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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비만과 당뇨병은 모두 혈관내피세포기능 부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은 이러한 혈관기능
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운동 자체의 효과인지 아니면 체중감소의 동반효과 때문인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감소가 없이 유산
소 운동만을 시행한 군과 식사 요법, 유산소 운동을 함께 시행하여 체중 감소를 나타낸 군의 혈류매개 혈관확장반응
(FMD)을 비교하여 체중 감소가 혈관 내피 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8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당뇨센터를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운동, 식사 요법만을 시행
2
중이거나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자, 체질량지수 23 kg/m 이상의 과체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 체중 유

지 운동군, 체중 감소 식사운동군으로 분류하였다. 체중 유지 운동군은 400 kcal 이상의 열량 소모를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1회 60분 이상 시행하였고 체중 감소 식사운동군은 운동군과 같은 정도의 운동을 시행함과
동시에 연구 시작 이전의 식사에 비해 300 kcal/day의 열량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전후로 혈
류매개 혈관확장반응(FMD), 인슐린 저항성(Kitt), 아포지질단백질 B, 유리지방산, hsCRP 혈청 지질, 혈당, 혈압 등
을 측정하였다.
결과: 12주 후에 대조군과 체중 유지 운동군은 0.75 ± 1.06 kg와 0.64 ± 0.71 kg의 증가로 연구 전후 유의한
체중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식사 운동군은 3.07 ± 1.03 kg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 체중 감소가 동반되었던 식사
운동군에서 혈류매개 혈관확장반응이 2.62 ± 2.7의 개선을 보였고 아포지질단백질 B과 유리 지방산 역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인슐린 저항성, hsCRP 등은 대조군, 운동군, 식사운동군 모두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 요법은 체중 감소가 동반될 때 혈관 내피 세포 의존성 이완능의 개선을 보이고 이
는 아포지질단백질 B와 유리지방산의 호전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과체중, 체중감소, 유산소운동, 혈관 내피세포 기능, 혈류매개 혈류확장반응, 당뇨

서

등2)은 정상인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상완 동맥의

론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을 비교한 연구에서 정상
당뇨병에서 내피세포의 기능 손상은 내피세포에 의한 혈
1)

관확장 효과에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Henry

인에 비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피세포의 손상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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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증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데3) Goodfellow 등4)은

관 내피 세포 기능의 손상에 가역적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

미세알부민뇨가 없이 양호한 혈당 조절을 보이는 초기의 제

아보고자 하였다.

2형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의 혈관 내피세포 확장 기능을 비
교하여 정상인의 혈관 내피세포에 비해 당뇨병 환자군에서

대상 및 방법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이 저하되어 있어 당뇨병의 초

1. 연구 대상

기에서도 내피 손상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내분비 내

최근 유산소 운동의 내피세포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많
5)

은 연구가 있는데 Maiorana 등 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

과 당뇨센터를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상으로 복합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시행하여 내피세포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운동, 식사 요법만을 시행 중이거

의 기능 개선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Hamdy 등6)은 주 3회

나 저혈당의 위험이 적은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자들로

30분씩 유산소 운동(최대 심박수의 60~80%)과 하루 500

하였고 40세 이상, 70세 미만, 당화 혈색소 9.0% 미만, 체

kcal의 열량 제한으로 6개월 동안 체중감소를 시켰을 때 당

2
질량지수 23 kg/m 이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최소 6개

뇨 환자를 포함한 많은 비만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 의존

월 이상 약물이나 당화혈색소의 변동이 없었으며 운동제한

성 혈관 이완능의 개선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이 있을 수 있는 심한 관절염이나 만성심폐질환 환자, 당뇨

들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체중 감소의 두 가지 요인이 각각

병 망막질환으로 인한 시력장애, 만성콩팥병(CKD) 3단계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의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이상이거나 통증이 동반된 당뇨병 신경병증, 허혈성심질환,

7)
효과를 구분하지 못했다. Payvandi 등 도 말초동맥혈관질

말초-혈관-폐색증 등의 만성 당뇨 합병증을 가진 환자, 제1

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행 운동을 시행하게 하여

형 당뇨병, 이차성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추적 관찰이 어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더 호전된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려운 환자, 참여를 거부하는 환자, 복용약물을 변동한 환자

이완능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체중 변화에 대한 분석은 하지

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모두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프

않아 혈관 이완능의 호전에 체중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
8)

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Miche 등 은 제2형 당뇨병

로토콜은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환자와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행하였으나 혈

10-126).

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의 개선을 증명하지 못했고

2. 연구 방법

9)
Middlebrooke 등 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

월 동안 운동을 시행하였으나 유산소 운동이 비만한 제2형

총 40명의 대상자들은 난수표 방식의 무작위 배정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미 있는

대조군, 체중 유지 운동군, 체중 감소 식사운동군으로 분류

체중 변화나 혈관 내피세포의 개선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였고 이를 각각 대조군 10명, 운동군 14명, 식사운동군

운동이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을 개선시킨다

16명으로 구성하였다. 체중 유지 운동군은 400 kcal 이상의

10)

는 결과에 대해서 Ozcelik 등 과 Vincent 등 은 운동이

열량 소모를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1회 60분 이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는 당뇨병 환자

상 수행하도록 교육하였고 체중 감소 식사운동군은 운동군

에서 산화질소의 활성도를 개선시킨다는 기전을 내세웠

과 같은 정도의 운동을 시행함과 동시에 연구 시작 이전의

12)

11)

13)

Philip 등 은 운동이 IL-6같은 항염증성 싸이토카인

식사에 비해 300 kcal의 열량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이러한 싸이토카인은 면역계에 작

하여 표준체중(kg)당 30 kcal의 에너지 섭취가 되도록 하였

용하여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전염증성 단계에서

다. 대조군은 연구 참여 이전의 운동 및 식사습관을 그대로

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4)

유지하도록 하였고 총 12주의 연구 기간 동안 모든 대상자

운동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변화에 대해 최근 많

들은 2주마다 내원하여 연구 시작 시에 시행한 신체 계측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운동으로

및 신체 활동량, 식사 칼로리를 측정하였고 연구 참여 기간

인한 체중 감소가 동반되고 있어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

동안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물 용량은 일정하게 유지하

관 이완능의 개선이 유산소 운동 자체에 의한 효과인지, 체

였다.

중 감소 자체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인지는 논

3. 검사 방법

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혈관 내피세포 이완능의 손상이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

1) 신체 계측 및 생화학적 검사

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대상자들은 연구 12주 동안 2주 마다 키와 체중을 측정

서는 과체중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하였는데 신장과 체중은 겉옷을 탈의한 후 얇은 옷만을 입

유산소 운동과 식사 열량 제한을 시행하여 체중 감소가 혈

은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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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입력하여 각각 자연로그로 환산하고 3~15분의 값을 이용하

생화학적 검사는 정맥혈을 채취하여 원심 분리하여 혈청

여 regression line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이로부터 기저혈당

을 분리하였으며, -7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가 분석에 사

1/2
이 반으로 떨어지는 반감기(T )를 구하고 인슐린 저항성

용하였다. 공복 혈당은 포도당 산화법으로, 당화혈색소는 양

지표인 혈당감소율(rate

이온 교환 수지에 의한 HPLC법으로 측정하였다. 콜레스테

disappearance during a KITT)을 다음의 공식으로 구하였다.

constant

for

plasma

glucose

1/2
KITT = 0.693/T × 100 (%/min)

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은 효소
반응을 이용하는 측정 키트를 사용하여 생화학 자동분석기

4) 혈관내피세포 기능 검사

(Hitachi 7170, Tokyo, Japan)로 분석하였다. 유리지방산과
아포지질단백질 B,

high-sensitivity

C-reactive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해상도 B-mode

protein

초음파 기기(LOGIC 400 CL PRO, GE, medical system,

(hsCRP)는 연구 시작과 종결 시에 측정하였다.

Milwaukee, USA)의 11 MHz 탐촉자를 이용하여 상완 동맥
2) 신체활동량 및 식사 칼로리 조사

에서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확장 반응(Endothelium-dependent

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기록가속도

vasodilation, Flow-mediated vasodilation, FMD)과 내피세포

계(Lifecorder; Suzuken CO., Nagoya, Japan)을 사용하였

비의존성 혈관확장반응(Endothelial independent vasodilation,

다. 연구시작 전 개인의 연령, 성별, 신장, 체중, 측정개시

EID)을 측정하였다. 검사 전 10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

날짜 및 시간을 입력시킨 뒤 수면과 목욕 시를 제외하고 2

하였고, 음식뿐 아니라 알코올, 카페인, 담배를 중단하도록

주간 착용시켜 평소 활동량을 조사하였고 운동기록지를 작

15)
하였다. 검사 방법은 Celermajer 등 이 한 방법에 따라 측

성하도록 교육하였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기초대사량 + 운

정하였다. 먼저 기저치 혈류 매개 혈관 확장 반응(FMD)을

동량) × 1.11 + 미세운동량으로 계산하였고 활동 에너지 소

측정한 후 10분 뒤 외인성 산화질소에 대한 혈관 평활근의

비량은 lifecorder 활동량 4 이상(MET: metabolic equivalent

민감성, 즉 혈관 평활근의 기질적 병변을 보기 위해 니트로

3 이상)으로 운동에 의한 소모량이 하루 400 kcal 이상의

글리세린 0.6 mg을 설하로 투여 후 내피세포 비의존성 혈

되도록 2주마다 모니터링 하였다.

관확장반응(EID)을 측정하였다. 상완 동맥의 기저치 직경을

식사 섭취 조사는 세 군 모두 3일 식사기록지(주중 2일,

측정하고 측정 시기는 심장 이완기 끝부분, 즉 심전도상 R

주말 1일)로 작성하여 2주마다 한번씩 내원하여 식사 섭취

기시부 직전의 직경 값을 측정하였다. 기저치 직경 측정이

사항을 검토하였다. 간단한 사전 교육 후 식사 섭취 조사지

끝나면 탐촉자를 제거한 후 상완 중앙부에 혈압계 낭대

를 대상자들이 기록하도록 하고 기록된 식사 섭취 조사지를

(cuff)를 감고, 혈압계 압력을 올려 250 mmHg로 올려 5분

수거 시 전문 영양사가 실물 크기의 식품모형(한국미라지모

간 유지하였다. 5분 후 혈압계의 압력을 0 mmHg으로 내린

형)과 계량컵, 계량스푼, 사진으로 보는 음식의 눈대중량(대

후 혈압계 낭대를 제거 한 후 과혈류 발생 50초 사이 과혈

한영양사협회, 1999)을 이용, 직접 면접을 하며 검토하였다.

류에 의해 최대로 늘어난 상완동맥 직경을 측정하였다. 기

식사･운동군에서 연구 이전의 식사보다 300 kcal 이상의 식

저치 직경에 대한 과혈류 상태에서 늘어난 직경을 백분율로

이 제한을 위해 표준 체중(kg)당 30 kcal의 열량 섭취가 되도

계산하여 FMD 반응으로 나타내었다. EID를 측정하기 위해

록 교육하였다. 식사 기록 자료는 computer-aided nutritional

FMD를 측정한 후 앙와위 상태에서 10분간 안정을 취하였

analysis program (CAN-Pro version 2.0; Korean Nutrition

다. 기저치 상완 동맥 직경을 재 측정 한 후 니트로글리세린

society Seoul, Korea)로 분석하여 영양소 섭취량으로 환산

0.6 mg을 설하로 투여하였다. 4분간 탐촉자로 관찰하다가

하였다.

상완 동맥 직경이 최대로 증가되었을 때, 늘어난 직경을 측
정하여 증가한 직경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EID 반응으로 나

3) 인슐린 저항성

타내었다.

인슐린 저항성은 KITT (Insulin tolerance test)를 이용하

4. 통계처리

여 계산하였다. KITT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10시간
이상 금식하였고 안정된 상태에서 미리 희석해 놓은 인슐린

통계적 방법으로서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Humulin R, Eli Lilly, US)을 체중 1 kg당 0.1 U로 계산하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처리프로그램을 이

여 전박 정맥에 주사하고 반대편 수부정맥에서 0, 3, 6, 9,

용하여 항목별 평균값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연구

12, 15분에 각각 채혈하였다. 저혈당을 막기 위하여 15분

전후로 측정한 신체적 특성, 생화학적 검사, 섭취한 식사

채혈 후 20% 포도당 100 mL을 정주하였으며, 혈액은 즉시

열랑, 에너지 소비량 조사 및 혈류매개 혈관확장반응,

원심분리하여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 검

apolipoprotein B 및 유리지방산 등의 변화는 세 군 간의 평

사 시 시간대별로 측정한 포도당 농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균치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법(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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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으며 사후 검정법으로는 LSD (최소유의차) 다

2. 운동과 식사 칼로리의 변화

중비교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값을 0.05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칼로리 조사에서 대조군은
평균 -3 kcal/day으로 연구 전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운동

결

교육을 시행하였던 체중 유지 운동군과 체중 감소 식사 운

과

동군에서 평균 137.0 kcal/day과 147.3 kcal/day으로 대조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운동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1.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40명(대조군: 10명, 운동군: 14명, 식사
운동군: 16명)으로 평균연령 54.5 ± 8.5세이고 당뇨의 유병
기간은 4.5 ± 4.0년이었다. 평균체중과 체질량지수는 66.4
2
± 6.9 kg과 26.9 ± 2.4 kg/m 으로 연령과 유병기간, 체중,

보였다. 식사 칼로리 조사에서는 식사량 감소를 교육하였던
체중 감소 식사 운동군에서 하루 203.0 kcal의 칼로리 감소
가 관찰되었고 대조군과 체중 유지 운동군에서는 유의한 변
화가 없었다(Table 2).

체질량지수에서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 <

3. 신체계측의 변화

0.05) 평균당화혈색소와 콜레스테롤 수치에서도 유의한 군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혈관 내피 세포의 지표로 시행
한 평균 FMD는 5.03 ± 2.0%, 평균 EID는 19.4 ± 6.4%였
고 역시 각각의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12주 후에 시행한 신체 계측에서 대조군과 운동군의 체
중 변화는 0.75 ± 1.06 kg과 0.64 ± 0.71 kg으로 유의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고 식사 운동군은 다른 두 군에 비교하여
-3.07 ± 1.03 kg의 유의한 체중 감소를 보였다. 연구 전후로

Table 1. Clinical participant characteristics
Control
Exercise without
Exercise with
Variable
P-value*
(n = 10)
weight loss (n = 14) weight loss (n = 16)
Age (years)
57.6 ± 6.9
50.5 ± 10.1
56.0 ± 6.9
0.083
Duration of diabetes (years)
4.6 ± 4.8
4.7 ± 3.6
4.3 ± 4.1
0.953
Weight (kg)
66.3 ± 4.7
67.1 ± 8.3
65.9 ± 7.1
0.899
2
27.8 ± 2.1
26.2 ± 2.6
26.6 ± 2.3
0.249
Body mass index (kg/m )
Waist circumference (cm)
90.8 ± 5.2
86.0 ± 8.0
86.4 ± 5.8
0.179
HbA1c (%)
6.9 ± 0.8
7.0 ± 1.0
7.2 ± 0.6
0.612
6.7 ± 3.3
8.3 ± 10.5
4.7 ± 3.4
0.349
Insulin (μIU/mL)
Fasting c-peptide (ng/mL)
2.0 ± 0.7
1.8 ± 0.8
2.0 ± 0.7
0.808
Total cholesterol (mg/dL)
159.1 ± 33.1
172.3 ± 34.6
193.5 ± 30.7
0.035
Triglyceride (mg/dL)
170.3 ± 194.3
143.6 ± 82.5
123.6 ± 64.1
0.607
HDL-C (mg/dL)
43.6 ± 6.9
45.5 ± 15.4
50.4 ± 17.3
0.472
LDL-C (mg/dL)
89.4 ± 21.3
105.7 ± 31.1
119.5 ± 33.0
0.055
Kitt
1.9 ± 0.9
2.1 ± 0.8
2.1 ± 1.1
0.821
FMD (%)
5.2 ± 2.7
5.7 ± 2.0
4.3 ± 1.3
0.145
EID (%)
17.7 ± 4.3
18.9 ± 4.7
21.0 ± 8.4
0.424
평균활동칼로리(kcal/day)
240.9 ± 67.1
312.0 ± 122.5
323.9 ± 86.0
0.099
평균총칼로리(kcal/day)
1797.1 ± 103.1
1931.9 ± 206.8
1933.4 ± 181.0
0.122
식사칼로리(kcal/day)
1883.5 ± 92.3
1977.3 ± 225.6
1932.6 ± 184.3
0.469
The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FMD, flow-mediated dilatation; EID, Endothelium-independent
vasodilation. * P-value was calculated from ANOVA test between 3 group.

Table 2. Absolute changes in weight and energy variables: 12-week follow-up
Control
Exercise without
Variable
(n = 10)
weight loss (n = 14)
*
Weight (kg)
0.75 ± 1.06
0.64 ± 0.71
2
Body mass index (kg/m )
0.31 ± 0.45
0.25 ± 0.28*
활동칼로리(kcal/day)
-3.0 ± 100.0
137.0 ± 84.4‡
식사칼로리(kcal/day)
-25.9 ± 86.4
-47.0 ± 162.4*
The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P ≥ 0.05 as compared to control.
†P < 0.05 as compared to control or exercise without weight loss.
‡P < 0.05 as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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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with
weight loss (n = 16)
†
-3.07 ± 1.03
-1.25 ± 0.43†
147.3 ± 79.9‡
-203.0 ±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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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체질량지수 역시 대조군과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

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식사운동군에서는 2.62 ± 2.7로 일

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식사 운동군에서는 -1.25 ± 0.43

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검정과 사후검정에서 대조군과 운

2

kg/m 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P < 0.05) (Table 2).

동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였다. KITT를
통해 측정한 인슐린 저항성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Fig. 1).

4. 생화학적 표지자의 변화

6. 아포지질단백질 B와 유리지방산, hsCRP의 변화

연구 종결과 함께 40명의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당화혈색
소, 인슐린,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생화학적 검사에서 세군

아포지질단백질 B는 12주 동안 대조군과 체중 유지 운동

모두 연구 전후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시행된 사후 검

군에서 유의한 개선이 없었으나 체중 감소 식사운동군은 다

정(LSD)에서도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른 두 군에 비해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P = 0.003,

(Table 3).

paired T-test). 또한 LSD 다중비교 검정에서도 아포지질단
백질 B는 체중 감소를 보인 식사운동군에서 대조군이나 체

5. 혈류매개 혈관확장반응(FMD)과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

중 유지 운동군과 비교하여 -16.24 ± 15.6 mg/dL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value: 0.003 vs control,

12주 후에 시행한 혈류매개 혈관확장반응의 변화는 대조

0.045 vs exercise without weight loss) 유리지방산 역시 연

군 -0.73 ± 3.0, 운동군 -0.15 ± 2.0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구 전후로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체중 감소 식사 운동군

Table 3. Absolute changes in biochemical variables: 12-week follow-up
Control
Exercise without
Variable
(n = 10)
weight loss (n = 14)
HbA1c (%)
-0.51 ± 0.5
-0.28 ± 0.7
1.58 ± 0.32
-0.92 ± 4.4
Insulin (μIU/mL)
Fasting c-peptide (ng/mL)
0.23 ± 0.5
0.02 ± 0.2
Total cholesterol (mg/dL)
4.6 ± 19.8
-8.8 ± 13.8
Triglyceride (mg/dL)
-107 ± 238.2
-8.7 ± 61.7

Exercise with
weight loss (n = 16)
-0.22 ± 0.4
-1.77 ± 3.5
-0.49 ± 0.9
-15.0 ± 26.4
-14.36 ± 40.6

HDL-C (mg/dL)

4.8 ± 6.0

-0.3 ± 4.0

-2.0 ± 6.4

LDL-C (mg/dL)

11.8 ± 26.1

-9.0 ± 15.5

-9.6 ± 21.8

The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3 groups with the use of LSD 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Fig. 1. Change of FMD and KITT from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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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variables: 12-week follow-up
Apolipoprotein B (mg/dL)
Free Fatty Acid (μmol/L)
0 week
12 week
0 week
12 week
Control
Absolute value
76.81
81.74
794.2
653.0
(n = 10)
± 20.53
± 25.72
± 175.4
± 320.6
Percentile change
6.16 ± 20.2
-15.78 ± 37.4
*
0.301
0.219
P-value
Exercise without Absolute value
83.04
79.04
699.5
686.2
weight loss
± 19.10
± 18.69
± 153.4
± 181.4
Percentile change
-3.72 ± 15.9
4.48 ± 51.7
(n = 14)
*
0.334
0.831
P-value
Exercise with
Absolute value
92.43
79.42
873.3
730.5
weight loss
± 19.35
± 23.55
± 172.9
± 279.7
†
-16.5 ± 22.2
Percentile change
-16.24 ± 15.6
(n = 16)
*
P-value
0.003
0.019
The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P-value was calculated from paired T-test.
†P < 0.05 as compared to control or exercise without weight loss (P-value: 0.003 vs control, 0.045 vs
loss).
Variables

hsCRP (mg/dL)
0 week
12 week
0.108
0.096
± 0.136
± 0.114
-0.011 ± 0.15
0.820
0.122
0.105
± 0.121
± 0.089
-0.014 ± 0.08
0.529
0.236
0.188
± 0.426
± 0.254
-0.047 ± 0.50
0.710

exercise without weight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으나 사후 검정에

병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시행한 복합 유산소 운

서는 다른 두 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sCRP는 세

동과 저항 운동으로 유의한 혈관 내피 세포 이완능의 호전

군 모두에서 연구 전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운동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체중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내피세포의 기

고

능 호전에 운동과 체중이 미칠 수 있는 각각의 영향을 분석

찰

할 수 없었다. 이처럼 현재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산소 운동과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유산소 운동을 통한 내피 세포의 기능 개선을 증명하는데

는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력해 왔고 기존의 보고에서 유산소 운동 자체가 혈관 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조군과 체중을 유지하는 유산소 운

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을 개선시키는 것인지, 운동을

동군, 식사 요법을 병행하여 체중을 감소시킨 식사 운동군

통한 체중 감소가 혈관 기능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으로 분류하여 체중 감소가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개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12주 동안 운

당뇨병이 없는 비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소와

동과 식이 요법을 시행하였고 혈관 내피세포 비의존성 혈관

17)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변화를 연구한 Williams 등 은 외과

이완능(EID: endothelium-independent dilation)은 세군 모

적 수술을 통해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를 유도하여 체중 감

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내피세포 기능의

소가 내피 세포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였다. 평

지표로 삼았던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EDD:

균 20 kg 이상의 체중 감소 후에 환자들은 여전히 비만한

endothelium-dependent dilation)은 체중 감소를 보인 식사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내피세포 확장 효과를 보였

운동군에서만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고 유산소 운동만을

18)
다. Ziccardi 등 은 56명의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 비만한

시행한 체중 유지 운동군에서는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운동과 식사 요법을 시행하여 평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유산소 운동 자체가 혈관 내피

균 9.8 kg의 체중을 감소시켰고 유의한 혈관 내피세포 이완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

능의 호전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IL-6나 TNF-α와 같은 싸

16)

이를 보이고 있다. Green 등 은 제2형 당뇨병, 심부전증,

이토카인 등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며 체중 감소가 항

고지혈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 3회 복합 운동(자전거, 트

염증성 표지자를 변화시켜 내피 세포의 기능이 호전된다고

레드밀, 저항운동)을 시행하여 저항운동은 55~65% RM의

19)
하였다. Pierce 등 도 비만한자를 대상으로 식사 요법만을

강도로, 유산소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70~85%에 도달하게

시행하여 체중 감소를 시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하였다. 식사 요법이나 기타 생활 요법의 변화는 없었고 8

혈류매개 혈관 확장반응의 개선을 통해 혈관 내피세포 의존

주 동안 복합 운동 요법만을 시행하여 평균 혈류매개 혈관

성 혈관 이완능의 호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확장반응(FMD) 및 아세틸콜린 반응성 혈관 이완능에서 유
5)

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하였다. Maiorana 등 은 제2형 당뇨

이러한 연구들에서 비만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
20-2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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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산화적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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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내피 세포 손상의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22)

의 초기에 나타나는 혈관 내피 세포 이완능의 손상을 가역

데 Keaney 등 이 발표한 Framingham 연구에서는 산화적

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의 지표로 8-epi-PGF2α (isoprostane)을 측정하여

방법으로 운동 요법과 식사 요법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체내의 산화적 스트레스 역시 높

총 12주 동안 유산소 운동과 식사 열량 제한을 동시에 시행

아짐을 증명하였다.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

한 체중 감소 식사 운동군에서 유의한 혈관 내피 세포 의존

고 인슐린 저항성 역시 산화적 스트레스를 높이게 되는데

성 혈관 이완능의 개선과 함께 아포지질단백질 B의 감소가

이 기전은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23,24) 비만한 환자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적 고인슐린혈증을 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단기간의 혈관 내피 세포

발하고 혈중의 인슐린 증가는 그 자체로 수산화 이온의 생

이완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 열

25)

성을 증가시킨다.

생성된 수산화 이온은 역으로 인슐린

량 제한을 통한 체중 감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호 체계에 손상을 일으킴과 동시에 당의 전달을 억제하며
다시 고인슐린혈증을 악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중

ABSTRACT

의 증가는 증가된 수산화 이온으로 인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22,25)

높인다.

Pierce 등19)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성

산화물이 산화질소의 생체이용률을 감소시켜 내피세포의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반대로 체중을 감소
시키면 그 자체가 산화질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내피세포의

The Effect of Aerobic Exercise with or
without Weight Reduction on Endothelial
Function in Overweight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기능을 호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Background:

우리의 연구에서 운동군은 연구 전과 비교하여 평균 하

Type

2

diabetes

and

obesity

are

루 137 kcal의 활동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있었으나 운동이

associated with endothelial dysfunction. We sought to

나 식사 요법 등 생활 요법의 개선이 전혀 없었던 대조군과

determine whether weight reduction or aerobic exercise

비교하여 혈류매개 혈관확장반응의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improves endothelium-dependent vasodilation in overweight

하지만 운동 요법 자체가 내피세포의 기능을 호전시키는 것

type 2 diabetes patients.

에 효과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12주라는 짧은 기간이 혈관

Methods: Forty overweight type 2 DM patients (BMI

이완능의 변화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27.8 ± 2.1 kg/m , taking metformin or no medication)

26)
이는 Cohen 등 이 보고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2형

were enrolled to a 12-week exercise program with or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 요법에서 운동 시작 2개월

without calorie restricted diet program. The patients were

째에는 내피 세포의 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실

grouped into either control (n = 10) group, exercise group

험 14개월에 운동 시작 전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without weight loss (n = 14) or exercise group with

운동을 통한 혈류매개 혈관 확장반응의 호전에는 어느 정도

calorie-resticted diet (n = 16). We measured body weight,

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BMI, blood pressure, lipid level, HbA1c and brachial

또한 본 연구에서 아포지질단백질 B는 체중 감소 식사운

artery flow-mediated dilation (FMD) at baseline and after

동군에서 12주 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는데

12 weeks of exercise and calorie-restricted diet program.

아포지질단백질은 혈관 내피 세포 손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Also, apolipoprotein B, free fatty acid and hsCRP were

27)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많은 연

assessed.
Results: Weight loss was noticed only in the exercise

구에서 LDL이나 HDL보다 더 유용한 지표로 이야기되고
28)

체중 감소 식사운동군에서 보인 아포지질단백질의

group with calorie-restricted diet (-3.07 ± 1.03 kg). FMD

감소는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의 개선과도 일치

decreased in the exercise group with calorie-restricted

를 보였다. 유리지방산 역시 대조군이나 체중 유지 운동군

diet, but remained unchanged among the control and

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체중 감소 식사운동군에서 유의한

exercise group without weight loss. Furthermore, ApoB

감소를 보여 유리지방산과 혈관내피세포 이완능의 관련성

and free fatty acid were improved in exercise group with

을 나타내었다.

calorie-restricted diet.

있는데

기존의 보고들은 대부분이 비만, 고혈압, 심부전 환자들

Conclusion: Endothelial dysfunction is improved when

에 국한되어 있어 최근 국내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weight reduction is accompanied with aerobic exercise in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overweight type 2 diabetes patients. Concurrent decrease

연구는 과체중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병

in ApoB and FFA was also noted with aerobic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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