 후 혼합한 용액

65%에 해당하는 목표심박수를 산출하여 30분 동안 트

을 큐벳에 옮겨 넣는다. 이 큐벳에 시약(색원체 : N,N-

레드밀에서 운동을 실시하였다(ACSM, 2009).

diethylprapenylen-diamine) 50㎕을 떨어뜨려 마개를 닫

활성산소 농도, 젖산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은 안

고 혼합 한 뒤 원심분리기에 1분간 돌려 그대로 광도계

정 시, 준비운동 직후, 본 운동 직후, 정리운동 직후, 총 4

에 5분간 분석하여 활성산소 수치를 자동 출력하였다.

회에 걸쳐 채혈하였다.

단위는 FORT unit(F.U.)으로 나타내었다.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실험군의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은 헬스에이드 운동기구 본체에 피험자의 발목 사이를

2) 젖산 농도 측정

좁게 하여 올려 놓았다. 연구 대상자의 몸통은 바닥에 편

젖산 농도는 젖산분석기(YSI-2300 STAT Plus, USA)

안히 누운 자세를 취하고 엉덩이와 허리사이에는 이지

를 이용하여 안정 시, 준비운동 직후, 본 운동직후, 정리

튜브를 사용하여 붕어운동과 모관운동이 자연스럽게 유

운동 직후, 총 4회에 걸쳐 채혈하여 측정하였다. 세부적

발되도록 하였다. 운동 동안에는 피험자 몸의 힘을 최대

인 검사방법으로는 란셋을 이용하여 손가락 상단부분에

한 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준비운동(15분), 정리운동

서 20㎕를 채혈한 후 준비된 마이크로 적혈구백분율 모

(15분)에 실시되었다.

세관(Micro Hematocrit Capillary Tube)에 기포가 발생하

이에 반해, 통제군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없이 본 운
동 30분을 실시하였다.

지 않도록 담고, 적절한 pH를 유지하도록 하여 그 분해
과정을 전기적 분석이 가능한 효소막이 처리된 막을 이
용해서 측정하였다. 시료에 의해 확산된 젖산이 반응과
정을 거쳐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고, 과산화수소가 막의

표 2. 운동방법
Group

Warm-up

Exercise

Cool-down

Health Aid exercise

Warm-up & Cool-down
duration

Group Ⅰ
(n=12)

-

Treadmill

-

-

-

Group Ⅱ
(n=12)

Treadmill

Treadmill

Treadmill

-

-

Group Ⅲ
(n=12)

Health Aid

Treadmill

Health Aid

10cm

30minutes

warm-up & cool-down duration was respectively15minutes.

772

김명화·변재종·이규상·정일규·안수경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층을 통과하면 전자를 발생시키

값은 <표 3>와 같다. 활성산소는 집단과 시점 간 교호

며 전자는 양극에서 염화은과 반응토록 되어있다. 이러

작용이 나타났다(F=7.025, p<.001). 아울러, 활성산소

한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의 정도를 숫자화 하여 젖산 농

는 집단 간, 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998,

도를 자동 출력하여 기록하였다.

p<.013, F=191.719, p<.001).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
시한 결과<그림 2>, 활성산소는 각 집단 간 안정 시 시

4. 자료처리

점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p<.757), 준비
운동 직후(p<.001), 본 운동 직후(p<0.02), 정리운동 직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처리는 통계 프

후(p<.001) 차이가 나타났다. 준비운동 직후에서 활성

로그램 SPSS ver 20.0(IBM Ltd. New york, USA)를 이용

산소는 Group I과 Group Ⅲ보다 Group Ⅱ에서 높게 나

하여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결과 값을 평균과 표준편차

타났다(p<.05). 본 운동 직후에서 활성산소는 Group Ⅲ

로 제시하였다. 운동 형태와 측정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

보다 Group I에서 높게 나타났다(p<.05). 정리운동 직

석하기 위하여 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

후 활성산소는 Group Ⅱ보다 Group I에서 높게 나타났

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 운동형태, 측정시기 별 개별해

으며(p<.05), Group Ⅱ는 Group Ⅲ보다 높게 나타났다

석을 위하여 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와

(p<.05). 아울러, 시점에 대한 변화를 검토한 결과<그

Bonferroni’s post-hoc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수치는

림 2>, Group I에서 활성산소는 안정시와 준비운동 직

유의수준 a=.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5), 본 운동 직후,
활성산소는 안정시와 정리운동 직후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1). Group Ⅱ에서 활성산소는 안정시보다 준비

Ⅲ. 결 과

운동 직후(p<.05), 본 운동직후(p<.001) 높게 나타났지
만, 정리운동 직후(p<.05)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본 연구는 건강한 젊은 남성 36명을 대상으로 헬스에

다. 아울러, Group Ⅱ에서 활성산소는 준비운동 직후와

이드 운동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 적용 시 활성산소

정리운동 직후보다 본 운동직후 높게 나타났다(p<.001).

와 혈중 젖산 농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Group Ⅲ에서 활성산소는 안정시보다 각 시점에서 높게
나타났다(p<.05). 아울러, 본 운동 직후, 활성산소는 안

1. 활성산소 변화

정시, 준비운동 직후, 정리운동 직후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1).

헬스에이드 실시유무에 따른 활성산소에 대한 결과
표 3. 활성산소 변화
Variable

Oxygen Free
Radical
(F. U)

Group

pre-warm up

post-warm up

post-exercise

post-cool down

Group Ⅰ

223.17

227.92

284.25

276.92

(n=12)

±11.26

±4.10

±7.85

±18.80

Group Ⅱ

219.42

246.92

280.50

262.83

(n=12)

±26.02

±16.74

±9.99

±6.75

Group Ⅲ

217.83

233.67

272.17

259.58

(n=12)

±12.60

±10.73

±13.20

±7.66

Values are mean, ±SD; ns: non-significant, *: p<.05.

Sig.

P

Group

.013*

Time

.001*

Group×Tim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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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혈중 젖산농도변화

: p<.001, 집단 간 차이

2. 혈중젖산농도 변화

*: p<.05, **: p<.001, 시점 간 차이, : p<.05,

: p<.001, 집단 간 차이

Ⅱ에서 혈중젖산농도는 본 운동 직후 안정시와 준비운
동 직후 증가하였으며(p<.001), 정리운동 직후 감소하

헬스에디드 실시유뮤에 따른 혈중젖산농도에 대한 결

였다(p<.05). Group Ⅲ에서 혈중젖산농도는 안정시와

과 값은 <표 4>과 같다. 혈중젖산농도는 집단과 시점

준비운동 직후 유의한 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p<.05),

간 교호작용이 나타났다(F=474.701, p<.001). 아울러,

본 운동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아울러,

활성산소는 집단 간, 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Group Ⅲ에서 혈중젖산농도는 정리운동 직후 유의하게

(F=3.451, p<.044., F=474.701, p<.001). 이에 대한 사

감소하였다(p<.05).

후검증을 실시한 결과(그림 3), 혈중젖산농도는 안정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p<.966),

Ⅳ. 논 의

준비운동 직후(p<.001), 정리운동 직후(p<.001)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혈중젖산농도는 준비운동 직후
Group Ⅲ보다 Group 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5),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운동은 운동을 행하는 많은 사

정리운동 직후 혈중젖산농도는 Group I보다 Group Ⅱ

람들에게 생리적 변인들의 개선과 더불어 운동 후 축적

와 Group Ⅲ에서 낮게 나타났다(p<.05). 아울러, 시점에

된 피로무릴의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운동

대한 변화를 검토한 결과<그림 3>, Group I에서 혈중

강도가 강할수록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 되는 것으로

젖산농도는 본 운동 직후 안정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아 운동처방시 운동강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p<.001), 정리운동 직후 낮게 나타났다(p<.05). Group

주고 있다.

표 4. 혈중젖산농도 변화
Variable

Lactate
(mmol/dl)

Group

pre-warm up

post-warm up

post-exercise

post-cool down

Group Ⅰ

2.33

2.35

8.58

5.77

(n=12)

±0.57

±0.43

±1.36

±0.76

Group Ⅱ

2.34

4.83

8.66

3.76

(n=12)

±0.61

±0.83

±0.70

±0.53

Group Ⅲ

2.28

2.96

8.40

4.26

(n=12)

±0.53

±0.59

±0.61

±1.11

Values are mean, ±SD; ns: non-significant, *: p<.05,

Sig.

P

Group

.044*

Time

.001*

Group×Tim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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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인한 손상의 증가 이유 중 하나는 준비운동

데, 이 때 혈액이 재 관류하면서 유해산소가 가장 많이 발

과 정리운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생하게 된다고 하며 이 때 발생한 유해산소가 세포를 공

수 있다. 건강증진 혹은 체력강화를 위해 어떠한 운동프

격하여 유전자에 상처를 입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그램을 하더라도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등의 세

지질의 과산화화(lipid peroxidation)는 세포막에서 지

단계로 구성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체

속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작용으로 불포화지질의 산화적

계적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활성산소(oxygen free

손상을 의미하며 이 반응이 극심한 경우에는 다양한 질

radical)는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된 산소가 산화과정

병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과

에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과정에서 생성되어 생체조직을

산화화 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로 유해

항산화효소(antioxidative enzyme)가 풍부한 음식을

산소라고도 한다.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위한 충분한 에

섭취하는 것은 암이나 심장병 등의 발병가능성을 줄여

너지(ATP)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간은 주로 탄수화물과

준다고 생각되어왔으며 항산화효소가 신체의 노화현상

지방의 대사에 의존하는데, 탄수화물은 세포 속에 산소

을 지연시킨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Free radical의 형성

가 충분할 때 훨씬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며 특히 지방은

과 그에 따르는 지질의 과산화화(lipid peroxidation)는

세포 속에서 산화되어야만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

운동시에 일어나는 산소섭취량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

이와 같이 인간은 세포 속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살

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산화효소가 풍부한

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체내

음식을 섭취하면 운동 중에 생산되는 과산화물을 해독

산소대사의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유해산소 또는 활성산

시키고 아주 격렬한 운동에 의하여 야기되는 근육손상

소라고 부르는 자유유리기(free radical)가 생겨난다.

의 정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유유리기란 짝지어지지 않은 전자를 가진 물질을 말

이와 같이 항산화효소는 유해산소(free radical)가 생기

하며 이것은 반응성이 아주 강하고 그 수명이 아주 짧은

면 이를 즉시 제거하므로 운동을 하여 산소소비량이 증

데, 정상적인 산소는 우리 몸에서 약 100초 이상 머무르

가하여 체내에 유해산소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유해산소

는데 반하여 Superoxide(O2-), hydroxyl oxygen 등 유해

의 증가량 이상으로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항산화효소

산소는 1백만-10억분의 1초 동안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

의 분비가 촉진되어 장기적인 체력훈련은 세포의 노화방

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유해산소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주

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분인 지질의 과산화현상을 일으켜서 세포막을 파괴하

활성산소는 생체 내에서 이물질에 대한 방어 시스템의

고 신호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적혈구를 파괴하기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외부에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한다(Gutteridge et al., 1986; Halliwell et al., 1989).

나 유독 물질 등이 침입해 왔을 때 생체내 면역세포에서

McCord, & Fridovich, et al. (1969)의 연구에서 정상적

만들어진 마크로 파지라고 불리는 식세포가 이들을 인식

인 호흡 시에 25개의 산소분자가 환원될 때마다 1개의 유

하여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마크로 파지는 활성산소를

해산소(free radical)가 생성되며, 체온이 상승되고 에피네

이용 하여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인은 농약

프린의 농도가 증가하면 유해산소의 형성이 증가된다고

이나 식품첨가물, 자외선, 배기가스 등의 대기오염, 흡연,

보고했고, 하루야마 시게오(1996)가 쓴 ‘뇌내혁명’에서는

스트레스 등 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활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면 부신수질에서 노

성산소를 몸속에 지닐 수밖에 없다. 활성산소가 몸속 에

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갑자기 모세혈관이 수축하여

서 과잉으로 늘어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는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 생체조직을 공격하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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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인 결과를 초래한다. 활성산소, 질병 그리고 노화 여러 연

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 면역능력이 향상

구자들은 활성산소가 성장인자의 신호 전달이나 세포사

되어 그 흔한 감기에도 쉽게 걸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과

멸과 같은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전령역할을 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 체력과 환경에 적절한 지구성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

활성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Bast et

준히 해야 한다.

al., 1991; 김성수 외, 1997).

준비운동·정리운동 후에 활성산소의 변화에서는 헬

산소 호흡과정 동안 또는 공기오염 등의 외부 요인에

스에이드를 이용한 정리운동이 정리운동을 하지 않거나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구성 성분들 인 지질, 단백

트레드밀에서 정리운동을 하는 것보다 활성산소의 수치

질, 당, DNA 등에 대하여 비선택적, 비가역적인 파괴 작

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준비

용을 한다. 활성산소로 인한 지질과산화 반응 결과 생성

운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헬스에이드

되는 체내 지질 과산화물은 세포에 대한 산화적 파괴로

를 이용한 준비운동·정리운동 후에 젖산 농도의 변화

인한 각종 기능장애를 야기함으로써 각종 질병의 원인

에서도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정리운동이 정리운동을 하

이 되기 도 한다. 또한 활성산소로 인한 DNA손상은 염색

지 않거나 트레드밀에서 정리운동을 하는 것보다 젖산

체 복제 과정 중 돌연변이를 유발함으로써 암 등 의 원인

농도의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헬스에이드를

이 될 수도 있다. 뇌졸중, 파킨슨씨병 등 의 뇌질환과 심

이용한 준비운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질환, 동맥경화, 당뇨병 등의 성 인병, 간염, 신염, 위궤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준비운동·정리운동 후에 포도당

양, 십이지장궤양,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성 피

변화에서는 헬스에이드를 이용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부염과 백내장, 류 마티스, 그리고 기미, 주근깨에 이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까지 대부분의 질병이 활성산소와 이로 인한 생체내

현재 진행된 연구는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헬스에이드 운동을 적용시켰지만 추후 연구에서 장기적

(Dekkers et al., 1996; Carole 등, 2000).

인 헬스에이드를 준비운동·정리운동에 적용시키거나

이와 같이 활성산소는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등 성인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에 헬스에이드 운동을 적용한다

병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고

면 또 다른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부에 주름

운동 시 젖산의 생성이 증가하면 혈당은 정상을 유지

이나 검버섯이 생기는 노년 의 징후나 눈이 침침해지는

하고 극도의 피로가 올 때까지 운동을 하면 혈당함량은

노안의 진행에도 활성산소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것

정상보다 10-66%까지 오르는데 이는 운동을 시작한지

이 여러 연구로부터 밝혀지고 있다.

10~40분에 나타나서 운동을 정지하더라도 그 후 5-10

일반인들이 관심있는 운동과의 관계에 관하여 지금

분 동안 계속 높다. 그러나 3분 이내로 극도의 피로를 가

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

져오는 운동에서는 혈당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 적당한

자기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항산화효소의 분비량

운동인 경우 간에서 나오는 당분으로 혈당의 평형을 이

에 변화가 없지만 개인의 운동능력에 맞는 운동을 규칙

룰 수 있지만 심한 운동이면 글루카곤의 분비로 혈당함

적으로 장기간 동안 실시하면 항산화효소의 분비가 촉

량을 높여 주기 때문에 휴식 시 당분의 소비가 감소함으

진된다는 것이다(Lambertucci et al., 2007). 이 사실은 과

로 인해 혈당함량이 얼마 동안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

격한 운동을 일시적으로 하면 인체의 면역능력이 저하

하게 된다. 그러나 격한 운동으로 무산소 반응이 일어나

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개인에게 적절한 강

며 글루카곤의 기능 발휘시간이 짧아 수요에 따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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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여 혈당 함량은 감소하게 된다.

에 의하면 산소 소비량이 2ℓ/min이상인 운동에서 급격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3kg 이상 되는 머리를

히 증대하며 올 아웃에서는 100㎎/㎗ 이상에 이른다고

척추의 한 부분인 목뼈가 지탱해야 하고, 허리부위에 있

한다. 운동 후의 수분간은 높은 값을 보이나 이후 서서히

는 척추는 체중의 60%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 혈액의 당

감소되어 정상값으로 되돌아간다.

분은 근육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 직접적으로 신

근육 중의 젖산이 300㎎/㎗ 이상에 이르면 혈액 pH

속하게 사용되는 연료이다. 정상상태에서 혈당은 혈액

를 저하시켜 호흡 촉박, 이산화탄소의 과잉 배설을 일으

100㎖에 당분이 약 70~100㎎ 정도 함유되어 있다. 운동

켜 근육 운동은 불가능해진다. 운동량이 일정한 경우에

을 하면 강도에 따라 혈당함량이 증가되지만 에너지 소

는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젖산 처리 능력

비가 계속되면 점차 감소한다. 심한 운동시 혈당함량은

이 크기 때문에 혈중 젖산치는 낮다. 따라서 전신 지구성

혈액 100㎖ 중 244㎎까지 증가한다. 혈당함량이 많아지

의 트레이닝은 일정 운동 부하시의 젖산치를 낮추는 작

면 근육이나 간 속에 글리코겐(glycogen)으로 저장이 되

용이 있다. 운동 중에 만들어진 젖산은 산소 부채의 일부

는데, 이 근육 내의 글리코겐은 무산소(anaerobic)성 운

를 형성하고, 운동 후에 유산소적으로 처리된다.

동하에서 젖산으로 변화한다. 심한 운동으로 혈당의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된 헬스에이드 운동이 준비

량이 난아지면 간에서부터 재공급을 받는데 이 때 글루

운동에 실시될 시, 피로감 없이 본 운동을 충분히 실시

카곤(glucagon)의 분비가 필요하다. 인슐린(insulin)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정리운동에 적용 될

당분공급을 제어하기 때문에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상극

시, 본 운동에 따른 축적된 젖산과 활성산소 제거에 효과

호르몬으로서 혈액 내 당분량의 평형을 이루게 한다. 운

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 중 혈액 내 글루코스(glucose)나 저장된 글리코겐이
많이 소비되더라도 혈당함량은 비교적 평형을 이룬다.

Ⅴ. 결 론

운동 중 생성된 젖산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변하는데
이를 코리 사이클(cori cycle)이라고 한다. 이 코리 사이
클은 당분의 평형이 깨지는 것과 함께 사이클 과정이 빨
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Carrier, 1982).

본 연구는 헬스에이드 운동이 스트레스 물질인 활성산
소와 젖산량 축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무산소(anaerobic) 운동하에서 글루코스가 분해하면

1. 헬스에이드 운동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 실시할

젖산이 생기고 이는 산화되거나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된

시 운동으로 증가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다. 만일 산소가 충분치 못해 젖산의 충분한 산화가 이

타났다.

루어지지 못하면 젖산은 혈액 내로 들어간 다음 간으로

2. 헬스에이드 운동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 실시할

운반되고 간에서 글리코겐이 재합성된다(Astrand et al.,

시 트레이드밀 달리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만큼 젖산

1977; Davies et al., 1982).

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이며, 안정시 혈액 중 10~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어운동·모관

20㎎/㎗ 정도 존재한다.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

운동 기구인 헬스에이드 운동은 정리운동에 적용시켰을

경에서는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여 위에서 말한 젖산처

시 운동으로 증가된 활성산소와 젖산 축적을 감소시키

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 중에 축적되고, 이것

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운동방법인 것으

이 혈액 중에도 나타나서 혈중 젖산 농도가 높아진다. 혈

로 생각된다.

중젖산은 운동이 심할수록 높아지는데 Margaria (1933)

헬스에이드 운동이 스트레스 물질인 활성산소와 젖산량 축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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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Stress Substances in Free Radical and Lactate Accumulation
by the Healthaid Exercise
Kim, Myung-Wha·Byun, Jae-Jong·Lee, Kyu-Sang·Jeong Il-Gyu·Ahn, Su-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stress substances in free radical and lactate accumulation by the Healtaid exercise. 36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Group
Ⅰ(n=12): no-healthaid exercise during warm-up and cool-down, Group Ⅱ(n=12): treadmill running instead
of healthaid exercise during warm-up and cool-down, Group Ⅲ(n=12): healthaid exercise during warmup and cool-down). Treadmill running exercise consisted of 65%HRR, 30minutes running and warm up and
cool down running exercise consisted of 45%HRR, 15minutes walking on the treadmill. Blood sample obtained
rest, post-warm up, post-exercise, post-cool down. Collected date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 PC win
20.0(USA, IBM, NY) and two-way repeated ANOVA were used to analyze data. Bonferroni’s method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 as a post-hoc analysis. Statistical level was set up as α=.05.
The result of free radical in Group Ⅲ was less than Group Ⅱ at post-warm up and post-cool down(p<.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ost-exercise. the result of lactate accumulation in
Group Ⅲ was less than Group Ⅰ at post-warm up and post-cool down(p<.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lactate accumulation between Group Ⅱ and Group Ⅲ at post-cool down.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healthaid exercise for warm up and cool down would be positive method in order to eliminate
free radical and lactat accumulation..
Key Words：bulimia nervosa, exercise program, body weight, physical strengt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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