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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 비만 정도에 따른 운동능력의 차이를 비교해 봄
으로서 환자의 운동 처방 시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제 2형 당뇨병 환자 총 472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25 kg/m2을 기준으로 비만군 (258명)과
비비만군 (214명)으로 나누었다. 대상자들에게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검사와 점증부하방법으로 운동 부
하검사를 실시하여 무산소 역치시점에서의 작업량 (METs), 심박수를 기준으로 한 최대심박수%와 최대
심박수예비량%를 산출하여 비만에 따른 항목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그룹의 성별,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다. 비비만군의 경우 체질량지수는 22.53
±1.69, 비만군의 경우 27.77±2.21 kg/m2로 나타났다(p<0.05). 두 그룹의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및 당화혈색소와 공복시 인슐린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치는 비만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안정시 수축기혈압도 두 그룹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정상 혈압범위
내였다. 무산소 역치지점에서의 산소섭취량은 비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심박수 및 운동부
하는 그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대운동시의 산소섭취량은 비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그러나 운동권고지침인 무산소 역치지점에서의 심박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대심박수%와 최
대심박수예비량%의 경우 비만에 따른 그룹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비만군의 경우 운동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 (p<0.05) 비만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
이 보다 많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강도는 최대심박수예비량%의 경
우 미국당뇨병학회 운동처방 지침 기준과 비교해볼 때 두 그룹 모두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기준으
로 한 운동처방의 경우 비만정도에 상관없이 최대심박수예비량의 32%, 최대심박수의 66∼68% 운동 강
도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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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 －

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력은 외국

론

8)

에 비하여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있다는 보고가 있어
과체중이나 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중요한 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력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운

1∼

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동 강도는 비만한 환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2)

과체중이나 비만인의 경우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보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고 체질량지수의 증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 비

에 따라 인슐린저항성, 고인슐린혈증과 대사성 증후군

만 정도에 따른 운동능력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서

의 발생이 많다. 이와 같이 비만은 당뇨병을 악화시키

운동 처방 시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는 동시에 당뇨병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고혈압, 관상

하고자 한다.

동맥질환, 뇌졸증의 위험과 관련이 높다. 따라서 비만
과 제2형 당뇨병 및 관련된 합병증의 공동발생효과 때

방

문에 이들의 관리와 지연 및 예방을 위해 체중감량은

1. 대상

3)
중요하다 .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발병

본원을 방문한 제 2형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성 합

요인을 개선시키므로 당뇨병에서 혈당조절 뿐 아니라
4)

법

병증이 없는 총 472명 (남자 230명, 여자 242명)을 대

체중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인한 칼로리의 제한은 제2형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0∼78세이며 당

당뇨병 환자에 있어 초기치료접근방법으로 추천하고

뇨병 유병기간은 0∼20년이었다. 체질량지수 25미만

5)

있다 운동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혈당을 떨

인 그룹을 비비만군 258명 (남자 132명, 여자 126명),

어뜨릴 뿐만 아니라 체중을 조절해주고 심혈관계질환

25이상인 환자 214명 (남자 100명, 여자 114명)을 비

을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비만, 체지방, 인

2. 방법

슐린감수성, 혈당조절, 혈압, 동맥경화성 지질대사를
6)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1)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체중감소를 위해서는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이 필수적

모든 대상자는 가벼운 옷을 착용한 상태로 신장과 체

이다. 그러나 비만한 환자의 대부분이 운동에 익숙하

2
중을 측정하고, 체중 (kg)을 신장의 제곱 (m )으로 나

지 않기 때문에 활동량이 떨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누어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였다. 안정시 심박수 및 혈

손상의 위험을 우려하여 운동에 비적극적인 경우가 많

압은 운동 부하검사 전 충분한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7)

다 .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절한 운동 강도에

운동부하 검사기기 (JAEGER, ER9000, Germany)에

서의 운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

부착된 자동혈압계와 가슴에 부착된 폴라 (polar tran-

도록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smitter)를 이용하여 안정시 심박수를 자동 측정하였다.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지 작성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 중 무산소 역치 (anaerobic threshold: AT)를 이용하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

9)
운동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Heyward 의 생

의 한계지점 (upper limits)으로 운동 처방 시에 가장

활습관평가지 중 운동습관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동 강도의 기준이다. 이런

운동의 참여정도, 운동의 종류, 시간, 빈도, 기간에 대

방법을 기초로 하여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운동처방

한 설문을 작성하였다.

지침으로 최대심박수의 60∼79%, 최대심박수예비량
의 50∼74%, 운동자각도 12∼13을 추천하고 있다. 현
재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역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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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화학적 검사
공복시와 식후 2시간 혈당은 혈당측정기 (Glucose

－ 대한비만학회지: 제 13 권 제 3 호 2004 －

analyzer, Beckman Fullerton)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5) 최대심박수% (HRmax%), 목표심박수% (Heart

측정하였다. 공복시 혈청 인슐린의 경우 혈장의 aliq-

Rate Reserve: HRR)

uots는 radioimmunoassay에 의해 인슐린 수준을 측정

무산소 역치시점에서의 작업량 (METs), 심박수를

할 때까지 -70℃로 보관하여 둔다. Interassay variation

기준으로 최대심박수% (%HRmax)는 [(무산소역치에

을 제거한 후 single insulin assay에서 측정하였다. 혈

서의 심박수/220-나이)], 심박수 예비량% (%HR reserve)

장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선택저해법 (selective in-

는 [(무산소역치에서의 심박수-안정시심박수)/(220-나

hibition: Shimadzu, Hitachi7170s)으로 직접 측정하였

이-안정시 심박수)]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으며 고밀도지질 콜레스테롤은 VLDL침전 후에 측정

3. 통계 처리

하였다.

통계는 SPSS 11.0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는 평균±
4) 운동 부하검사

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두 그룹의 성별, 연령, 당뇨병

운동 부하검사는 금식 (12시간)후 다음날 아침 검사

유병률과 운동참여정도가 그룹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전 인슐린 주입 혹은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도록 허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rosstabs)을 실시하였

락한 후 식후 2시간 뒤에 안정시 심전도검사를 실시하

으며 그룹별 변인 비교는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안정시 및 점증 운동부하검사시

통계적 유의수준은 p값이 0.05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혈압, 심박수를 측정하였으며 호흡법 (breath by breath)

결

에 의하여 분당산소섭취량 (VO2), 산소섭취량 (O2), 이
산화탄소배출량 (CO2), 호흡교환율 (RQ), 그리고 무산

과

1.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소 역치 (AT)를 측정하였다. 무산소 역치 측정은 검사

두 그룹의 성별,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의 차이는 없

시 매 호흡마다 각 측정항목기록을 저장하여 x축 및 y
축에서 산소섭취량 및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도작한 화

었다. 비비만군의 경우 체질량지수는 22.53±1.69, 비

면에서 회귀분석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내장 되어 있는

2
만군의 경우 27.77±2.21 kg/m 로 나타났다 (p<0.05).

V-slope법으로 구하였다. 먼저 대상자는 편안한 자세

두 그룹의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및 당화혈색소

로 자전거의자에 앉아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심박

와 공복시 인슐린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총

수는 폴라로 측정하였으며 혈압은 자전거에 자동 연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치는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

된 혈압계로 매 2분마다 측정하였다. 초기 운동부하는

았다 (p<0.05). 안정시 수축기혈압도 두 그룹에서 차

20 watts에서 시작하였으며 매 2분마다 점증부하 되어

이가 있었으나(p<0.05) 모두 정상 혈압범위 내였다

자동 측정되었다. 자전거 페달링 속도는 60 rpm을 유

(Table 1).

지하도록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검사 전 부하를 주지

2. 운동능력 측정결과

않은 자전거 (ACME Korea)에서 3분 동안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된 환기역치에

무산소 역치지점에서의 산소섭취량은 비비만군에서

서의 심박수 (HR)로 최대심박수% (%HRmax), 심박수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심박수 및 운동부하

예비량% (%HRreserve: HRR)를 산출하였다. 대상자

는 그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들은 최대작업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운동을 실

최대운동시의 산소섭취량은 두 그룹별 유의한 차이

시하였으며 본인의 의지 혹은 미국당뇨병학회에서 제

를 나타내었다 (p<0.05). 그러나 운동권고지침인 무산

시한 운동 부하검사시의 중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운

소 역치지점에서의 심박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대심

동을 중지시켰다.

박수%와 최대심박수예비량%의 경우 비만에 따른 그
룹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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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ype 2DM Patients in Non-Obese and Obese Group

Age (yrs.)

Non-Obese G(N:258)

Obese G(N:214)

(M:132, F:126)

(M;100, F:114)

53.34±9.78

50.75±10.87

P value
NS

2.59±4.26

2.31±4.11

NS

Height (cm)

162.51±8.84

161.63±8.95

NS

Weight (kg)

59.76±7.61

72.14±9.86

<0.05

DM duration (yrs.)

2

BMI (kg/m )

22.53±1.69

27.77±2.21

<0.05

FBS (mg/dL)

166.48±61.40

161.57±49.65

NS

PP2 (mg/dl)

262.61±98.98

260.27±101.02

NS

HbA1c (%)

8.37±2.33

8.09±2.03

NS

Total cholesterol (mg/dL)

194.06±37.42

205.42±40.27

<0.05

Triglyceride (mg/dL)

137.93±104.01

170.18±129.83

<0.05

47.99±12.21

47.49±11.65

NS

HDL-C (mg/dL)
Fasting insulin

6.44±10.91

7.89±8.28

NS

restHR (b/m)

87.87±13.09

86.07±13.60

NS

restSBP (mmHg)

114.25±25.68

108.63±30.23

<0.05

restDBP (mmHg)

77.72±16.22

79.95±20.76

NS

Table 2. METs, Heart Rate and Load, at Anaerobic Threshold of Type 2DM Patients in
Non-Obese and Obese Groups
Non-Obese G (N:258)

Obese G(N:214)

(M:132, F:126)

(M;100, F:114)

3.40±1.08

3.19±1.04

HR (b/m)

113.87±12.46

113.19±12.92

NS

load (watts)

55.38±20.96

59.30±22.45

NS

METs

P value
<0.05

Table 3. Maximal METs, %HRmax, %Heart Rate Reserve(%HRR) of Type 2DM Patients
in Non-Obese and Obese Groups
Non-Obese G (N:258)

Obese G(N:214)

(M:132, F:126)

(M;100, F:114)

METs

4.82±1.48

4.37±1.44

%HRR

32.52±12.51

32.02±12.14

NS

%HRmax

68.09±8.15

66.88±7.03

NS

고

P value
<0.05

교시 운동 강도를 달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

찰

다. 그룹별 대상자의 연령별, 성별차이는 없었다. 그러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비만한 당뇨병

나 운동습관 (주 3회 이상, 1회 40분 이상, 2개월을 지

환자의 경우 운동을 실시하는데 있어 비비만자들과 비

속적으로 운동을 실시)을 조사한 결과 비비만군은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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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Exe.

Num.

300

156
152

0

102
(39.5%)

62
(29.0%)

Non-Obese

Obese

Fig. 1. Exercise habit each group
*: P<0.05
■ Non: Non- exerciser, □ Exe.: Exerciser
Non-Obese: Non-obese group, Obese: Obese group

명중 102명 (39.5%)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비만

12)
는 대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

군의 경우 214명중 62명 (29.0%)이 운동을 실시하고

따라서 체중의 감소는 이상지질혈증이나 고인슐린혈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군에서 운동 참여율이 유의하

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운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비만군의 경우 운동

동요법을 통한 효과적인 체중감소는 이상지질혈증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평소

내당능장애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운동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운

11)
이다. Janssen 등 의 연구에 의하면 체중감소는 총콜

동을 하기가 어려우며, 운동 중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

레스케롤 및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 밀접한 관계

7)

는 이유로 운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

를 가지고 있으며 비만인을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운

당뇨병 환자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반응을

동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모두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

찾아내기 위한 운동처방은 운동의 유형, 시간, 빈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참여율이 비비만군

강도, 강도를 증가시키는 비율, 그리고 신체활동을 하

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었으므로 비

10)

이는 운동을 지속하고

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먼저 운동을 실시하도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한

록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이며 꾸준한 운동실시는

운동참여율을 보면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

지질대사 및 당대사 그리고 인슐린 반응에 긍정적인

로 나타나 의사로부터 운동을 권장 받고 있는 환자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나

경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
다고 본다.

미국심장병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와 미국스포츠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Sports

본 연구에서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비만군에

Medicine: ACSM)에서는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심혈

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운동 강도

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40세 이상이 된 사

(최대산소섭취량의 50∼60%)와 시간 그리고 거의 매

람에 있어서는 운동 부하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운동

일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지질혈증 (dyslipidemia)

강도를 측정하고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11)

이나 비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한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

환자의 최대심박수%를 기준으로 한 운동 강도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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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하는 60∼79%의

검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대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시 심박

상자들을 통한 운동 부하검사를 기초로 제 2형 당뇨병

수를 고려한 최대심박수예비량%의 경우는 미국 당뇨

환자의 특성별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보다 안전하게 효

병 학회에서 제시하는 50∼74%와 비교할 때 크게 미

과적으로 운동량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

치지 못하는 약 3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3). 이는 일본 의학회 (Japan Medical Association: JMA)에서 제시한 운동 강도 40∼60%의 기준보

ABSTRACT

다 떨어져 체력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적당한 운동 강도로 알려져 있는 무산소 역치에서의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운동 강도는 비만의 정도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낮은

provide the basal data that can be referred at the

수치로, 이를 기준으로 한 운동처방의 경우에 운동 강

time of an exercise prescription for the patients, by

도를 낮게 처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

comparing the difference in an exercise ability

소섭취량은 비비만군이 3.40±1.08, 비만군에서는 3.19

according to the obesity degree of type 2DM patients.

±1.04METs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이는

Methods: Four hundreds and seventy-two Korean

13)

일본의 연구결과 인 3.6METs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

type 2 diabetic patients (males: 230, female: 242)

내어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체력수준이 외국

were enroll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에 비하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non-obese group (N:258) and obese group (N:214) on

무산소 역치지점에서 산소섭취량에 해당되는 운동은

the basis of BMI. We examined these groups for N

가벼운 운동 (Mild exercise: 3METs미만)에서 중간강

exercise test (GXT). We yielded METs at anaerobic

도에 해당하는 운동 (Moderate exercise: 3∼4.9METs)

threshold, HRmax% and HRR% so that we comp-

14)

으로

이에 적합한 운동으로는 시간당 3.2∼4.8 km

걷기 (2∼3mile/h, 2.5∼3.3METs)가 해당이 된다고 하

ared if there is itemized divergence according to
obesity degree.

겠다. 또한 같은 운동종목이라 하더라고 운동하는 방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 in sex, age, and

식, 참여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

DM duration between two groups. It was shown that

에 구기 종목의 경우에는 경쟁을 의식하지 않는 정도

BMI in case of non-obese group was 22.53+1.69 and

의 운동이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무산소

2
that in case of obese group 27.77+2.21 kg/m . There

역치지점에서의 산소섭취량은 비비만군에서 유의하게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BS, PP2, HbA1c

높게 나타났으나 두 그룹 모두 3METs 정도의 산소섭

and fasting insulin between two groups. Non-obese

취량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group in type 2 DM pati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경우에서는 비만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사료된

exercise experience and METs at anaerobic threshold

다. 무산소 역치지점에서의 운동 부하는 일본인을 대

and max those obese group. Non-obese group in

15)

상으로 한 논문 에서 제시한 60watts와 또 다른 연구

type 2 DM patients had significantly lower total

16)

에서 제시한 운동부하 (93watts)보다도 낮은 수치를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hose obese group. %HR-

나타내어 운동 강도는 그룹별 차이 없이 55∼60watts

max and %HR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d from

에 해당되는 운동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both groups. However, %HRR was lower compared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 부하검사를 통하여 운

with ADA and JMA guidelines.

동능력을 측정하고 적절한 무산소 역치 수준에서 운동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s that obese/non

강도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bese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has reduced

경우 실제 임상적으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부하

exercise capacity. This showed no difference in 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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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e intensity between two groups, however, Both

8. Yim MJ. The study of Physical Fitness by Exer-

groups had low value in %HRR if compared with

cise Stress Tes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andards for exercise prescription of American

the Study of Obesity 1999;8:265-274.

Diabetes Association (ADA). In case of exercise

9. Heyward VH. Advanced fitness assessment &

prescription depended on ADA standards, the exer-

exercise prescription 2edition Human Kinetics

cise degree of 32%HRR of or 66∼68%HRmax is

1991.

appropriate for the patients regardless of obese

10. Neil R, Devlin T, American Diabetes Associa-

degree.

tion. The Health Professionals Guide to Diabet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d Exercise 1995.

Key Words: Obesity, %HRmax, %HRR, Anaerobic

11. Janssen I, Hudson R, Fortier A, Ross 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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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 energy-restrictive diet with or without exercise on abdominal fat, intermuscular fat and
metabolic risk factors in obese wome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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