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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침운동과 저녁운동에 따른 인체의 항산화관련 요인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20대 대학생을 대상
으로 12주간 저항성 서킷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전‧후 항산화관련 요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SOD는 아침운동집단(MEG)과
저녁운동집단(EEG)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p<.05), 사후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MDA
는 아침운동집단(MEG)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p<.001). 사후 집단간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따라서 고강도의 운동은 아침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이 저녁시간대에 실시하는 것보다 인체의 산화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 of blood antioxidants and antioxidant–related factors according to
morning and evening exercise in 20’s male college students. In results, superoxide dismutase(SOD)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by
circuit training in both morning exercise group(MEG) and evening exercise group(EEG). there was no significant in after between
group. MDA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by circuit training in both morning exercise group(MEG) and evening exercise
group(EEG). there was significant in after between group Therefore, movement of the intensive exercise is considered to be
performed in the morning time zone on more negative impact on the oxidative stress than the evening tim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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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며, 산화된 지질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Sachdev & Davies, 2008; 박
윤진, 2013). 또한 활성산소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강도 또는 운동량을 모르

기 위한 항산화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효소계와 비

고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효소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Superoxide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

dismutase(SOD) 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표되고 있다. 운동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지표로서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우리

질병을 예방한 다고 알려져 있으나 고강도 운동

몸의 생리적인 방어기전의 항산화 체계 중 하나이

시에는 안정 시에 비해 에너지 대사가 촉진되고

다(Ji, 1993; 엄우섭, 2004). 이러한 항산화효소의 활

체내 산소소비량이 증가되어 산화적 스트레스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운동인데, Satoshi

(oxidative stress)를 발생시킴으로써, ROS (reactive

et al. (1989)은 규칙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탈진

oxygen species)를 증가시키고 항산화 방어(anti-

운동을 할지라도 항산화 방어능력이 증가되어 혈

oxidant defense)체계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중 과산화지질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오유성 등

(Gomez-Cabrera, Domenech & Vina,2008). 항산화

(2013)은 유산소 운동이 체내 항산화 체계를 향상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각 조직에 존재

시켜 활성산소로 손상된 심혈관계 기능을 정상화

하면서 대사과정에 의해 자유유리기와 활성산소를

하고 세포 손상을 줄 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제거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저하시키기 위해 생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트레드밀 운동

성이 증가하게 된다(Ji, 1993; 문종일 등, 2012). 고

후 SOD, MDA도 증가해 유산소 운동과 MDA에 관

강도 운동시 발생되는 활성산소는 지질성분을 비

한 다른 견해를 보고하기도 하였다(이규형, 2007).

롯하여 DNA, 효소단백과 각종 세포구성 물질의 산

그러나 격렬한 운동은 과산화지질을 증가시켜 활

화적 손상을 가져와 질병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보

성산소 의 생성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엄우섭(2004)

고었다(Sawa, Akaike & Maeda, 2000). 또한 노화와

은 유산소성 운동 시 운동강도가 높을수록 MDA가

관계가 깊은 산화스트레스는 세포고사를 유발하는

증가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정덕조, 정성태(1999)는

주요인자이며, 세포내 미토콘드리아가 apoptosis의

지질 과산화물인 MDA는 체내에 축적되어 운동수

억제와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

행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젖산과 비슷한 작용

려져 있다(Fukuo, 2002; 윤병곤 등, 2009).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성인 남성을 대상

이처럼 산소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운

으로 한 연구에서는 65%HRmax의 중강도 운동집단

동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운동

과 50%HRmax의 저강도 운동 집단으로 나누어 10

이 고강도의 격렬한 형태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경

주간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한 결과 저강도 운동집

우에는 흡수된 산소의 소량이 여러 중간 매개체(O

단과 중강도 운동집단 모두 운동전에 비해 유의하

2․,H2O2,․OH)로 전환되어 인체에 악조건을 초래한

게 낮은 MDA 농도를 나타내었고(박득경, 2008), 박

다. 활성산소가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공격하

해진(2001)의 연구에서는 흰 쥐를 저강도 운동 집

면 지질과산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활성산소에 의

단과 고강도 운동 집단으로 나누어 8주간 트레드

해 형성된 또 다른 자유기(freeradical)로 짧은 작용

밀운동을 시킨 결과 MDA는 고강도 운동 집단과

시간을 갖는 활성산소와는 달리 작용시간이 길어

저강도 운동집단 모두에서 8주간의 운동 전·후에

세포막과 내부까지 침투해 세포를 상하게 한다(임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SOD의 활성

근형, 2008).

도는 저강도 운동 집단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나타

활성산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냈다. Lovlin et al.(1991)은 지질과산화물형성에 운

서도 Malondialdehyde(MDA)는 과산화지질에 해당되

동의 강도와 시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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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산소섭취량의 40%와 70%에서 운동 시 혈장 지질과
산화가 감소하는 반면 최대산소섭취량 100%에서는
운동 후 증대한다고 보고하였다. 성장기의 흰 쥐를

1. 연구 대상

대상으로 운동 강도를 달리하여 12주간 유산소 운
동을 시킨 윤진환 등(2005)은 모든 강도의 운동 집
단이 자연노화 후에도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항산
화활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렇듯 운동 강도와 항산화 시스템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중강도나 저강도보다는 고강도에서 항산화효소의
활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고강도의 운동은 항
산화 시스템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만 고강
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와 같은
환경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운동강도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운동시간대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최근 아침운동과 저녁운동과 같이 운동시간대
별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침공복상태의 운동은 혈
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이해
지방조직에 지질 동원을 촉진함으로서 체중조절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Y대학 남학생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
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는 체지
방률 20%이하 20대 초반 남성을 아침운동집단
(MEG) 20명, 저녁운동집단(EEG) 20명, 총 40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

1.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

변인 나이
(yrs)
집단

신장
(cm)

체중
(kg)

M SD
체지방율 제지방량
(%)
(kg)

MEG
(n=20)

22.65
±.87

178.55
±5.83

71.36
±9.04

15.01
±4.48

34.17
±3.71

EEG
(n=20)

22.40
±.59

176.30
±5.10

71.12
±5.59

15.21
±3.45

34.04
±2.57

MEG: morning exercise group
EEG: evening exercise group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과(Derave et al, 2007). 반
면 저혈당으로 인한 신경증적 증상 및 피로를 유
발하는 주장과 제지방량의 유지 증진과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Bergström et al., 1967).
한편 Ji(1995)는 오후 7시 이후 운동을 하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호르몬이 증가되고
몸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각성
도를 높여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며 저녁 운동 시에는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보고하
였다. 이렇듯 아침운동과 저녁운동이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동
시간대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운동수행 시간대별 저
항성 서킷 트레이닝을 통해 혈중 SOD와 MDA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실험 설계
1) 저항성 서킷 트레이닝
모든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은 12주간 주 4회의
빈도로 고강도 저항성 서킷트레이닝을 실시하였으
며,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50분, 마무리 운동 10
분, 총 70분으로 구성하였고, 경기도 Y시 F 피트니
스 클럽에서 운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시작 전 각 운동종목별 실험대상자의 1RM을
간접추정식[1RM=W0+(W0×0.025×반복횟수)]에 대입
하여 측정하였으며 (Kraemer et al., 1987), 6주차에
1RM을 재검사하여 변화된 근력을 반영하였다.
측정된 1RM을 활용하여 12주간 저항성 서킷 트
레이닝의 강도를 설정하였다. Gettman & Pollock
(1981)에 의해 고안된 서킷 저항 훈련을 변형하여
실시하였고, 저항성 서킷 트레이닝의 종목의 수는
상체부위 3종목, 하체부위 4종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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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2주 서킷 저항 훈련 프로그램
운동순서/시간(min)
준비운동(10min)

운동종목
걷기, 스트레칭
1. Bench press
2. Leg extension
서킷 저항 훈련

본운동(50min)

3. Let pull down
4. Leg curl

8종목 순서

5. Arm curl(dumbbell)
6. Standing Calf rase
7. Press down(Triceps)
걷기, 스트레칭

정리운동(10min)

트레이닝

종목의

extension,
curl(dumbbell),

순서는

5~8 weeks
(70%RM, 14 repetition, 2set)
9~12 weeks
(80%RM, 10 repetition, 2set)
-

하였다. 측정 12시간 전 격렬한 운동을 금지시켰으

Let pull down, Leg curl, Arm

며, 측정 1시간 전 수분섭취를 금지시키고, 소변을

Calf

press,

1~2 weeks
(60%1RM, 17repetition, 2set)

Leg

Standing

Bench

운동강도/반복횟수/순환
-

rase,

Press

보도록 하였다.

down(Triceps)의 순서로 진행하였다<표 2>.
또한 집단 간 운동량을 동일화시키기 위해 운동

2) 항산화관련 요인(SOD, MDA) 분석

량을 255kJ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운동량 산출

항산화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혈액채

을 위해 무게가 움직인 거리를 기록하여 공식[일량

취는 오전 9시에 주정맥에서 10ml을 채취하였고,

(J)= 들어올린 무게(kg)×반복횟수×세트×9.8×움직

이때 혈액채취 전 12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하였다.

인 거리(m)]에 대입하여 동일한 운동량에 의한 반

사후 채취는 모든 실험이 종료된 후 1일간의 휴식

복횟수를 산출하였다. 저항 운동의 강도는 1~2주

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채취하였다.

(적응단계)는 60%1RM, 반복횟수 17회, 3~8주(향상

채취한 혈액은 원심분리기(HA300, Hanil Inc.

단계)는 70%1RM, 반복횟수 12회, 9~12주(유지단계)

Korea)를 이용하여 3000rpm에서 15분간 회전시켜

는 80%1RM, 반복횟수 8회로 설정, 서킷 세트는 2

혈청을 분리한 다음 즉시 -70℃에 냉동 보관하였

circuit으로 설정하였다.

다. 본 실험을 위해 피검자들에게 전날 저녁 6시
이후 금식하도록 하였으며, 실험 전 24시간이내에

2) 운동시간대(아침운동, 저녁운동) 설정

격렬한 운동을 금지하여 운동이 측정변인들에게

본 실험 착수 후 아침운동집단은 오전 06시부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지질 과산화물

08시 사이에 진행하였고, 저녁운동집단은 오후 19

(MDA) 및 항산화효소 (SOD)의 분석은 N사 의료재

시부터 21시 사이에 진행하였다

단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3. 검사항목 및 방법

5. 자료처리 방법

1) 신체구성 측정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0

사전 집단 간 대상자들의 신체구성 요인을 동질

을 이용하여 각 측정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화 시키기 위해 체중, 제지방량, 체지방률을 측정

산출하였다. 사전 종속변인들의 동질성 확보하기

하기 위하여 Inbody 520 (Bio Space, Korea)를 이용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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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사후의 종속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
본 t-검정(Paired t-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종료 후 집단 간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ɑ=.05 이하
로 설정하였다.

최근에는 선택근무제 및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
짐에 따라 운동하는 시간도 다양해지고 있다. 운동
시간대에 따라 운동 효과도 변할 수 있다고 보고
하면서(강희성, 1994), 운동시간대에 대한 중요성이

Ⅲ. 연구결과
1. 항산화관련 요인

강조되고 있다. 통계청(2010) 자료에 따르면, 아침
운동이 17%, 저녁운동이 38%로 대부분 저녁운동을
선호했고(신금호, 2005), 최근 저녁운동을 하는 사
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며, 저녁운동이 수면의 질
을 높여 대학생들의 저녁운동 실천율을 높인다고
하였다(김정규, 1998)

12주간 고강도 저항성 서킷트레이닝에 따른 집

박원하와 김도경(2005)의 연구에서 저녁 운동이

단간 항산화관련 요인의 변화를 분석결과는 <표 3>

우리 인체에서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자극 호

과 같다.

르몬의 분비량을 늘어나게 하여 신진 대사를 증가
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각성도를 높여 주어 운동의

1) SOD

효율성이 증대 되고 낮에 활동을 통하여 근육이

SOD는 아침운동집단(MEG)과 저녁운동집단(EEG)

충분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스포츠상해도가 낮다는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

였고(p<.05), 사후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년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면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
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인체의 성장에 큰 도

2) MDA

움을 주며, 성인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이 상승

MDA는 아침운동집단(MEG)에서 사전에 비해 사

되고 노화를 방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후에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p<.001), 사후 집

동안 쌓인 스트레스의 지친 신경을 조절 함으로써

단 간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소화 불량과 변비, 두통, 설사 등의 증상들을 개선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김영국, 이상호, 한상철
2005)는 의견처럼 본 연구에서도 항산화효소로

표

±

3. 항산화관련 요인 분석결과
변인
SOD

MDA

(M SD)

MEG(n=20)

EEG(n=20)

t

사전

6.62±1.69

6.53±1.57

.175

사후

7.84±1.77

8.46±2.90

-.811

t

-2.359#

-2.589#

사전

3.88±1.06

3.98±.94

-.315

사후

6.50±1.89

4.50±1.15

4.031***

t

-5.433###

-1.392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group by paired t-test, #: p<.05, ##: p<.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 by Independent t- test,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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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와 MDA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MDA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항산화 관련

아침운동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고강도 아

대표적인 효소로 SOD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

침운동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

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아침이나 저녁운동 모두 항

료된다. 백영호 등(2010)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유

산화효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산소 운동이 지질과산화의 농도를 낮추고 항산화

하지만 아침이나, 저녁운동의 운동강도 조절이 자

효소를 활성 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장기간 규칙적

신에게 맞는 강도라는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져야

인 유산소 운동은 항산화 효소를 강화시켜 지질과

할 것이다.

산화 수준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효과(Ravi Kiran et

아침공복상태의 운동은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al., 2004)를 가져오며, 신진대사의 활성화 및 면역

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이해 지방조직에 지질 동

기능의 항진으로 감염질환이나 종양 성장에 대한

원을 촉진함으로서 체중조절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저항력이 향상되고, 체중 조절이 가능해지므로 성

주장과(Derave et al, 2007). 반면 저혈당으로 인한

인병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다(노종철 등, 2004)고

신경증적 증상 및 피로를 유발하는 주장과 제지방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고강도 운동이 아닌 저강

량의 유지 증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 유산소 운동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

고 하였다(Bergstrom, 1967).

서와 같이 아침 고강도 운동에서는 MDA가 높게

김영국(2005)은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중년여

나타나 아침 고강도 운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

성이 아침 운동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할 수 있었다.

하였고 이유는 아침 식사 전에는 7~8시간 공복상태

유산소 운동에 따른 항산화체계의 변화를 살펴

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피하와 간에 축적되어있

보면 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수영훈련 후 SOD의

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체내 지방량을

활성이 증가했다고 하였고(이승범과 차광석, 2004;

줄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조호준, 2000), 권태동 등(2001)은 6주간 트레드밀

한 운동에는 아침 식전의 오전 운동이 더 효과적

운동 후 쥐의 간과 심장, 가자미근 모두에서 MDA

이라고 보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였다(김

는 유의한 감소를 SOD는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영국, 이상호, 한상철, 2006). 본 연구에서도 SOD와

고 하였으며, 박종욱(2002)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12

MDA 운동 후 모두 높게 나와 고강도 운동 후 효

주간의 유산소 운동 결과 MDA는 운동 전에 비해

과와 일치하고 아침운동집단이 MDA가 유의하게

12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SOD는 유의하

높게 나타나 아침운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 할

게 증가함을 보고했다.

수 있었다.

Ji (1995)는 오후 7시 이후 운동을 하게 되면 부
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호르몬이 증가되고
몸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각성
도를 높여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운동

Ⅵ. 결 론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며 저녁 운동 시에는 뇌에서

최근 아침운동과 저녁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보고하

많아지면서 운동시간대에 따른 운동효과에 관심이

였다. 성인이 저녁 운동을 하면 면역력 증강과 노

많아지면서, 대학생의 아침운동과 저녁운동그룹으

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저녁 운동은

로 나누어 면역력과 연관성이 높은 항산화 효소로

하루 동안 스트레스로 지친 자율신경을 달래주는

SOD와 MDA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여 저녁운동의 필요성과 중

아침운동과 저녁운동 집단 모두에서 SOD와

요성에 대해 보고한 바 있어 면역과 연관된 항산

MDA 모두 높게 나타나 시간대별 운동의 효과는

화 물질을 증가시켜 인체내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

같게 나타났지만 MDA는 아침운동집단에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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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게 나타나 아침운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박해진 (2001). 운동 강도가 쥐 심장의 지질과산화
와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

추후에는 연령대별과 운동강도별 분석도 이루어
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백영호, 이상호(2010). 유산소 운동과 부추섭취가
혈중지질, 지질과산화 및 항산화효소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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