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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중재의 효과는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중재가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와 대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6주간의 생활습관 중재요법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체구성, 체력,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와 대사지표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 I병원 내분비내과 외래에서 당뇨병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중 35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23명, 대조군 1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6주간의 생활습관 중재요법으로는 운동중재와 식이중재를 실시
하였으며, 운동중재에서는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주 3회 코어 및 서킷트 저항성운동 실시하였고, 자가 유산소운동
을 주 2~3회 실시하였다. 식이중재는 주 1회 영양사의 교육을 통해 진행되었다. 6주간의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실험군은 중재 전후 신체측정 및 혈압과 체력,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baPWV, ABI), 대사지표를 포함한 인슐린
저항성,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GGT를 측정하였다.
결과: 6주간의 생활습관 중재 결과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등의 체성분과 전반적인 체력에 있어 모두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P < .05). 그리고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GGT등의 대사지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5).
반면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유지되었다.
결론: 저항성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복합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중재요법을 통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
들의 신체구성, 체성분, 체력, 혈당조절능력, 대사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맥 경직도가 다른 부작용
없이 6주 후 증가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볼 때 당뇨병 환자의 대혈관 위험도 예방에 있어 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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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져
최근 통계청의 사망원인 보고에 의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21,22)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항성운동이 당뇨병 환자

사망이 1996년 10만 명 당 7.4명에서 2009년 20.7명으로

의 혈당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동의 안전성 역

증가하였고 현재 한국인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1)

시 유산소 운동과 비교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연구들이

당뇨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사망원인이

발표되고 있으며

2,3)

23,24)

, 최근 일부 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

며 이러한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로 실시한 저항성운동이 동맥 경직도에 부정적이지 않은 결

1995년 1억 3천 5백 만 명이었던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2025년에는 3억 명으로 3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

국스포츠의학협회, 미국심장병협회,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발

4)

국내에서도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

상하고 있다.

하면 1960년대에 0.9%였던 당뇨병 유병률이 2000년대에는
5)

25,26)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미

표한 권장 운동가이드라인(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7,28)

ACSM;

7.6%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을 볼 때 우리

ADA)

나라의 당뇨병 증가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권장하고 있다.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을 보면 유산소운동뿐만 아니라 저항성운동 또한

당뇨병은 크게 자가 면역이상이 원인으로 췌장에서 인슐

당뇨병 환자의 당뇨관리 방법으로 저항성운동에 대한 관

린 분비기능이 상실되어 발병시기가 주로 청소년기인 제1형

심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주목을 받는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되어 성인기에 주로 발병

저항성운동을 모두 하는 복합운동이며, 그 효과를 검증하는

하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2형 당뇨병의 유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병되는 연령층이 점점

9가지의 저항성운동과 최대산소섭취량의 60% 강도로 유산

6)

낮아지고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지 못할 경우 눈, 신장질환, 신경손상, 뇌졸중, 허혈

29-31)

임강일 등32) 의 연구에 의하면

소운동을 12주간 실시한 결과 인슐린,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HOMA-IR), 렙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심장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이 초래되는데, 특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몇몇의 복합운동이 당뇨

히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대혈관 합병증은 정상인

병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발표되고

7,8)

에 비해 3~4배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며 , 사망자의 대부분
은 죽상경화증에 의한 대혈관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9)

있지만, 당뇨병 환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유산소와 저항성
운동의 다양한 운동 종류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

더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식이 및 생활습관관리를 포함한

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이

연구 또한 필요하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당뇨병

필요하며, 약물요법과 함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실천하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이 대혈관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

10,11)

선행연구를 보

해서 조사한 논문은 제한적이며, 저항성운동을 포함한 복합

면 식습관 조절과 적절한 운동이 혈당조절 및 고콜레스테롤

운동을 중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혈관 합병증 발

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인자 조절에 도움이

병 위험률이 높은 당뇨병 환자의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연

였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13)

된다는 보고들이 있다.

또한 유산소운동이 혈당조절능
14,15)

력과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 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중재

부 연구에서 유산소운동이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에 긍정적

요법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혈관 합병증의 위험도와 대

16,17)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사지표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유산소운동뿐만 아니라 저항성운동 역시 혈당 조절능력
과 인슐린 저항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여러

방

법

18)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Hurley et al 은 저항성운동은 제

1. 연구 대상

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 근육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슐린

본 연구는 인천 I 병원 내분비 내과 외래에서 당뇨병 관

민감도(Insulin sensitivity)를 향상시켜 내당능장애(glucose
19)

intolerance)를 개선시킨다고 하였다. 또 Harris et al 는 근

리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력 강화운동은 근섬유의 모세혈관 비율을 증가시키고, 근육

동의한 4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법으로 실험군과 대조

내 글리코겐의 저장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럼

군으로 나누었으며 중도 탈락한 실험군 3명과 대조군 3명을

에도 불구하고 저항성운동은 고혈당증과 당뇨병성 고혈압

제외한 최종 대상자로 실험군 23명(남 11명, 여 12명), 대조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뇨병 환자의 운

군 12명(남 6명, 여 6명), 총 35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20)

동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저항성운동은 동맥 경직도를 높여 대

2

25세 이상 남성과 폐경 후 여성으로 체질량지수가 23 kg/m

이상이고 당화혈색소(HbA1c) 6.0~10.0%인 당뇨병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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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지 10년 이내의 제2형 당뇨환자를 선정하였으며, 30분

각각 95.7%와 91.7%의 Metformin을 복용하였으며, 이외의

이상의 정기적인 운동을 주 3회 이상 시행하거나 인슐린을

복용약물로는

사용하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제1형 당뇨병 환자,

DPP4 inhibitor, Hypertension medication이 있었으며 그룹

3개월 내 급성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환자, 악성 종양, 심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임상연구 기관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을 가진 자, 간기능 장애, Creatinine

의 기관연구윤리심의의 승인을 받았고 모든 대상자는 연구

2.0 이상인자, 여성 호르몬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

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연구가 진행

중인 자, 운동능력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질환이나 위험인자

되었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nsulin

secretagogue,

Thiazolidinedione,

가 있는 환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n = 23)
Control (n = 12)
P-value
Age (yr)
50.39 ± 7.61
48.50 ± 7.94
0.496
Duration (yr)
7.65 ± 3.39
6.58 ± 3.55
0.390
Medication
Insulin secretagogue (%)
47.8
41.7
0.728
Metformin (%)
95.7
91.7
0.630
Thiazolidinedione (%)
4.3
0
0.464
DPP 4 inhibitor (%)
13.0
25.0
0.373
Hypertension medication (%)
73.9
41.7
0.061
Anthropometric measurement
Height (cm)
164.70 ± 9.47
163.10 ± 10.22
0.648
Weight (kg)
78.05 ± 13.98
74.74 ± 11.10
0.482
BMI (kg/m2)
28.63 ± 3.40
28.08 ± 3.22
0.641
Waist (cm)
91.83 ± 8.93
92.42 ± 6.46
0.841
Blood pressure
SBP (mmHg)
125.09 ± 14.04
131.17 ± 7.77
0.109
DBP (mmHg)
80.43 ± 10.05
86.25 ± 4.94
0.028
Body composition
Body fat (%)
33.86 ± 6.98
33.24 ± 8.00
0.815
Fat mass (kg)
25.47 ± 6.52
24.11 ± 6.79
0.567
Lean mass (kg)
50.02 ± 11.00
48.43 ± 9.50
0.674
Glucose metabolism
Glucose (mg/dL)
145.13 ± 30.45
157.58 ± 46.79
0.416
Insulin (μU/mL)
9.34 ± 4.83
10.61 ± 7.09
0.534
HOMA-IR
3.31 ± 1.80
3.93 ± 2.88
0.433
HbA1c (%)
7.65 ± 0.71
7.95 ± 0.89
0.307
Lipid profiles
TC (mg/dL)
163.83 ± 28.07
160.50 ± 38.96
0.773
TG (mg/dL)
159.35 ± 81.86
110.08 ± 42.36
0.060
HDL-C (mg/dL)
46.87 ± 10.15
48.08 ± 6.16
0.708
LDL-C (mg/dL)
92.70 ± 21.27
95.67 ± 37.29
0.802
C-Peptide (mg/dL)
1.07 ± 0.34
1.14 ± 0.47
0.622
Liver enzyme
AST (U/L)
23.96 ± 11.45
26.00 ± 7.54
0.582
ALT (U/L)
34.48 ± 19.55
37.58 ± 16.62
0.643
GGT (U/L)
40.87 ± 25.98
45.00 ± 30.71
0.678
Macrovascular complications risk factor
ABI
1.08 ± 0.09
1.09 ± 0.09
0.757
baPWV (cm/s)
1,415.17 ± 189.53
1,397.50 ± 190.16
0.795
Values are mean ± SD.
P-value for medication according to the Chi-square test.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GGT, gamma-glutamyltransferase;
ABI, ankle-brachial blood pressure index;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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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study design.

3) 체력측정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6주간의 복합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중재요
법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체구성, 체력,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 대사지표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연구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배당하였으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표본수 산출 근거를
통해 대상자수를 선정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 설계는
Fig. 1과 같다.

운동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근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별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10번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즉 10 RM을 측정하였다. 1 RM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상해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의
근력 측정에 알맞은 방법이며, 측정항목은 Dumbbell Bench
Press, Side Lateral Raise, Lat Pull Down, Leg Extension,
Biceps Curl, Triceps Extension, Smith Machine Squat 총
7가지를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상체근력을 측정하는 종목

3. 측정도구 및 방법

으로 팔굽혀펴기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여자 피험자는 무릎
을 바닥에 대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복근의 근지구력을 측

1) 신체측정 및 혈압
신장 및 체중은 신발을 벗고 환자복으로 환복한 후 자동
측정 장비 BIKI-200 (자원메디칼, Kore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측정된 체중(kg) 나누기 신장의 제곱

정하는 종목으로 1분 동안 실시한 윗몸일으키기 최대횟수를
측정하였다. 근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측정한 7종목의 10
RM 무게의 합을 Total 10 RM으로 나타내었다.

(m2)으로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장골 능선과 12번 갈비뼈

4) 운동부하검사

사이 중간지의 가장 얇은 둘레를 팔을 편안히 내리고 정상
호기에 측정하였고,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 뒤쪽의 가장 돌
출된 부위와 치골 결합부 및 대전자의 위의 연결하는 가장
두꺼운 부위를 엉덩이에 힘을 뺀 후 측정하였다. 혈압은 5
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 후 전자 혈압계(TM-2655D, A&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트레드밀(T2100, GE Healthcare), 심전도기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트레드밀 프로토콜로는 Modified Bruce를 이용
하였으며, 경사도 0%, 속도 1.5 km/h의 강도에서 2분간 준
비운동을 실시한 후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측정의 안전을
위하여 I병원 레지던트 1명이 심전도 검사를 참관하였으며,
2명의 운동처방사가 측정을 진행하였다. 운동처방사 1명은

2) 체성분 분석
환자복으로 환복한 후 모든 소지품을 제거한 후 양말을
벗고 DXA (Lunar Prodigy Advance, GE Healthcare)장비
와 enCORE 2008 Version 1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hole Body Scan을 하여 측정하였다. 체지방량, 제지방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을 측정하였다.

운동부하검사는 가스분석기(Quark CPET, COSMED),

매1분마다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
를 기록하였으며, 측정 시작 10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 30
초마다 운동자각도를 기록하였다. 또 다른 운동처방사 1명
은 전반적인 측정을 진행하였다. 운동 중에는 심전도, 혈압,
운동자각도 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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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검사는 피로나 호흡곤란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2회는 생활습관 중재 전에 실시하였고, 나머

계속할 수 없거나 심전도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나기

지 6회는 매주 1회에 걸쳐 1:1 개인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까지 실시하였다. 최대운동부하의 판정기준은 운동자각도

사전교육은 평상시 주중 2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한 3일

가 17이상, 심박수가 최대심박수의 ± 5 이상, 호흡교환율

동안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간식 등 섭취한 음식의 식사

(Respiratory Exchange Ratio, RER)이 1.15 이상일 때로 정

시각, 장소 및 모든 음식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각각의 식품재

의 하였다. 최대산소섭취량은 Quark CPET 프로그램을 이

료 종류와 분량을 기록하였으며 섭취 시 생각과 감정 및 식

용하여, 매 20초마다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사에 대한 평가를 자기기록 하도록 하였다. 6주간 매일 식
사일지를 작성하고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5) 채혈 및 혈액 분석

환자는 섭취한 식품의 측량과 기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모든 혈액은 8시간 공복상태에서 SST tube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s

(TG),

High

훈련 받기 위하여 임상영양사와 1:1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

density

담에서는 환자가 식사일기를 원활히 기록하도록 식품모형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Low density lipoprotein

(한국미라지모형)을 제시하여 환자들에게 눈대중량을 익히

cholesterol (LDL-C),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게 하였으며 식사기록의 예시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Gamma-glutamyltransferase

다. 잘 훈련된 동일한 영양사가 환자의 식사일지 내용에 대

(GGT), C-peptide 분석용), EDTA tube (HbA1c 분석용)를

한 검토를 위해 미리 준비한 식품모형을 활용하여 다시 한

이용하여 상완정맥에서 채혈하였다. 채혈 후 3000 rpm에서

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보충

15분간 원심 분리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변인의 분

기록 하였다.

석은 인천소재 I 병원에서 진행하였다. 공복혈당(Glucose)

실험군의 중재 시 영양교육은 식사의 기본지침, 식품교환

은 hexokinase법, TC는 효소법, TG는 글리세롤 소거 효소

표를 이용한 식사계획, 자유식품과 현명한 식품 선택, 식사

법, HDL-C과 LDL-C은 Direct법, AST, ALT는 UV Rate

패턴에 따른 영양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요법, 외식 시

법, GGT는 r-glutamly CNA 기질법을 이용하여 생화학분

식사요법, 간식섭취방법,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식사방

석기 HITACHI Clinical Analyzer 7600 series (Japan)를

법,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사요법, 당질계산법, 설탕대체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HbA1c은 Autometed Glycohemoglobin

식사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 영양표시 정보 사용방법, 영양

Analyzer (HLC-723G7, (주)공가메디피아)를 이용하여 분

소의 균형 등 세분화된 내용을 가지고 매 주 진행되었다. 각

석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슐린

교육시마다 일지 수거 및 검토,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는지

33)

저항성 지수(HOMA-IR)를 이용하였으며 Matthews

공식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HOMA-IR = 공복 인슐린 (μ

에 대한 논의, 세분화된 영양교육, 그리고 추후 1주간의 계
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U/mL) × 공복 혈당 (mg/dL) / 22.5 / 18).
(2) 식이관리
6)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 검사

하루 필요열량은 현재체중과 표준체중을 비교하여 비만

Colin Pulse Waveform analyzer (From/ABI, colin CO,

도를 구한 후 비만도에 따라 가벼운 활동이나 보통의 활동

Ltd. Komaki, Japan)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혈압

을 하는 사람의 경우 표준체중 × 30 kcal으로 계산하여 처

과 심전도 감시 하에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방하였다. 처방된 하루 필요열량에 따라 각 식품군별 교환

(baPWV), Ankle-brachial blood pressure index (ABI)를 측

단위수를 정하여 끼니별로 교환단위수를 배분하고 식품교환

정하였으며, 측정 전날에는 흡연, 음주, 과도한 운동은 피하

표를 이용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실제 섭취할 식품의 양을 계

도록 사전에 주지시킨다. baPWV는 환자가 5분간 누워서

산하도록 하였다. 식품교환표를 이용하여 당질에서 55~60%,

혈압이 안정이 되면 상완 발목에 커프를 감싸고 혈압을 재

단백질에서 15~20%, 지방에서 20~25%로 구성된 균형 잡

듯이 두 번 정도 조여서 몸 전체적인 혈관의 경직도를 파악

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록해 온 식사일기를 점

하고, ABI로 다리 쪽 혈관의 협착 정도를 측정하였다.

검하며 교정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중재프로그램

2) 복합운동 프로그램

1) 영양교육 및 식이관리

(1) 운동처방 사 지도하의 저항성운동 프로그램

(1) 영양교육

주 3회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저항성운동 프로그램이

영양교육은 당뇨 교육 자격을 갖춘 영양사에 의해서 실

실시되었다. 처음 5분간 트레드밀에서 준비운동을 실시 한

시되었으며, 대조군은 등록 시 1회 당뇨와 체중조절에 관한

뒤 스트레칭을 실시하였다. 다음 준비운동으로 서킷트 코어

전반적인 영양교육을 받았고, 실험군의 경우 총 8회 교육을

운동을 3세트, 10분간 실시한 후 본 운동으로 전신 서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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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pervised resistance training program
Exercise
1~3 week
Warm-up
Treadmill 5min
Stretching 5min
Alternate Leg raise 20reps
Crunch 10reps
Shoulder Bridge, 10reps

4~6 week
Treadmill 5min
Stretching 5min
Seated Knee Up 10reps
Cross crunch 10reps
Lying Side Band 10*2reps
Alternate Superman Exercise 10reps

Exercise

Squat 20reps
Dumbbell Bench Press 20reps
Good Morning Exercise 20reps
Dumbbell Shoulder Press 20reps
Biceps Curl 20reps
Triceps Extension 20reps

Wide stance Squat 20reps
Incline Dumbbell Bench Press 20reps
Stiff Legged Dead Lift 20reps
Lat Pull Down 20reps
Side Lateral Raise 20reps
Hammer Curl 20reps
Cable Press Down 20reps

Cool-down

Stretching 5 min

Stretching 5 min

웨이트 트레이닝을 30분간 실시하였다. 본 운동에서 각각의

중재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중재 전・후 종

운동종목의 운동 강도는 10 RM의 50%로 하였으며, 반복횟

속변인의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대

수는 종목당 20회씩 총 3세트를 실시하였다. 세트 간의 휴

조군과 실험군의 변화값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식시간은 3~5분으로 하였다. 본 운동이 끝나면 5~10분간

검증(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당화혈

전신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마무리 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색소 변화값과 다른요인들의 변화값의 관계와 영향력을 보

크게 3주 후에 변화를 주었으며 작게는 매주 조금씩 변형

기 위하여 편 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와 다중선형회귀

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분석(multi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
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2) 환자 스스로 시행하는 유산소운동 프로그램
저항성운동과 다르게 유산소운동은 환자 스스로 할 수

결

과

있도록 프로그램을 처방하였다. 최대산소섭취량의 50~70%
강도로 운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운동부하검사 자료

6주간의 생활습관 중재요법 기간 중 운동 시 저혈당 증

를 토대로 최대산소섭취량의 50~70% 강도일 때 심박수를

상을 포함한 다른 부작용을 보인 환자는 없었으며, 6주후

알려주고 자신의 심박수를 체크하여 운동 강도를 조절 할

실험군의 신체구성 및 혈압의 변화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3주간은 주 2회 30분간 실시하도록

체중은 78.05 ± 13.98 kg에서 76.00 ± 13.30 kg으로 2.06

하였으며, 다음 3주간은 주 3회 40분간 실시하도록 하였다.

2
kg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체질량지수는 0.73 kg/m , 허리

유산소운동 종목으로는 걷기운동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환

둘레는 3.11 cm, 엉덩이둘레는 1.76 cm가 유의하게 감소하

자들의 유산소운동 시행 여부는 지급된 만보기의 계수와 운

였으며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축기

동일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하였다. 단, 만보계의 특성상

혈압은 6.70 mmHg, 이완기 혈압은 5.87 mmHg이 유의하

운동강도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게 감소하였으나(P < .05),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대조군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다.

(3) 생활습관중재
생활습관 중재는 앞선 교육과 관리를 토대로 영양 및 운

연구대상자들의 중재 전과 후에 나타난 대사지표의 변화

동을 포함하였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마다 생활습관 목

에 있어서 실험군의 HbA1c는 7.65 ± 0.71%에서 6.90 ±

표를 설정한 후 실시 하도록 교육하였으며, 매일 만보를 걸

0.66%로, 공복혈당은 145.13 ± 30.45 mg/dL에서 124.91 ±

을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20.42 mg/dL로, TC는 163.83 ± 28.07 mg/dL에서 152.57
± 25.73 mg/dL로, TG는 159.35 ± 81.86 mg/dL에서

5. 자료 분석

111.43 ± 47.47 mg/dL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SPSS/Window

.01), 실험군의 LDL-C 또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5).

17.0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6주간의 생활습관

실험군의 인슐린저항성, 인슐린, C-Peptide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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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lifestyle modification on anthropometric and metabolic parameters
Intervention (n = 23)
Control (n = 12)
Before
After
∆Change
Before
After
∆Change
P-value
Anthropometric measurement
Weight (kg)
78.05 ± 13.98
76.00 ± 13.30
-2.06 ± 1.60†
74.74 ± 11.10
74.39 ± 10.59
-0.35 ± 1.45
.004
2
†
BMI (kg/m )
28.63 ± 3.40
27.90 ± 3.26
-0.73 ± 0.57
28.08 ± 3.22
27.97 ± 3.15
-0.11 ± 0.51
.003
Waist (cm)
91.83 ± 8.93
88.72 ± 8.40
-3.11 ± 2.64†
92.42 ± 6.46
91.17 ± 6.55
-1.25 ± 2.45
.049
Blood pressure
*
SBP (mmHg)
125.09 ± 14.04
118.39 ± 12.76
-6.70 ± 11.93
131.17 ± 7.77
124.75 ± 12.14
-6.42 ± 12.84
.020
†
DBP (mmHg)
80.43 ± 10.05
74.57 ± 9.56
-5.87 ± 7.74
86.25 ± 4.94
80.42 ± 10.64
-5.83 ± 11.09
.991
Glucose metabolism
Glucose (mg/dL)
145.13 ± 30.45
124.91 ± 20.42 -20.22 ± 25.99†
157.58 ± 46.79
165.67 ± 49.78
8.08 ± 32.41
.008
Insulin (µU/mL)
9.34 ± 4.83
10.19 ± 6.90
0.85 ± 4.40
10.61 ± 7.09
10.92 ± 4.99
0.31 ± 6.87
.780
HOMA-IR
3.31 ± 1.80
3.17 ± 2.40
-0.14 ± 1.68
3.93 ± 2.88
4.20 ± 1.64
0.27 ± 2.22
.548
HbA1c (%)
7.65 ± 0.71
6.90 ± 0.66
-0.75 ± 0.56†
7.95 ± 0.89
7.73 ± 0.85
-0.25 ± 0.89
.056
Lipid profiles
TC (mg/dL)
163.83 ± 28.07
152.57 ± 25.73 -11.26 ± 13.99†
160.50 ± 38.96
161.58 ± 24.29
1.08 ± 26.58
.154
†
*
TG (mg/dL)
159.35 ± 81.86
111.43 ± 47.47 -47.91 ± 74.16
110.08 ± 42.36
139.92 ± 44.74
29.83 ± 44.15
.002
HDL-C (mg/dL)
46.87 ± 10.15
46.35 ± 10.08
-0.52 ± 4.78
48.08 ± 6.16
46.83 ± 7.51
-1.25 ± 6.44
.707
LDL-C (mg/dL)
92.70 ± 21.27
86.00 ± 22.36
-6.70 ± 12.62*
95.67 ± 37.29
95.08 ± 25.31
-0.58 ± 21.82
.385
*
C-Peptide (mg/mL)
1.07 ± 0.34
1.23 ± 0.51
0.16 ± 0.29
1.14 ± 0.47
1.21 ± 0.36
0.07 ± 0.36
.430
Liver enzyme
23.96 ± 11.45
22.88 ± 7.80
-0.87 ± 7.02
26.00 ± 7.54
22.50 ± 5.79
-1.67 ± 7.00
.752
AST (U/L)
ALT (U/L)
34.48 ± 19.55
29.88 ± 14.13
-4.96 ± 14.14
37.58 ± 16.62
29.83 ± 13.64
-3.92 ± 13.64
.836
†
GGT (U/L)
40.87 ± 25.98
27.92 ± 17.61 -1,2.61 ± 13.01
45.00 ± 30.71
36.00 ± 23.80
-4.00 ± 15.22
.089
Macrovascular complications risk factor
ABI
1.08 ± 0.09
1.09 ± 0.09
0.02 ± 0.07
1.09 ± 0.09
1.08 ± 0.07
0 ± 0.07
.437
baPWV (cm/s)
1,415.17 ± 189.53 1,378.17 ± 178.82 -37.00 ± 124.25
1,397.50 ± 190.16 1,376.08 ± 131.54 -21.42 ± 101.68 .711
Values are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GGT, gamma-glutamyltransferase;
ABI, ankle-brachial blood pressure index;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 P < .05, †P < .01.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인슐린저항성은 감소하는 경

방량은 25.47 ± 6.52%에서 22.77 ± 6.69%로 2.70 kg 유의

향을 보였고 반면에 인슐린과 C-Peptide는 증가하는 경향을

하게 감소하였다(P < 0.5). 복부지방률은 42.81 ± 6.08에서

보였다. 대조군은 TG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변화

38.96 ± 7.31%로 3.85%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5). 반

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변화의 차이에서는

면 근육량은 중재 전후 0.72 kg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체력

공복혈당과 TG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효소 수치의

에 있어서 총 7가지의 근력측정 종목에서 모두 유의하게 향

변화에 있어서는 실험군에서 GGT는 40.87 ± 25.98 U/L에

상되었으며(P < 0.5), 팔굽혀펴기는 13.70 ± 11.30회에서

서 27.92 ± 17.61 U/L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 <

20.39 ± 16.39회로, 윗몸일으키기는 12.39 ± 13.61회에서

.01) 대조군의 변화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험

17.65 ± 16.54회로, 최대산소섭취량은 27.56 ± 6.17

군의 AST와 ALT는 중재 전후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변화

mL/min/kg에서 29.94 ± 6.00 mL/min/kg으로 유의하게 향

는 없었다. 대조군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

상되었다(P < .05).

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의 변화를 본

Table 4에서는 실험군의 6주간의 당화혈색소 변화량에

결과 중재 전후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는 일부 감소하는 경

따른 다른 변수들의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별

향을 보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

을 보정하고, 당화혈색소 변화량은 공복혈당, 인슐린저항성,

지 않았다.

baPWV, Total 10RM의 변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Table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6주간의 생활습관 중재요

였으며, 근육량과 최대산소섭취량의 변화와 유의한 음의 관

법 후 실험군에 있어 체성분과 체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계를 보였다. 성별과 체질량지수를 보정했을 경우 당화혈색

체성분에 있어서 체지방률은 33.86 ± 6.98 kg에서 31.44 ±

소 변화는 공복혈당, 인슐린저항성, baPWV, Total 10 RM

7.33 kg으로 2.41%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 < .05), 체지

의 변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근육량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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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HbA1c levels and changes in other variables
∆HbA1c
Model 1
Model 2
∆Weight (kg)
-.319
-.262
∆Waist (cm)
-.260
-.244
∆SBP (mmHg)
-.296
-.337
∆DBP (mmHg)
-.108
-.114
∆Fat mass (kg)
.046
.069
*
*
-.448
∆Lean mass (kg)
.457
†
∆Glucose (mg/dL)
.612
.628†
∆Insulin (µU/mL)
.322
.266
*
.379
∆HOMA-IR
.423
∆TC (mg/dL)
-.128
-.121
∆TG (mg/dL)
-.044
-.063
∆HDL-C (mg/dL)
-.343
-.313
∆LDL-C (mg/dL)
-.095
-.129
∆C-Peptide (mg/mL)
.175
.103
∆AST (U/L)
-.195
-.129
∆ALT (U/L)
-.037
.032
∆GGT (U/L)
-.138
-.096
∆ABI
.367
.341
*
.529*
∆baPWV (cm/s)
.422
*
∆VO2max (ml/min/kg)
-.464
-.433*
Model 1, adjusted for gender;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nd BMI.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GGT, gamma-glutamyltransferase;
ABI, ankle-brachial blood pressure index;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 P < .05, †P < .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changes in HbA1c as a 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HbA1c

Variables
B
S.E
Standardized B
∆Lean mass
-.179
.083
-.415
-.073
.033
-.437
∆VO2max
∆BMI
.007
.034
.044
Age
-.011
.018
-.145
Gender
-.078
.263
-.071
2
Lean mass, VO2max, BMI, age and gender account for HbA1c by 42.8% (R ; 0.428, F-value 2.549), P < .05.

대산소섭취량의 변화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P-value
.046
.041
.830
.555
.770

포함한 생활습관 중재의 참여가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와 대

Table 5에서는 당화혈색소의 변화에 있어 근육량과 최대

사지표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

산소섭취량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결과를 요약하면 당뇨병 환자의 6주간의 복합운동을 포함한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당화혈색소 변화에 있어 나이와 성

생활습관중재의 참여는 첫째, 체성분 및 당화혈색소를 포함

별 그리고 체질량지수, 근육량, 최대산소섭취량의 변화의 영

한 대사지표를 향상 시켰고, 둘째,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를

향력을 본 결과 앞의 다섯 변수들은 당화혈색소의 변화에

변화 없이 유지시켰다. 마지막 셋째로 6주간 중재를 통한

있어 42.8%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각각의 변수를 보았을 때

당화혈색소의 감소에 있어 근육량과 심폐지구력의 증가가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변화는 당화혈색소 변화에 유의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근육량과 산소섭취량의 변화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먼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복합운동을 포함
한 생활습관 중재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실험군에서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

고

레,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은 유의하게 감소했고, 근육량은 유

찰

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5). 본 연구에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기간의 복합운동을

2
참여한 당뇨환자들의 평균 체질량지수가 28.63 kg/m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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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률이 33.86%임을 고려할 때에, 체지방을 낮추고, 근

동을 실시한 경우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

육량을 증가시킨 본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32)
과 같은 결과를 , 6주라는 단기간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있다. 이 결과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

당뇨병 환자에게 장기 혈당관리에 있어 큰 효과를 주었다고

안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유지수 등34)의 연구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2

과 체중이 1.9% 감량되고 체질량지수가 0.51 kg/m 감소되

이전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

었다는 결과보다 더 많은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Diabetes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이 인슐린 생성 및 분비기능

prevention program35) 연구에서 24주간 초기 체중의 7% 감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인슐린 분비 지표인

량을 목표로 시행했을 때,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장애를

C-peptide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의

가진 당뇨병 발생 위험군에서 당뇨병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

인슐린 분비 능력이 촉진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결과

한 것을 볼 때 6주라는 단기간에 2.7%의 체중감량은 본 연

는 당뇨병 환자의 운동의 참여가 인슐린 분비 능력을 향상

구의 생활습관 중재요법이 당뇨병 환자의 체중 및 비만도

시키고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준다는 선행연구에

감소에 적합한 프로그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본 연

41)
비추어볼 때 , 6주간의 프로그램의 참여 후 인슐린 저항성

구에서는 체지방을 측정하는 도구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을 유의하게 개선시키지 않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36)
생체전기저항측정법보다 정확한 DXA 를 사용하여 측정한

분비능력을 좋게 하였으며, 이는 공복 시 혈당의 감소와 당

결과로써 더욱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화혈색소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중재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긍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유의하게 큰 감소를 보인 당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은 선행연구에서 유산소운동만 실

화혈색소가 다른 지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시한 것과 달리 저항성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복합

하여 당화혈색소와 다른 지표들의 운동 전후 변화값 간의

운동을 실시하였고 생활습관 중재를 통한 식이조절과 더 많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 체질량지수 변화

은 양의 신체활동을 시행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근육량과 심폐지구력이 증가할수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 의하면 대사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록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

비만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체력의 증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

화혈색소의 변화와 baPWV의 변화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37)

로 대두되고 있다. Jekal et al 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였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 당화혈색소를 관리를 해주

것뿐만 아니라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사질환을 예방한

는 것이 대혈관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본

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

연구에서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볼 때 유의하

38)

연구에 따르면 낮은 심

지는 않았지만 baPWV의 감소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

폐체력은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높인

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 시 긍정적인 효과를

다고 보고하였으며, Dunstan DW et al39)은 당뇨병 환자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당화혈색소의

근력의 향상이 혈당조절 능력을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변화에 최대산소섭취량과 근육량의 변화가 얼마만큼의 영

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6주 동안의 유산소운동

향을 주는지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

과 저항성운동을 포함한 복합운동의 중재를 통해 10 RM

성별, 체질량지수를 보정하였을 때 근육량과 심폐지구력의

근력평가 종목, 윗몸일으키기, 팝굽혀 펴기 기록의 유의한

향상은 당화혈색소 감소에 유의한 영향력 보였다. 추가적으

향상과 함께 최대산소섭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로 단계선택 분석을 한 결과 최대산소섭취량과 근육량의 변

서도 예외가 아니다. Church et al

했다는 점은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혈당조절 및 심혈관질환

화가 순서대로 유의하게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최대산소섭

예방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date not

취량과 근육량의 변화가 당화혈색소의 변화를 38% 예측이

shown).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

본 생활습관중재를 포함한 본 프로그램이 혈당조절능력

을 포함한 복합운동의 중재가 근육량과 심폐지구력을 향상

과 인슐린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당화혈색

시키면서 당화혈색소를 감소시켰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당뇨

소, 인슐린저항성, C-peptide를 프로그램 전후에 분석하여

병 관리에 있어 근육량 증가와 심폐지구력 향상이 중요하다

보았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는 프로그램 전후에 7.65%에서

는 것을 알 수 있다.

6.90%로 0.75% 감소하여 매우 유의하게 개선되어졌지만

비만은 당뇨병 환자들의 대혈관합병증을 유발하고, 운동

(P < .01), 인슐린 저항성은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당

을 통한 체중감소는 대혈관합병증의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화혈색소는 장기 혈당조절 지표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혈

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운동이 대혈관합병증에 미치는

당수치를 나타내며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기 혈당조절 능력

영향을 규명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산소 운동을 적용하였

을 나타낼 뿐 아니라 만성합병증을 예측하는 지표로서의 의

17)
다. Madden et al 의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 36명을

40)

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운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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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V와 femoral PWV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42)

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6주로써 생활습관중재연구로는 짧

Yamamoto et al 의 연구에서는 2주간 32명의 남자 당뇨병

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중재요법의 효과를 명확하게

환자를 대상으로 이틀에 한번 30분간 유산소운동과 식습관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간이 12주 이상으로 하여 추가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baPWV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baPWV 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산소운동이 일반인과 당뇨병 환자의

사는 중심 동맥 경직도와 말초 동맥 경직도를 모두 포함한

동맥 경직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반면 당뇨병 환

검사로 대혈관 위험성을 완벽히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제

자를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이 동맥 경직도에 미치는 영향을

45)
한점이 있다. 하지만 Sugawara J et al 의 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연구들만 일

baPWV는 중심 동맥 경직도를 나타내는 충분한 설명력을

21)

부 보고되었다. Miyachi et al

연구에 의하면 14명을 4개

월간 주 3회 저항성운동에 참여시킨 결과 동맥 경직도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보고되면서 대혈관 위험성을 측정하
는데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Casey et
43)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6주간의 짧은 중재

연구에서도 고강도 저항성 운동의 참여는 동맥 경직도

기간이었지만 저항성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복합운

와 반사파를 높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저항성 운동직후 동맥

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중재요법을 통하여 제2형 당뇨병 환

경직도를 검사한 연구에서 역시 동맥 경직도가 유의하게 높

자들의 신체구성, 체성분, 체력, 혈당조절, 대사지표가 개선

al

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를 유지시켰

으로 동맥 경직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저항성운

다. 하지만 6주간의 중재가 인슐린저항성을 향상시키지 못

동에 유산소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이 당뇨

한 점과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병 환자의 대혈관 합병증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좀 더 장기간의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baPWV의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

중재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중재 이후에도 당뇨병 환

았다.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유산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저

자들이 스스로 적절한 생활습관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혈

항성운동이 상쇄를 시키면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

당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44)

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Loimaala et al 의 연구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년간 50명의 남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주 4회 유산소
운동, 저항성운동을 실시한 결과 baPWV가 변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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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뚜렷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BSTRACT

저항성운동을 포함한 복합운동에서 baPWV가 유의하게 감
소하지 않았더라도 baPWV가 유지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

Effects of 6 Weeks of Lifestyle Modification
Including Combined Exercise Program
on the Risk of Metabolic Parameters
and Macrovascular Complications
in Type 2 Diabetic Patients

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며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있어서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실험
군과 대조군의 비율이 같지 않다는 점이 있으나, 결과의 유
의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대조군을 설정하였으나 체성분 분석과 체력측정을 하지 못

Background: Although lifestyle modification has been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활습관 중재요법을 통해

recommended for Type 2 diabetic patients, little is known

실험군의 비만도와 체력이 향상된 결과를 정확하게 대조군

about the effect of combined exercise (aerobic and

과 비교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로 영양중재를 위해

resistance training) on macrovascular complications and

주 1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환자들에게 식단

metabolic parame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을 짜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환자 스스로 식습관을

investigate the effects of 6 weeks of lifestyle modification

관리하고 일지를 쓰도록 중재를 실시하였다. 환자 스스로

including

식습관을 조절해야 했으므로 주 1회 영양사의 영양교육만으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the risk of macrovascular

론 완벽한 식습관을 통제할 수 없었다. 넷째로 생활습관중

complications and metabolic parameters in Type 2

재 연구의 경우 중재기간이 짧게는 12주 길게는 6개월 이상

diabe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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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irty-five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diabetes, 1995-2025: prevalence, numerical estimate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from I-Hospital in

and projections. Diabetes Care 1998;21:1414-31.

Incheon Metropolitan City. Patients were randomized into

5. Kim SM, Lee JS, Lee J, Na JK, Han JH, Yoon DK,

a lifestyle modification group (n = 23) and a control group

et al. Prevalence of diabetes and impaired fasting

(n = 12). Six weeks of lifestyle modification included

glucose in Korea: Korean National Health and

supervised

core

(3

Nutrition Survey 2001. Diabetes Care 2006;29:226-31.

(2~3

6. Acton KJ, Burrows NR, Moore K, Querec L, Geiss

times/week) and diet counseling (once a week) by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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