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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운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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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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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is steadily increasing in conjunction with increases in obesity, type 2 diabetes, and
physical inactivity. NAFLD encompasses a spectrum of conditions associated with lipid deposition in hepatocytes, ranging from simple steatosis to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and to advanced fibrosis and cirrhosis. A larg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NAFLD have co-existing
metabolic syndrome, which is also a major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re is an urgency to recognize that NAFLD poses an additional 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and should involve early aggressive risk factor modification. A lifestyle modification of diet and physical
activity targeting substantial weight loss is considered as the first-line defense system against NAFLD. In this review, the roles of physical activity
are discussed as an effective and safe means to combat NAFLD and its metabolic complications.
Key words: Obesity, Chronic disease, Physical activity, Fitness, Exercise intensity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등 대사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밝

서 론

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이차적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2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비만(obesity)과 당뇨환자의 증가와 더

NAFLD)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바이러스 감염 및 기타 간질환 등의

불어 그 유병률이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병적 소견이 없이 간 조직의 중성지방(triglyceride) 함량이 전체 간 무

의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약 20-30% 정도로 추정되고

게의 5%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대사 질환(metabolic disease)의 일

있으나 이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지침은 없는 실정이다.3 비알코올성

종으로써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조직에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지방간 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누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순 지방간(simple steatosis), 염증(inflam-

선행연구에서 영양과잉, 신체활동의 부족, 체력저하 등과 같은 생활

mation)을 동반하는 지방간염(steatohepatitis), 염증과 더불어 세포

습관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6 따라서

괴사(apoptosis)를 동반하는 간경변(cirrhosis)에 이르기 까지 병리학

미국소화기학회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위해 식이조절과

적 진행 상태에 따라 세분화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궁극적

신체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습관수정을 통하여 초기 체중

1

으로 간암으로까지 진행되어 조기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의 3-10% 체중감량을 목표로 권고하고 있다.7,8 그러나 체중감량을 목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당뇨(diabetes), 고혈압(hypertension), 심혈관

표로 하는 식이조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천율이 낮다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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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신체활동과 체력증진은 실질적인 체중감량을 동반하지 않고
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관련 대사성 위험인자를 유의하게 개선
시키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9에 근거하여 본 미니
종설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위한 신체활동 전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1. 지방간 발병 기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 기전과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 및 간
경화로 이어지는 병리학적 진행 단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two-hit 가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Two-hit 가설’은 간에 중성지방이 과도하
게 쌓여 단순지방간이 되는 ‘1st-hit’와 여기에 산화 스트레스(oxida-

Fig. 1. Liver lipid metabolism.
Adipose tissue undergoes lipolysis releasing free fatty acid (FFA) into the circulation. Liver FFA is derived from uptake of circulating FFAs and de novo synthesis.
The FFAs are then either oxidized in mitochondria and peroxisomes or esterified
into triglycerides. Triglycerides are then released into circulation as very low-density lipoprotein (VLDL) or stored as lipid leading to hepatic steatosis.

tive stress)가 발생하고 염증성 싸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

2.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운동 효과를 유도하는 생물학적 기전

kine)의 과도한 생성으로 인한 ‘2nd-hit’가 추가되어 간세포 손상과

1) 지방산 산화

염증반응이 동반되어 지방간염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간

식이 제한(caloric restriction) 혹은 약물(예, thiazolidinediones &

세포 손상은 간세포의 재생효율을 저하시키거나 혹은 정상적인 세포

metformin)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지질산화 촉진, 지질생합성 억제,

증식(proliferation)을 억제함으로써 지방간병 혹은 간섬유화(hepatic

인슐린감수성 개선 등을 자극함으로써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개선시

fibrosis)를 일으키게 된다.

키는 분자생물학적 핵심 기전은 AMP-activated protein kinase

10

정상적으로 간 조직 지방산의 80%는 지방조직의 중성지방의 분해

(AMPK)의 활성화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15,16

후 순환계를 통하여 유입되고, 15%는 식사 후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운동 시 골격근 수축은 ATP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후 순환계를 통하여 간 조직으로 유입되며, 나머지 5%는 간 조직의 지

세포 내 ATP 수준의 일시적인 감소 현상과 더불어 ADP, AMP, Pi 수

방산 신생과정(de novo lipogenesis)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러

준의 증가현상을 유발하는데15, 이때 ATP/ADP 비율 감소에 민감하

한 과정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지방산은 글리세롤(glycerol)과 에스

게 반응하여 활성화되는 AMPK는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

테르화 과정(esterification)을 거쳐 중성지방으로 합성된 후 초 저밀도

ed-receptor gamma coactivator 1-alpha (PGC-1α), myocyte enhanc-

지단백(very low density lipoprotein)과 결합하여 순환계로 방출되거

er factor 2 (MEF2), estrogen-related receptor α (ERRα), peroxisome

나 혹은 간 조직에 저장된다. 따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조직의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alpha (PPARα) 등의 다양한 핵 수용

중성지방 조달(acquisition)과 제거(removal)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체들을 활성화시키고 uncoupling protein 3 (UCP3), carnitine palmi-

한다. 즉, 과도한 지방섭취, 지방조직으로부터의 지방산 유입 증가, 지

toyl transferase 1 (CPT1), pyruvate dehydrogenase kinase 4 (PDK4)

방산 신생과정의 가속화 현상과 더불어 지방 산화(fatty oxidation)의

발현 증가를 통한 지질 산화 증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증가시킨

감소로 이어지는 지방산 대사 장애로 인해 간 조직의 중성지방이 과도

다.17-19 또한 근육의 glucose transport 4 (GLUT4)의 발현을 증가시켜

하게 누적되어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한다(Fig. 1).12

인슐린과 함께 혈중 포도당 및 지방산 이용을 촉진시켜 체지방을 줄

11

한편,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주요 원인인 알코올성 지방간(alcoholic

이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 간으로 유입되는 유리지방산을 감소시

fatty liver)과는 달리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킨다.20 AMPK는 또한 지질생합성과 관련된 acetyl-CoA carboxylase

등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결

(ACC), fatty acid synthase (FAS), stearoyl-CoA desaturase-1 (SCD1)

과에 의하면 신체활동부족, 체력저하, 좌식 등과 같은 비활동적인 생

등의 발현 억제를 통하여 지질생합성과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함으로

활습관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써 세포 내 지질 축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유도한다.5,15

13,14

따라서

잘못된 식이 습관 및 비활동적(physical inactivity) 생활패턴의 수정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동물모델을 이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만 동물 모델인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생쥐에 운동을 중재했을 때 비알

코올성 지방간의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전신의 당 대사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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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켜 인슐린 민감성(insulin sensitivity)을 증가시키고 간의 지방
대사와 당신생합성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특히, 지방산 합
성효소인 FAS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Triglyceride (TG) synthesis

Mitochondrial biogenesis

C57BL/6J 마우스에 수영을 중재한 실험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5 따라서 운동은 AMPK 활성을 통해 지질산화와 중성지방 생성
억제 등을 유도하여 지방간 완화 혹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Exercise

으로 판단된다.
2) 미토콘드리아 기능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산화스트레스는 주로 과도한 free fatty

de novo lipogenesis

Fatty acid oxidation

acid (FFA)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는 지방간염의 진행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1 정상적인 지방산 산화는 주로 미토콘
드리아에서 베타산화(β-oxidation)에 의해 에너지로 생산되어 사용
되지만 지방산 유입이 과도한 지방간의 경우 베타산화가 증가되면서

Fig. 2. Effects of exercise training on fatty liver.
3) 염증 반응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이 증가하는데, 지속

간세포는 지방산의 산화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남은 지방산

적인 ROS의 생성은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야기 시

을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그러나 간 내의 과도한 지방산은 지

켜 세포사멸 과정으로 진행된다.

방 독성을 일으켜 단순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7

한편,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산화 증가는 NAD+/NADH 비율을 증

역할을 하게 되는 데10, 이때 지방 독성은 nuclear factor-kB (NF-kB)

가시키는데, 이때 NAD+ 증가에 반응하는 세포 내 에너지 상태를 감

와 같은 전사인자를 활성화 시키고 이는 tumor necrosis factor-alpha

지하는 에너지 센서의 일종인 SIRT1 (NAD-dependent deacetylase

(TNF-α)와 같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켜 염증성 경로

sirtuin-1)이 PGC-1α 활성화와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자극하는 것으

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세포사멸을 촉진 시킨다.26

로 보고되고 있다.22 따라서 SIRT1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비만한 사람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혈중 TNF-α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SIRT1에 의한 PGC-1α

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 지방간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또한 혈중

의 활성화는 PPARα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간 조직의 지방산 산화에

TNF-α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21 그러나 동물 모델을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forkhead box protein O1

이용한 실험에서 간의 TNF-α 발현을 억제했을 때 지방간염이 호전되

(FOXO1) 활성화를 통하여 catalase 발현을 자극함으로써 항산화 기

는 것으로 보아 TNF-α 수준 저하가 지방 독성을 완화시키는 데 역할

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27 한편, 동물모델에서 운동을 처치했을 때 혈

23

한편, 운동은 간의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비

중 TNF-α의 농도가 감소하였고, 간의 NF-kB 핵단백질의 증가가 억

만 쥐의 운동 처치는 간의 PGC-1α 발현에 의존적으로 CPT1, β-Hy-

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28 따라서 운동은 지방간 환자의 염증을 완화

droxy acyl-CoA dehydrogenase (β-Had), citrate synthase와 cyto-

시킴으로서 병리학적 진행과정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chrome c의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것으로 판단된다.

및 수적 증가를 일으켜 결국 간의 지방 산화 능력을 증가시키고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감소시켜 지방간의 손상을 완화시키는

3.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 지방간염 동물 모델에서 운동처치

1) 유산소 운동

24

는 지방간염으로 유도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 변형 및 손상을 완화

유산소성 운동 트레이닝은 지방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시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보존하고 지방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으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알코올성 지방

로 보고 하였다. 따라서 비알코올성 환자에게 운동은 산화성 스트

간 환자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운동 양”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 치

레스 감소 및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

침은 없는 실정으로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25

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2).

건강한 성인을 위한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의 신체활동 권고수칙은 주 5회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하거나, 혹은 주 3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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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상 격렬한 운동(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을 하거나

따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확한 운동 지침

복합운동의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를 위

이 없는 상황에서 주당 250분 이상 중강도 혹은 격렬한 수준의 신체활

한 구체적인 운동 지침이 없는 현실에서 미국스포츠의학회 신체활동

동을 하는 것 혹은 미국스포츠의학회의 운동 지침에 따라 주 5회 30

권고수칙을 이용한 임상연구에서 10-43% 간 지방(liver fat)의 감소를

분 이상 중강도 운동 혹은 주 3회 2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관찰하였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또한 가능하다면 운동 강도를 높이

29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이 적은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50% VO-

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지방간 완화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

운동 강도로 45-60분간 주 4회 운동을 실시했을 때 간 지방(in-

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 혹은 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trahepatic lipid) 양이 약 2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70%

지방간 환자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심전도(electrocar-

VO2peak 운동 강도로 30-45분간 주 3회 운동을 실시했을 때 간 지방

diogram)를 포함한 체력검사를 통해 사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peak

양이 약 29%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복용량-반응 관계(a
30

dose-response relationship)가 성립되기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

있어 운동 강도가 50% 이하로 낮을 경우 운동 양을 늘리고, 운동 양
이 적을 경우엔 운동 강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저항성 운동

생활습관 수정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다.14,34 체중 감량을 동반하는 생활습관 수정 혹은 유산

선행연구의 임상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심

소성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간 지방을 낮추는 것으로

폐체력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의 심폐

나타났으나 저항성 운동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력은 유전적인 요인(50-60%)을 제외하고는 운동 트레이닝(30-40%)

서는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았다.14,34

31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때 심폐체력은 중강도의 지구성 유산소 운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GLUT4, glycogen synthase 발현의 증가로

동에 비해 고강도의 운동과 짧은 휴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인터

인해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근 수축으로 인한 마이오

벌 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이다. 최근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

카인(myokines)의 분비 증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신의 인슐린 민감

따르면 고지방식을 이용해 유도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델에 고강도

성을 증가시킨다.35-37 또한 저항성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에 비해 심폐

인터벌 트레이닝과 중강도 운동을 시켰을 때 운동 강도에 상관없이

체력(cardiorespiratory fitness)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어 오랜 시

지방간 완화 효과가 나타났으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에서 그

간 유산소성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대사질환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

효과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항 염증

과를 유도할 수 있다.38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

성 싸이토카인인 아디포넥틴(adiponectin)의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게 저항성 운동을 실시했을 때 체중 혹은 체지방량의 변화 없이 대사

나타났고, 이는 아디포넥틴과 관련된 하부 신호체계에 영향을 미쳐

적 위험인자와 함께 지방간이 완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39

지방합성/산화 및 항염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8

아령(dumbbell) 혹은 바벨(barbell) 같은 프리 웨이트(free weights)

또한, 미국 간학회 공식저널인 헤파톨로지(Hepatology) 최신호에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장비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관찰 또

소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강도 혹은 격렬한 수준의 신체활동을

한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squat) 혹은 푸시

주 250분 이상 한 사람이 주 250분 이하로 신체활동을 한 사람에 비

업(push-up)을 이용한 간단한 저항성 운동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

해 지방간의 정도가 체중과 관계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스쿼트 10

복부비만의 정도와 지질산화 및 아디포넥틴의 양 뿐만 아니라 지방산

번씩 3세트와 푸시 업 10번씩 3세트를 12주간 실시했을 때 대사증후

산화가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강도 혹은 격렬

군 위험인자와 더불어 지방간이 완화된다고 보고하였다.40

한 신체활동을 주 150-250분 실천한 사람이 150분 이하로 한 사람에

따라서 지방간 환자는 유산소성 운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을 병행

비해 허리둘레 및 복부비만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주당

한다면 인슐린 민감성 증가와 함께 근 기능의 향상도 동반할 수 있을

250분 이상의 중강도 혹은 격렬한 수준의 신체활동이 비알코올성 지

것이다.

방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습관 수정인자라 사료된다.

32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39,056명을 대상으로

결 론

한 횡단연구에서 신체활동의 감소와 좌식시간(sitting time)의 증대
가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

최근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위한

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좌식시간의 감소 또한 중요한 예

운동처방 방법은 좌식시간을 줄이고 주 150-300분 중강도 혹은 격렬

방인자임을 밝혔다.

한 운동 강도(50-70% VO2peak)의 유산소성 운동을 최소 주 3회 이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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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지방간 완화에 바람직 할 것으

Cullough AJ.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 spectrum of clini-

로 사료된다. 간 조직의 지방을 포함한 체 구성(body composition)의

cal and pathological severity. Gastroenterology 1999;116:1413-9.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동량(volume)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2. Musso G, Cassader M, Gambino R. Diagnostic accuracy of adi-

심폐체력 증진과 같은 추가적 향상을 위해 운동 강도가 중요시 되어

pose insulin resistance index and visceral adiposity index for pro-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단한 저항성 운동을 유산소성 운동과

gressive liver histology and cardiovascular risk in nonalcoholic

함께 병행한다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지질산화를 자극함과

fatty liver disease. Hepatology 2012;56:788-9.

동시에 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이조

3. Lee JY, Kim KM, Lee SG, Yu E, Lim YS, Lee HC, et al. Prevalence

절과 운동을 병행한 종합적인 생활습관 수정은 지방간 치료 및 예방

and risk factors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potential liv-

에 가장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까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ing liver donors in Korea: a review of 589 consecutive liver biop-

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병리학적 진행과정의 지연을 표적으로 하는

sies in a single center. J Hepatol 2007;47:239-44.

적정 운동량(운동 지속 시간 및 운동 강도 포함)을 권고할 수 있는 과

4. Kistler KD, Brunt EM, Clark JM, Diehl AM, Sallis JF, Schwimmer

학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기에 향후 운동처방 지침 개발을 위한 지

JB, et al.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s, exercise intensity, and

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histological severity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m J Gastroenterol 2011;106:460-8.

요 약

5. Schultz A, Mendonca LS, Aguila MB, Mandarim-de-Lacerda CA.
Swimming training beneficial effects in a mice model of nonalco-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holic fatty liver disease. Exp Toxicol Pathol 2012;64:273-82.

나라 경우도 비만과 당뇨 환자의 증가 및 신체활동부족 등으로 인해

6. Nobili V, Alisi A, Raponi M. Pediatric non-alcoholic fatty liver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심혈관 질환 및

disease: preventive and therapeutic value of lifestyle intervention.

당뇨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할 경

World J Gastroenterol 2009;15:6017-22.

우 지방간염이나 간경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7. Sanyal AJ, Campbell-Sargent C, Mirshahi F, Rizzo WB, Contos

수 있는 질환이다.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병인학적으로 복부비

MJ, Sterling RK, et al.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association of

만,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식이조절

insulin resistance and mitochondrial abnormalities. Gastroenterol-

과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생활습관실천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한 질

ogy 2001;120:1183-92.

환이다. 본 미니 종설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과 치료 수단

8. Promrat K, Kleiner DE, Niemeier HM, Jackvony E, Kearns M,

으로써 신체활동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Wands JR, et 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esting the effects of

중심단어: 비만, 만성질환, 신체활동, 체력, 운동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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