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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에 따른 혈관 내피세포 기능 부전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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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2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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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cular Endothelial Dysfunction and Exercise in Metabolic Syndrome Patients
Moon-Hyon Hwang1, Young-Je Sim2,*
Division of Health and Exercise Science, College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2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Korea
1

Metabolic syndrome, a constella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s a global pandemic. Over 30% of the adult population in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urrently classified as having metabolic syndrome.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is a precursor of future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Conduit artery flow-mediated dilation using ultrasonography is considered the non-invasive, gold standard for
assessing nitric oxide-mediated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commonly exhibit increased insulin resistance
and hyperglycemia, which are thought to impair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by increasing oxidative stress and reducing nitric oxide bioavailability in the vascular endothelium and in smooth muscle cells. Previous findings have indicated that long-term aerobic exercise has a positive
effect on impaired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in metabolic syndrome patients, but the underlying mechanisms have not been fully elucidated.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hat will apply different exercise modalities and intensities with the goal of improving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in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as well as investigation of the associated mechanisms. Ultimately, well-designed
future studies will help to establish and develop exercise prescription and/or exercise therapy programs that can reduce cardiovascular disease
risk and improve cardiovascular health in metabolic syndrom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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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2 NCEP-ATP III 판단 기준에 따르면, 1) 고지혈증(dyslipid-

서 론

emia)은 남성, 여성 모두 150 mg/dL 이상, 2) 저하된 고밀도지단백콜
1988년 Gerald Reaven이 Syndrome X로 명명한 이래로 , 대사증후

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은 남성의 경

군(Metabolic syndrome)은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군집된 상태를

우 40 mg/dL 미만, 여성은 50 mg/dL 미만, 3) 고혈압(hypertension)은

지칭하며, 복부비만,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의 증상이 동시에 발현

남성, 여성 모두 수축기 130 mmHg/이완기 85 mmHg 이상, 4) 고혈당

되는 질환적 특성을 반영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

(hyperglycemia)은 남성, 여성 모두 100 mg/dL 이상, 5) 복부비만을

zation, WHO) 및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평가하는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는 대륙, 인종, 혹은 국가 별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조직 및 기관에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설정,

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90 cm 이상, 여

적용하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미보건국(Na-

성은 85 cm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2,3 앞에서 언급한 5가지 기준

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산하 National Heart, Lung, and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 진단한다.

1

Blood Institute (NHLBI)에서 운영중인 National Cholesterol Educa-

현재까지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

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ATP III)에서 발표

슐린 저항성이 병태생리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4 서구화된 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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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여분의 에너지가 체내 피하 및 내장

으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지방 형태로 축적되면서 복부를 중심으로 한 체지방률 증가를 유발

비만, 당뇨와 더불어 대사증후군 역시 독립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인

하며, 이는 대사증후군과 2형 당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슐린

자로 알려지고 있다. 증가하는 연령과 함께 유병률이 상승한다는 것16

저항성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5 최근까지 발표된 국

과 복부비만 및 고혈당이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

외 연구에 기초하여, 당뇨와 더불어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된다는 점에서 대사증후군은 노화, 비만, 당뇨로 인해 손상된 심혈관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스트레스 수

기능, 즉 심혈관 기능 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준을 증가시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집합체인 대사증후군은 직접적으로 동맥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생리학적 기전을

경화성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7,

입증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운동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혈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대사증후군이 없는 동일한 연령대의

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하여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

질환(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의 위험이 약 2배 가량 증

상으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1971년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37편의

따라서 본 종설의 목적은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외 관련 연구들을 요

연구논문에 포함된 총 172,573명을 대상으로 Gami 등18이 실시한 메

약, 정리하여 앞으로 대사증후군 관련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의 생

타분석에서도 대사증후군이 심혈관 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을 약 2배

리학적 기전과 저하된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종

가량(Relative Risk, 1.7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사증

류와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후군 남성에 비해 대사증후군 여성(Relative Risk, 2.63)의 심혈관 질

확장하는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 있다.

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사증후군 통계 및 2형 당뇨와의 관련성

혈관 내피세포 기능과 심혈관계 질환

6-9

우리나라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

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은 뇌졸중, 심장마비, 관상동맥 질환과

24.9%에서 2007년 31.3%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같은 주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 내피세포 기

있으며 , 2006년 미국 대사증후군 통계에서 나타난 유병률인 34.2%

능 부전(vascular endothelial dysfunction)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

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유병률에 통계적 차이는 없지

는 전조 증상으로 인식되고 있다.19 각종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의해

만, 남성의 경우 40세 이전 유병률이 여성보다 눈에 띄게 높으며, 여성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일산화질소 생이용성(nitric oxide bio-

10

의 경우 50세 이후 유병률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availability) 감소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 부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

복부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대사증후군은

으며, 일산화질소 생이용성의 감소는 혈관 내피세포 내 일산화질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주 원인인 2형 당뇨의 직전 단계(Pre-diabetes)

합성효소 및 인산화(활성화)된 일산화질소 합성효소의 감소, 혈관세

로 간주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일반

포 내 산화스트레스 및 염증 수준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여겨

적으로 당뇨환자의 약 60% 정도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추정되며,

진다.20-24

10

11

5

대사증후군 환자의 약 40%가 4년 이내에 2형 당뇨병으로 발전된다고

인간을 대상으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보고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대사증후군이

방법은 venous occlusion plethysmography (VOP)와 초음파 시스템

있는 경우 제2형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은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

을 이용한 혈류매개 혈관확장 반응(flow-mediated dilation, FMD) 검

타난다.

사법이다. 혈관의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 이 두 가지 방법이 달리 사용

12

13

되는데, 사지의 소동맥(arterioles) 수준에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

사할 때는 VOP를 사용하고, 동맥(conduit arteries) 수준에서 혈관 내
피세포 기능을 평가할 때는 주로 상완 동맥(brachial artery)에서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서구화된 식생

FMD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소동맥과 비교해서 동맥은 평활근의 비

활 습관을 가진 현대 문명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율이 적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섬유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심혈관 질환은 여전히 제1의

병태생리학적으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취약하다.25 또한 심근

사망 원인이며14, 우리나라의 경우도 뇌혈관 및 심장 질환이 암 다음

에 지속적인 산소공급을 담당하는 관상동맥의 기능적 이상이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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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질환에 대한 FMD 방법의 높은 예측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신뢰

부지방을 증가시키고, 이는 인슐린 민감도를 저하시킨다. 증가된 인슐

도와 타당도가 기 검증된 비침습적으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평가

린 저항성은 순환하는 혈액 내 글루코스 농도를 증가시켜 혈관 조직

하는 FMD 방법이 동맥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내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일산화질소 생이용성 감소를 초래하

표준(gold standard)으로 여겨지고 있다.

며, 이는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에 따른 혈관 내피세포 기능 부전 및

26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사증후군에 따른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와 산화 스트레스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를 구성하고 있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콜
레스테롤혈증은 각각 공통적으로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를 수반한
다.29,30 따라서, 대사증후군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는 불가피

현재까지 대사증후군 관련 혈관 내피세포 기능 부전의 생리학적

한 질환적 특성으로 사료된다. 흥미롭게도 운동이 노인 및 심혈관 질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알려진 바로는 대사증

환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후군 환자가 보이는 공통점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세포 수

상당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운동이

준에서의 당대사 장애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사증후군은 국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소적, 전신적 염증반응 및 산화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

Lavrencic 등31은 3개월간의 유산소 운동이 심폐체력(VO2max) 개

고되고 있다.6 특히,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는 비정상적인 세포 내 생화

선과 함께 상완동맥의 혈류매개 혈관확장 반응(FMD), 즉 혈관 내피

학적 신호체계를 자극하여 비만, 당뇨성 혈관뿐만 아니라 대사증후

세포 기능을 개선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접 혈

군 혈관의 부정적인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

관 내피세포 기능을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대사증후군 환자에게서

져 있다.

혈관 내피세포로부터 생성, 분비되는 혈관 확장 물질인 일산화질소

7–9

체내 다른 조직과 달리 혈관 내피세포는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국

생성이 감소하며, 3개월 동안의 유산소 운동으로 일산화질소 생성이

소적 혈당수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뇨와 대사증후군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입증하였다.32 이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장기

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인 고혈당은 증가된 저밀도지단백 산화

간 유산소 운동으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이 일산화질소 생

(LDL oxidation), 아디포카인 불균형(adipokines dysregulation), 당

성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저칼

부하 증가로 유발되는 polyol pathway의 활성화, advanced glycation

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생활습관 수정 요법 또한 대사증

end-products (AGE) 생성 증가 및 protein kinase-C (PKC) 활성화와

후군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같은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염증 및 활성 산소(reac-

다.33,34 운동량을 일치시켰을 경우, 운동 강도에 따라 대사증후군 환

tive oxygen species, ROS), 즉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킨다.27,28

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혈관 내피세포 내의 증가된 활성 산소량은 항산화 방어 체계 약화 및

데, Tjønna 등35,36은 4개월간 동일한 운동량을 가진 유산소 운동을 적

지질의 과산화를 촉진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혈관의 항상성 유지

용했을 때, 중강도(70% HRmax)와 고강도(90% HRmax) 모두 혈관

에 기여하는 일산화질소의 혈관 내피세포 및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내피세포 기능(FMD)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지만, 중강도에 비교했을

의 생이용성 감소를 초래한다. 감소된 일산화질소 생이용성은 기능적

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으로 혈류매개 혈관확장 즉,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구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조적으로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s-1 (VCAM-1)과 intercel-

중강도 유산소 운동에 비해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

lular adhesion molecules-1 (ICAM-1)과 같은 혈관세포표면 접착 분

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생리학적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들을 활성화시켜, 혈관세포 내 염증반응 및 플라크(plaque) 형성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및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사례가 아직까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지 없다. 단지 대사증후군 환자의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과 관련하여,

28

노인 및 여성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유산소 운동이 동

대사증후군에 따른 혈관 내피세포 기능
부전과 운동

맥경화지수과 체내 염증수치(C-reactive protein, CRP)를 개선시켰다
는 연구37,38와, 3개월간의 중, 고강도 유산소 운동 및 복합운동(유산소
+저항성)이 심폐체력(VO2max) 및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개선시

과잉 섭취된 영양에 비해 부족한 신체활동과 비운동성은 잉여 에

켰다는 연구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대사증후

너지를 초래하여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축적되면서 체지방, 특히 복

군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 및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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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혈액 및 혈관 내피세포를 추출,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생리학적 기

중심단어: 대사증후군, 혈류매개 혈관확장 반응, 혈관 내피세포, 심혈

전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 질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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