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지: 제 17 권 제 1 호 2008

□종

설□

규칙적인 운동이 순환계 질환의 혈관 내피기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

안나영․김기진

Effects of Regular Exercise on the Endothelial Function in Cardiovascular Disease
Nayoung Ahn, Kiji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eimyung Univeirsity

요

약

최근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 이상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운동의 가치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비만은 호르몬과 아디포사이토카인 생산에 의한 대사적 분비작용을 통한 인슐린저항성과 혈관 내피
기능 이상과 관련성이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소이며 비활동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한다.
L-아르기닌-산화질소 통로(L-arginine-NO pathway)는 L-아르기닌의 유용성, 세포외 과산화물 분해효소(extracellular
superoxide dismutase; ecSOD)의 활성도,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의 활성도(eNOS) 등을 통한 혈관 이완의 핵심적
요인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질소 화합물의 생리적 활용성, eNOS 단백질 발현 및 인산화, ecSOD의 발현을 증가시
켜서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개선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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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근에는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론

간주되면서 운동의 가치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에 규
관상동맥경화증,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순

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이 혈관 내피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환계 질환은 대표적인 대사성질환으로서 사망의 주요원인

미치는가에 관해서 살펴본다.

이다. 순환계 질환의 원인 및 치료방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는 혈관 내피기능(endothelial function)이 주요 관심사로서

내피기능과 순환계 질환

제시되고 있다.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는 순환계 질환의 위험
혈관 벽의 주된 세포는 내피세포와 평활근 세포로서 혈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동맥경화증의 초기 단계에서 주로 발
1)

생하며 , 혈관벽에서 산화질소(nitric oxide; NO)의 생리적

관의 병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관 내피층은 구조

인 활용성이 감소되면서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확장반응에

적으로 혈관의 안쪽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순환 혈액과 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의

양한 기관계통과의 접속 부위를 형성하는데, 혈관기능을 활

정확한 병태생리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지방

성화 시키는 물질을 분비 혹은 조절하며, 또한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TNF-α, IL-6 등)과

의 수축 및 이완과정을 조절함으로서 적극적인 생리활성조

증가된 유리지방산(FFA)이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고 염증

직에 포함된다. 혈관 내피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형태는 혈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내피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관 벽의 항상성과 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

2,3)

혈관 내피의 기능장애를 개선하기

며, 특히 혈관의 수축과 이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위하여 대부분 약물적 접근방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으로써 ,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는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으로 추론되고 있다.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교신저자: 김기진,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체육학과
Tel: 053)580-5256, Fax: 053)580-5314, E-mail: kjk744@kmu.ac.kr, Mobile: 011-9003-5256

- 1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7 권 제 1 호 2008 －

등과 같은 혈관질환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5).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내피기능 장애는 일반적으로 노화과정에서 혈관의 퇴행

FFA와 TNF-α가 인슐린 저항뿐만 아니라 혈관의 기능에 직

성 변화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노화는 강력한 혈관 수축물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

질인 혈중 엔도셀린-1(endothelin-1; ET-1)의 농도가 높아지

토카인인 IL-6는 간에서 낮은 염증반응 수준의 죽상경화반

며, 혈관 벽으로부터 염증 유도성 사이토카인인 interleukin-1

응을 반영하는 CRP 생성의 가장 강력한 생성 자극제이다.

(IL-1), interleukin-6(IL-6) 및 tumor necrosis factor-α(TNF-

그러므로 인슐린 저항의 상태가 되면 췌장에서는 오히려 인

α)의 발현을 증가시켜 반응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슐린 생성을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지방세포의 증식을 야기

ROS)의 증가를 유도함으로서 혈관 확장물질인 산화질소

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며, 인슐린 저항이 내피세포 기능

(Nitric oxide, NO) 분비의 감소와 불활성화의 증가로 인해

장애를 유발하는 기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고혈당,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확장능력(endothelium-Dependent

고혈압, 지질대사 이상, 응고 장애는 인슐린 저항과 관련이

Vasodilation)의 감소로 생리적 활용성을 저하시켜 동맥경

있으며 아울러 내피세포 기능장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화를 초래하게 된다.

되어 있다.

엔도셀린(ET)은 주로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혈

내피기능 장애는 이러한 노화과정과 더불어 순환계 질환

6)
관 수축작용을 가진 펩티드 로서 3종의 엔도셀린(ET-1,

의 위험 요인과 함께 신체적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서 더욱

ET-2, ET-3)이 밝혀졌다. 이 중 ET-1은 인간의 혈액에서

가속화되어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게 된다. 내피세포 기능장

분리된 유일한 ET로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합성되고 안지오

12)
애는 순환계 병리적 진행과정의 초기적 현상에 해당하며 ,

텐신 Ⅱ(angiotensin Ⅱ)보다 10배나 강력한 혈관 수축작용

아울러 관상동맥질환, 만성적 심부전증, 혈관 장애, 패혈증

8)

이들은 심박출량과 관상혈류의

등의 질환과 관련성이 높아 염증 발생은 내피기능 장애를

감소, 내피세포성 이완인자(endothelium-derived relaxing

초래하며, 순환계 질환의 원인과 증상이 되는 상호적 관련

factor; EDRF) 및 심방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atrial natriuretic

성을 가진다.

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factor; ANP)의 방출을 통해 혈관 긴장도(vascular tone)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9) 평활근 세포의 수축에 작용하여 죽상

내피세포의 기능장애

10,11)

경화증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비만은 과다한 지방세포에서 여러가지 대사산물, 호르몬,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물질로 산화질소

사이토카인(adipocytokines)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가 있으며, 이외에도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 브레디

물질들이 간과 골격근에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

키닌(bradykinin), 내피세포 유도성 과분극 요인(endothelium

키고 내피세포의 기능을 감소시킨다(Fig. 1). 유리지방산은

-dependent hyperpolarizing factor: EDHF) 등이 혈관 확장

세포 내 인슐린 전달의 연속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및 이완에 관여하며, 이들 혈관확장 물질은 혈관 평활근 세

TNF-α는 주변 분비 작용으로 인슐린의 작용을 무력화 시킨

포의 증식과 이동 억제, 혈소판의 응집과 부착 방지, 백혈구

다. 그러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렙틴(leptin),

부착 방지 등을 통해 혈관 항상성을 유지한다.

13)

한편 엔도셀린-1, 엔지오텐신 II 등의 혈관 수축물질을 생

레시스틴(resistin), 아디포넥틴(adiponectine) 등이 기전과

Fig. 1. Mechanism through which obesity, insulin resistance, and endothelial dysfunction are closely associated.7)

- 2 -

－ 규칙적인 운동이 순환계 질환의 혈관 내피기능에 미치는 영향 －

성하며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여 죽상판의 형성
13)

이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기전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혈관

않았다. 그러나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혈압의 혈관

내피기능 장애로 혈관 확장과 혈관 수축간의 균형조절이 깨

내피 의존성 확장은 내인성 eNOS 억제제인 비대칭 디메틸

지게 되면 혈관 벽에 대한 손상이 유발되어 동맥경화증을

아르기닌(asymmetrical dimethylarginine: ADMA)의 양이 증

촉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유발되며, 실제 혈

가하고, 엔지오텐신 Ⅱ, 엔도셀린-Ⅰ, 놀에피네프린 등과 같

관 내피기능 장애는 동맥경화증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

은 혈관 수축물질이 증가하며 ROS에 의한 산화질소의 비활

에 기여하게 된다.

로 알려져 있다.

14)

성화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손상된다.

특히 L-아르기닌-산화질소 경로(L-arginine-NO pathway)

16)
Cooke 의 보고에 의하면 L-NAME(N(G)-nitro-L-arginine

는 혈관 이완의 핵심적 요인으로서 내피기능 조절과정에서

methyl ester) 유발 고혈압 집단에서 혈소판 부착을 증가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L-아르기닌의 유용성, 세

켰다고 하였고, Cayatte 등17)은 L-NAME를 4주간 투여한

포외 과산화물 분해효소(extracellular superoxide dismutase;

결과 대동맥의 콜레스테롤의 침착과 혈관내막의 두께가 증

ecSOD)의 분비 및 활성도,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의 활성

18)
가 하였다고 하였다. Naruse 등 은 L-NAME 투여로 인한

도(eNOS)등이 세부적 요인으로 포함된다.

토끼 대동맥의 고지혈증 증상과 관상동맥경화증의 복합적인

혈관 내피기능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9)
진행을 증진시켰다고 하였다. 반면, Cooke 등 의 보고에

산화질소는 eNOS에 의해서 합성된다. eNOS는 그 유전자

의하면 L-argine의 공급은 산화질소 활성 증가와 함께 높

의 변이에 의해서 제한되며, 산화성 저밀도 지단백의 증가,

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관내막의 두께를 줄였다고 하였

TNF-α 농도 증가, 저산소증의 노출 등에 의해서 그 단백질

다. 운동은 산화질소 방출을 증가시켜 혈전과 괴사를 막고

발현이 현저하게 억제된다. 이러한 억제로 인하여 산화질소

20)
21)
섬유화 진행을 낮추어 혈관의 비대를 막고 , Sessa 등

의 생성이 억제됨으로서 내피기능 장애가 초래하게 된다.

도 운동이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시킴으로써 혈소판의

산화질소는 잠재적 항산화 효소에 해당하는 ecSOD의 발현

응고와 유착을 방지하여 혈관 주위의 세포 염증과 혈전

및 분비를 혈관 평활근 세포로부터 유도하여 ROS에 의한

생성을 막아 혈관 비대 및 좌심실 비대를 방지하는 것으

산화질소 파괴를 억제함으로서 평활근에 대한 산화질소의

로 보고하였다.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맥경화는 증가된 수

아울러 최근에는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준의 ROS와 관련성을 가지는데, ecSOD의 일정상태 혹은

의 조절이상이 세포 내 지방과부하를 유발하며, 반면에

증가에도 불구하고 ROS의 양적인 증가는 산화질소의 반감

AMPK 활성화를 통해 근육, 췌장소도, 간 등의 여러 조직

기를 단축시켜 혈관 내피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에서 세포내 지방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이상증상이

고혈압의 혈관 내피 의존성 확장의 손상은 여러 가지 요인

긍정적으로 교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

Fig. 2. Putative mechanism of impairment of endothelial function in hypertensio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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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2) 한편 AMPK는 혈관 내피에서의 산화질소 산화물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검사에 이

합성효소(endothelial NO synthase; eNOS)의 인산화와 활

용되는데 내피세포 의존과 비의존성 생성자극방법으로 나

성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AMPK가 혈관 내피기능 조

뉜다. 아세틸콜린 혹은 메타콜린, 혹은 nitroprusside와 같은

23)
절에 관여함이 시사되었고 , 혈관 내피세포를 고혈당 혹은

약물을 이용하거나 상완을 혈압 측정띠로 감아 충혈상태(의

과량의 지방산을 포함하는 배지에 배양 시 반응성 산소기가

존성)로 만들거나,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설하 투입하는 방법

24,25)

증가하고 세포사멸이 발생하며

, AMPK 활성화 작용을 지

(비의존성)등이 이용된다.

닌 aminoimidazole carboxamide ribosyl-5-phosphate(AICAR)에

내피기능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세틸콜린 투여 시 혈관

의해 세포사멸과 반응성 산소기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

이완기능과 관련된 지표들이 제대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26)

고되었다 . 이러한 결과들은 혈관 내피세포에서도 지방산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때 내피 의존성 혈관이완 혹은 혈류

이 ATP 생성을 위한 중요한 기질이며 혈관 내피세포 내

의존성 혈관이완의 작용과정이 내피기능 장애의 핵심적 기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키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

준이 된다.

31)

하는 과정에서 AMPK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내피세포 기능이상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에는 내피세포 기

AMPK 활성화가 세포 내 지방 과부하를 줄이고 세포 내

능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혈액 내 지표들인 soluble vascular

반응성 산소기의 생성을 감소시키며 혈관 내피세포 사멸

cell adhesion molecule(sVCAM), soluble intercellular

을 줄임으로써 혈관 기능이상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을

adhesion molecule(sICAM), endothelin 1(ET-1), E-selectin

의미한다.

등을 측정하거나 응고상태를 반영하는 PAI-1,

tissue

27)
또한 Wakatsuki 등 은 폐경 후 여성에서 고중성지방혈

plasminogen activator, or von Willebrand factor(vWF); 낮

증에 의한 small LDL의 증가가 내피세포 기능장애와 연관

은 수준의 염증반응을 반영하는 C-reactive protein(CRP),

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고하였으며, small LDL이 많은 폐경

IL-1, IL-6, or TNF-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후 여성에서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내피세포 의존성 혈
관 확장반응이 감소되어 있으며,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확

규칙적인 운동과 내피기능

장반응과 LDL 직경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보여

1. 운동에 의한 내피기능 변화 기전

주었다.

운동은 고혈압을 가진 동물모델과 사람의 혈관 내피기능
을 향상시키고, 심혈관기계와 관련된 관상동맥경화증, 제2

내피기능의 측정

형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혈관 내피는 아세틸콜린 투여 등 약리적 자극요인 혹은

알려져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고혈압, 지질에 대한 작

내피 유도 자극 등 물리적 자극에 대해서 혈류량을 조절하는

용, 혈당에 대한 작용, 뇌호르몬 요소, 체중 및 혈류 역동학

능력을 가진다. 내피세포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적 스트레스(shear stress)의 긍적적인 변화와 관련성이 있

가지 침습적 혹은 비침습적 방법에 의해서 분석될 수 있는

다. 그러므로 전환효소 억제제와 statins와 같은 약리적 처치

데, 산화질소 자극에 대한 혈류량 변화(plethysmography,

방법과 함께 최근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이 내피세포 기능

ultrasound scan 등), 혈장 및 뇨에서 산화질소의 활성도, 정

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방법으로 널리 제시되고 있다. 비

량적 관상동맥 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

록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동 중 혈관 내피기능 향상의 기전

QCA)에 의한 혈류 속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

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NOS 유전자 발현

고 있는데, 측정과정에서의 침습적 혹은 정확성 등의 관점

과 혈관 신생작용을 일으키는 VEGF 생성의 조절이 향상되

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면서 산화질소가 증가하고, 산화질소의 생물학적 이용가능
성을 증가시키는데 선구적인 물질인 superoxide dismutase

최근에는 상완동맥에서 혈류증가에 의한 혈관 확장반
응을 측정하는 비침습적 방법이 침해적 방법인 도자술과

(SOD),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비교적 용이하게 시행할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icotinamide adenine

28,29)

dinucleotide phosphate(NADH/NADPH)의 산화능력과 같

그러므로 실제 임상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 증가한 항산화 시스템이 산화질소의 비활성화를 감소시

방법은 고해상도의 초음파검사를 이용하여 여러 자극에

킨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은 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하

대한 상완 동맥의 반응을 측정하여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

여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켜 내피세포 의존성 확장능력의

을 측정하여 관상동맥의 순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32)
증가를 비롯한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보고

며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로 볼

됨으로서 내피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산화질소와 관련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 있다.

30)

glutathione

peroxidase(GPx),

attenuation

of

된 세부적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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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eNOS 단백질 발현 및 인산화 증가, ecSOD의 발현 증가,

운동은 여러 가지 생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이들 스

질소 화합물 분해의 감소 등을 통해서 질소 화합물의 생리

트레스는 열생성(heat production)과 반응성 산소종(reactive

적 활용성을 증가시켜 내피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간

oxygen species)과 혈류 역동학적 스트레스(shear stress) 등

주된다.

37)

을 증가시킨다. 특히 shear stress는 운동 중에 증가하며 심

2. 운동유형과 내피기능

박출량이 증가하면서 아울러 근육에서의 산소요구량이 증

혈관 내피기능과 동맥탄력성의 구성은 운동 중 동맥의

가하여 여러 전이요인들에 의하여 혈관 내피기능을 향상시
33)

전도성에 따라 증가된 심박출량이 골격근으로 전달되는 중

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요한 기전이다.

운동을 함으로써 산화질소 생산이 증가하며 산화질소의

그러나 운동강도 설정에 있어서 아직 최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혈관 내피기능의 향상에

대산소섭취량과 혈관 내피기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대한 기전을 살펴보면(Fig. 3), c-Src, Raf/Ras/MEK/ERK

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혈관 내피기능을 향상

및 Akt의 분자신호와 eNOS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선구적인

39)
시키기 위한 운동방법 중 Kemi 등 은 고강도 운동

역할을 하는 HSP와 VEGF를 유발하는 HIF-1 및 신생혈관

(85~90% VO2max)과 중강도 운동(65~70% VO2max)을 실

형성(angiogenesis)을 일으키는 VEGF 등은 산화질소 생산

시한 결과 중정도 운동강도에서 혈관 내피기능 향상과 유

15)

40)
의한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Goto 등 은 저강도

혈관 내피기능은 임상적 관상동맥질환자34)뿐만 아니라

(25% VO2max), 중강도(50% VO2max), 고강도(75% VO2max)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관상동맥질환의 예측인자로 작용

로 나누어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 결과 중강도 집단에서만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혈관 내피기능을 향상시킨다.

35)

하는데

내피세포 의존성 확장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심혈

관상동맥질환자에게 4주 동안 하루 6회로 나누어

관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강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각 10분씩 자전거 에르고미터 혹은 조정 에르고미터를 실시
한 결과, 혈류속도의 증가, eNOS mRNA의 발현 증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혈관 내피 의존성 확장능력은 고

eNOS 인산화의 증가, 혈관 내 산화질소의 증가 등을 통해

강도 운동에서는 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거의

36)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

중정도 운동 강도에서 혈관 내피 의존성 확장효과를 보이는

성된 산화질소는 혈관 이완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데, 이는 운동선수나 좌업생활자 등 모든 대상자에서 중강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백혈구나 단핵구가 부착되는 것을 억

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 사이에 일어나는 아세틸콜린 민감도

제하며 혈소판과 혈관벽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혈관 내피

가 증가하는 경향이 약하기 때문이다.

세포의 투과성을 감소시키며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과 유

접적인 지연반응(니트로프루시드; nitroprusside)과 NOS-차

주를 막아 혈관 강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과

단(nitric oxide synthase-blockade; L-NAME) 후의 아세틸

정에서 운동은 아세틸콜린성 자극 및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콜린의 상호작용은 고강도 운동이나 중강도 운동 모두에서

서 내피기능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39)

이러한 결과는 직

Fig. 3. Putative mechanisms by which exercise training improves endothelial function through an increase in NO bioavailability: an
increase in NO productio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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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서로 다른 아세틸콜린의 민감도는 혈

프로그램은 내피기능 장애의 개선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

36)

51)
다고 보고 하였고 , 혈관 기능 회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관내피에 의존하는 것이 확실하였다.

운동유형에 따라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혈류량을 증가

36)
제시되고 있다. Hambrecht 등 은 관상동맥질환자에게 4주

시켜 강력한 혈관수축물질인 ET-1의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간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관상동맥 수

41)

보고하였지만 , 30분간의 고강도 운동은 혈중 ET-1을 유
42)

축현상, 혈류속도 및 산화질소의 분비량 등이 긍정적인 변

최대 운동 시 ET-1의 생성이 유의

52)
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Hambrecht 등 은

하게 증가되었다 고 하여 여러 가지 운동 형태에 따라 증

관상동맥질환자 중에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

게 12개월 동안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의하게 증가시켰으며
43)

44,45)

그러나 운동기간에 따라 ET-1의 분비능력이

최대산소섭취량의 회복과 함께 임상적 징후의 발생률이 현

다르게 나타나며, 장기간의 규칙적인 운동의 경우 Maeda

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노화과정에 따른

고 있다.
42)

등 은 건강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각 8주와

51)
혈관 내피기능 감소의 연구에서 DeSouza 등 은 총 68명의

12주간의 유산소 운동 시 ET-1이 감소하였고 산화질소 화

건강한 남성을 22~35세와 50~76세로 구분하여 유산소 운

합물이 증가하여 혈관 이완과 항동맥경화에 긍정적인 영향

동을 실시한 결과 연령증가에 따른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혈관 확장반응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운동유형, 강도, 및 시간에 따라 혈관 내피 의존

비만인의 체중감소는 혈관 내피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성 확장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훈련중지(detraining)에

53)
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 체중을 감량하면 내피세포 기

46)

따른 혈관 내피기능의 연구에서 Vona 등 은 급성심근경색

능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호르몬과 인자 등의 공급원인

증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후 혈

복부 지방세포가 감소하며, 아디포카인(adipocytokines)

관 내피기능이 향상되었으나 1개월 훈련중지(detraining) 후

의 분비량이 감소하여 염증 유발 현상을 감소하게 됨으

에는 혈관 내피기능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당

로서 궁극적으로 내피세포의 기능을 호전시킨다. Woo

뇨병환자에서 6~8주간 훈련중지에서도 혈관 내피기능의 변

54)
등 은 체중감소와 체지방량감소가 혈관 기능장애를 개

47)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의 혈

선시키고, 비만아동들의 혈관 내피는 단기간 및 장기간

관 내피 의존성 확장에 효과적이며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운동프로그램에 의해서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확장기능

것이다.

35)
이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Hamdy 등 은 6개월 동안 인

화는 나타나지 않아

슐린 저항이 있는 비만환자에게 6개월 감량프로그램을

3. 대사성질환 유형별 운동의 내피기능 변화

진행 한 후 상완동맥의 혈관 확장이 개선되었고 인슐린

대사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이 혈관 내피기능의 변화

에 대한 감수성이 호전되었으며, 호전 정도는 체중 감량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제2형 당뇨병환자가

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여러 혈중 매개인자

규칙적인 운동을 한 결과 혈관 내피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들이 함께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중의 감량이

48)

연구가 있었으며 Dunstan 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고강도

직접적으로 비만과 인슐린저항이 있는 환자에게 혈관

점진적 저항운동을 한 결과 혈당조절능력과 근력이 향상되

내피기능 감소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49)

었다고 하였으며 Cohen 등 은 14개월간 점진적 저항성 운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다.

동을 했을 때 제2형 당뇨병환자의 혈관 내피기능이 향상되
어 혈당조절능력이 혈관 내피기능의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

결

론

47)
다. 그러나 Maiorana 등 은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운동을 수행한 결과 혈관 확장반응이 증가하였지만

혈관 내피기능의 장애는 순환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50)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Middlebrooke 등 도 6

대한 반응으로 동맥경화증의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개월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

혈관 확장물질인 산화질소 분비의 감소와 불활성화의

과 혈관 내피기능이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증가로 인해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확장능의 감소로 생

러므로 혈관 내피기능 확장을 위한 운동기간 설정이 중요하

리적 활용성을 저하시켜 동맥경화를 초래하게 된다. 내

49)
며 Cohen 등 은 운동기간이 운동강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피기능 장애는 순환계 질환의 위험인자와 함께 노화과

하였다.

정과 더불어 신체적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

고혈압, 제2형 당뇨병, 흡연, 비만 등과 같은 순환계 질환

화되어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게 된다.

의 위험요인의 개선과 더불어 연령의 증가나 이미 심혈관계

여러 가지 운동 형태, 시간, 및 강도에 따라 증가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심장이식, 혈관 이식의 처치 후 등 혈

거나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

관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가진 경우에도 규칙적인 운동

고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동맥경화의 억제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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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운동은 아세틸콜린성 자극

4. Lüscher TF, Noll G. The pathogenesis of cardiovascular

및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eNOS 단백질 발현 및 인산

disease: role of the endothelium as a target and

화 증가, ecSOD의 발현 증가, 질소 화합물 분해의 감

mediator. Atherosclerosis 1995;118 Suppl:S81-90.

소 등을 통해서 질소 화합물의 생리적 활용성을 증가

5. Cotran RS, Stanley LR. Pathologic basis of disease.

시켜 내피기능을 활성화시켜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개

6th ed.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1999;494

선한다. 심장질환 혹은 이상에 대한 내피기능 장애가 매

-541.

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은 혈

6. Yanagisawa M, Kurihara H, Kimura S, Tomobe Y. A

관 내피기능 등 혈관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novel potent vasocontrictor peptide produced by

다.

vascular endothelial cell. Nature 1988;332:411-5.
7. Inoue N, Ramasamy S, Fukai T, Nerem RM, Harrison
DG. Shear stress modulates expression of Cu/Zn

ABSTRACT

superoxide dismutase in human aortic endothelial

Effects of Regular Exercise on the Endothelial
Fnction in Cardiovascular Disease

cells. Circ Res 1996;79(1):32-7.
8. Caballero AE. Endothelial dysfunction in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 A Road to diabetes and heart

In recent years, regular exercise has been regarded as

disease. Obes Res 2004;11(11):1278-89.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endothelial dysfunction.
Obesity

is

associated

with

insulin

resistance

9. Haynes WG, Ferro CJ, O'Kane KPJ, Somerville D,

and

Lomax CC, Webb DJ. Systemic endothelin receptor

endothelial dysfunction through the release of metabolic

blockade decrease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 and

products such as hormone and adipocytokines. Obesity

blood pressure in humans. Circulation 1996;93:1860-70.

and risk factors associ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and

10. Komuro I, Kurihara H, Sugiyama T, Yoshizumi M,

inactivity leads to athersclerosis. L-arginine-NO pathway

Takaku F, Yazaki Y. Endothelin stimulates c-fos and

is a main factor for vascular dilatation as L-arginine

c-myc expression and proliferation of vascular smooth

capability, eNOS activity, and extracellular superoxide

muscle cells. FEBS Lett 1988;238(2):249-52.

dismutase

activity.

Regular

exercise

training

is

an

11. Lerman A, Edwards BS, Hallett JW, Heublein DM,

effective method to improve endothelial dysfunction by

Sandberg SM, Burnett JC Jr. Circulating and tissue

increasing nitric oxide release, eNOS protein expression

endothelin immunoreactivity in advanced atherosclerosis.

and phosphorylation, and ecSOD expression.

N Engl J Med 1991;325(14):997-1001.
12. Ross R. The pathogenesis of atherosclerosis: a perspective

Key words: Exercise, Endothelial function, Nitric oxide,

for the 1990s. Nature 1993;362(6423):801-9.

Obesity

13. Davignon J, Ganz P. Role of endothelial dysfunction
in atherosclerosis. Circulation 2004;109(23 Su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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