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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Fermented Beta-glucan Intake and

Complex Exercise Prescription on Blood Pressure,

Blood Sugarand Lipid Levels ofSeniorDiabetes

Patients

MiKyoung,Song

Advisor;Prof.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is study tested the effect of blood pressure, blood sugar and lipid levels  

prescribing beta glucan powder and low-degree exercise for eight weeks to 

the  senior patients with 2nd type of diabe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irty-four diabetic patients over 65 years old at A Health Promotion 

center and B senior welfare center in Gwangju, Korea. Divided into two 

groups of seventeen members,  the subjects of one group were asked to 

take Beta-glucan powder(3g), which were fermented and extracted from 

blossom mushrooms, with water twice a day at eight A.M and seven P.M. 

In addition, low-degree exercise programs were applied with senioraerobics 

and elastic bands for fifty minutes three times a week.  This was done for 

8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treatment. Before and after 

testing, blood pressure, blood sugar, tota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neutral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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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scale and instruction of past studies and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difference of blood sugar, the control group' level 

(124.67±42.32) was lower than the experimental group(106.58±17.00) and 

there was a relevant difference statistically. Therefore, it seems that 

prescribing Beta-glucan powder and low-degree exercise simultaneously is 

effective for reducing blood sugar. Second, in the difference of blood 

pressure, the systolic blood pressure of the group(132.17±14.82)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led group(138.92±17.75) and there was relevant 

difference statistically. However, in the diastolic blood pressure, the control 

group(81.45±8.21) was lower than the experimental group( 83.91±9.97) but 

there was no relevant difference statistically. Accordingly, there was no 

substantial gap between the group and the controlled group in blood 

pressure. But as there was a relevant reduction in the systolic blood 

pressure of the group prescribed with Beta-glucan and low-degree exercise 

for eight weeks,  Beta-glucan and low-degree exercise simultaneously may 

have an influence on reducing blood pressure. Third, in the total cholesterol 

level, the experimental group(188.33±3.27) was lower than the control 

group(201.17±2.47) and there was  relevant difference statistically. Thus, 

prescribing Beta-glucan and low-degree exercise simultaneously for eight 

weeks has an influence on reducing total cholesterol as well. Forth, in the 

difference of neutral fat, the control group(77.83±30.83) was lower than the 

experimental group(83.97±34.16) but there was not relevant difference 

statistically. However, as neutral fat reduced than preceded point in the 

group, we can infer that taking Beta-glucan powder and low-degree 

exercise for eight weeks is effective. Fifth, in the difference of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he experimental group(67.78±18.73) wa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64.87±12.95) but there was not relevant gap. 

However, as th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creased than past in 

the experimental group, we can also infer that taking Beta-glucan powder 

and low-degree exercise for eight weeks is effective. Sixth,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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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of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he experimental 

group(107.50±32.26) was lower than the control group(119.67±22.22) and it 

was statistically relevant. As a result, we consider that prescribing taking 

Beta-glucan powder and low-degree exercise simultaneously for eight 

weeks has an influence on the reducing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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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표 인 만성질환으로서 당뇨병은 그 발병 빈도가 증가되고 이러한 당뇨

병은 주로 제 2형 당뇨병이다.당뇨병 환자의 90-95%는 인슐린 항과 궁극 인

인슐린 결핍으로 특정 지어지는 제 2형 당뇨병이며(Kirknessetal.,2008),당 조

의 결여와 인슐린 민감성의 감소로 인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Marcusetal.,

2008),아직까지 당뇨병의 기 이 완 히 밝 지지는 않았지만,활동량 하,근육

량 감소,비만,부 한 식사 등의 향을 받아 인슐린에 한 조직의 감수성

하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것이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

인으로 지 되고 있다(Nam,2007).

제 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세계 으로 모든 연령 의 성인에서 증가하고 있는

데(Kingetal.,1998),미국당뇨병학회(AmericanDiabetesAssociation,ADA)에 의

하면,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최소한 20%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최근 들

어 빠르게 노인 당뇨병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ADA,2011),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코호트 연구(Cohortstudy)결과,40세 이상에서 노화가 진행될수

록 당뇨병의 유병률이 통계학 으로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Kim etal.,2008;Ohetal.,2007). 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조기 사

망률,기능 장애,고 압,심장병 그리고 뇌졸 같은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고 약물

의 부작용,우울,인지손상,배뇨장애,낙상으로 인한 손상,그리고 지속 인 통증

등이 당뇨병이 없는 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ADA,2011).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노인 당뇨병의 유병률은 10% 이상으로 청장년층의 유병률에 비해 유의하

게 높으며,노인 인구 10명당 1명 이상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김혜진․안철우,2007;조용욱,2008).

이러한 당뇨병과 합병증(심장동맥 질환,뇌 장애,말 장애),미

세 합병증(당뇨성 망막병증,당뇨병 콩팥병증),신경병증(말 와 자율신경계)과

같은 당뇨 합병증은 질병의 경제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하

시키고 가족에게까지 큰 향을 주게 된다.이에 제 2형 당뇨의 큰 향을 감안할

때 당뇨의 험이 있는 사람에게 방의 노력이 무엇보다 요하다(Lin etal.,

2001).당뇨 환자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거의 3배에 이르고

(Cohn,2008),실제로 당뇨병 학회 TFT 보고서에 따르면 20-79세 성인 당뇨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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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조 1853억원으로 체 건강보험 총진료비 16조 5천억

의 약 19.2%를 차지한다(KoreanDiabetesAssociation,2008).

그리고 2011미국당뇨병학회 당뇨병 표 진료 권고안에 의하면 당뇨병 발병 험

도가 높은 사람은 HbA1c>6%,고 압(140/90㎜Hg이상),낮은 HDL콜 스테롤(35

㎎/dl이하),높은 성지방(250㎎/dl이상)과 비만(BMI25㎏/㎡ 이상),신체 활동이

은 사람이라고 하 다(ADA,2011). 한당뇨병학회에서도 제 2형 당뇨병의 험

인자로 과체 (체질량지수 23㎏/㎡),공복 당장애나 내당능장애의 과거력,고 압

(140/90㎜Hg이상),HDL콜 스테롤 35㎎/dL미만 혹은 성지방 250㎎/dL이상,

심 질환(뇌졸 , 상동맥질환 등)등으로 당뇨병 고 험군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KoreanDiabetesAssociation,2008).

그에 따라 체의학의 측면에서 항당뇨 성분을 지닌 식품에 한 수요와 사회

심 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제 2형 당뇨병 방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

과 운동요법 등 생활습 을 교정하는 방법이 요한 략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Walkeretal.,2010),효능 식품의 섭취에만 의존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한 운동처방의 병행과 함께 식품의 효과 섭취방법에

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최근에 매체를 통해 베타 루칸(β-glucan,BG)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

키는 biologicalresponsemodifiers(BRM)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한 심과 련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주로 식용버섯에서 추출된 베타 루칸은 항암활성,항산화

성,면역증강 기능이 보고되어(Yangetal.,2003;Manzietal.,2004)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Ebihara& Minamishima,1984;최미애 외,2003).

고분자 다당류인 베타 루칸은 공통 으로 β-1,3-linked-D-glucopyranosylunit

이 기본골격이며,β-1,6이 결합한 형태도 존재한다(Yamada,2000).귀리,보리,효

모 버섯 등 다양한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베타 루칸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

데,그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 루칸이 가장 이며,그 효능으로는 항암작

용으로 면역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간 으로 효능을 나타낸다.이외의 효능으로

는 항 바이러스,항균작용,항응고제 효능 상처 치유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콜 스테롤 당 감소 등의 항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etal.,2007;Rheeetal.,2008;Routetal.,2008;송지 ,2000;강태수

외,2005;정은 외,2008;안효찬,2008).이러한 효능들은 분자량(molecular

weight,MW),분지도(degreeofbranching,DB),분자구조 분자간 결합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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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효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분자량은 100-200kDa일 때 면

역 활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Lamboetal.,2005).

이에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제2형 당뇨병에 있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

하는 것이 효과 이며,특히 모든 체력 인 요소가 동시에 하되는 노인 당뇨환자

에게는 복합 형태의 강도 유산소운동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신지 ,

2011;박정재,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노인환자를 상으로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 병행 로그램을 처방하여 얻어지는 생리 특성의 효과,즉

신체조성 지질에 한 향을 정량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Ⅱ.이론 배경

1.당뇨병의 이해

가.개념 분류

당뇨병은 미세 , ,신경계와 감염성의 다양한 합병증들,탄수화물,지방

과 단백질의 비정상 인 사와 련된 당 농도 증가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흔한

사성 질환이다.당뇨병은 병인 분류로 제 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

된다.모든 당뇨병 상태는 그 작용들의 부 한 인슐린 공 과 부 한 조직

반응의 결과이다.제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으로 췌장의 췌도에서 인슐린을 합성하

는 베타세포의 괴에 의해 발생하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과 련되어 말

인슐린 항의 결과로 발생한다.

제1형 당뇨병은 서양에서 모든 당뇨병환자 약 5~10%를 차지한다.이는 베타세

포 괴의 결과로 심한 인슐린 결핍이 온다.결국엔 인슐린 농도가 거의 측정

되지 않게 되고 고 당 뿐 아니라 톤증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제1형 당뇨병

에서 베타세포의 괴는 자가면역에 의한 것이다.제1형 당뇨병은 보통 30~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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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단되는데,사춘기나 유년기에 가장 흔하다.그러나 제1형 당뇨병은 어느 나이

에서나 생길 수 있어,40세 이후에 나타났을 때는 제2형 당뇨병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제 1형 당뇨병환자들은 특징 으로 말랐으며 제2형 당뇨병과 달

리,유 인 요인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은 가족력은 없다.망막증,신증과

같은 미세 합병증,심 ,뇌 ,말 질환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

신경병증,임신 합병증,감염 등은 제1형 당뇨병이 조 되어지지 않을 때 쉽게

일어난다.

제2형 당뇨는 세계 당뇨병 인구의 90% 이상이 해당된다. 다수의 장애가 근

육,지방조직과 간에서 발견된 인슐린 항성이다.한국의 경우 95% 이상이 제2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다.제2형 당뇨병의 자연경과는 인슐린 항성과 췌장 인슐린

분비의 증가로 시작되는데 말 조직에서 인슐린 항성은 고인슐린 증으로 보상

된다.그 결과로 장 포도당 농도는 비교 정상으로 유지되다가 췌장췌도 세포

기능의 약화로 인슐린 농도는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고 당이 생기게 된다.

톤산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제2형 당뇨병환자들은 특징 으로

40세 이상이고,비만하지 않더라도 과체 이다.제2형 당뇨병은 놀라운 속도로 증

가하고 있고 심지어 소년이나 더 어린 나이에서도 보고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차성 당뇨는 다른 특정 질병의 경과나 유 질환과 련된 원인으로

생기는 당뇨병의 여러 형태를 말한다.이 상태는 제1형 당뇨병도 아니고 제2형 당

뇨병도 아니라고 생각되고,다른 특별한 형태로 그룹화 된다.당뇨병의 이러한 형

태는 베타세포 기능과 인슐린 작용의 유 질환,췌장의 염증성,침투성,암,다

른 내분비증이나 감염성 질환,어떤 화학물질의 노출이나 약재의 결과로 오는 당뇨

병,면역-조 당뇨병의 드문 형태,그리고 잦은 고 당과 련된 다른 선천 증

후군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국가와 인종에 따라 매우 다르다.새로이 산업화되고 있

는 국가에서 매우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인도와 국 등의 산업화와 함

께 폭발 인 환자수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향후 25년 뒤에는 재 진행

되고 있는 고령화,도시로의 인구유입 등에 따른 산업화 등에 의해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재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측된다.제2형 당뇨병은 주로 년,노년에

서 발병되지만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병비율이 증

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에 한 상당히 완 한 자료를 미

국 NationalHealthandNutritionalExaminationSurvey(NHANES)에서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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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8년에서 1994년 사이에 이루어진 NHANESIII에서 20세 이상의 미국 인구에서

5.1%의 이미 진단된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을 보 고 공복 당 126mg/dL를 기 으

로 했을 때는 7.8%,경구당부하검사로 식후 2시간 당을 포함 했을 때는 11.4%의

유병률을 보 다. 한,히스패닉,그 MexicanAmerican이 AfricaAmerican이나

백인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 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 다.이

처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종족과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이 여러 조사

를 통해 알려져 있다.싱가포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유병률은 국

계의 경우 4%,말 이시아계의 경우 7.6%,인도계가 8.9% 이었다는 연구의 결과에

서도 제2형 당뇨병의 발생에는 유 인자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에서 당뇨병 유병률 역학 연구는 1971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라북

도 옥천군에서 10세 이상 주민 134,238명 18,156명을 조사 상으로 조사를 실시

한 결과 당뇨병 유병률은 0.91%이었으며(남자 1.41%,여자 0.42%),30세 이상의 주

민의 당뇨병 유병률은 1.5%(남자 2.5%,여자 0.7%)이었다.1990년에 국 190개 지

역의 30세 이상 성인 25,967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복 당이 120mg/dL이

상 는 당부하 후 2시간 당이 200mg/dL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으로 정하 을

때 유병률은 7.9%(남자 5.1%,여자 8.7%)로 찰되었다.이를 1990년도 우리나라

인구를 표 으로 연령 보정하 을 경우,남자의 유병률은 4.6%,여자의 유병률은

8.1%이었다.이 경우 조사 당시 본인이 당뇨병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20% 미만에 불과했다.세계보건기구의 표 화된 방법에 의한 역학 조사는 1993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3,804명을 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그 결과 세계보건기

구의 진단 기 에 따른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9.1%(남자 10.6%,여자 7.9%),내

당능장애의 유병률은 11.8%(남자 12.5%,여자 11.3%)이었다.Segi의 표 세계 인

구로 보정한 30~64세의 당뇨병의 유병률은 7.2%,내당능장애의 유병률은 8.9%이었

다.

한 1995년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 다시 실시된 역학 조사에서는 당뇨병과 내당

능장애 유병률은 각각 10.1%(남자 12.3%,여자 8.2%),12.2%(남자 11.3%,여자

13.1%)이었다.이들의 보정 당뇨병 유병률은 12.8%이었다.이들 연구 결과를 보

면 당뇨병의 유병률은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뇨병 발생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남녀의 차이에 따른 유병률의 차

이는 확실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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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2년부터 당뇨병 학회 역학 원회에서는 경기서울지역의 보건소,병의원,

종합병원 등을 무작 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를 2004년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하

다.그 결과 조사 인구 163,951명을 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국으로

상을 확 하 을 시 결과를 추정한 결과 국민 45,985,289명 당뇨병환자가

5,224,881명으로 11.36%의 유병률을 보일 것으로 상되었다.

따라서 지 까지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당뇨병 유병률은

게는 6.5% 많게는 11.5% 정도로 유추된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임상 발병 시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발생률에 한 역학

조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국내에서는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 1993년과

1995년에 당뇨병의 발생률에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1993년에 당뇨병이 없

었던 2,266명의 상 1,193명이 추 되었으며,그 결과 1990년 표 인구로 보정

한 연간발생률은 2.5%(남자 3.2%,여자 1.5%)이었다.당뇨병의 발생률은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 고,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더 높았다.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상자의 54%만이 조사에 참여하 고 세계 으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

는 피마인디언,나우루족 등의 1.8%에 비해 더 높은 결과를 보여 그 의미를 재평가

해야한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당뇨병 발생률(2003년 기 )은 인구의

0.57%(274,767명)으로 추정되었다.남성의 발생률은 0.53%,여성은 0.62%로 여성이

1.16배 높았다.20~79세 인구를 기 으로 하면 0.76%(262,735명)으로 추정되었다.

세계 으로 략 194,000,000명의 당뇨병환자가 있다고 추산되며,이는 20~79세

사이의 인구의 5.1%에 해당한다.이 환자 수는 2025년까지 333,000,000명(6.3%)로

증가 할 것으로 상된다(김응진 외,2005).

나.병태생리

당뇨병성 합병증의 요 원인이 고 당 자체라는 것은 당뇨병 조 과 합병증 연구

(DiabetesControlandComplicationTrial,DCCT)에서 증명된 바 있지만 세포나

장기에 손상을 주는 기 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당뇨병 만성 합병증은 단지

한 가지 이유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재 당뇨병 합병증의 기 으로는 4가

지 경로가 알려져 있다.첫째는 단백 당화변성의 증가다.단백당화변성은 당에 의

해 몸의 단백질 성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당화변성이 심해지면 우리 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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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는 모든 단백질이 장기간 높은 농도의 당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해 여러

만성합병증을 가져온다.둘째는 소르비톨의 증가다.체내의 당 농도가 높아지면

몸 안에서 소르비톨이 증가하게 된다.소르비톨이란 물질은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

기는 성질이 있다.이 소르비톨이 발끝의 신경조직 속에 많이 축 되면 신경조직

속으로 수분이 흡수되어 신경조직이 붓고 발끝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셋째는 세포

내 DAG의 증가다.이는 최신 연구에 의해 밝 진 것으로 고 당에 의해 DAG가

증가하면 여러 가지 효소 기능이 비정상 으로 변하고 유 자의 발 도 변하며 성

장인자도 증가해 당뇨병 만성합병증을 일으킨다.망막 의 성장을 조장하는 물

질이 증가해 망막에 쓸데없는 이 생기는 증식성 망막병증이 그 좋은 다.마

지막으로 고 당으로 인해 포도당이 헥소사민 경로로 정상치보다 더 많이 유입되

는 상이다.포도당이 많이 유입되면 유 자 발 의 이상과 당화변성을 진하는

상이 일어난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매우 다양하며 그 형태도 여러 가지이나 공통된 상은 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됨으로 인해 인체 내에 여러 가지 사 장애를 유발하

여 야기된다.이러한 변화는 고 당의 정도와 유병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

인 변화를 야기하여 국소 인 문제가 아닌 신체 반에 걸쳐 많은 당뇨 합병증들

이 발생된다.

(1) 성 합병증

넓은 의미에서 고 당에 의해 나타나는 일반 인 증세인 물을 많이 먹는 것,체

감소,탈수증,피로감등이 모두 성 합병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임상 으로 요

한 것은 톤산 증과 고삼투압성 혼수이다.

톤산 증은 상 으로 인슐린이 결핍된 상태가 심하여 당분을 에 지원으로 사

용할 수 없음으로 장된 지방질이 지방 분해되면서 부산물로 톤체가 형성되고

이 톤체가 체내 축 되면 체액이 산성으로 바 면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동이

증가되면서 심할 경우 의식 소실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개 제 1형(인슐린 의

존형)당뇨병 환자에서 주로 발생되나 제 2형(인슐린 비의존형)당뇨병 환자에서도

심한 감염 등 외 요인에 의해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치료로 인슐린 투여와 함께 수분 해질 교정,감염 등의 원인 치료 등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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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져야 된다.

고삼투압성 혼수는 임상 으로는 톤산 증과 유사하나 그 원인이 인슐린 결핍보

다는 탈수증에 있으며 식사가 부실한 노인이나 수술 후 한 수분 공 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흔히 발생되며 치료는 역시 수분 해질 교정과 한 인슐린

투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2)만성 합병증

만성 합병증은 크게 합병증과 신경 합병증으로 나 수 있으며 합병증

은 다시 뇌 ,심장 ,말 등에 오는 합병증과 안 ,신장

등에 오는 소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신증(신장),당뇨병성 망막증(안구

)등이 있다.그리고 신경 합병증은 크게 말 신경 장애와 자율신경 장애로 나

뉜다. 합병증인 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상동맥심질환이나 뇌졸 은

당뇨병의 합병증 가장 치명 인 것으로 심장이나 뇌로 가는 큰 동맥들이 굳어

지고 액순환이 나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합병증의 원인은 아직까

지 확실히 밝 져 있지 않으나 일차 으로 고 당이 원인이 되고 합병증의

경우에는 동반되는 고 압,고지 증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며 제 2형 당뇨병 환

자에서는 비만과 상동맥심질환 등이 험인자로서 작용함으로 고 당의 치료와

더불어 이들 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소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요인으로 10-15년 이

상 당뇨병을 앓은 사람의 5%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기에는 검사로도 식별이 어려우며 환자에 따라 다르나 개 약

15년 정도 지난 후에 단백뇨로서 나타나게 된다.처음에는 단백뇨로 인해 부종이

발생되고 더욱 진행이 되면 노폐물이 신장에서 배설되지 않음으로서 만성 신부

증으로 결국 요독증에 빠지게 된다.특히 당뇨병성 신증이 발생한 환자는 경구

당 강하제나 인슐린 등의 치료 방법은 물론 모든 약제의 용량이나 투여 방법을

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된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뇨병 환자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유병 기간 후

약 30~50%정도 발생하며 25세 이후의 시력 상실 질병 가장 많은 원인이다.그

러나 모든 환자가 시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당을 조 하고 자주

검사하여 조기에 발견하면 방할 수 있으며 그 진행 속도 한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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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맥 장포도당

(mg/dL,mmol/L)

당뇨병

공복 혹은 포도당 부하 후 2시간

혹은 의 두 경우 모두

≥ 126(≥ 7.0)

혹은

≥ 200(≥ 11.1)

내당능장애(IGT)

공복(만일 측정이 된 경우라면)과(and)

포도당 부하 후 2시간

<126(<7.0)

140~199(7.8~11.0)

공복 당장애(IFG)

공복과(and)

포도당 부하 후 2시간

(만일 측정이 된 경우라면)

110~125(6.1~6.9)

<140(<7.8)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은 합병증과는 달리 비교 기에도 잘 발병되며

한 당을 잘 조 함으로서 증상이 호 되는 경우도 많다.가장 흔한 것은 칭

으로 상하지에 말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로서 린감,감각 이상과 통증 등이 나

타나며 말 감각 신경이 둔해지면 쉽게 상처를 입게 되고 말 장애와 더불

어 심한 염증이 발생되면 괴 상이 야기되어 팔이나 다리를 단해야 되는 경

우도 있다.이외에도 추 신경 마비도 드물지 않게 발생되기도 한다. 한 자율

신경 실조는 당뇨병의 요한 합병증의 하나인데 성욕 감퇴나 발기 부 증이 올

수 있으며,방 수축력의 감퇴로 염증은 물론 배뇨 곤란증 등이 오며, 기증

기립성 압, 무력증,장운동 장애 등 각종 소화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성 합병증인 톤산 증과 고삼투압성 혼수는 상 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심한 탈수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시 치료를 극 으로 하여야 하며 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한 만성 합병증은 일단 발생하

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당을 정상에 가깝게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병증을 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비만,고 압,고지 증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를 극 으로 치료하는 것이 요하다.

다.진단 치료

1999년에 WHO는 1997년에 인정한 미국당뇨병학회(ADA)기 을 받아들여 새로운

당뇨병 진단 기 을 확립하 다.

<표 1>당뇨병의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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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용가능목표(mg/dL) 이상목표(mg/dL)

공복시 당 60-130 70-100

식사 당 60-130 70-100

식후 1시간 당 <200 <160

새벽 3시 당 >65 >65

당뇨병 치료의 목 은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고 만성 합병증을 막는

이차 방에 있다.즉,고 당에 의한 다음,다식,다뇨,피로감 등의 증상을 없애

고 치료에 수반되기 쉬운 당이나 인슐린 결핍으로 인한 당뇨병성 토산증,고

당성 고삼투압증후군과 같은 성 합병증을 방 치료하고 망막변증,신증,신경

병증,죽상경화증,뇌 질환 상동맥심질환 같은 만성합병증을 방하는 것

이다.당뇨병 환자에 있어 치료의 이상 목표는 모든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 시

키는데 있는데 상황에 따라 실 으로 당뇨병 형태에 따라 실행 할 수 있는 방법

을 실 목표로 한다.

<표 2>당뇨 치료에서 당 목표

당뇨병은 임상 검사 성 의 특성에 따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분

류되고 그 치료 원칙은 병형에 따라 다르다.

제1형 당뇨병의 치료는 간형 인슐린(NPH,lente인슐린)을 1일 1회 투여하는 방

법, 간형 속효성 인슐린(RI,semilente인슐린)을 혼합하여 투여하는 방법,하

루 1회 주사로 조 이 안 되는 경우 하루 2회 분할 주사법(splitinjection)등 재래

식 주사법과 하루 여러 번 주사하는 극 인슐린 치료법과 24시간 당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인슐린펌 피하 주사법 등이 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체 감소를 한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구용 당강하제나 인슐린 요법을 이용하게 된다.

DCCT 보고 이후에 당뇨병의 엄격한 리를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 의 약제가 개발되고 있다.

인슐린감수성을 높이는 비구아나이드제제와 치아졸리딘디온이 특히 비만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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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의 치료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알 루코시데이즈 억제제인

아카보즈와 보 리보즈는 식후 고 당을 개선시키고, 액 내 인슐린과 지질 농도

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작용시간이 빠르고 비설포닐우 아제의 부작용

을 개선하고 액 내 인슐린 농도를 상승 시키지 않는 제2세 설포닐우 아제인

리메피라이드가 개발되어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새로운 인슐린으

로 귤라 인슐린보다 작용시간이 빠르고 짧은 인슐린 리스 로,인슐린 아스 트

가 개발되어 사용 이며 인슐린 리진은 뚜렷한 최고 농도가 없이 24시간 동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기 인슐린의 공 에 매우 합한 인슐린제제

로 개발되어 사용 에 있다.인슐린은 경구투여 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흡수되지 않으므로 경구 투여가 불가능하 으나 인슐린 합체를 캡슐화 하거나

삼투압을 이용한 방출 기술 등이 시도되고 있다.호흡기를 통하여 인슐린을 투여하

는 흡입제제도 개발 이다.

한 경피 달 기법도 연구 이다.십이지장 추출물에서 연구되었으며 인크 틴

의 일종으로 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진하는 루카곤양 펩

타이드 1(glucagon-likepeptide1,GLP-1)이 상용화되었으며 GLP-1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DPP-IV억제제,Exendin-4등이 연구되고 있다.

당뇨는 진행성 질환으로 첫 1~3년 동안은 식사조 과 운동요법으로 당을 조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경구용 당강하제를 사용하고 경구용 당강하제의 경우도

4~5년 정도 효과를 유지하고 5~10년이 지나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30% 이상이

인슐린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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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제2형 당뇨병의 치료 경로

당뇨병의 진단은 정기 인 신체검사 등에 의해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에는 당

상승이 높지 않을 수도 있고 자각 인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한 증상이 동반된

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당 조 이 되면 진단 당시 나타난 증상들이 소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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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변동이 없으면 당뇨병의 존재 유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당뇨병 진

단 후 기에 느 던 근심과 걱정의 감소로 인해 당조 에 한 경각심이 어

들어 당 조 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게 된다.혹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조 이 잘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당뇨병의 다양한 합병증

이 찾아들게 된다.제2형 당뇨병은 임상 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기까지 평균 6.5년

이 걸린다(홍명희 외,2009).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지속 인 리가 필요한 병이므로 당뇨병 리의

근본 인 목 은 정상 인 당 사를 유지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의 개선과 더

불어 성 만성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함과 동시에 합병증을 방하는데 있다.

당뇨 리에 있어서 가장 요한 사람은 환자 자신이고 환자 스스로 질병 리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후 평생동안 자기 리 자가조 을 필요로

한다(심강희,황문숙,2013).

2.효모 베타 루칸

다당류의 일종인 루칸은 D- 루코오스만을 구성당으로 하는 포도당 합체로서

연결 형태에 따라 α 혹은 β형으로 구분된다.특히 베타 루칸(β-glucan)은 포도당

단 체가 1,3 치에 β- 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기본 골격에 4번(β-1,4결합)

혹은 6번(β-1,6결합)탄소에 측쇄를 가지며 이러한 측쇄 유무에 의해 구조 인 차

이와 함께 물리·화학 성질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 ,베타-1,3- 루칸(β-1,3-Glucan)은 포도당 분자간에 β-1,3-결합을 이루는 고

분자 다당류 물질로 Agrobacterium 속 Acaligenesfaecalis와 같은 미생물의 발

효에 의해 생산된다.커드란(curdlan)으로 불리우기도 하며 화장품 보습제,식품첨

가제,콘크리트 혼화제,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베타-1,3-1,4- 루칸(β-1,3-1,4-Glucan)은 포도당 분자간에 β-1,3-결합 β

-1,4-결합을 이루는 고분자 물질로 귀리,보리,호 등 곡물들의 식이섬유질로부터

분리하여 생산된다.수용성 식이섬유의 형태로 성이 높아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성을 나타낸다.

셋째,베타-1,3-1,6- 루칸(β-1,3-1,6-Glucan)은 포도당 분자간에 β-1,3-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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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이루어진 주사슬에 베타-1,6결합으로 가지를 이루는 고분자 다당류 물질이다.버

섯 균사체나 효모 세포벽으로부터 추출하거나,Aureobasidium 속(흑효모)의 미생물

발효에 의해 생산된다.아가리쿠스, 지,운지버섯 등 여러 항암버섯의 주요 약리

작용을 갖는 다당류이며 무색,무취이며 도가 상 으로 낮아 gel화 되어도 이

질감이 없어 섭취에 용이하다. 한 효모 유래의 베타 루칸은 부분 불용성이나

Aureobasidium 속의 베타 루칸은 수용성이 높다.

[그림 2]Structureofβ-glucan

(A)β-1,3-linkage;(B)β-1,3-1,4-linkage;(C)β-1,3-1,4-linkage

베타 루칸은 미국 FDA로부터 GRAS(GeneralRecognizedAsSafe)물질로 승인

(GRASTitle21,Vo.3,1983)받았으며, 재 증 제(Jamasetal.,1991) 식이섬유

(Lamboetal.,2005)등 식품 첨가제로서 활용되고 있고,다양한 생리활성이 확인

됨에 따라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소재로서 리 이용되고 있다.

베타 루칸은 병원성 미생물이 침입하거나,외부로부터 해로운 독성물질 발암

물질이 유입될 경우 인체를 방어하기 해 면역체계를 히 증진시킨다

(VetvickaandYvin,2004;BrownandGordon,2005).베타 루칸은 체내에서 합

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non-selfmolecule로서 면역체계에 인식되어지

고 선천 (innnate) 면역과 후천 (adaptive) 면역반응을 일으킨다(Brown &

Gord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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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루칸은 항원이 여하지 않는 비특이 인 반응을 통해 선천 (innate)면역

체계를 증진시킨다.즉,베타 루칸은 비특이 으로 반응하는 macrophage와 같은

phagocyticcell을 활성화 시키는 phagocytosis를 유발하고,macrophage는 다시 암

세포와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괴사시키는 NK 세포,pyogenicbacteria에 작용하는

Neutrophil parasite와 항원-항체 복합체를 공격하는 Eosinophil 등의

phagocyticcell을 활성화 시킨다(Duanetal.,1994;Suzukietal.,1989;Tsuchiya

etal.,1993).

한,베타 루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반응하는 후천 (Adaptive)면역체

계를 증진시킨다.후천 면역체계는 항체생산과 련한 체액성 면역(humoral

immunity)을 매개하여 B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반면에 세포성 면역(cell-mediated

immunity)을 증진시키는 T세포 활성에 여한다(Berneretal.,2005;Drandarska

etal.,2005).

세포표면에는 선천 으로 non-selfstructure를 검출하기 한 PatternRecognition

Receptor가 존재하며,베타 루칸과 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용체는 Dectin-1,

ComplementReceptor 3,Scavenger Receptor,Lactosylceramide Toll-like

Receptor가 있으며,베타 루칸과의 신호 달에 있어서 이들 수용체의 역할

요성에 해 그림 4에 나타냈다.Dectin-1은 이들 수용체 가장 요한 역할을

하며,macrophage를 활성화시킨다(Ariizumietal.,2000;Marshallet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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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mmunostimulationbyβ-glucan(ChenandSeviour,2007)

[그림 4]Possiblesignalpathwaysmediatedwithβ-glucan(ChenandSeviour,2007)

CR3,complement receptor 3; CRD,carbohydrate-recognition domain; DC,

dendriticcell;eNOS,endothelialnitricoxidesynthase;LacCer,lactosylceramide;

IL,interleukine;MIP,macrophageinflammatory protein-2;NK,naturalkiller

cell;NFκB,nuclear factor-kappaB;ROS,reactive oxygen species;TNF-α,

tumournecrosisfactor-alpha.

베타 루칸은 면역활성을 증진시켜 간 으로 암세포에 작용하여 항암활성 암

방 효과를 나타낸다.베타 루칸이 암세포와 반응하는 신호 달체계는 암세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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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계된 수많은 인자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수많은 연구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암세포를 완 히 제거하지

는 못하는 것으로 규명하고 있는데,이러한 이유는 베타 루칸 처리에 의해 억제된

암세포들이 베타 루칸 처리를 단할 경우 다시 속히 성장하기 때문이다

(Borchersetal.,2004;Nam etal.,2005).

이처럼 재까지 베타 루칸의 glycosidic결합의 종류와 분지도,크기,구조수식,

용해도 3차구조 등 베타 루칸의 구조와 기능과 련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의 상 계에 해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더욱이 베타 루칸

이 장에서 산과 미생물 효소에 의해 부분 으로 가수분해 된다는 보고 외에 베타

루칸 섭취 후 소화기 에서 어떤 metabolite가 만들어지고 분자량이 작은

oligosaccharide가 만들어 지는지 한 장내에서 어떻게 수식되는지에 한 실험

규명이 되어있지 않다(ChenandSeviour,2007).

Glycosidic결합의 종류와 분지도 크기의 경우 베타 루칸의 생리활성은 기본

으로 β-1,3-linkedbackbone이 필수 이며(Seviouretal.,1992;Demleitneretal,

1992),β-1.6-linkage가 존재할 경우 효과가 증진되며(Misakietal,1981),베타 루

칸 수용체와의 반응성도 증가하고(Muelleretal.,2000),분지도는 0.2(1 in 5

backboneresidue)에서 0.33(1in3backboneresidue)정도가 가장 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yazakietal,1979).한편,베타 루칸의 일종인 lentinan의 경우

분자량이 을수록 항암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hangetal.,2005),

scleroglucan의 경우 최 분자량은 < 50×104g/mol(≒ 2,777MW 이상) 는 >

110×104g/mol(≒ 6,111MW 이상)으로 보고된바 있다(Falchetal.,2000).그러나,

이러한 몇몇 결과로부터 그 상 계를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험하다(Chenand

Seviour,2007).

이와 함께,베타 루칸은 불용성인 것에 비해 수용성 베타 루칸의 면역증진 활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DiLuzioetal.,1979;DiLuzioetal.,1980;Xiao

etal.,2004),비록 명확한 이유는 규명되어 있진 않지만 불용성 베타클루칸도 경구

섭취 후 보다 작은 oligomer로 분해되어 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Hong et al., 2004). 한, sulfation, phosphorylation, methylation,

carboxymethylation등 베타 루칸의 다양한 화학 수식은 베타 루칸의 생리활

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isakietal.,1984;Wangetal.,2004).

최종 으로 베타 루칸의 conformationstructure역시 기능 특성에 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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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베타 루칸은 용액상에서 각각의 polymerchain 사이의 수소결합에 의해

single 는 triplehelicalconfromation을 갖으며,triplehelix구조는 강력한 면역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cleroglucan의 연구에서도 직선상의 helix

배열을 변성시킬 경우 monocyte에서 생성되는 Cytokine의 양이 감소되어 결국 면

역활성이 감소된다고 보고하 다(Falchetal.,2000).

특히 베타 루칸은 당뇨에 있어서 당뇨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면역체계의 문

제 을 개선하고 생리활성을 돕는 것 외에,베타 루칸이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

연시켜 당을 조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콜 스테롤 지질 감소 등의 항

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etal.,2007;Rheeetal.,2008;Rout

etal.,2008;송지 ,2000;강태수 외,2005;정은 외,2008;안효찬,2008).그에

따라 사회 으로 베타 루칸에 한 심이 높아지고 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

으나,베타 루칸의 항당뇨 효과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효과 인 베타

루칸의 추출 섭취방법에 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당뇨의 운동처방 선행연구

유산소 운동은 기능을 개선시키고, 사증후군을 가진 환자에서 사 이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Tjonnaetal.,2008).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자 거 타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습 에 한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가 하는 운동

은 걷기가 71.9%로 가장 많았고,등산 14.2%,근력 운동 6.6%,자 거 5.5%,수

3.4% 등으로 주로 유산소운동을 실시한다고 보고하 다(Minetal.,2005).

유산소 운동 로그램은 건강과 련된 이득을 최 한 얻을 수 있으며, 험을 최

소로 하고 지속 으로 하기 해서는 강도에서 강도(최 심박수의 40-70%)로

실시되어야 하며,보통 일주일에 3-5회 실시되는 것을 권장한다(Albrightetal.,

2000).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 로그램을 용한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박상갑 등(1996),김연수 등(2002),김 일과 조수 (2009),김 일과 곽

이섭(2009),오수일 등(2009)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국외 연구를 보면 Minu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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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81),Bouchardetal.(1990),Hughesetal.(1993),Youngetal.(1993),Delaet

al.(1995),Giannopoulou etal.(2005),O'Donovan etal.(2005),Halverstadtet

al.(2007)등의 연구들이 있다.

한편, 항 운동은 근육 비 를 유발하며,운동에 합한 근육 유형으로 변화시켜

반 인 사의 개선을 가져온다(Braithetal.,2005). 한 근력운동은 근육의 양

과 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typeⅠ,typeⅡa Ⅱb근섬유들의 면 한 증가시

킨다.근육 운동의 다른 장 은 힘,반응 시간,균형 발달 지구력을 향상시킨

다는 것이다.더욱이 지방의 감소와 더불어 제지방의 증가로 인한 신체구성 비율의

향상을 가져온다(Hakkinenetal.,2001).

얼마 까지 항 운동은 고령자들에게 합하지 않은 운동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강도의 항 운동이 고령자들에게도 합할 뿐만 아니라 당뇨

병 노인에게도 여러 가지 장 이 있음을 보여 다. 항 운동은 당 조 을 향상

시키고(Eves& Plotnikoff,2006;LaStayoetal.,2003),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

며(Tresierras& Balady,2009),근력과 지구력, 워의 향상도 가져오고(LaStayo

etal.,2003),당뇨병의 고 험군에서 사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hillips,2007).

Taaffeetal..(1999)의 연구에서 고령자들에 있어 일주일에 1번,2번, 는 3번의

근육운동이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 졌다.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자나 과거에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일주일에 1∼2번의 운동으로 시

작하여 3번까지 하는 것을 권장한다.한 동작 운동 수행 시 보자는 10∼15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로 경험자는 12∼13회 반복 가능한 무게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력 운동 로그램은 주요 근육군을 사용할 수 있는 8∼10개의 동작을 포

함해야 한다(Westcottetal.,1999).

항 운동의 형태는 일정한 무게를 사용하는 등장성 운동(isotonicexercise),근육

의 길이 변화가 없는 등척성 운동(isometricexercise),일정한 각속도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등속성 운동(isokineticexercise)등이 있으며,이러한 항으로 체 을

이용하거나,특정 기구를 사용하거나 탄력 밴드 등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유산소 운동과 항 운동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를 복합운동(combined

exercise)이라 한다(Cuffetal.,2003;Sigaletal.,2007;Lambersetal.,2008).복

합 운동을 이용하여 상하지의 주요 근육군들에 해 용하는 경우가 보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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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복합운동을 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제 2형 당뇨병환자의 운

동 요법으로 유산소 운동과 항운동을 함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유산소 운동

은 최 산소섭취량의 40-60%의 강도로 주당 150분 는 최 산소섭취량의

60% 이상 고강도로 주당 90분 이상으로 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

고 있고, 항운동은 1RM의 75-85% 강도로,1일 8-10회,3세트를 일주일에 3번

유산소운동과 같이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ADA,2011,S11-61).

유산소 운동과 항 운동을 같이 실시한 복합 운동의 장 으로는 체지방 감소와

고 도 콜 스테롤을 증가와(Anetal.,2005)함께 근육량의 증가로 인슐린감수성

을 증가시키고 당 장능력(glucosestorage)을 향상시킴으로 정상 당을 유지하

기 해 필요한 인슐린 양이 감소하게 되며(Maioranaetal.,2002),유산소 운동과

항 운동의 병행으로 내막 기능 개선이 보고되었다(Maioranaetal.,2001).

한 Snowling& Hopkins(2006)의 메타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유산소운동

과 항성운동 그리고 이를 같이 시행하 을 때 일정 기간(12주)이상 시행하 을

때 당화 색소의 감소와 더불어 인슐린 항성의 개선이 나타났으며,그 외에 다른

험 요소인 고지 증의 개선, 압 강하,신체 구성의 변화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

다.그러나 이러한 사지표의 개선은 두 운동을 함께 시행하 을 때 더욱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Reidetal.,2010).

최근 질병구조의 환은 약품과 기술에 의존하는 기존의학으로 하여 한계를 보

이게 하 다. 한 의사 심 인 기존 의료에 한 불만,고가의 의료기술 장

비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를 가져왔다.특히 환자 자신의 건강 리에 있

어서 의사결정에 한 자율성 등과 같은 제반요인들이 기존 서양의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의학의 이용을 통하여 그들의 의료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

해졌다.

체의학의 치료요법은 동양의학 한방요법,동종요법 자연요법,에 지요법,

운동요법,수기요법, 양요법,약물 생물요법,심신 재 성요법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체의학은 이처럼 범 한 역에서 걸쳐 있지만 기본 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

통 인 신념 특성을 가지고 있다.즉,인간 신체는 자체 인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 자극에 의하여 그 능력이 진되고 때로는 그 작용이 인체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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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군 O1 X1 O2

비교군 O3 X2 O4

강력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체의학은 육체 ,정신 ,사회심리 건강

과 생활습 ,식이습 등이 서로 히 련되어 있다는 일 인 건강 에 근거

하여,특정 체의학방법의 맹목 추종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

체에 가장 안 한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조 ,2007).

따라서 제2형 당뇨에서 효과가 상되는 베타 루칸의 섭취와 강도 운동처방을

병행하여 시행하 을 때, 체의학요법으로서 보다 과학 이고 안 한 효과를 측

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Ⅲ.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는 통제집단 사 사후 실험설계(control

grouppre-posttestdesign)로 8주간 버섯효모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복

합운동을 병행 처방한 실험군과 버섯효모 베타 루칸 분말 섭취만을 처방한 비교

군의 신체조성 지질 변화를 사 -사후로 비교 검증한다.

<표 3>연구설계

X1:8주간 효모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복합운동 로그램의 병행처방.

X2:8주간 효모베타 루칸 분말 섭취의 처방.

O1,3:사 신체조성 지질 측정.

O2,4:사후 신체조성 지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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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yr)

신장

(cm)

체

(kg)

BMI

(kg/m

)

수축기 압

(mmHg)

이완기

압

(mmHg)

당

(mg/dL)

총콜 스

테롤

(mg/dL)

남

(N=16)
67.5 166.6 79.63 33.27 150.14 92.89 140.85 223.85

여

(N=18)
68.4 155.4 64.78 30.37 149.82 91.21 141.67 219.07

2.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주 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제2형 당뇨환자로서,A 건

강증진센터와 B노인복지 에 소속된 남녀 노인 총 34명을 17명씩 2개의 집단(각

남 8,여 9)으로 나 어 실험처치를 하 다.

연구 상은 공복시 루코오스가 120mg/dL이상으로 경도 당뇨 진단을 받은 자로

서,수축기 압 140mmHg이상,이완기 압 90mmHg이상이며,경구 당강하제

나 인슐린 처방을 받지 않은 자,식단조 외 별도의 당뇨 기능식품이나 약물을 복

용하지 않는 자,8주간 생활환경과 신체활동을 통제하여 실험에 참여가 가능한 사

람으로 선정하 다.

의 연구 상 선정조건을 충족하고,본 연구 참가에 동의한 상의 일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표 4> 상의 특성(평균)

3.연구도구

가.베타 루칸 분말 섭취(실험군,비교군 공통)

베타 루칸 분말은 꽃송이버섯에서 발효․추출한 건조분말을 1일 2회(3g/회),오

8시,오후 7시에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 다.

꽃송이버섯(Sparassiscrispa)은 민주름버섯목 꽃송이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으로,우

리나라를 비롯 일본, 국,북미,유럽,호주 등에 분포하며,씹는 맛이 좋고 송이버

섯과 같은 향이 난다.주로 가을에 소나무 등의 침엽수 뿌리 부근 땅 나 그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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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동기간 8주간

운동빈도 월,수, (오후)

운동시간 50분

비운동(5분) 스트 칭

본 운동
유산소 운동 시니어로빅(20분)

항성 운동 탄력밴드(20분)

정리운동(5분) 마사지,스트 칭

기 에 양배추와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자실체의 높이는 10～30cm,직경 20～

40cm의 반구형으로 성장하는 형버섯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꽃송이버섯 유래 베타 루칸 분말은 (주)제주로얄식품에서 생산

한 것으로,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균주는 하나바이오텍(주)에서 인공재배에 사용하도록 공 하고 있는 것으로,121℃

에서 90분간 고압증기 멸균한 후 톱밥에 종하여 25℃ 무균배양실에서 60일 배양

후 자실체로 만든 것이다.베타 루칸을 추출하기 해 버섯 자실체를 수분함량

4%로 건조시킨 후 Labblender(Hanil)를 이용하여 100mesh(3.0～5.0mm diameter)

크기로 분쇄한다.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꽃송이버섯 분말은 20배의 증류수를

가하고,pH를 6.0-10.0으로 2M NaOH를 이용하여 각각 조정한 후,95℃에서 120

rpm으로 5-15시간 동안 추출한다.추출액은 6,500x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

등액과 침 물로 분리한다.상등액에 해 3배량의 95% 에탄올을 첨가하여 냉장온

도(4℃)에서 하룻밤 동안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 후 65℃에서 건조하여 회수한

100% 수용성 분말이 70g단 로 용기에 포장된다.

나. 강도 운동 로그램(실험군만 처방)

본 연구를 하기 한 상자의 강도 운동 로그램은 표 5와 같이 실시하 다.

강도 운동 로그램은 주 3회,회당 50분 씩 유산소 운동인 시니어로빅과 항운

동인 탄력밴드를 복합 용한다.

<표 5> 강도 복합운동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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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운동 용 운동방법
시간( )

/횟수

비운동

(5분)
스트 칭

다리부분을 체 으로 가볍게 두드려 다.

10

/

2회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발목을 가볍게 돌려 다.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발끝을잡고

당긴다.

어깨부터 가볍게 팔을 체 으로 두드린다.

손목 돌리기와 어깨 돌리기를 한다.

손을 이용해서 목을 늘려 다음 가볍게 돌려 다.

등 뒤에서 깍지를 낀 다음 그 로 로 올린다.

일어서서 가볍게 걷는다.

정리운동

(5분)
마사지

앉은 상태에서 한쪽다리를 올리고 발바닥을 가볍게

러 다음 주먹을 쥔 상태에서 두들겨 다.

20

/

(1) 비운동 정리운동

본 운동에 들어가기 비운동은 근육으로 가는 류와 심부의 온도를 증가시켜

신진 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상해 방과 돌연사를 방해 다.그

리고 정리운동은 상자들이 본 운동에서 갑자기 운동을 단하면서 생기는 부작

용을 최소화하며 한 액순환 속도를 서서히 여 으로써 피로물질을 제거하

는데 도움을 주어 근육통이나 근육경련을 방해 다.

본 연구에 들어가는 마사지는 피부를 통해 물리 자극을 가해 으로써 액의 흐

름을 원활히 하여 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 뿐만 아니라 몸

체를 가볍게 마사지함으로서 스트 칭에 들어가기 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한편,스트 칭은 근육을 포함한 주변 조직을 반동 없이 늘리는

운동으로 수축된 근육을 서서히 늘려 으로서 신축성, 의 가동범 를 확장,체

온과 근육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근육이 편안하게 된다(성문 ,2007). 한 신

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심폐지구력,체지방연소 그리고 가 튼튼해진다.

운동진행은 심부에서 먼 신체말단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부 쪽으로 진행했으며

주로 노인이 운동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을 심으로 5분간 실시하

고 실시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비운동 정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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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리를 편 상태에서 손을 오목하게 하여 체 으로

두드린 다음 가볍게 마사지를 한다.

1회

허리를 편 상태에서 양손으로 가볍게 두들겨 다.

손을 번갈아가면서 팔을 체 으로 가볍게 두들겨 다

음 한손으로 마사지를 한다.

목 뒤쪽도 가볍게 두드린 다음 맛사지를 해 다.

손끝을 오목하게 하여 머리 체를 가볍게 두들겨 다음

손끝으로 려 다.

스트 칭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서 손이 발 끝에 닿도

록 한다.이때 다리는 최 한 펴 다.

10

/

2회

한 쪽 팔을 머리 로 올린 다음 팔꿈치를 구부려 주고,

반 손을 이용하여 팔꿈치를 잡고 서서히 으로 잡아당

겨 다.

양손을 깍지를 낀 다음 머리 뒤쪽에 놓고 좌우로 움직여

다.이때 허리도 함께 사용을 한다.

어깨를 가볍게 돌려 다.

손으로 주먹을 힘껏 쥔 상태에서 5 간 기다린 다음 손가

락 끝까지 힘을 주어 편 상태에서 5 간 기다려 다.
5회

(2)본 운동

(가)탄력밴드운동

탄력밴드는 강도 항성 운동으로서,HygenicCorporation에서 노약자와 일반여

성에게 권장하고 있는 노란색(40cm 신장 시 1.0kg의 항력)과 빨간색(40cm 신장

시 1.6kg의 항력)을 이용하 다.운동을 효과를 얻기 해서 1~4주에는 낮은 강

도의 노란색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동작을 10회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운동을 하

으며,5~8주에는 간 강도의 빨간색 밴드를 이용하여 10회 반복하 다.모든 운

동 동작은 각 종목당 2set로 이루어지며 노인의 특성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동범 내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탄력밴드를 이용한 항운동 로그램은 표 7과 같다.

(나)시니어로빅

시니어로빅은 유산소운동으로서 상자의 연령,신체 ,정서 특성을 고려하여

친숙한 음악이나 동작을 이용하여 로그램을 구성하 다.그리고 운동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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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운동 용 운동방법
횟수/

세트

본 운동

(20분)
탄력밴드

밴드 한쪽부분을 엉덩이 에 놓고 나머지 한쪽부분을 잡고

으로 잡아당겨 다.그리고 아래로도 당겨 다.

10회

/

2세트

양손에 밴드를 어깨넓이 만큼 잡고 오른손을 로 왼손은 아

래로 해서 서로 바꿔하면서 잡아 다.

양손에 밴드를 어깨넓이 만큼 잡고 로 올렸다 목 뒤쪽으로

내려 다.

밴드를 등 뒤에 놓고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바깥으로 당겨

다.

양쪽 다리를 편 상태에서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한쪽 발바닥

에 걸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려 다.

운 상태에서 양쪽다리를 올려서 양손으로 밴드를 걸어 다

음 직각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 다.

밴드 끝자락을 서로 묶은 다음 양쪽다리의 발목부분에 걸어서

바로 운 상태에서 으로 당겼다 들어온다.

밴드 끝자락을 서로 묶은 다음 양쪽다리의 발목부분에 걸어서

으로 워 다.그리고 한쪽 다리만 로 올렸다 내려 다.

밴드 끝자락을 서로 묶은 다음 양쪽다리의 발목부분에 걸어서

엎드려서 워 다.그리고 서로 다리가 엇갈리게 아래로

당겨 다.

바로 운 상태에서 무릎부분에 밴드를 묶은 다음 양쪽 발을

붙여서 발바닥을 지면에 놓고 무릎을 세워 다.그리고 무릎

을 서로 으로 당겼다 들어온다.

하지 못하 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1~4주에는 낮은 단계의 로그램으로 구성

을 하 고,5~8주에는 한 단계 높은 동작들로 로그램을 구성하 다. 한 로그

램을 좀더 빨리 습득하면서도 노인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2번씩 반복하 으며 탄력

밴드에서의 지루함을 해소시키고자 경쾌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트

로트 음악으로 선정을 하 다.

시니어로빅을 이용한 유산소운동 로그램은 표 8과 같다.

<표 7>탄력밴드 항운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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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운동 용 운동방법 횟수

본 운동

(20분)
시니어로빅

제자리 걷기와 함께 팔은 90°를 유지하여 앞뒤로 구리가 스

쳐지나가도록 흔들어주면서 경쾌하게 걷는다.
16번

으로 걷기와 함께 손은 주먹쥔 상태에서 팔을 X자로 교차한

다.
2번

으로 걷기와 함께 한 팔씩 로 올렸다 내려 다. 2번

으로 걷기와 함께 한 팔씩 으로 뻗었다 내려 다. 2번

으로 걷기와 함께 한 팔씩 돌려 다. 2번

박스스텝으로 팔은 90°를 유지하여 앞뒤로 구리가 스쳐지나

가도록 흔들어주면서 경쾌하게 걷는다.
16번

한발씩 번갈아가면서 하고 팔은 로 향에 올렸다 어깨에 올

려 다.그리고 4면을 돌면서 해 다.
2번

으로 걸으면서 4번째 다리를 들고 손은 허리에 놓는다. 2번

으로 걸으면서 한 팔은 손 허리를 하고 다른 한 팔은 양쪽

어깨에 손을 터치하면서 팔을 으로 뻗는다.그리고 서로 바

꿔가면서 한다.

2번

다리를 약간 열어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끔 팔꿈치

를 어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여 다.
16번

반 손과 반 다리를 동시에 로 올렸다 내려 다.이때 팔

은 완 히 편 상태에서 내려 다.
2번

앞으로 나가면서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 다음 X자로 교차하

면서 에서부터 내려온다.
2번

으로 앞꿈치 기를 번갈아가면서 다리를 움직여주며 양쪽

손목을 돌려 다음 박수를 친다.
2번

으로 앞꿈치 기를 번갈아가면서 다리를 움직여주며 팔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하여 손목을 꺽어 다.이때 손을 번갈

아가면서 하고 사선으로 뻗어 다.

2번

박스 스텝으로 팔은 한팔 올려놓고 다른 한 팔 올려주고 차례

로 손은 허리로 내려 다.
2번

<표 8>시니어로빅 유산소운동 구성

다.신체조성 지질 검사

측정항목인 신체조성은 압 당을,그리고 지질은 총 콜 스테롤,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으로 구성하여,Inbody와

채 검사를 통해 수치를 산출한다.

(1) 자 압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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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일정한 자세로,일정한 부 를 무 낮거나 높지 않은 당한 온도의

조용한 실내에서 압을 측정할 것이다. 압을 측정하기 5분 에는 앉아서 안정

을 취한 측정할 것이다.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심장 높이에 자동 압계를 치하고

오른쪽 상완동맥을 cuff에 넣은 후 움직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수축기 압(SBP)

과 이완기 압(DBP)을 2회 측정하여 낮은 값을 기록하 다.

(2) 액성분 검사

모든 피험자의 채 (Bloodsampling)은 액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해서 9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하고,채 은 완정맥(antecubitalvein)을 통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12ml를 채 할 것이다.채 된 액은 헤 린 처리된 시험 에 옮긴 후

HanilUnion32R(Korea)로 3,000G,10분간 원심분리를 하여 장을 분리 할 것이

다.그 후 -80℃에서 냉각보 한 후, 주 역시에 치한 건강검진센터로 운반하

여 지질과 당 등을 분석하 다.

(3)체성분 검사

피험자들의 체 ,체질량지수,신체조성의 측정을 해 Inbody 4.0(Biospace,

Korea)을 사용 할 것이며,측정방식은 피험자가 신체계측을 마친 후 직립자세를 취

하고 스타트 버튼을 르면,마이크로 로세스가 작동되어,오른팔,왼팔,몸통,오

른다리,왼다리에서 4가지 주 수(5㎑,50㎑,250㎑,500㎑) 역에서 인체부 별

기 항을 측정하 다.

(4)신장측정 검사

피험자들의 신장 측정방식은 자동측정기(DS-102,Japan)에 올라서서 턱을 빼고

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선 자세로 측정 할 것이다.측정기

지시에 따라 움직임을 멈추고 기계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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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 차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 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제2형 당뇨환자로서,A 건강증진센

터와 B노인복지 에 소속된 남녀 노인 총 34명을 17명씩 2개의 집단으로 나 어

실험처치를 하 다.연구기간은 사 조사 기간을 포함한 9주간으로 사 조사 1주,

재 사후조사 8주의 순서로 진행한다.

실험군은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을 처치하며,비교군은 베타

루칸 분말 섭취만을 처방하 다.실험 후 압 당,총 콜 스테롤,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을 선행연구의 척도와 지

침에 따라 측정하 으며,이를 통계 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1일에서 2014년 11월 2일까지 9주간 사

조사,실험처치,사후조사의 순으로 실험군과 조군의 자료를 수집할 정이다.

상자의 윤리 고려를 해 담당주치의의 동의를 얻어,연구 상 노인당뇨환자

보호자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한 후,참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확인하고,참여

동의서에 날인하도록 하 다.

그리고 베타클루칸 분말 섭취 용 100% 분말 증류수에 10%로 희석하여 면

에 떨어뜨린 후 상자의 측두골 유양돌기 부 에 바르고 한 시간 후 발 과

민반응을 찰하여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상자에게 실험 처치를 제공하 다.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 과,수집된 자료를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고,그 결과가

학술지에 출 될 수 있음과 상자의 익명성 유지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외부

에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한 강제성이 없으며,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

구의 참여를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이에 한 상자의 자필 서면동의를 받

은 후 자료 수집을 하 다.

실험 지의 기 은 다음과 같다.

(1)피험자에게 건강상의 한 변화가 있는 경우

(2)피험자의 당뇨증상에 부정 변화가 있는 경우

(3)피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4)환자 보호자가 실험 참여 단을 요청한 경우

(5)기타 연구자와 의료진의 단에 의해 연구 진행이 합하지 못하다고 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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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집단 N M SD t p

수축기

압

(mmHg)

실험군 17 150.54 7.69

28.99 .264

비교군 17 149.87 8.32

이완기

압

(mmHg)

실험군 17 92.23 3.45

12.31 .421
비교군 17 91.69 3.27

는 경우

한편,실험탈락의 기 은 실험 차에 명시되어있는 로 처치과정을 완료한 경우

피험자가 연구과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이상 증상의 발생 는 불편감 등

이유로 인해 연구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피험자가 탈락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에 한 분석은 SPSS21.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

내 사 -사후 각 변인의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그리고 집단간 사 동질성 검증과 집단간 사후 수의 차이 검증을 해 독립

표본 t-검증(Independentt-test)을 실시하 다.통계 유의 수 은 p<.05로 설정

하 다.

Ⅳ.분석결과

1.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비교군이 동질의 집단인지 알아보기 하여,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

취와 강도 운동을 처방한 실험군과 베타 루칸 분말 섭취만을 처방한 비교군의

압 당,총 콜 스테롤,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

롤, 성지방의 사 검사 수에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집단 간 압 당,총 콜 스테롤,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 사 검사 결과에 한 독립표본 t-test검증 결과는 <표 9>

와 같다.

<표 9>사 동질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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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mg/dl)

실험군 17 140.63 9.31

7.51 .757

비교군 17 140.78 8.68

총

콜 스테롤

(mg/dl)

실험군 17 222.59 12.38

5.51 .855

비교군 17 220.78 10.79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mg/dl)

실험군 17 57.44 6.02

14.28 .077

비교군 17 55.27 5.85

도

지단백

콜 스테롤

(mg/dl)

실험군 17 128.30 11.32

11.18 .514

비교군 17 127.12 9.88

성지방

(mg/dl)

실험군 17 90.53 8.32

9.64 .380

비교군 17 88.86 6.67

두 집단의 동질성을 비교 검증하기 해 사 수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수축기 압에서는 t=28.99,p=.264로 나타났고,이완기 압에서는

t=12.31,p=.421로 나타났다.그리고 당에서는 t=7.51,p=.757로,총 콜 스테롤에

서는 t=5.51,p=.855로,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에서는 t=14.28,p=.077로, 도

지단백 콜 스테롤에서는 t=11.18,p=.514로, 성지방에서는 t=9.64,p=.380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의 압 당,총 콜 스테롤,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의 사 수 차이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5보다 크

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실험처치 실험군과 비교군은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그에 따라 실험군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는데 있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2.신체조성의 변화 결과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을 처방한 실험군과 베타 루칸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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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실험군 비교군

t p

M SD M SD

당 106.58 17.00 124.67 42.32 -2.319* .046

측정항목

실험군 비교군

t p

M SD M SD

수축기 압 132.17 14.82 138.92 17.75 -2.383* .049

이완기 압 83.91 9.97 81.45 8.21 .286 .783

섭취만을 처방한 비교군의 신체조성,즉 압과 당의 사후검사 수의 차이를 비

교하기 하여 집단간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의 차이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사 수에 비

해 낮은 변화를 보 으며,비교군 124.67±42.32보다 실험군이 106.58±17.00으로 더

낮게 나타났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 당의 차이(단 :mg/dl)

*p<.05

압의 차이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사 수에 비

해 낮은 변화를 보 으며,비교군의 수축기 압 138.92±17.75보다 실험군의 수축기

압 132.17±14.82이 더 낮았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하지만 이

완기 압에서는 실험군 83.91±9.97보다 비교군이 81.45±8.21로 더 낮게 나타났으

나,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압의 차이(단 :mmHg)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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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실험군 비교군

t p

M SD M SD

총

콜 스테롤
188.33 3.27 201.17 2.47 -2.209* .049

측정항목

실험군 비교군

t p

M SD M SD

성지방 83.97 34.16 77.83 30.83 1.146 .276

3. 지질의 변화 결과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을 처방한 실험군과 베타 루칸 분말

섭취만을 처방한 비교군의 지질,즉 총 콜 스테롤,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의 사후검사 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집단간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콜 스테롤의 차이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사

수에 비해 낮은 변화를 보 으며,비교군 201.17±2.47보다 실험군이 188.33±3.27

로 더 낮게 나타났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총 콜 스테롤의 차이(단 :mg/dl)

*p<.05

성지방의 차이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사 수

에 비해 낮은 변화를 보 으며,실험군 83.97±34.16보다 비교군이 77.83±30.83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성지방의 차이(단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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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실험군 비교군

t p

M SD M SD

HDL-C 67.78 18.73 64.87 12.95 2.48 .063

측정항목

실험군 비교군

t p

M SD M SD

LDL-C 107.50 32.26 119.67 22.22 -2.723* .020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의 차이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사 수에 비해 높은 변화를 보 으며,비교군 64.87±12.95보다 실험군이

67.78±18.73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표 14>고 도지단백콜 스테롤의 차이(단 :mg/dl)

도지단백콜 스테롤의 차이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사 수에 비해 낮은 변화를 보 으며,비교군 119.67±22.22보다 실험군이

107.50±32.26으로 더 낮게 나타났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5> 도지단백콜 스테롤의 차이(단 :mg/dl)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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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결론

1.결과논의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노인환자를 상으로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을 처방하여 얻어지는 신체조성 지질에 한 효과를 정량 으

로 검증하 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에 있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 이

라는 이론 근거 하에,사 동질성 검증을 거친 노인 당뇨환자에게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을 처방한 실험군과 베타 루칸 분말 섭취만을 처방

한 비교군의 신체조성 지질의 사후검사 수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복시 당의 차이는 비교군 124.67±42.32보다 실험군이 106.58±17.00으로

더 낮게 나타났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의 병행 처방이 당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

다.

둘째, 압의 차이는 비교군의 수축기 압 138.92±17.75보다 실험군의 수축기

압 132.17±14.82이 더 낮았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하지만 이완

기 압에서는 실험군 83.91±9.97보다 비교군이 81.45±8.21로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따라서 압에 해서 실험군과 비교군의 차

이가 크지 않았지만 8주간 베타 루칸과 강도 운동을 처방한 실험군에서 수축기

압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 베타 루칸과 강도 운동의 병행이 압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총 콜 스테롤의 차이는 비교군 201.17±2.47보다 실험군이 188.33±3.27로 더

낮게 나타났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8주간 베타 루칸 분

말 섭취와 강도 운동의 병행 처방이 총 콜 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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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지방의 차이는 실험군 83.97±34.16보다 비교군이 77.83±30.83으로 더 낮

게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하지만 실험군이 사 수보

다 성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 병

행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HDL,highdensitylipoproteincholesterol)은

에 쌓인 불필요한 콜 스테롤을 제거해 동맥경화를 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고 도지단백콜 스테롤의 차이는 비교군 64.87±12.95보다 실험군이

67.78±18.73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하지만

실험군이 사 수보다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 병행이 베타 루칸 분말 섭취만의 처방보다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섯째, 도지단백콜 스테롤의 차이는 비교군 119.67±22.22보다 실험군이

107.50±32.26으로 더 낮게 나타났고,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8

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의 병행 처방이 도지단백콜 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노인환자를 상으로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을 처방하여 얻어지는 신체조성 지질에 한 효과를 정량 으

로 검증하 다.본 연구의 상은 주 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제2형 당뇨

환자로서,A 건강증진센터와 B노인복지 에 소속된 남녀 노인 총 34명을 17명씩

2개의 집단으로 나 어 실험처치를 하 다.본 연구를 하기 해 실험군과 비교군

상자에게 처방한 베타 루칸 분말은 꽃송이버섯에서 발효․추출한 건조분말을 1

일 2회(3g/회),오 8시,오후 7시에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 다.그리고 강도

운동 로그램은 실험군에게만 주 3회,회당 50분 씩 유산소 운동인 시니어로빅과

항운동인 탄력밴드를 복합 으로 구성한 로그램을 병행하여 용하 다.

실험군은 8주간 베타 루칸 분말 섭취와 강도 운동을 처치하며,비교군은 베타

루칸 분말 섭취만을 처치하 다.실험 후 압 당,총 콜 스테롤,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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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을 선행연구의 척도와 지

침에 따라 측정하 으며,이를 통계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체 으로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에서 압 당,총 콜 스테

롤,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에 한 증가

는 감소의 정 변화가 나타났다.이는 연구 상에게 공통 으로 용된 베타

루칸 분말 섭취가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그러나

집단간 변화 차이에서는 실험군은 당,수축기 압,총콜 스테롤, 도지단백콜

스테롤에서 비교군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

결론 으로,본 연구는 체의학에 한 실험연구로서 기존에 다루지 못한 제2

형 당뇨노인에 있어서 베타 루칸 복용 효과와 더불어, 강도 운동의 효능을 입증

하 다는데 1차 의의가 있으며,여기서 나아가 이러한 처방에 있어서 병행처방의

효과가 더 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검증하 다는데 2차 의의가 있다.

특히 베타 루칸은 그 효능에 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

만 당뇨환자에 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임상연구를 한 측자료

를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 강도 운동은 이미 당뇨환자 노

인층을 비롯하여 부분의 질병에 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본 연구

는 이러한 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행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과정으로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그리고 본 연구의 측정항목 반에서 비교군에서

도 감소 경향이 발견된 은 아직 정확한 임상보고가 없는 베타 루칸의 당뇨 개

선효과 가능성을 측하게 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선 실험 상을 주 지역에 치한 일부 노인당뇨환자를 상으로

8주의 단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나,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상으로 장

기간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강도 운동 시니어로빅과 탄력밴드운동만을 용하 는

데,다양한 강도 운동의 형태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그 처방

시기와 강도,방법에 한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생리 개선 효과를 직 으로 단할 수 있는 6가지 항목

만을 다루었지만,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가항목을 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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