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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배경: 본 연구는 아동의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처치 방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신체구성, 신체둘레 및 피부두겹 변인에

the genetic effects through interaction of ACE gene and

대한 ACE 유전자와 IGF-1 유전자 다형성 간의 상호작용에 의

IGF-1 polymorphism on the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한 유전적 영향과 함께 12주 유산소 및 근력운동을 병행한 복

the subjects. The effects of a 12 week combined exercise

합운동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program were also investigated to provide better methods for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에 있는 초등학

preventing and managing childhood obesity.

생 4학년으로 12주간 주 3회 복합 운동에 참여한 179명

Methods: Subjects comprised of 179 (111 boys; 68 girls)

(남;111, 여;68)이다. IGF-1 및 ACE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서 192/192-II, ID, DD 3그룹, 192/Non-II, ID, DD 3그룹 및

12 week exercise program involving 3 sessions/week of both

Non-II, ID, DD 3그룹으로 총 9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신장,

aerobic and anaerobic exercise. The students were categorized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률(%fat), 제

into 9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IGF-1 and ACE gene

지방 체중(lean body mass, LBM), 신체둘레 및 피하지방 두

polymorphism.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BMI),

께를 측정하여 IGF-1 및 ACE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신체구

body fat percent (%fat), lean body mass (LBM), body

성, 둘레 및 두께 변인의 차이와 12주간 복합운동 효과의 차이

circumference and skinfold thickness were measured. The

를 비교하였다.

effects after the 12 week exercise program were analyzed

결과: BMI는 Non-DD그룹이 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among the different groups.

< 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은

Results: The BMI of Non-DD group were significantly

Non-II그룹이 192/192-ID, 192/Non-DD 및 Non-ID그룹보다

(P < 0.05) higher than Non-ID group, the %fat and fat mass

유의하게(P < 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효과에서 체중

of Non-II group were significantly (P < 0.05) higher than

은 192/Non-II, 192/Non-ID 및 192/Non-DD그룹이 Non-II 및

192/192-ID, 192/Non-DD and Non-ID groups. After the

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ercise program, the weight of 192/Non-II, 192/Non-ID and

BMI는 Non-ID그룹이 192/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192/Non-DD group were significantly (P < 0.05) increased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은 192/192-II 및

compared to Non-II and Non-ID group. The BMI of Non-ID

Non-DD그룹이 192/Non-D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감

group were significantly (P < 0.05) decreased than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방량은 그룹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192/Non-ID group. The %fat of 192/192-II and Non-DD

않았다. 체지방량은 192/192-II그룹이 192/Non-DD그룹보다

group were significantly (P < 0.05) decreased than 192/Non-I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접수일자: 2011년 12월 5일, 심사일자: 2012년 2월 9일, 게재승인일자: 2012년 3월 28일
교신저자: 김기진,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Tel: 053-580-6217, Fax: 053-580-5314, E-mail: kjk744@kmu.ac.kr, Mobile: 010-9003-5256
* 이 연구는 2009년도 대한비만학회 문석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45 -

－ 대한비만학회지: 제 21 권 제 1 호 2012 －

group. The %fat of 192/192-II and Non-DD group were

유의하게(P <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신체

significantly (P < 0.05) decreased than 192/Non-DD group.

구성은 IGF-1 보다 ACE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ACE

The fat mass of 192/192-II group were significantly (P <

의 D 대립인자가 I대립인자보다 더 낮은 체지방률을 나타낼

0.05) decreased compared to 192/Non-DD group.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으로 인한 신체구성의 개

Conclusion: The body composition was probably affected

선 효과는 192/192 그룹 내에서는 I대립인자를 가진 그룹,

by ACE rather than IGF-1 polymorphism. D allele of ACE

Non carriers 그룹 내에서는 D대립인자를 가진 그룹이 더 높

gene is postulated to manifest lower body fat % compared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에 의한 효과는 IGF-1 유전자 다형

to I allele. The exercise effects on body composition was

성을 중심으로 ACE 유전자 다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more effective in I allele of 192/192 group and in D allele

나타날 수 있다.

of Non carriers group. Exercise-mediated change on body
composition may differ according to ACE gene polymorphism.

중심단어: ACE, IGF-1, 유전자 다형성, 신체구성, 운동 트
Key words: ACE, IGF-1, Gene polymorphism, Body

레이닝

composition, Exercise training

서

11)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론

또한 ACE는 운동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력 및 근력과 관련된 결과가
12,13)

최근 3년 사이에 소아비만 중 초등학생 비만율이 약 2배
1)

보고된 바 있다.

비만 아동이 반드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IGF-1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의 중요한 조절자이며, 연골,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기의 비만은 성인 비만에 중요한 예

뼈 및 근육과 다른 조직의 성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측인자이고2,3), 아동기에 과체중이었던 성인은 체중이 감소

한다.

되더라도 아동기에 과체중이 아니었던 성인보다 이환율과

비대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과 관련된 근육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3,4) 비만에 대한 조기예방의 필요성이

내 글루코스의 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며15,16), 성장기 아동의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비만 발생기전과 관련된 다

신체구성, 근육량 및 체력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양한 유전자 분석이 시도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따라서 성장기 아동의 IGF-1 분비량

유전자 특성이 신체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면

은 체지방 및 근육량을 중심으로 한 신체구성 변화에 영향

증가하였다.

서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널리 시도되고 있다.

5)

14)

이들

또한 IGF-1은 근단백질 함량을 증가시키고, 골격근

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유전자 중 심장과 골격근에서 발현되는 안지오텐신 전환효

성장 및 신체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다형성의 연
18,19)

및 운동효과 반응19,20)에 관하여

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의 유전자 다형성

구결과들은 신체구성

이 운동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제시된 바 있으나 그 결과가 일치되고 있지 않고 일관성 없

6,7)

있으며 , 골격성장, 세포증식 및 대사작용에 중요한 자극

는 결과가 지배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단일

요소로서 청소년 성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

유전자의 다형성에 따른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인

되어 온 1형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체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생리학적 반응들이

factor I, IGF-1)의 다형성은 신체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

나타나므로 단일 유전자의 효과만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8)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효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Angitensin-converting enzyme (ACE) 유전자는 intron

ACE 및 IGF-1 유전자 상호작용은 신체구성, 신체둘레 및

16의 후반부에 287의 유전자 분절의 삽입(insertion; I

피부두겹 변인에 대한 유전자 효과를 독립적으로 다양하게

allele)과 결손(deletion; D allele)에 의해서 두 가지의 대립

나타낼 것이며, 후보유전자의 상호관련적인 분석은 개인의

유전자(allele)로 부호화되며, 삽입 대립인자의 동형접합체

유전자 다형성의 실질적인 유전적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이

인 II형, 이형접합체인 ID형, 결손 대립인자의 동형접합체인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발생과정에서

6)

ACE 및

유전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의 효과적인 처

ACE 유전자 다형성은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중성지

치 및 방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ACE와 IGF-1 유전자

DD형의 3가지 유전자 다형성으로 나타난다.
9)

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 ACE의 혈중 수준은 BMI와

다형성 간의 복합적인 분석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제시할 수

관련성이 높으며10), 복부지방 축적 및 체중 증가와 관련성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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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ACE와 IGF-1 유전자 다형성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전

2) IGF-1 유전자 다형성 분석방법

적 영향과 12주 유산소 및 근력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의

24)
IGF-1 유전자 분석은 Larsen 등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확인된 DNA를 증폭하기 위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

효과를 분석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실시하였는데, forward
primer는 FAM-5'-GCTAGCCAGCTGGTGTTATT-3’,

연구방법

backward primer는 5'-ACCACTCTGGAGAAGGGTA-3'

1. 연구대상

이며, PCR 후 증폭된 산물 0.5 uL와 10 μL의 Hi-Di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에 있는 초등학생 4

Formamide와 0.2 μL의 Mapmarker 1000 size standard

학년으로 주 3회 수업 시간에 복합 운동에 참여한 176명

(Bioventures, USA)를 혼합한 후 96℃, 5분간 변성시키고

(남;109, 여;67)이다. 실험 전 모임을 통해 연구계획에 대하

얼음에 5분간 방치하였다. Applied Biosystems 3100 DNA

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학부모와 함께 실험 참여 동의서

analyzer로 capillary electrophoresis를 실시하고 GeneScan

를 작성하였다. 연구 종료까지 모든 대상자들이 운동프로그

Analysis Software 3.7와 Genotyper software 3.7를 이용하

램을 수행하였으며, 측정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여 시료의 CA repeat을 분석하였다.
IGF-1

2. 연구내용

유전자의

실제

CA

repeat와

capillary

electrophoresis의 size를 보정하기 위하여 IGF-1 유전자의

대상자의 IGF-1 및 ACE 유전자 다형성을 분석하였고,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다.

증폭산물은

ABI

PRISM

IGF-1 및 ACE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서 192/192-II, ID,

BigDye-Terminator v3.1 Cycle

DD 3그룹, 192/Non-II, ID, DD 3그룹 및 Non-II, ID, DD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여 sequencing PCR을

3그룹으로 총 9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신장, 체중, 체질량

실시한 후 Applied Biosystems 3100 DNA analyzer를 이용

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률(%fat), 제지방량

하여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Sequencing Kit (PE

(lean body mass, LBM), 신체둘레 및 피하지방 두께를 측
정하여 IGF-1 및 ACE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신체구성,

3) ACE 유전자 다형성 분석방법

둘레 및 두께 변인의 차이와 12주간 복합운동 효과의 차이

페놀-크로르포름 기법을 사용하여 단핵구내의 Genomic

를 비교하였다.

DNA를 Protocol에 따라 분리하였다. Sense primer는
5'-CTGGAGACCACTCCCATCCTTTCT-3'이고, Anti-sense

3. 측정내용 및 방법

primer는 5'-ATGTGGCCATCACATTCGTCAGAT-3'이었

1) 신체구성, 둘레 및 피하지방 두께

다. PCR 후 생성물은 전기영동을 실시한 후, 자외선투사기
2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BMI는 ‘체중 / 신장

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DNA 분절로 이루어진 띠

2

(kg/m )’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피하지방 두께는 Skinfold

(band)를 촬영하였다. II형일 경우 490 bp에서 띠가 관찰되고

caliper (Skyndex, U.S.A.)를 이용하여 흉부(여성; 상완삼두

ID형일 경우 190 bp와 490 bp의 두 개의 띠가 관찰되었으며,

근), 복부(여성; 장골능 상부) 및 대퇴전부를 측정하였으며,

DD형일 경우 190 bp에서 띠가 관찰되었다. DD형일 경우는 ID

21,22)

으로 체지방

형이 포함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PCR을 실시하였다.

률을 산출하였다. 또한 엉덩이 둘레와 늑골 12번 하단부와

Sense primer 5'-TGGGACCACAGCGCCCGCCACTAC-3'와

피하지방 두께를 이용한 체지방률 산출방법
23)

장골능상부의 중간부위에 대한 허리둘레 를 측정하였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92/192
Item
II
ID
DD
(n = 8) (n = 15) (n = 6)
Age (yr)

Antisense primer 5'-TCGCCAGCCC TCCCATGCCCATAA-3'

II
(n = 26)

192/non
ID
(n = 36)

DD
(n = 23)

II
(n = 17)

Non
ID
(n = 35)

DD
(n = 10)

10.50
± 2.14

9.65
± 1.50

9.50
± 0.55

9.96
± 1.59

9.81
± 1.56

9.96
± 1.69

9.82
± 1.42

9.83
± 1.63

10.00
± 2.16

Height (cm)

147.69
± 14.99

139.06
± 12.99

140.27
± 3.13

142.52
± 14.26

142.13
± 10.72

142.33
± 10.73

140.89
± 12.36

139.86
± 14.04

142.35
± 12.78

Weight (kg)

49.93
± 23.83

37.79
± 16.93

36.35
± 6.78

43.04
± 17.93

41.48
± 15.21

39.72
± 12.52

41.65
± 15.02

38.63
± 16.35

44.59
± 12.87

21.69
18.76
18.41
± 6.09
± 3.91
± 3.07
Result,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20.38
± 4.22

19.94
± 4.19

19.16
± 3.26

20.33
± 4.29

19.07
± 3.65

21.72
± 4.48

BMI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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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성하였다. PCR후 생성물은 처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

5. 통계처리

기영동을 실시한 후 촬영하여 DNA 분절로 이루어 띠를 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측정항목별 평균 및

찰하였고, ID형인 경우 310 bp에서 띠가 관찰되었다.

표준편자를 산출하였으며, IGF-1 및 ACE의 다형성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분석을 실

4. 복합 운동 프로그램

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ACSM25)이 권고한 운동처방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운동강도는 하버드스텝테스트를 이

결

용한 최대산소섭취량 추정공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최대산

과

1. IGF-1과 ACE 유전자 다형성의 분포

소섭취량을 이용하여 최대심박수를 추정하였다, 운동강도는
최대심박수의 60~75% 수준의 중강도 운동프로그램으로 구

IGF-1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인 CA repeat 분포는 19

성하였다. 운동 프로그램 수행 중 대상자들의 심박수를 확

CA repeat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1 CA repeat

인하여 운동 프로그램이 중강도의 운동프로그램인지 확인

가 36.9%, 20 CA repeat는 10.2%로 나타났다(Table 3), 또

하였다. 운동시간은 40분, 운동 빈도는 주 3회로 총 12주간

한 IGF-1 유전자의 다형성은 192 bp heterozygous가

학교체육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on-carriers 32.5%,

트레이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192/192 bp homozygous 15.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으며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ACE 유전자는 I 대립인자가 53.4%, D 대립인자가 46.6%
로 나타났으며(Table 5), ID형 48.9%, II형 29%, DD형

Table 2. 12 week combined exercise training program
Stage
Contents
Warm-up
Stretching
Aerobic exercise
10 M relay running, Curple running, Rope skipping, Running rope skipping
Muscular exercise
Sit-standing, Jumping, Sit-jumping, Sit-up, Push friend back, Walking on one’s
back, Side band
Game
Cool down

Time (min)
5
10
10

Walking relay basketball dribble, Ladder jumping, Ball relay running, Relay soccer
dribble, Ball game
Stretching

Table 3. Subjects distribution according to IGF-1 CA repeat
Allele Length
188 bp
190 bp
192 bp
No. of CA repeat
17
18
19
Number
2 (1.1%)
6 (3.4%)
70 (39.8%)
CA repeat : cytosine-adenine repeat.

194 bp
20
18 (10.2%)

196 bp
21
65 (36.9%)

10
5

198 bp
22
15 (8.5&)

Total
176 (100%)

Table 4. Subjects distribution according to IGF-1 polymorphism
192/192 bp Homozygous
29 (15.2%)

192 bp Heterozygous
85 (44.5%)

Non-carriers
62 (32.5%)

Table 5. Subjects distribution according to ACE I/D allele
ACE I/D genotype (Number)
I allele
D allele
94 (53.4%)
82 (46.6%)

Table 6. Subjects distribution according to ACE I/D polymorphism
ACE I/D genotype (Number)
II
ID
DD
51 (29%)
86 (48.9%)
3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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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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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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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은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MI는 Non-DD
그룹이 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높은 것으로 나

2. IGF-1과 ACE의 다형성에 따른 신체구성
성분의 비교

타났으며,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은 192/192-ID, 192/Non-DD
및 Non-ID그룹이 Non-II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낮은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그룹 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또한 체중과 체지방률에서

신체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장, 체중 및 제지방량

192/192 및 192/Non그룹은 D 대립인자를 가질수록 체중이

Table 7.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according to IGF-1 & ACE gene polymorphism
192/192
192/non
Item
II
ID
DD
II
ID
DD
II
(n = 8)
(n = 15)
(n = 6)
(n = 26)
(n = 36)
(n = 23)
(n = 7)

Non
ID
(n = 35)

DD
(n = 10)

Height
(cm)

147.69
± 14.99

139.06
± 12.99

140.27
± 3.13

142.52
± 14.26

142.13
± 10.72

142.33
± 10.73

140.89
± 12.36

139.86
± 14.04

142.35
± 12.78

Weight
(kg)

49.93
± 23.83

37.79
± 16.93

36.35
± 6.78

43.04
± 17.93

41.48
± 15.21

39.72
± 12.52

41.65
± 15.02

38.63
± 16.35

44.59
± 12.87

BMI
(kg/m2)

21.69
± 6.09

18.76
± 3.91

18.41
± 3.07

20.38
± 4.22

19.94
± 4.19

19.16
± 3.26

20.33
± 4.29

19.07
± 3.65

21.72
± 4.48

%fat
(%)

23.90
± 11.12

16.91
± 7.88

†

16.83
± 11.18

20.41
± 9.24

20.84
± 8.11

17.07
± 8.16

‡

23.91
± 6.93

18.09
± 7.32

†

23.11
± 9.92

Fat mass
(kg)

13.77
± 11.16

7.18†
± 7.16

6.64
± 5.17

9.83
± 8.49

9.49
± 6.54

7.32†
± 5.11

10.51
± 6.00

7.54†
± 6.43

10.89
± 6.94

*

LBM
32.84
28.38
26.73
30.54
29.49
29.97
28.62
28.61
30.78
(kg)
± 12.76
± 10.96
± 2.61
± 10.66
± 8.79
± 8.54
± 9.88
± 10.77
± 8.46
Values are mean ± SD, * Denote difference from Non-ID; P < 0.05, †,‡Denote difference from Non-II; †P < 0.05, ‡P <
0.01, BMI, body mass index; LBM, lean body mass.

Fig. 1. Comparison of physical characteristic according to IGF-1 and ACE gene polymorphism.

Table 8. Comparison of body circumference according to IGF-1 & ACE gene polymorphism
192/192
192/non
Item
II
ID
DD
II
ID
DD
II
(n = 8)
(n = 15)
(n = 6)
(n = 26)
(n = 36)
(n = 23)
(n = 17)

Non
ID
(n = 35)

DD
(n = 10)

Upper arm
(cm)

24.42
± 6.94

21.89
± 4.51

21.10
± 2.71

22.29
± 4.83

22.56
± 4.26

22.05
± 3.65

22.49
± 4.45

21.70
± 3.97

24.08
± 4.06

Waist
(cm)

73.58
± 19.16

62.39
± 13.97

59.57
± 7.84

65.33
± 14.23

66.22
± 13.87

62.76
± 10.33

65.62
± 13.58

63.07
± 12.60

68.95
± 13.96

Hip
(cm)

81.70
± 16.83

74.14
± 11.53

74.63
± 7.24

77.27
± 11.61

76.48
± 10.63

74.78
± 8.93

76.36
± 10.56

74.06
± 10.89

79.48
± 10.15

46.31
± 7.96

46.04
± 7.21

44.99
± 5.92

44.17
± 7.19

48.15
± 6.95

Thigh
49.96
44.43
43.68
(cm)
± 12.11
± 7.82
± 5.30
Values are mean ± SD.
* Denote difference from 192/192-I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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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Non그룹에서는 D대립인자

192/192-ID, Non-ID 및 Non-DD그룹보다 유의하게(P <

에 따른 감소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Fig. 1).

0.0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은 192/Non-II,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그룹 간

192/Non-ID 및 192/Non-DD그룹이 Non-II 및 Non-ID그룹

신체둘레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완, 허리 및 엉덩이

보다 유의하게(P <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MI는

둘레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퇴둘레는

Non-ID그룹이 192/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감

Non-II그룹이 192/192-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높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은 192/192-II 및 Non-DD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그룹이 192/Non-D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감소한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그룹 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방량은 그룹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피하지방 두께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슴 피하지방

않았다. 체지방량은 192/192-II그룹이 192/Non-DD그룹보

두께는 192/192-ID, 192/Non-DD 및 Non-ID그룹이 Non-II

다 유의하게(P <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낮게 나타났으며, 대퇴 피하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신체둘

지방 두께는 192/192-ID그룹이 Non-II그룹보다 유의하게

레의 운동효과를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는 Non-ID그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192/Non-D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 IGF-1과 ACE의 다형성에 따른 신체구성
성분의 운동 효과 비교

상완둘레는 Non-II그룹이 192/Non-II

및

192/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대퇴둘레는 192/Non-II그룹이 Non-II 및 Non-ID그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신체적

룹보다 유의하게(P <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의 운동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장은 192/Non-II그룹이

192/192-DD그룹이 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Table 9. Comparison of skinfold thickness according to IGF-1 & ACE gene polymorphism
192/192
192/Non
Item
II
ID
DD
II
ID
DD
II
(n = 8) (n = 15) (n = 6)
(n = 26) (n = 36) (n = 23)
(n = 17)
Chest (Women; triceps)
(mm)

25.21
± 14.20

Abdomen (Women; iliac crest)
28.15
(mm)
± 17.52

15.89*
16.90
± 10.11 ± 13.15

19.68
± 11.47

20.20
± 10.45

18.51
± 13.80

19.58
± 13.50

21.69
± 13.10

15.35
± 13.33

15.59†
± 9.41

23.98
± 10.68

Non
ID
(n = 35)

DD
(n = 10)

17.15*
± 9.01

24.21
± 14.02

17.36
± 11.38

22.61
± 14.40

18.54
± 13.10

25.89
± 16.92

Thigh
29.19
21.65*
21.03
24.36
22.85
21.12
(mm)
± 12.16
± 9.14
± 9.47
± 6.44
± 8.45
± 8.25
Values are mean ± SD. *,†Denote difference from Non-II; * P < 0.05, †P < 0.01.

25.59
± 7.94

21.02
± 6.14

27.18
± 12.71

Fig. 2. Comparison of exercise effect on body composition among group.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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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는 192/Non-II그룹이

192/Non-DD그룹이 192/192-II, 192/192-ID, 192/192-DD,

Non-II, Non-ID 및 Non-D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Non-II, Non-ID 및 Non-D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92/Non-ID그룹이 Non-II 및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2/Non-ID그룹이 192/192-II

Non-I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그룹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피하지방

으며, 192/192-ID그룹이 Non-II그룹보다 유의하게(P <

두께는 192/Non-DD그룹이 Non-II (P = 0.055)그룹과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Non-ID (P = 0.051)그룹보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대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피하지

퇴 피하지방 두께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4).

방 두께의 운동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슴 피하지방 두께는

Fig. 3. Comparison of exercise effect on body circumference among group.
* P < 0.05.

Fig. 4. Comparison of exercise effect on skin fold thickness among group.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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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D 대립인

의

자를 포함한 그룹에서 체지방률, 체지방량, BMI, 가슴 피하
IGF-1 유전자는 5’ UTR 부위에 존재하는 프로모터의 구
26,27)

지방 두께, 대퇴둘레 및 피하지방 두께가 I 대립인자를 포함

와 IGF-1 유전자 프로모터의 CA repeat 부위의

한 그룹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Non-DD

반복 횟수에 따른 길이에 따라서 유전자 다형성이 나타난

그룹의 체중, 체지방률, 체지방량 등의 몇몇 신체구성 항목이

성요소
28)

본 연구에서 IGF-1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인 CA

I 대립인자를 포함한 그룹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repeat 분포는 19 CA repeat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체중과 지방조직 angiotensinogen

으며(Table 3), 이는 동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9)

mRNA의 발현 정도가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

의 대립 유전자 분포와 유사한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시

고

아인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9 CA repeat가

에너지 소비가 높으며, 식이에 의한 체중 및 지방의 증가가

41.2%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20 CA repeat가 36.3%로 가

약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IGF-1 유전자

형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신체구성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

다형성의 분포가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날 것으로 생각되며, IGF-1과 ACE 유전자 다형성의 상호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IGF-1 유전자의 다형성은 192 bp

작용에서 D 대립인자를 포함한 그룹의 체지방률이 낮게 나

heterozygous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on-carriers

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32.5%, 192/192 bp homozygous 15.2%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

37,38)

, angiotensin II의 수용체인 AT1A이 결핍된 생쥐는
39)

따라서 유전자 다

(Table 4). ACE 유전자는 intron 16의 후반부에 287의 유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신체구

전자 분절의 삽입(insertion; I allele)과 결손(deletion; D

성의 운동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운동 전 결과보다 더

allele)에 의해서 두 가지의 대립유전자(allele)로 부호화되

다양한 항목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장 및 체중

6),

며 I 대립인자가 53.4%, D 대립인자가 46.6%로 나타났다

은 운동 전에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동프

(Table 5).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연령대의 한국인을 대상으

로그램 수행 후 신장은 192/Non-II그룹이 192/192-ID,

27)

로 한 국내 연구의 결과 와 유사한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Non-ID 및 Non-DD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더 성장

또한 ACE 유전자 다형성이 ID형 48.9%, II형 29%, DD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은 Non-II 및 Non-ID그룹이

22.2% 순으로 나타났는데(Table 6) 이는 유사한 연령층을

192/Non-II, 192/Non-ID 및 192/Non-DD그룹보다 유의하

30)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의 분포비율과 유사한 것이다.

게(P <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신장 증가에

IGF-1 및 ACE 유전자의 다형성에 따른 그룹 간 신체구

대한 체중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Non-II 및 Non–ID

성 성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192/192 및 192/Non그룹에

그룹이 다른 그룹과는 다르게 체중이 감소한 것은 ACE 유

서는 DD type의 그룹이 II type그룹보다 체중, BMI, 체지

전자의 다형성에 따른 운동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

방률 및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19)
40)
련하여 Montgomery 등 과 Alvarez 등 은 I 대립유전자

Non그룹에서는 DD type이 II type보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에서 지구성 운동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이러한 결과는 운동 시 I 대립인자를 보유한 대상자가 지방

다형성이 신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

의 소비능력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는 것이다. IGF-1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ACE의 I 대립인자를 포함한 Non-II 및 Non-ID 그룹은

14)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지방세포에서도 분화조절에 필수

운동효과로 인한 체중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1), IGF-1이 지방세포가 되는 인간

이 있다. 192/192 및 192/Non 그룹에서 I 대립인자를 포

의 간엽(mesenchymal) 줄기세포의 분화 중 지방 합성 및

함한 그룹의 체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homozygous 및

32)

세포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IGF-1의

heterozygous가 non-carriers보다 혈중 IGF-1의 활성이 높
41)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192/192 그룹에서 제지

기 때문에

방 및 체지방량의 증가를 통한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

가

42)

운동18)과 IGF-1의 효과로 제지방 체중의 증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만 신체구성은 IGF-1과 ACE의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192/192그룹 내에서는 II type의 그룹이 ID 및 DD type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의 그룹보다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

ACE의 활성으로 인한 angiotensin II의 증가가 IGF-1의 혈

타냈고, Non (non carriers)그룹 내에서는 DD type이 체지

33)

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 동물에 angiotensin II를 일

방률 및 체지방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특이한 결과를 나타

시적 또는 장기간 노출 시켰을 때 체중이 감소한다고 보고

냈다(Fig. 2). 이와 관련하여 IGF-128)과 ACE

하였다.33,34) 즉 ACE의 I 대립인자보다 상대적으로 ACE의

자의 다형성에 따라서 혈중 변인농도의 차이를 나타낼 가능

35,36)

활성도가 높은 D 대립인자는

35,36)

angiotensin II의 활성이

는 유전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은 IGF-1의 분비와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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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시켜 세포의 성장증식과 지방분해 작용을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44)

대립인자에서 근비대의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보

또한 ACE는 운동 중 대사적
45)

다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동물에

허리둘레는 Non-ID그룹이 192/Non-DD그룹보다 유의하

angiotensin II를 일시적 또는 장기간 노출 시켰을 때 체중이

게(P <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Non 그룹의 허리둘

감소하고, 중추신경계에 의한 식욕감퇴 효과가 있으며, 말초

레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192/192그룹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33,34,48)

이러

192/Non그룹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Fig. 3). 이러

한 angiotensin II의 활성과 관련된 ACE의 활성은 I 대립인

한 양상은 운동 효과로 인한 본 연구의 체중 변화 양상과

자보다 D 대립인자에서 상대적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유사한 것으로서 운동 효과로 인한 허리둘레의 감소가 체중

에서 산소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6)

따라서 혈중 IGF-1의 활성이 높은 homozygous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상완, 대퇴 및 엉

(192/192그룹)41)와 혈중 ACE의 활성이 높은 DD 대립인자

덩이둘레도 허리둘레의 변화 양상처럼 Non그룹이 192/192

에서 체지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및 192/Non그룹보다 유의하게(P < 0.05) 낮거나 대체적으

이 두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는 192/192-DD 그룹에서 체지

로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Fig. 3), 이것은 Non그룹

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의 제지방량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하여 증가량이 낮기 때문으

33)
관련하여 Brink 등 은 ACE의 활성으로 인한 angiotensin

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Voorhoeve

II의 증가가 IGF-1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48)
등 은 IGF-1 유전자 다형성에 의한 non-carriers 그룹의 지

있다.

한 바 있다. 즉 ACE의 DD와 IGF-1 homozygous의 상호작

방축적이 심화되어 비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용은 체지방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보고하였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

한다.

른 운동효과를 살펴본 국내연구에서 II 및 ID type의 허리
둘레가 DD type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IGF-1의 유전자 다형성 중 192 bp에

49)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

서 유전인자를 모두 나타내는 homozygous (192/192그룹)

써

가 D대립인자를 포함하면 IGF-1의 운동으로 인한 체지방

과는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허리둘레의 차이가 인종

감소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혈중

및 연령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IGF-1의 상대적 활성도가 낮은 non-carriers (Non그룹)에서

본 연구에서 국내 아동의 IGF-1 및 ACE의 복합적 다형

는 ACE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D대립인

성에 따른 신체구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자를 포함한 그룹이 체지방 감소의 운동효과가 증가하는 것

되었고, IGF-1 보다 ACE 유전자 다형성이 더 크게 영향을

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BMI, 가슴 및 복부의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ACE의 D 대립인자가 I 대립인자

피하지방 두께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Fig. 2, 4).

보다 더 낮은 체지방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

따라서 IGF-1 및 ACE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은 운동효과

타났다. 또한 두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신체구성

에 따른 신체구성의 변화양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의 운동효과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로 간주된다.

되었다. 192/192그룹 내에서는 II type 그룹이 ID 및 DD

근육량은 제지방 체중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IGF-1은

type의 그룹보다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제지방

성장기 아동의 근육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on (non carriers)그

16)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지방량은 그룹 간에 유의

룹 내에서는 DD type이 체지방률 및 체지방이 가장 많이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체지방 감소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지방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

대한 두 유전자의 복합적 다형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GF-1 및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

여주고 있다. Angiotensin II는 골격근의 감소를 유도하는

른 신체구성의 차이가 복합적 다형성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져 있다.

47)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 D 대립인자를 포함한 그룹은 IGF-1
34)

신체구성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따라서 IGF-1의 분비

혈중 IGF-1의 발현이 가장 높은 동형접합이 ACE 유전자의

량이 가장 활발할 수 있는 192/192-II그룹에서 제지방량이

I 대립인자를 포함하면 IGF-1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고, D

가장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지만 192/192그룹에서 D 대립인

대립인자를 포함하면 체지방 감소와 같은 운동효과가 감소

자를 포함하면 제지방량의 증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GF-1의 발현이 낮게 나타나는

인되었다(Fig. 2). 그러나 Non-DD그룹이 Non-II그룹보다

non-carrier에서는 ACE유전자의 영향력이 높게 작용하여 D

제지방량이 더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 것은 ACE의 역

대립인자를 포함하면 체지방 감소와 같은 운동효과가 증가

할이 휴식과 운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효과는 IGF-1 유전자의 다형성

대적으로 높은 D 대립인자의 운동 중 대사적 역할이 제지

을 중심으로 ACE 유전자 다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신체구

의 분비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45)

방량의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Jonse 등 은 D

성 성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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