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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yu Min Park․Jung Kyu Kim․Cheol Woo Kim․Hyunseung Rhyu․Sunghwun Kang. Effects of exercise type on cytokine in 

type 2 diabetes patients female. KINESIOLOGY, 2016, 18(4): 53-61.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a type 2 diabetic fe-

male patients during 12 weeks of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 on insulin resistance and cytokine changes and provide a ba-

sis for prevention of diabetic complication. [METHODS] Seventeen patients participated in two trials: (1) aerobic exercise(n=9), 

and (2) resistance exercise(n=8) of same energy expenditure condition on exercise. Measurement factors included body compo-

sition, insulin resistance and cytokine. [RESULTS] BMI in the composi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fter exercise 12 weeks, body weight and percentage body fat did not change. Insulin resistance factors in the both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exercise than before exercise in HbA1c and C-peptide(p<0.05). In addition, IL-6, MCP-1 and 

EPO in the cytokine factor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group(p<0.05). However, CRP leve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only in resistance group(p<0.05). [CONCLUSIONS] Moderate exercise program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 is mediate and 

reduces effective exercise inflammation of the blood vessel complications of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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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제2형 당뇨 유병율은 

2011년 기준 성인8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이며, 당뇨 전

단계는 10명 중 3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노출

되어 있다(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1). 당뇨병은 

고혈당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Malin et al., 2013), 

또한 제2형 당뇨병은 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과 

면역세포를 포함하여 임상학적으로 염증성 질환이라 설

명하고 있다(Nikolajczyk et al., 2011; Snyder-Cappione 

& Nikolajczyk, 2013; Donath & Shoelson, 2011).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골격근 내 glucose 공

급과 팔·다리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triainen et 

al.,, 1996; Malin et al., 2012). 즉 운동이 혈당을 감소

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당뇨가 의심되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시적인 고강도 운동은 중

강도 운동에 비해 식후 혈당이 더 낮아 고강도 운동

이 혈당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Rynders et al., 2014), 혈관 내피 기능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Malin et al., 2016). 또한 

ACSM(2013)에 따르면, 근력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

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두 운동방법의 병행이 더 

많은 당대사율을 활성화시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사이토카인은 단백질 그룹으로 감염 및 조직 

손상과 병리학적 자극 염증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사이토카인의 생산은 격렬한 운동, 스트레스 호르

몬, 에너지 분리나 산화적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의

해 변화가 나타난다(Cannon, 2000). 사이토카인은 그

* 본 연구는 2016년도 강원 학교 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 음.
** 교신 자: 94psycho@ko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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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활성에 따라 pro 또는 anti- inflammatory 사이토

카인으로 분류되는데, monocyte chemotactic 

protein-1(MCP-1)은 anti-inflammatory 사이토카인으

로서 pro 사이토카인인 IL-12의 생산 억제에 직접적

으로 작용한다(Omata, et al., 2002).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일시적인 운동 자극은 순환 

혈액에서 pro와 anti-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의 증가

를 유발하며, 특히 Interleukins-6(IL-6), MCP-1 그리고 

C-reactive protein(CRP)와 같은 인자의 증가를 유발

한다(Fischer et al., 2004; Peake et al., 2005).

당뇨병 환자 역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활동량의 부

족은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TNF-

α, MCP-1 등과 같은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여 대

사관련 조절 이상을 일으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Handschin & Spiegelman, 2008; Yudkin, 2007), 당

뇨망막변증, 신경통, 혈관내피세포 이상, 그리고 심혈

관질환 등과 같은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Goyal et al., 2014). 

하지만 신체활동 또는 운동은 근육에서 도출되는 

사이토카인인 마이오카인의 긍정적인 대사 변화를 가

져오게 되어, 골격근 내 glucose 공급과 지방산 산화

로 인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장·단기적으로

는 대사 조절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하였

다(Pedersen & Febbraio, 2008).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은 모두 당 대

사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lotnikoff(2006)

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한 연구

를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연구

는 전체 100% 중 약 55%에 해당되고,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연구는 12% 수준으로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연

구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저항성 운동

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서 당화혈색소를 줄여주고

(Unpierre et al., 2011; Chudyk & Petrella, 2011), 인슐

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며(Phillips & Winett, 2010), 근력

을 증가시키고(Church et al., 2010),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Nicolucci et al., 2012) 제2

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저항성 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

로 12주간 유산소성운동인 걷기운동과 저항성운동인 

순환운동을 실시하여 운동 형태에 따른 인슐린저항성

과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규명하여 당뇨 합병증 예방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 대학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제2형 당뇨병 성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연구에 참여

를 동의하는 사람들로서 무작위추출에 의해 총17명을 

선발하였다. 두 가지 운동 프로그램 중 본인이 원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D 대학병원 임상실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

인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함기

준은 다른 중증 질환 및 심각한 당뇨병 합병증을 가

지고 있지 않은 환자, 당화혈색소 7～10%, 신장 기능 

이상이 없는 환자, 공복혈당 200 mg/dl이하로 설정하

였다. 또한 식사요법 이행도의 모니터링은 영양사에게 

교육받은 방법에 의거하여 식사일지를 작성하게 하였

으며 동일한 식이요법으로 식사량, 식사내용, 식사분위

기, 총칼로리 섭취량을 기록 하였으며, 운동은 저항성

운동군(n=8), 유산소운동군(n=9)으로 각각 나누어 동일

한 운동 강도(V̇O2max 60%에 해당하는 심박수)를 설

정하여 12주간 주 3회 일일 60분 동안 운동을 실시하

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Group Variable M±SD

WE 
Age(year)

52.50±1.82

RE 51.00±1.38

WE
Height(cm)

155.09±1.87

RE 156.90±1.74

WE
Weight(kg)

58.65±1.86

RE 56.87±1.74

WE
BMI(kg/m2)

25.92±1.05

RE 24.44±0.77

WE 
Career(year)

4.12±0.40

RE 3.89±0.31
WE(walking exercise), RE(resistance exercise)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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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  차

신체계측  체지방률

신체조성 검사는 체성분 분석기(Venus 5.5, 자원 

메디칼)를 이용하여 신장, 체중, BMI, 체지방률을 12

주 운동전․후 안정시에 실시하여 산출하였다.

인슐린 항성  사이토카인 분석

최대운동부하 검사 전․후 주정맥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혈액분석은 혈장과 혈청에서 HbA1c, 

EPO, Insulin, C-peptide, Glucose를 분석하였다. 

HbA1c는 affinity chromatography로 측정하였으며, 

혈청 EPO의 농도 측정은 EPO-Trac RIA KIT시약으로 

RIA(radioimmunoassay, 방사면역측정법) 방법을 통해 

결정하였다(Diasorin Inc, in USA, Cobra IIg-counter, 

Packard , USA).

인슐린 저항성지수(homeostatic model assessment, 

HOMA-IR)는 [glucose(mg/dl) × Insulin(μIU/㎖)] 

/405 으로 산출하였다(Matthews et al., 1985).

MCP-1(단세포 화학주성 단백질 1, monocyte 

chemotactic protein 1)과 IL-6, CRP는 혈장과 혈청을 -7

0℃에 냉동저장한 후 분석하였다. MCP-1 ELISA kit를 이

용하여 R&D 시스템으로부터 면역흡착제(Immunosorbent) 

방법으로 Duoset EIA에 의해 결정하였다. MCP-1의 

단백 농도는 각 well에 MCP-1 표준용액을 각각 200

㎕씩 넣고 adhesive strip으로 덮은 후 실온에서 2시

간 동안 반응시켰으며, 각 well을 흡인하고 wash 

buffer 400㎕로 채워 3번 씻었다. 이후 각 well에 기

질용액을 200㎕씩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

킨 후 각 well에 정지용액 5㎕씩 넣고 30분 내에 

450nm에서 microplate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IL-6은 경쟁적 효소면역측정법(competitive 

enzyme-linked immunosorbent)으로 ELISA kit를 이

용하여 결정하였다. 즉, IL-6의 경우 microwell에 항

-IL-6 단일클론(monoclonal) Ab가 흡수조작 되어 있

으며 샘플에 IL-6가 존재하면 unbinding된 물질들은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IL-6 ELISA 검사는 

효소연결 immunosorbent assay로 microwell에서 

anti-IL6 monoclonal Ab가 흡수 조작되어 있으며, 샘

플에 IL-6가 존재하면 microwell에서 흡수 조작되어 

있는 Ab에 결합한다. 결합되지 않은 물질들을 씻어낸 

다음 biotin conjugated monoclonal anti IL-6 Ab는 

첫 번째 Ab에 의해 결합된 IL-6에 결합한다. 다시 결

합되지 않은 물질들을 제거하고 streptavidin HRP가 

biotin conjugated monoclonal anti IL-6 Ab에 결합한 

뒤 결합된 HRP와 기질이 반응하여 color product를 

형성하고, 이 color의 적절한 밀도 값과 혈중의 IL-6의 

양 비례를 결정하였다.

운동 로그램

Peake et al.(2005)은 혈장 사이토카인의 효과적인 운

동강도를 60%V̇O2max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연구 대상자 모두 최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여 최

대산소섭취량(V̇O2max)을 구한 뒤, 사이토카인에 효과

적인 운동강도인 60%V̇O2max를 산출하여 이 시점에 

max에 해당되는 심박수를 산출하였다. 운동프로그램 

진행은 1998년 Borg가 수정한 자각적 운동강도(RPE, 

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그리고 통증자각도(CR10, 

category-ratio scale 10)를 이용하여 12주간, 주 3회, 1

회 60분 동안 개인별 운동강도에 맞게 실시하였다.

Station  Items Exercise type Intensity Time

1 Warm-up 10' streching 10min

2 Step walking 80rep/min 40cm 5min

3 Pull down 12RM×12 5min

4 Abdominal 12RM×12 5min

5 Walking 5.3km/h×30' 5min

6 Leg curl 12RM×12 5min

7 Leg extension 12RM×12 5min

8
Cycly 

ergometer
1kp×30rpm 5min

9 Arm curl 12RM×12 5min

10 Cool-down 10' 10min

Table 2. Resistance exercise program

저항성 운동군은 <Table 2>와 같이 실시하였고, 60

분 동안 휴대용 운동강도 설정기구인 polar(심박수 측

정기)를 착용하고 실시하였다. 저항성 운동은 준비운

동 본 운동 정리운동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주 운동은 

각 종목당 30초실시, 10초 휴식을 하였으며, 총 5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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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0 week 12 weeks Group Time

IL-6
(pg/㎖)

WE 1.14±0.74 2.28±0.49*

0.20 4.2
RE 1.07±0.35 1.91±0.30*

MCP-1
(pg/㎖)

WE 381.09±37.34 545.96±33.41
*‡

5.69 21.65
RE 330.61±30.12 450.45±21.05*

CRP
(㎎/㎖)

WE 0.106±0.004 0.085±0.018
0.52 6.40

RE 0.102±0.006 0.075±0.005*

EPO
(mlU/ml)

WE 13.44±2.37 16.99±2.17
*

0.216 13.167
RE 14.36±2.19 16.84±2.16*

*p<.05, *: 0 week vs. 12 week,      (M±SD)☦
p<.05, 

☦
: RE vs. WE

IL-6 : interleukin 6
MCP-1 :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CRP : C-reactive protein

Table 5. Change of cytokines

Variable 0 week 12 weeks Group Time

Weight
(kg)

WE 57.86±7.57 56.30±7.39
1.715 0.363

RE 53.30±4.33 51.86±4.53

BMI
(kg/m

2)
WE 23.64±3.75 22.98±3.49☦

5.044 1.131
RE 22.01±2.05 20.94±2.11

%Fat
(%)

WE 31.07±4.98 30.10±4.68
2.098 1.115

RE 29.40±2.23 27.31±3.27
☦

p<.05     (M±SD)☦
: RE(resistance exercise) vs. WE(walking exercise)

Table 3. Change of body composition

Variable 0 week 12 weeks Group Time

HbA1c
(%)

WE 8.07±0.55 7.55±0.94*

0.185 3.835
RE 8.01±0.93 7.36±0.73*

Insulin
(μIU/㎖)

WE 11.89±6.45 11.32±3.84
0.112 2.099

RE 14.92±5.87 9.65±4.61

C-peptide
(ng/㎖)

WE 2.51±1.66 1.40±0.39
*

0.193 5.721
RE 2.83±1.99 1.53±0.73*

Glucose
(mg/㎗)

WE 130.0±27.7 121.0±17.5
0.074 2.526

RE 135.1±19.8 120.0±14.4

HOMA-IR
WE 3.95±2.53 3.40±1.28

0.188 2.866
RE 5.15±2.84 2.91±1.67

*p<.05, *: 0 Week vs 12week    (M±SD)

Table 4. Change of insulin resistance

세트 간 휴식 2분으로 실시하였다. 준비운동과 정리운

동의 스트레칭은 본 운동 전후 실시하는 19가지 종목

을 실시하였다. 또한 1RM의 측정은 Brzycki(1993) 공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모든 운동은 2주마다 

1RM을 측정하여 실시하였다.

최대근력(1RM) = 들어올린 무게(lb) / [1.0278 - 반

복횟수 × 0.0278]

유산소성 걷기운동 군에서도 휴대용 운동강도 설정기

구인 polar(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하고 실시하였고, 걷기 

운동프로그램은 400m 트랙 경기장 8레인(450m)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걷기 운동의 강도설정은 3주 단위로 

재설정하였고, 1단계 5.4km/h, 2단계 5.7km/h, 3단계 

6.0km/h, 마지막 4단계에서는 6.3km/h 전·후 속도로 각 

단계별 40분간 실시하였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스트

레칭은 걷기 전후의 스트레칭 11가지를 10분씩 실시하

였으며, 총 운동시간 60분으로 하였다. 두 운동그룹 모

두에서 운동 중 저혈당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료처리

모든 데이터는 SPSS/PC 14.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으며, 기간(전․후)과 

그룹(저항성운동군․유산소운동군)간의 2-way ANOVA

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과 시기 간 유의성이 있을 경우 

각각 독립 및 대응 t-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α

=.05수준에서 결정하였다.

결과

제 2형 당뇨병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유

산소성운동인 걷기운동과 저항성운동을 실시하여 운

동형태에 따른 인슐린저항성과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은 12주간 운동프로그램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이다. 체중과 체지방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BMI의 

경우 운동후 두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Table 4>는 인슐린저항성 관련인자들의 변화이다. 

인슐린, glucose, HOMA-IR은 두 운동군 모두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당화혈색소와 C-peptide는 두 운동군 모

두 운동전에 비해 운동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5>는 사이토카인들의 변화이다. IL-6와 EPO

의 경우 두 운동군 모두 운동전에 비해 운동후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5). MCP-1은 두 운동군 모두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운동후 그룹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5). CRP의 경우 저항성운동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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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운동전에 비해 운동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논의

운동은 당뇨병 예방과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은 모두 인슐린 

활성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혈중 지질과 혈압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Colberg et al., 2010).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운동은 당화혈색소를 조절하고

(Unpierre et al., 2011; Chudyk & Petrella, 2011), 특

히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혼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hurch et al., 2010).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An et al.(2005)은 비만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 유산소 운동과 저항

성 운동은 HOMA-IR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만 체중의 감소가 혈당조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체중과 체지방률이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당화혈색소와 C-peptide의 유의한 감소

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같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두 운동 모두 혈당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PO는 적혈구 생산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85～

90%는 신장에서 일부는 간에서 생산된다. EPO의 주

요한 효과 중 하나는 적혈구 양은 물론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증가시켜 잠정적으로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Gledhill et al., 1999). 운동과 EPO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유전자 재조합 EPO(r-HuEPO)

의 투여를 통해 최대산소섭취량의 증가를 보고하였으

며(Audran et al., 1999; Russell et al., 2002), 운동 근

육에 산소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혈구 양과 Hb

의 증가를 보고하였다(Saris et al., 1998). 하지만 제2

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EPO와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혈장 EPO 수치가 나타났으나, 12주간의 운

동프로그램으로 혈장 EPO 수치를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그러나 정상 수준까지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IL-6는 비만이나 인슐린저항성과 관련되는 adipokine

으로 정의하거나, 최근 운동 시 골격근의 근수축과 관

련하여 myokine으로 설명되어지는데 (Steensberg et al., 

2000; Keller et al., 2001), 근육 손상이 없는 운동 후에 

IL-6의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운

동 강도, 운동지속시간, 근육의 참여 정도 그리고 지구

성 운동 능력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ebbraio & Pedersen, 2002; Pedersen et al., 2003). 그

리고 IL-6는 근섬유 수축에서 발현되며(Hiscock et al., 

2004), 운동 중에 골격근으로부터 방출된다. 본 연구 결

과 체중감소로 인하여 IL-6 수치가 감소되었다는 

Fernandez-Real과 Ricart(2003)의 결과와는 달리 두 그

룹 모두 체중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IL-6의 유의

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IL-6가 

myokine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활발한 근수축에 

의한 증가(Yeo et al., 2012)로 생각되어진다.

비만은 대식세포에 의해 증가된 지방 조직 침윤과 

관련되고 있으며, 활성화된 대식세포 분비 염증 인자는 

인슐린저항성에 기여한다(Wellen & Hotamisligil, 2003; 

Weisberg et al., 2003). MCP-1의 지방조직 발현과 순

환 MCP-1 수치는 설치류 비만에서 증가하며, 지방조

직의 MCP-1 중재 대식세포 침윤은 비만과 인슐린저항

성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대사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Takahashi et al., 2003; Sartipy & 

Loskutoff, 2003). MCP-1과 함께 지방세포 배양은 인슐

린으로 자극된 당 섭취와 인슐린으로 유도된 인슐린 

수용기 tyrosine의 인산화를 감소시키고, 지방조직 인

슐린저항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MCP-1은 또한 지

방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서 지방세포 성장과 분

화를 억제시킨다(Sartipy & Loskutoff, 2003). 설치류 

비만에서 증가된 순환 MCP-1은 증가된 순환 단세포와 

연합하게 되는데(Takahashi et al., 2003), 쥐에서 

MCP-1의 말초 투여는 순환 단세포를 증가시키고, 평

행 동맥에서 단세포의 축적을 조성하며, 내막 형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Sartipy & Loskutoff,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발견은 MCP-1의 내분비 기능으

로 동맥경화증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MCP-1 발현의 근원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되지는 

못하였다. 운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대 운

동(Suzuki, et al., 2003), 저항성 운동(Hirose, et al., 

2004; Nieman, et al., 2004), 내리막 달리기(Malm, et 

al., 2004), 고강도 원심성 사이클(Toft, et al., 200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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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구성운동(Suzuki, et al., 2003)을 포함하는 다양

한 운동 후에 MCP-1과 같은 anti-inflammatory 사이토

카인의 혈장 농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운동의 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운동 중에 anti-inflammatory 사

이토카인의 생산 증가는 운동 유발성 근육 손상 반응

을 일으키는 pro- inflammatory 제한(Toft, et al., 2002)

과 질병 상태로의 연관성을 제한(Petersen & Pedersen, 

2005)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MCP-1은 

두 운동군 모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당뇨

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산화적 스트레스 등의 

생리적 자극에 의해 사이토카인 활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염증반응의 중재자인 MCP-1의 더 많은 

발현 증가로 나타나 pro- 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CRP(C-reactive protein)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의 관

상동맥질환, 대사증후군 환자들(Ridker et al., 2003)에 

대해 부정적 예견으로서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CRP의 혈장 수치는 약물에 의한 독자적인 효과인 LDL-

감소와 HMG-CoA (DL-3- 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sodium salt) 환원 억제에 의해 변형된다

고 보고되고 있다(Albert, et al., 2001). CRP는 심혈관 

위험인자로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연구들은 

CRP 수치가 대사의 각각 구성성분과 일치하며(Festa et 

al., 2000), 당뇨병과 아테롬성 동맥경화에서 몇 가지 염

증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Fernandez-Real & 

Ricart, 2003). 또한 CRP의 기준 수치는 심근 경색 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

된다(Ridker et al., 2003). 한편, 운동트레이닝은 CRP 수

치를 향상시키며, 특히 격렬한 운동 뒤에 더 많은 CRP

의 증가가 나타난다(Kasapis & Thompson, 2005). 또한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 후 하루가 지나서 CRP 수치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Pedersen & 

Hoffman-Goetz, 2000). 하지만, Kelley 등(2006)은 메타

분석에 의한 성인에서의 최대산소섭취와 신체구성, 그리

고 CRP에 대하여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산소 운동은 성인에서 CRP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P의 농도는 저항

성 운동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여, Kelly 등(2006)의 

연구와 상이하게 근력운동이 부가된 저항성운동은 유산

소성 운동보다 CRP 수치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간 저항성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을 통하여 신체조성과 사

이토카인의 변화를 분석하여 혈관염증에 노출되어 있는 

당뇨병 환자에 관한 운동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 모두 신

체조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당 대사 조절 인

자와 항염증인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

만, CRP는 저항성 운동만이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제2형 여성 당뇨환자에게 유산소성 운동과 저

항성 운동 모두 항염증인자에 효과적이지만, 사이토카

인을 중재하여 혈관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은 저항성 

운동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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