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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식과 걷기 운동이 UCP2 유전자 다형성 특성에 따른 여대생의 신체 조성 및

혈액 성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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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fruit diet and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and hematological 
parameters in female collegians according to their  uncoupling protein 2 (UCP2) genotypes. Nin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e SahmYook University. 4 subjects carried the ID genotype, 5 the DD genotype, and none of the subjects carried the Ⅱ
genotype. After 10 days of the program, BMI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in the ID genotype and the DD genotype. 
Mean total energy intake from fruit diet was 888.1 kcal. Fat mass and % body fa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in 
subjects with the ID genotype. Hemoglobin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in subjects with the DD genotype.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that fruit diet and exercise could decrease the BMI in subjects with the ID and DD genotypes and 
increase the hemoglobin level in those with the DD gen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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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일반적으로제2형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고
콜레스테롤혈증 및 여러 가지 암, 그리고 모든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제기되어왔다(Fulop et al 2006, Pi-Sunyer FX 2006). 
그러므로 비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비만은 선진국들
(OECD)에서 겪고 있는 주요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더욱더 유아 청소년들의 주요 건강 문제로 심
각하게인식되고있다. 더구나요즘우리사회전반에퍼져있
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하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들도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과도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

다. 그 결과, 필요 이상의 체형 교정, 성형 수술과 다이어트
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고 인식된다. 더구나 아주 단기간
에 걸친최소한의노력으로 체지방을 최대한줄일 수있다는

과대성 홍보에 몰입되어 다양한 단기 다이어트(fad diets)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왔다. 
일반적으로 본태성 비만 또는 일반인들의 정상 체중 변화

는섭취칼로리의 과잉 발생과신체활동의절대적 부족(Kay 
& Fiatarone 2006) 그리고 에너지 대사 조절과 관련된 유전
자의 특성 차이(Sorensen & Echwald 2001)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필요 이상의 칼로리가 섭취된 경
우에는 체내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
칼로리인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이러한칼로리 평형성과체중증가또는비만의 초래

를 개인 내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동일의 섭취 칼로리와
신체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신체 조성의 차이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특성과

변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비만과 관련된 후보 유전자들(candidate genes)

로는 uncoupling proteins(UCPs; 1,2,3,4,5)과 beta3-adrenergic 
receptor (beta3-AR),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
tor-γ(PPAR-γ) 등이 시사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비만 관
련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구명되었다(Ahn et al 2007, 



윤미은․강병용․이상업․이재구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464

Buemann et al 2001). 특히 UCP2의 경우에는 인체의 대부분
의 세포들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계에서 양성자(H+)의 탈공역(uncoupling)을 일으켜, ATP
의 생성을 하지 않고, 체열(heat)로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시사되어 왔다(Vidal-Pugi et al 1997). 국내외적으로
UCP2 유전자다형성 특성에 따른신체조성 및비만 요인들
에 대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이 일부 보고(Ahn et al 2007, 
Berentzen et al 2005, Kim & Park 2009, Lee et al 2002, Lee 
et al 2004, Lee et al 2005a, Lee et al 2005b)되어 왔지만, 그
결과들이 일관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단기 다이어트의 경우 특정의 식품 원료를

통하여체지방 감소를촉진할수 있다는기능성을 강조한제

조사들의 효과 검증만을 광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구 문헌
으로검증된바는거의알수없는것으로인식되었다. 즉, 아
직까지 본 연구자는 국내외적으로 단기간 과일 다이어트와

운동에따른복합처치에 따른효과를 검증한연구를확인하

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비만과 관련한유전자의 변이에따

른 그 효과의 차이를 구명한 보고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공동의 숙소에서 10

일간 거주하면서 하루 5끼 과일만 먹으면서 하루에 30분씩
트레드밀 걷기를 하는 단기간 과일 섭취와 유산소성 운동의

복합 다이어트에 따른 신체 조성 및 혈액 성분에 미친 효과

를 규명하고, 아울러 비만 유전자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
는 UCP2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S대학교의 재학생들로서, 본 연구

의 취지에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대부분
의 여성들이 정상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체중 조절 및

다이어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체질량

지수(BMI)는 정상 범위이나 체지방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여대생들 16명을연구대상으로하였다. 그러나본연구를끝
까지 수행한 대상자는 9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나이는

21.9± 3.2세, 신장은 164.1±4.9 cm, 체중은 61.4±9.4 kg이었으
며, BMI는 22.7 kg/m2

이었다. 참가자들 모두는 건강상의 문
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분석 변인 및 분석 방법

1) 신체 조성
S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체 조성분석기(In Body 

72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

조성 변화를 측정․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측정 전 지
나친 신체 활동, 알코올섭취, 카페인 및 지나친 음료섭취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측정 바로 전에는 모두 용변을 보도록
지시하였다.  

2) 혈액 임상 변인
참가자들은 12시간 금식을 유지한 상태로 오전 8시 30분

까지 채혈실로 내방하여 주전정맥에서 약 10 mL의 혈액을
채혈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혈중 지질 성분들과 혈당 및 철
분대사에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모든
분석은 혈액분석 전문기관(녹십자)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3) UCP2 유전자 다형의 분석
전혈로부터의 total genomic DNA의분리는자동화 DNA 분

리장치(Bionex,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UCP2 유전자의 다형성의 분석은 Walder et al(1998)이 제시
한방법에따라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PCR 분석을 수행하기위한반
응혼합물로는약 150 ng의 total genomic DNA, 2 종류의 pri-
mer 10 pM, 4 종류의 dNTPs (dATP, dGTP, dCTP 및 dTTP), 
제조사에서제작한 10배농축한 완충용액 5 μL 그리고, 2.5 
units의 Taq DNA 중합효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UCP2 유전
자 다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2종류의 프라이머(primer)에 대
한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Forward primer, 5'-CAGTGAGGGAAGTGGGAGG-3',
Reverse primer, 5'-GGGGCAGGACGAAGATTC-3', (Wal-
der et al., 1998).

PCR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반응 조건으로는 우선 상기의
반응혼합액을 94℃에서 3분동안가열하여 total genomic DNA
를 single-stranded DNA로변성시킨후에, 94℃에서 30초, 56℃
에서 30초 그리고 72℃에서 30초를 1주기로 하여 총 35주기
를 수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72℃에서 7분 동안 마지막 신장
반응을수행한다음, 모든반응을완료하였다. 그다음에 PCR 
반응이 끝난 반응 혼합물 중 약 10 μL를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electrophoresis)하여 각 개인에 대한 UCP2 유전자
의 다형성 양상을 최종적으로 판독하였다. 전기영동 결과를
판독했을 때, UCP2 유전자의 다형성 양상은 457 bp의 Ⅰ 대
립유전자와 412 bp의 D 대립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457 bp를 갖는 단일한 밴드 양상을갖는개인의경우
에는 Ⅱ유전자형으로 판독하였으며, 457 bp와 412 bp으로
이루어진 2 종류의 밴드양상을갖는개인에대해서는 ID 유
전자형으로 판독하였고, 단지 412 bp로만 이루어진 단일한
밴드 양상을 나타내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를 DD 유전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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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독하였다(Fig. 1).

3. 과일 다이어트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10일 동안 하루 3끼 식사와 2번의 간식을 모

두 과일로 섭취하였다. 식사는 매끼 1～2 종류의 과일 250～
400 g으로 구성하였으며, 하루 5～6 가지의 과일을 섭취하였
다. 섭취한 과일은 배, 귤, 단감, 홍시, 사과, 포도, 키위, 바나
나 그리고 토마토로 구성하였다. 식이섭취 조사 결과는 영양
분석 프로그램 Can-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
lysis Program for Professional,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을 이용하여 열량, 단백질, 식이섬유, 엽산, 칼슘 그리고 철
등의 섭취량을 분석하고, 권장 섭취량에 따른 섭취 비율을
산출하였다. 

4. 유산소성 운동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S대학교 내에 운영되고 있는 헬스

클럽에서 실험 기간 동안 매일 30분씩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수행하였다. 걷기 운동 전 대상자들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약 10분간 하고 난 뒤, 트레드밀 보
행속도를 5 km/hr로부터시작하여 7 km/hr 범위내에서 자유
로이 걷기 운동을 개별적으로 하도록 지시 감독하였다. 걷기 
운동 후 평균적인 운동 소비 칼로리는 167±38 kcal이었다.

5. 자료처리
모든 변인들의 자료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프로그램실시전, 후의차이는 paired t-test로검증하였다. 또
한, UCP2 유전자 다형성을 구성하는 관찰된 유전자형 분포
가 대립 유전자 빈도로부터 예측된 유전자형 빈도로부터 유

의하게 벗어나 Hardy-Weinberg 평형으로부터 위배되었는 지
를조사하기위해서 χ2-test를수행하였으며, UCP2 유전자다
형성 특성에 따른 집단별 독립 변인 간 차이 검증은 Student 
t-test로 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SPSS/PC 통계 패키지 12.0 
버전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모든 통계 자료에 대한 유의
성 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Fig. 1. The I/D polymorphic patterns of UCP2 gene lane 
1, I/D genotype; lane 2～5, DD genetypes.

결과 및 고찰

1. 복합다이어트전, 후의신체조성, 혈액성분의변화
10일간 복합 다이어트를 실시한 후 신체 조성의 변화와

혈액성분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복합 다이어트 실시에
따른 신체 조성 성분의 변화량은 체중; 2.6 kg(p<0.01), 체지
방량; 1.8 kg(p<0.05), 체지방율; 3.2%(p<0.01) 그리고 BMI; 
0.8 kg/m2(p<0.01)로 각각 모두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지방량(FFM)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흔히 단식 또는 절식 다이어트 후에 초래하는 체중

감량과함께제지방량이동시에감소되는부정적인요소가본

연구에서는나타나지않은것으로인식된다. 즉, 과일식이로
체지방 요인들을 감소시키고, 걷기 운동으로 제지방량은 유
지가된긍정적인신체조성변화가일어난것으로평가된다.
반면, 혈중지질성분 중 총 콜레스테롤은 2.6% 감소하고, 

중성지방은 9.9% 증가하여일관된 변화는 보이지않았다. 그
러나 혈당은 28.8% 감소하여 유의성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복합 다이어트가 혈당 변화에 크게 영향을미치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 철분 대사 변인들의 경우 역시 유의성은 없
었으나, 철분(iron) 성분만이 감소를 보였을 뿐, 나머지 변인
들은 모두 약간씩 긍정적으로 증가를 보여 복합 다이어트의

효과가 인식되었다.

Table 1. The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nd biochemi-
cal parameters following fruit diet and exercise for 10 days

Variables Pre Post t-value

Weight(kg)  61.4±9.4  58.8±8.9 7.997**

BMI(kg/m2)1)  22.8±2.1  22.0±2.0 8.717**

Fat mass(kg)  17.9±4.4  16.1±5.0 3.296*

Body fat(%)  29.5±3.1  26.3±3.6 4.803**

Fat free mass(kg)2)  43.5±5.2  42.8±4.3 0.953

Total cholesterol(mg/dL) 171.1±8.0 166.6±20.6 0.555

Triglyceride(mg/dL)  73.7±9.8  81.0±27.7 －1.494

Glucose(mg/dL)  88.8±9.5  63.2±28.4 －0.231

Iron(ug/dL)  63.2±28.4  50.1±15.3 1.126

Ferritin(10ng/mL)  21.0±23.4  23.5±27.0 －1.161

RBC(106/uL)   4.1±0.2   4.2±0.3 －1.623

Hematocrit(%)  38.5±2.3  39.3±3.7 －0.912

Hemoglobin(g/dL)  12.9±0.9  13.0±1.2 －0.557

1) Body mass index.
2) Fat free mass(FFM).
Mean±S.D.,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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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P2 유전자 다형성 특성의 분포
과일 섭취와 운동의 복합 다이어트를 수행한 총 9명의 여

대생들에 대한 UCP2 유전자의 다형성의 분포 양상은 Table 
2에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다형성을 구성하는유전
자형 분포는 돌연변이, 유전자 재조합, 유전적 부동, 자연 선
택 및 이주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전자형 분석 시 발생하는 연구자의 오류 및 선택
편견과같은인위적인요인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 있기

때문에, 관측된 유전자형 분포가 Hardy-Weinberg 평형 상태
에 있는 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UCP2 
유전자 다형성의 경우에는 관측된 유전자형의 분포는 Hardy- 
Weinberg 평형으로부터 유의하게 벗어나지 않은 관계로, 비
교적 적은 표본 수에도 불구하고 유전자형 판정 오류 및 선

택 편견(selection bias)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이 유전자 다형성을 구성하는 3종류의 유전자형 분

포를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DD와 ID 유전자형이 55.6%와
44.4%의 빈도를 나타낸 반면에, Ⅱ유전자형의 빈도는 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hin et al(2002)이 BMI가 27이상
인 비만인 23명(남자 6명, 여자 17명)을 대상으로 한 UCP2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에서, 대상자 중 15명이 DD 유전자
형(65.2%), 8명이 ID 유전자형(34.8%)이었으나, Ⅱ유전자형
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와 유사하였으며, 또한 Lee et al 
(2005b)이 평균 연령 24.6세인 남자 대학생과 대학원생 200
명의 UCP2 유전자형질 분석결과, DD형 68.0%, ID형 30.8%
이었으나, Ⅱ형은 2.0%였다는 보고와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UCP2 유전자다형성특성중에서 DD형이본연구대상자
중의 55.6%, Lee et al(2005b)의 연구에서 68.0%, Shin et al 
(2002)의 연구에서 6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5b)은 DD형 보유자는비만발생에 대한 유전
적인 감수성이높은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체중과체질량
지수(BMI)가 DD형 집단에서 삽입 집단(Ⅱ+ID)보다 유의적

Table 2. The genotype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I/D 
polymorphism in UCP2 gene

Genotype No.(%) Allele No.(%)

Ⅱ 0(  0.0) I 4( 22.2)

ID 4( 44.4) D 14( 77.8)

DD 5( 55.6)

Total 9(100.0) 18(100.0)

Observed genotype distribution were in Hardy-Weinberg equili-
brium(χ2=0.7350, df=1, p>0.05). 

으로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Shin et al(2002)은 유전
자형 간에 체중과 BMI에서 유의한 차이는없었다고하여논
란의 여지가 인식되었다.

3. 과일식 영양소 섭취량
본 연구 대상자들이 섭취한 과일식의 열량과 영양소 섭취

량을 분석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과일식의열량섭취량은
888.1±112.7 kcal이었고, 하루 최소 769 kcal에서 최대 1,044 
kcal 정도로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의 필요 추정량과
비교하였을 때 42.3±5.4%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총 단백질
(24.5%), 비타민 A(20.8%), 비타민 B2(74.3%), 나이아신(37.3%), 
엽산(32.9%), 칼슘(20.8%) 그리고 철분(40.7%) 섭취량은 권
장섭취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Ko-
rean Nutrition Society 2005). 그러나 비타민 B1(138.2%)과 비
타민 C(334.6%)의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였다. 또
한 식이 섬유의 섭취량도 권장 섭취량의 93.9%로 나타났다. 
섭취한 과일의 100 g당 열량은 바나나(93 kcal)가 가장 높

았고, 그다음이연시(감, 66.0 kcal), 포도(60.0 kcal), 사과(57.0 
kcal), 키위(54.0 kcal) 순이었다. 또한 단감(44.0 kcal), 배(39.0 
kcal), 멜론(38.0 kcal), 귤(38.0 kcal), 딸기(26.0 kcal), 토마토(14.0 
kcal) 순으로 낮아졌다. 단 맛이 강한 과일이 열량이 높았고,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은 열량이 낮은 경향이었다. 과일 100 
g의열량은밥 100 g의열량 143 kcal와생선 100 g의열량 160 
kcal보다는낮았다. 과일식한끼 250～400 g의열량은약 177.6 

Table 3. Mean daily intakes of energy and nutrients of 
subjects

Fruit diet % of RDA

Dietary energy(kcal) 888.1±112.7  42.3±5.4

Protein(g)  11.0±2.8  24.5±6.2

Dietary fiber(g)  23.5±3.6  93.9±14.5

Vitamin A(μg R.E) 145.9±26.4  20.8±3.8

Vitamin B1(mg)   1.5±0.6 138.2±50.6

Vitamin B2(mg)   0.9±0.4  74.3±31.4

Niacin(mg)   5.2±1.6  37.3±11.3

Vitamin B6(mg)   1.3±0.5  92.8±35.2

Folate(μg) 131.5±55.8  32.9±13.9

Vitamin C(mg) 334.6±119.1 334.6±119.1

Calcium(mg) 145.9±26.4  20.8±3.8

Iron(mg)   5.7±0.9  40.7±6.3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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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l로 밥을 주식으로 한 한 끼 식사의 열량 667～700 kcal 
보다 500 kcal가낮아하루한끼식사를과일식으로하면하
루 500 kcal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4. UCP2 유전자 다형성 특성에 따른 복합 다이어트
후 신체 조성 및 혈액 변인의 변화

본연구대상여대생은 10일간의복합다이어트실시후 ID 
유전자형을 갖는 피험자들은 2.3 kg, DD 유전자형을 갖는 
피험자들은 2.8 kg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 이는 Seo JH 
(2005)이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9주간(63일) 주 1회 상담
을 통한 행동 수정 프로그램과 주 2회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을때, 과체중군에서 3.28 kg, 비만군에서는 3.0 kg의 체
중 감소가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Seo JH 
(2005)의연구에서열량섭취량이상담전 2,033.8 kcal(101.7%)
에서 상담후 1,710.1 kcal(85.5%)로감소하여, 본연구대상자들
의복합다이어트실시 전열량섭취량이 1,424.7 kcal(71.2%)
에서 888.1 kcal(42.3%)로감소한것보다칼로리감소폭이더
적었다. 따라서비만여대생에게한끼과일식다이어트는보
다 쉬운열량감소를실천할수있는방법으로제안될수있을

것으로사료된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복합 다이어트
후, 비만관련변인들의변화에대한 UCP2 유전자다형성특
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을 때, 2집단 모두에서 체중과 BMI 
값에 있어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그러나 DD
형과 ID형의두유전자형특성간에는유의한차이를나타내
지 않았다. 다만 DD 유전자형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변화 양
상이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백인, 아시아 소아들을 대상으로 한 Yanovski et al 
(2000)이 ID 유전자형에서 체질량지수가 더 높고, 체지방분
포도 더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복합 다이어트
전후,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의 경우에 DD형과 ID형의 두 집
단 모두 감소가 있었으나, ID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ID형 피험자들이 DD형
피험자들보다 복합 다이어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인식되
지 않았다.  

 
5. 복합 다이어트 후 UCP2 유전자 다형성 특성에 따
른 철분대사 변인의 변화

복합다이어트수행후철분대사관련변인들의변화에대

한 UCP2 유전자 다형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Table 5), 
DD형피험자들의 경우적혈구수및 헤모글로빈농도가유의
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DD 유전자
형을 갖는 피험자들이 ID 유전자형을 갖는 피험자들에 비해
서 철분 대사 관련 변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유의하게 반응

Table 4. Changes in body compositions and biochemical 
parameters following fruit diet and exercise for 10 days accor-
ding to I/D polymorphism in UCP2 gene

Variables Genotypes Pre Post t-value

Weight
(kg)

ID 62.4±7.8 60.1±8.0 7.113**

DD 60.3±11.9 57.5±10.8 4.937

t-value 0.696 0.386

p-value 0.509 0.713

BMI
(kg/m2)

ID 23.3±1.5 22.4±1.6 6.114**

DD 22.5±2.8 21.5±2.4 5.986**

t-value 0.955 0.617

p-value 0.372 0.560

Fat mass
(kg)

ID 18.8±4.6 16.3±5.0 3.535*

DD 16.9±4.7 15.9±5.7 1.528

t-value 0.585 0.092

p-value 0.580 0.929

Body fat
(%)

ID 30.3±3.8 26.5±4.3 4.940*

DD 28.7±2.7 26.1±3.6 2.331

t-value 0.658 0.144

p-value 0.535 0.890

Fat free 
mass
(kg)

ID 43.6±3.4 43.9±3.5 －0.298

DD 43.4±7.3 41.6±5.2 1.685

t-value 0.585 0.092

p-value 0.580 0.929

Total 
chole-
sterol
(mg/dL)

ID 163.5±32.9 165.5±22.2 －0.138

DD 177.2±25.5 167.4±21.8 0.972

t-value 0.037 0.716

p-value 0.971 0.501

Trigly-
ceride
(mg/dL)

ID 84.3±21.3 97.0±33.2 －1.454

DD 65.2±15.5 68.2±15.7 －0.548

t-value 1.557 1.733

p-value 0.163 0.127

Glucose
(mg/dL)

ID 87.3±8.9 98.3±4.1 －2.215

DD 90.0±7.9 83.2±6.5 1.172

t-value －0.491 3.988

p-value 0.639 0.005

Mean±S.D.,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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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iron parameters following fruit diet 
and exercise for 10 days according to I/D polymorphism in 
UCP2 gene

Variables Genotypes Pre Post t-value

Iron
(μg/dL)

ID 66.5±27.7 41.3±12.6 1.769

DD 60.6±31.9 57.2±14.4 0.192

t-value 0.292 －1.745

p-value 0.779 0.124

Ferritin
(ng/dL)

ID 14.5±5.4 13.2±4.9 0.396

DD 26.2±31.6 31.7±35.3 －2.228

t-value －0.729 －1.027

p-value 0.490 0.308

RBC
(×106 

count/
μL)

ID 4.1±0.2 4.1±0.3 －0.226

DD 4.0±0.2 4.3±0.4 －3.622*

t-value 0.471 －1.067

p-value 0.654 0.321

HCT(%)

ID 38.0±2.0 37.8±2.7 0.171

DD 39.0±2.8 40.8±4.2 －2.453

t-value －0.586 －1.143

p-value 0.579 0.290

Hemo-
globin
(g/dL)

ID 12.7±0.9 12.5±1.0 0.633

DD 13.0±1.1 13.6±1.4 －3.379*

t-value －0.350 －1.187

p-value 0.738 0.274

Mean±S.D.,   * p<0.05.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DD형과 ID형의 두 집단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헤모글로빈 함량이 12 g/dL 미만인 경우를 빈혈 판정 기

준으로 하였을 때, 1명(11.1%)만이 11.8 g/dL로 나타났다. 혈
청페리틴은 12 ng/mL 미만을빈혈판정기준으로하였을때
대상자 중 5명이 빈혈 수준이었으나, 10일간 복합 다이어트
후 2명은정상수준으로증가되었다. 혈청페리틴의증가는혈
청 헤모글로빈의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Choi et al 
(2009)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24세 213명의 여대생
의 평균 헤모글로빈 함량은 13.8 g/dL로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헤모글로빈 함량인 12.9 g/dL보다 높았으며, 헤모글로
빈 농도가 12 g/dL 이하인 여대생은 6.4%였다고보고하였다. 
또한 Kim & Rho(1999)도 21～25세 여대생 40명의 헤모글로
빈 함량도 13.6 g/dL로, 본연구대상자의평균헤모글로빈함

량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함량과 헤마토크릿 값은 철 결핍

의마지막 단계에서그 값에 변화가나타나므로가장민감하

게철결핍을반영하는혈청페리틴을함께분석하는것이바

람직하다. 평균연령 19.5세여성 57명을대상으로혈청페리
틴함량을 기준으로하여헤모글로빈의 빈혈 판정을위한 기
준을추정하였을때 14 g/dL로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고
하였다(Chung et al 1991). 이외에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
료중인 40～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10주간 주 3회
의 빈도로 50～60분에 걸쳐서 요가와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
을때, 운동전 11.98 g/dL에서운동후 12.1 g/dL로헤모글로빈
수준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Kim & Yang 
2006). 

결 론

본 연구는 여대생에게 10일간 과일식과 함께 하루에 30분
씩 트레드밀걷기운동을 하는복합다이어트를실시하고UCP2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복합 다이어트 실시에 따라 체중; 2.6 kg(p<0.01), 체지
방량; 1.8 kg(p<0.05), 체지방율; 3.2%(p<0.01), 그리고 BMI; 
0.8 kg/m2(p<0.01)으로 모두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
나 제지방량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혈액성분인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당과 철분 대사 변인들에 있어
서도 복합 다이어트 후에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본연구대상자들의유전자형분포는 Hardy-Weinberg 평
형으로부터벗어나지않았으며, ID와 DD 그리고 Ⅱ유전자형
이 각각 44.4%, 55.6%, 0%로 나타났다.

3. 과일식으로 섭취한 열량은 888.1±112.7 kcal로 필요 추
정량의 42.3±5.4% 수준이었다. 총 단백질(24.5%), 비타민 A 
(20.8%), 비타민 B2(74.3%), 나이아신(37.3%), 엽산(32.9%), 칼
슘(20.8%) 그리고 철분(40.7%) 섭취량은권장 섭취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타민 B1(138.2%)
과비타민 C(334.6%)의 섭취량은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였다. 
또한 식이 섬유의 섭취량도 권장 섭취량의 93.9%로 나타났
다. 

4. 복합다이어트실시후유전자형에따른효과를보면 ID 
유전자형과 DD 유전자형 모두 체중과 BMI에서 유의한 감
소 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그러나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의 경우에는 ID 유전자형을 갖는 피험자들만이 유의한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ID형과 DD형 간의 유의한
차이는 인식되지 않았다. 

5. 복합 다이어트 실시 후에 DD 유전자형에서 혈중 적혈
구수 및 헤모글로빈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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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ID형과 DD형 간의 유의한 차이는
인식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10일간 과일식과 걷기 운동이 UCP2 유전자 다

형성 특성에 따른 집단간 다이어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

다. 그러나 단백질, 엽산, 칼슘, 철분 등 필수 영양소의 섭취
량이 권장 섭취량에 비해 낮은수준이었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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