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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 내 대부분의 장기에 존재하는 혈관은 산소 및 영양소를 장기

에 공급하면서 장기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장기의 발달, 염증의 발생, 조직 내의 대사 그리고 암의 발생 및 전이

과정에서 조직의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혈관의 다양한 기능은 혈관의 안쪽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 및 혈관외벽에 붙어있는 평활근세포

(smooth muscle cell) 또는 혈관주위세포(pericyte)에 의해 조절되며, 각 

장기의 혈관내피세포는 그 모양과 생물학적 특성에 있어 조직별로 특

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 있어 각 장기의 

혈관은 새로이 생겨나거나 증가하지 않으나 운동 또는 염증 및 암과 같

은 질환에서는 기존의 혈관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혈관신생

(angiogenesis)이 관찰된다. 특히 저항성 운동 및 장기간의 지구성 운동

으로부터 생성된 혈관은 생체 내에 보다 원활한 혈류의 흐름을 제공함

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효과를 제공한다. 운동을 통한 혈

관신생은 다양한 혈관신생 인자들에 의해 조절되며 대표적인 혈관신

생 인자로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및 angiopoi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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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혈관신생 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혁종

중국과학원�동물�연구소

Alteration of Angiogenic Gene Expression in Heart, Muscle and Adipose Tissue by 
Exercise
Hyuek Jong Lee
Key Laboratory of Animal Ecology and Conservation Biology, Institute of Zo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Beijing, China

PURPOSE: Exercise is one of the strongest stimuli for the induction of angiogenesis that is defined as a formation of new blood vessel. 
However, underlying mechanism of exercise-induced angiogenesis is not fully uncovered. Therefore, we reviewed the effect of exercise 
on angiogenic factors such as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ngiopoietin (ANG) and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in heart, skeletal muscle and adipose tissue.

METHODS: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the function of angiogenic factors and their roles in heart, skeletal muscle and adipose tis-
sue. Also we discussed the alteration of angiogenic gene expression after exercise in three organs mentioned above.

RESULTS: Angiogenic regulators play a critical role in cardiac development, skeletal muscle regeneration and adipose tissue metabo-
lism. Exercise-induced angiogenic factors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vascular remodeling, mobilization of endothelial precursor 
cell and systemic metabolism. In terms of VEGF, its induction after exercise is regulated mainly by HIF-α and PGC1-α, transcriptional 
factors of VEGF, whereas the mechanism of exercise-induced ANG and PDGF-B expression is not clear yet.   

CONCLUSIONS: Acute exercise, resistance exercise and endurance training increase VEGF, ANG1, ANG2 and PDGF-B expression. 
Thereby, exercise eventually prevents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impairment, muscle atrophy and metabolic syndrome by 
increasing or maintaining blood vessel density in heart, skeletal muscle and adipos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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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 그리고 혈관의 안전성(integrity)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등이 있다. 운동

은 심장 및 근육의 혈관신생 및 지방 크기의 감소를 동반한 체중감소

를 유발한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

육, 심장 그리고 지방의 혈관 특성을 혈관의 구성 및 혈관신생 인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이 혈관신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혈관신생 인자

1) VEGF

VEGF는 가장 강력한 혈관신생 인자 중 하나이다. VEGF 구성원

(family)은 VEGFA, VEGFB, VEGFC, VEGFD 및 placental growth fac-

tor (PlGF)를 포함한다. 특히 VEGFA는 선택적 접합(alternative splicing)

을 통해 다양한 아형(isoform) (VEGF121, VEGF165, VEGF189, VEGF206)을 

갖는다. VEGFA는 혈관투과성 인자 (vascular permeability factor)로 발

견되었으며 혈관투과력은 히스타민(histamine)보다 몇 천 배 이상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4]. 이후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VEGFA는 혈관신생

을 유도하며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의 분화, 이동, 증식 및 생존 

등을 조절하여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자극원이라는 것이 

알려졌다[5]. VEGFA는 타이로신 수용체 키나아제(tyrosine receptor ki-

nase)인 VEGF receptor (VEGFR)1, VEGFR2 그리고 VEGFR3와 결합한

다. VEGF는 또한 neurophilin (NRP) 구성원(family)인 NRP1 및 NRP2 

그리고 heparan sulfate proteoglycan (HSPGs)과도 결합한다[6]. VEGF

의 수용체 중 VEGFR2가 혈관내피세포의 신호 전달을 중재하는 주된 

수용체이다. VEGFA가 VEGFR2와 결합되면 수용체의 tyrosine이 인산

화되며(phosphorylation), 이에 따라 세포 사멸(apoptosis)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protein kinase B (PKB)가 활성화되고 또한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의 활성화

가 protein kinase C (PKC)에 의해 조절된다[7,8]. 또한 VEGF는 세포의 

이동에 관여하는 Src kinase, focal adhesion kinase, 그리고 p38 MAPK 

등을 활성화시킨다[9]. VEGF는 발생기 및 출생 후 혈관신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VEGFA의 대립형질(allele)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마우

스는 발생기 11일에서 12일(embryonic period day 11-12) 사이에 혈관 

발달의 결함 및 난황난(york sac)의 혈관 섬(blood islands) 내 적혈구 감

소를 동반하며 사망한다[10,11]. 또한 cre-loxP 마우스 시스템을 이용하

여 출생 직후 VEGFA의 발현을 억제시킨 마우스는 혈관의 성장을 감

소시킴으로써 장기의 발달 결함을 가져온다[12]. VEGFR는 마우스의 

경우 배아 중배엽(embryonic mesoderm) 7.5-9.5일에 최초로 발현되고 

인간의 경우 17주의 태아에서 발현된다[13,14]. 세 개의 VEGF 수용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태아는 사망하며, 특히 VEGFR2를 마우스에

서 제거하면 혈관내피세포 및 조혈구세포(hematopoietic cell)의 분화가 

억제되어 혈관이 생성되지 않는다[15]. 그러나 VEGFR2를 제거한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혈관내피세포 또는 조혈구 세포의 전구세포(precur-

sor cell)가 분화되는 것을 보면, VEGFR2가 이들 전구세포의 분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16].   

2) Ang

Ang 구성원은 Ang1과 Ang2를 포함한다. Ang1은 혈관주변의 동맥 

평활근세포, 혈관주위세포, 섬유아세포(fibroblast) 그리고 암세포 등에

서 발현하며, Ang2는 주로 혈관내피세포에서 발현한다[17]. Ang의 수

용체는 TEK tyrosine kinase receptor 2 (Tie2)로 Ang가 Tie2에 결합함으

로써 배아 중기 또는 혈관의 재형성 과정 및 정상혈관에서의 성숙

(maturation) 및 안정화에 기여한다[18,19]. Tie2 수용체는 주로 혈관내

피세포에서 발현하나 암의 생성 시 혈관신생을 자극하는 단백질을 분

비하는 일부 단핵세포(monocyte) 또는 대식세포(macrophagy)에서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Tie2는 혈관의 발달, 조혈작용 및 

심장 내막(endocardium)의 발달에 중요한 생물학적 역할을 한다[22]. 

Ang1을 제거한 마우스에서는 Tie2를 제거한 마우스에서와 동일하게 

배아 단계에서 사망하는 현상이 관찰된다[18]. Ang1에 의해 Tie2가 활

성화되면 phosphoinositide 3-kinase (PI3K)를 경유한 PKB의 세린(ser-

ine) 및 트레오닌(threonine)이 인산화되어 혈관내피세포의 생존을 강

화하고 세포괴사를 억제하는 신호전달이 이루어지며 혈관내피세포의 

이동(migration)을 자극한다[23,24]. 또한 Tie2의 활성은 VEGF에 의해 

유도되는 혈관내피세포의 투과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25]. 

Ang1은 α v-integrin 및 integrin α5와 결합하여 심근세포의 생존력을 

증가시키고 근세포 및 신경세포의 기능을 강화한다[26]. Ang1은 VEGF

에 의해 유도되는 혈관 염증성 단백질인 intercellular adhesion mole-

cule-1 (ICAM1) 및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 (VCAM1)의 발현

을 억제시킴으로써 혈관의 염증을 억제시키고[27,28], VEGF 및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에 의해 유도되는 혈액응고를 억제한다[29,30]. 

혈관의 안정성은 혈관주변의 평활근세포 및 혈관주위세포의 동원(re-

cruitment)에 의해 유지되며, Ang1을 과발현(overexpression)시키면 이 

두 세포의 동원을 증가시켜 혈관의 휴지기(quiescent)가 증가된다

[31,32]. 또한 Ang1의 처치 또는 과발현은 심근 허혈을 감소시키고 사지

(limb), 심장, 뇌, 관찰 및 신장 등에서 발생한 장애를 복구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37]. 반면, Ang2는 Ti2에 결합

하여 Ang1에 의한 Tie2 수용체의 신호전달을 방해하는 길항작용을 하

며[18,38] 또한 integrin에 결합하여 Ang1에 의한 항 염증성 기능을 억

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9,40]. Ang2는 혈관내피세포에서 주로 발현

되며 산소결핍, shear stress 그리고 VEGF 등에 의해 그 발현이 증가된

다[41]. Ang2의 과발현은 혈관생성을 억제하여 발달기에 마우스가 사

망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런 현상은 Ang1 또는 Tie2의 발현을 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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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에서 보이는 현상과 동일하다[18,38]. 따라서 혈액 내 Ang2의 농

도가 증가하는 것은 생체 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염증성 질환 및 제2형 당뇨에서는 혈액 내 Ang2의 농도가 증가한다

[42,43]. 

3) PDGF

PDGF는 PDGF-A, PDGF-B, PDGF-C 그리고 PDGF-D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이중 결합(dimerization)하여 PDGF-AA, PDGF-

BB, PDGF-AB, PDGF-CC 및 PDGF-DD를 형성한다[44]. 이들 PDGF 

family는 두 개의 수용체인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PDGFR)α 및 PDGFRβ에 결합한다[45]. 이 중 PDGF-B에 의한 PDGFR

β 활성화는 심혈관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잠재적으로 혈관신생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DGF-B는 특히 발달 단계 초기에 배아 줄기세

포를 혈관내피세포로 분화시키며 분화된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이동 

그리고 관 형성(tube formation)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46]. PDGF-

B와 PDGFRβ는 각각 혈관내피세포 및 혈관주위세포에 발현하며[47], 

혈관에서 발현되는 PDGF-B의 발현을 억제시키면 혈관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혈관주위세포를 동원하는 데 결함이 생겨 혈관 자체의 

안정성이 저하된다[47,48].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

과들은 혈관신생 과정에서 PDGF는 다른 혈관신생 인자들과 협력하

여 혈관주위세포를 동원함으로써 혈관신생 및 새로이 형성된 혈관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PDGF-B 또는 PDGFRβ의 발현

을 제거한 마우스는 태어난 직후 많은 조직에서 혈관 형성의 결함을 

보인다[49,50]. 뿐만 아니라 PDGFRα 및 PDGFRβ를 동시에 제거한 마

우스는 난황난의 혈관 발달에 결함을 보인다[51]. 이는 난환난에서의 

PDGF는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을 축적하여 혈관의 재형성

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PDGF-B의 가장 중요

한 기능은 혈관주위로 혈관주위세포를 동원하는 것이기에 정맥보다

는 동맥에서 그 발현이 보다 강하다[52,53]. 

2. 조직별 혈관신생 인자의 역할

1) 심장

심장의 모세혈관은 배아 단계 시 외심막을 형성하는 전구세포(pro-

epicardium)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심장 모세혈관의 일부만이 외심막을 형성하는 전구세포에서 기원하

고 대부분의 모세혈관은 정동맥(sinus venosus) 및 심장내막(endocar-

dium)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동맥에서 제공하

는 혈관내피세포의 전구세포는 심실의 측부 자유벽(lateral free wall) 

내에 심혈관 바닥(bed)을 형성하며 VEGF에 의해 관상동맥을 형성하

는 데 공헌한다[54-56]. 이에 반해, 심근내막 전구세포는 심실 및 배아 

심장의 복부벽(ventral wall)에서 기인한다[56,57]. 심장에서 혈관이 형

성되는 생물학적 기전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심근에서 유도된 

VEGF가 심장 모세혈관의 전구세포를 자극함으로써 혈관생성에 관여

하며[57], 심근에서 유도된 Ang1이 심장 내 관상정맥의 형성에 기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한편, 심장 내의 혈관주위세포는 평활근세

포로 분화하여 관상동맥의 재생 시 관상동맥의 바깥쪽을 둘러싼다

[59]. 심장에서 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죽상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면 

심근의 허혈 및 심한 경우 심근증을 유발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

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죽상관상동맥 질환은 혈관 내 혈액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shear stress에 의해 감소될 수 있으며[60], 혈류 자극

(shear stress)을 강화하는 주된 자극원 중의 하나는 바로 운동이다. 그

러나 혈관 내 혈류의 흐름이 난류(turbulence)를 일으키는 혈관에서는 

염증성 반응의 증가 및 Hippo signaling의 억제로 죽상관상동맥의 발

생이 가속화되기도 한다[61]. 또한 혈관내피세포의 대사(metabolism) 

역시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2]. PKB 기질(sub-

strate)로 사용되는 forkhead boxO (FOXO)는 세포의 성장, 분화 그리고 

대사에 관여하는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이다[63]. 혈관내피세포

의 대사는 생체 내의 대사과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 환자에서는 FOXO1과 FOXO3가 혈관내피세포에서 활

성화됨으로써 혈관의 염증성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죽상관상

동맥을 안정화시키는 인슐린 신호체계를 억제한다[64]. 물론 인슐린 

민감성을 혈관내피세포에서 강화시키면 죽상관상동맥을 가속화시키

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65].

2) 근육

근육에 존재하는 위성세포(satellite cell)는 근세포의 전구세포로써 

근육의 발달 및 성장 그리고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66]. 근육세포

의 분화 및 성장은 hepatocyte growth factor (HGF)에 의해 조절된다. 

근육의 혈류량은 운동 중 급격히 증가한다. 안정 시 근육은 심박출량

의 약 20%를 받아들이지만 운동 중에는 심박출량의 80%까지를 받아

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운동 시 근육에서 사용하는 혈액량의 증가는 

운동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운동 시 요구되는 충분한 혈액

을 공급받지 못한 근육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근육 피로를 야기하여 

운동 수행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근육 내의 적정수

준 이상의 혈관을 유지하는 것은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근육의 혈관 역시 VEGF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근육에서 VEGF를 발현하는 주된 세포는 근육세포(myocyte)이다[67]. 

VEGF의 발현을 근육에서 제거하기 위해 VEGF에 flox가 삽입된 마우

스의 골격근에 아데노바이러스로 cre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4주 후 골

격근을 분석하면, 근육세포의 괴사를 동반한 모세혈관의 감소(통제군

에 비해 약 64% 감소)가 관찰된다[68]. 이와 같은 결과는 VEGF가 골격

근의 혈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의 유지를 통해 근육세포의 



http://www.ksep-es.org4 |� Hyuek Jong Lee  •  Angiogenic Factors and Exercise

Vol.27, No.1, February 2018: 1-14

생존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육에서의 VEGF의 발현은 근

육 내 저산소증에 의한 hypoxia-inducible factor 1 (HIF-1)의 발현이 그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9]. 쥐를 12%의 산소에 3주간 노출시키면 

횡격막 및 비장근(soleus)과 같은 골격근의 혈관이 증가되며, 6주간 저

산소증에 노출시키면 횡격막, 비장근, 앞 정강근(anterior tibialis) 및 긴

발가락폄근(extensor digitorum longus) 등에서의 혈관이 모두 증가한

다[70,71]. VEGF의 프로모터(promoter)에 존재하는 HIF-1 결합위치인 

hypoxia response element (HRE)를 제거한 마우스의 근육은 혈관 감소

를 유도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근육의 약화 및 근 수축에 관여하는 운

동신경(motor neuron)의 퇴화를 보인다[72]. 따라서 HIF-1에 의한 

VEGF의 변화는 HRE의 기능과는 별개로 혈관신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Ang1은 손상된 근육의 재생에 관여한다. 근육의 괴

사를 유도하기 위해 cardiotoxin을 앞 정강근에 주입한 마우스는 mRNA 

수준에서 Ang1의 발현이 급격히 감소하며 이후 2주 동안 증가한다. 근

육에서의 Ang1은 주로 위성세포에서 발현되며 아데노바이러스를 이

용한 Ang1의 증가는 앞 정강근의 수축력 및 근섬유의 재생 그리고 근

육 내 모세혈관의 증가를 가져온다. 더욱이 근육세포에 Ang1을 처치

하면 세포의 증식, 생존 및 이동을 향상시킨다[73]. 한편, 위성세포에서 

발현되는 Ang2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위성세포에서의 

Ang2 발현은 염증성 싸이토카인(TNFα, IL1β 또는 IL6) 보다는 과산

화수소(hydrogen peroxide)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근세포의 괴

사 시 발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Ang2를 위성세포에 처치하면 

Ang1과 같이 세포의 증식, 생존 및 이동을 향상시킨다[74]. 따라서 

Ang1과 Ang2는 근육이 손상을 입었을 때 발현되어 근 손상에 의한 

근육재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DGF-B는 근육 내 혈관에서 

주로 발현되며 L6J1 근육세포 [75] 및 닭의 근아세포(myoblast)[76]에 

PDGF-B를 처치하면 세포의 증식은 증가되나 분화는 억제된다. 근육

에서 PDGF의 흥미로운 역할 중 하나는 글루코스의 흡수이다. PDGF를 

과발현시킨 마우스에서는 근육에서의 glucose transporter 1 (GLUT1)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글루코스 흡수율이 증가된다[77].

3) 지방

백색지방의 팽창(expansion)은 혈관신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방이 팽창하는 부분에는 혈관신생이 활발하여 혈관이 군집을 이루

는 부분이 발견되고 이 부분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항-혈관신생 인

자를 마우스에 주입하면 새로운 백색지방 세포의 생성이 억제된다[78]. 

뿐만 아니라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TNP-470을 비만 마

우스에 처치하면 혈관신생의 억제로 인해 백색지방의 팽창이 억제되

어 비만을 감소시킨다[79]. VEGFA의 발현을 지방에서만 제거한 마우

스는 고지방 식이에도 불구하고 백색지방 내 혈관 감소를 동반한 백색

지방의 크기 감소를 보이지만 지방으로 가지 못한 체내 지질(lipid)이 

혈액에 축적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킨다. 한편 지방에서만 

VEGFA의 발현을 증가시킨 과발현 마우스는 지방 내 저산소증을 감

소시킴으로써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80].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단순히 혈관신생을 백색지방에서 억제하면 백색지방의 크기를 감소

시킬 수는 있으나, 백색지방 팽창의 억제 작용으로 백색지방에서 축적

하지 못한 지질이 혈액 및 다른 장기에 축적됨으로써(lipotoxicity), 결

과적으로 생체 내 지질 대사 및 글루코스 대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백색지방

내의 혈관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비만에 의해 발생하는 성인병의 예

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백색지방 세포의 전구세포인 3T3L1 

세포에서는 Ang1이 발현된다. 더욱이, 비만 쥐의 백색지방은 통제군에 

비하여 Ang1의 발현이 감소하며, TNP-470을 처치하여 백색지방의 크

기를 감소시킨 마우스 역시 백색지방에서의 Ang1의 발현이 감소한다. 

또한 저칼로리 식이로 식이 제한을 시행한 마우스 역시 Ang1의 발현 

감소를 동반한 백색지방 크기의 감소를 보인다[81]. 따라서 Ang1은 백

색지방의 팽창 시 혈관의 안정성을 조절하며, 혈액 내의 물질들이 지방

으로 유입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생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Ang2는 고지방 식이에 의해 팽창한 백색지방에서 그 발현이 증가하며 

지방에서 Ang2를 과발현시킨 마우스는 백색지방의 혈관신생의 증가

와 더불어 백색지방의 팽창을 억제시킴으로써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

시킨다. 반면, Ang2 항체를 이용하여 Ang2의 발현을 억제한 마우스는 

백색지방 내 혈관 감소와 함께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증가 및 간의 지

방 축적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82]. 지방에서의 

PDGF-B의 역할은 최근에 밝혀졌다. 백색지방의 PDGF-B의 발현은 체

중 증가와 함께 증가하며 생체 내 PDGF-B의 활성을 모든 장기에서 제

거한 마우스는 백색지방 내 혈관의 숫자와 백색지방 세포의 크기 및 

염증을 감소시켜 비만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흥미

로운 점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PDGF-B는 백색지방 내 혈관

주위세포를 혈관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점이다[83]. 그러나 생체 내의 

PDGF는 대부분의 장기에서 발현되며, 특히 PDGFRβ+세포는 장기 마

다 혈관주위세포를 포함한 또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이기

에 PDGFB의 역할을 지방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후 지방에서 발

현되는 PDGF-B만을 제거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결과들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운동과 혈관신생 인자

1) 운동에 의한 심장 내 혈관신생 인자 변화

운동은 운동에 참여하는 근육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특히, 지구성

운동 후 혈관신생을 통하여 증가된 동맥의 크기와 숫자는 심장의 혈

류의 증가를 가져오는 중요한 인자이다[84]. 인간을 대상으로 운동에 

의한 심장의 혈관신생 인자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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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로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그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돼지 

및 개를 이용한 1980년대의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것처럼 장기간의 지

구성 운동은 심장의 모세혈관 수를 증가시킨다[85,86]. 뿐만 아니라 15

일 동안 수영 운동을 시행한 쥐 역시 심장의 혈관 수를 증가시켰다. 더

욱이 VEGF 단백질 주사 및 수영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내 혈관의 수

는 차이가 없으나 심장의 혈관 수는 증가한다[87]. 이와 같은 결과는 

심장의 혈관이 VEGF에 대한 반응에 있어 근육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VEGF는 운동에 의해 증가되는 심장 모세혈관의 증가

에 공헌한다. 제1형 당뇨병의 발생을 유도한 쥐를 대상으로 트레드밀 

운동을 시행하면 운동군이 통제군에 비해 심장에서의 VEGF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한다[88]. VEGF는 단순히 심

장의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통해 혈관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내피세포 전구세포(endothelial precursor cell, EPC)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89]. 혈관내피세포 전구세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각 장기로 

이동한 후 혈관내피세포로 분화하는 세포이며[90], VEGF는 골수로부

터 EPC를 혈액으로 이동시키는(mobilization) 가장 강력한 단백질 중 

하나이다[91].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한 관상동맥질환들은 검사 후 2-6

시간에 혈장 VEGF의 농도가 약 4배 이상 증가하며, 검사 후 48시간에 

혈장 내 혈관내피세포 전구세포의 수가 최대로 증가하고 이후 144시

간이 지나면 안정 시 수치로 감소한다[92].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있어서도 1,500 m를 최대속도로 주파한 후 혈액 내 혈관내피세포 전구

세포의 수를 측정하면 CD34+ 및 CD133+ 혈관내피세포 전구세포의 수

가 안정 시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지만 VEGF의 혈액 내 농도는 변

화가 없었다[93]. VEGF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전구세포의 이동은 운동

시간 및 운동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산소섭취량의 

82%에 해당하는 강도로 30분간 달리기를 시행하거나 최대산소섭취량

의 62% 강도로 30분간 달리기를 시행한 건강한 성인은 운동 후 혈관

내피세포 전구세포가 증가하였으나 최대산소섭취량의 62% 강도로 10

분간 달리기를 시행한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94]. 저항성 운동을 3년

간 시행한 20대 성인이 6개로 구성된 웨이트 트레이닝을 15회씩 반복

하는 근지구성 저항운동을 약 12분간 시행하면 운동 후 10분에 혈액 

내 VEGF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2시간 후 혈관내피세포 전구세

포의 수가 증가한다[95]. 따라서 운동은 혈장 내 VEGF를 증가시켜 심

장의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동시에 골수로부터 EPC의 이

동을 증가시켜 심장의 혈관신생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

환자는 혈장 내 VEGF 및 Ang2의 농도가 증가하지만 Ang1의 농도는 

변화하지 않는다[96]. 더욱이, 심실의 심각한 기능상실을 보이는 심근

증 환자에 있어서도 혈장 Ang2의 농도는 증가한다. 흥미롭게도 염증

성 인자로 알려진 Ang2의 농도는 심질환자에서 운동 시 감소한다. 관

상동맥질환자 13명을 대상으로 간헐적 중강도 운동을 시행한 결과 운

동 직후 20분부터 72시간까지 혈중 Ang2의 농도가 운동 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그 관련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97]. 한편, 

PDGF-A 또는 PDGF-B를 과발현한 마우스는 심장에 섬유증(fibrosis)

을 야기하며[98], 혈관 평활근세포(vascular smooth muscle cells)에서 

PDGF에 의한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화는 동맥 내막을 좁아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9]. 그러나 운동에 의해 심장의 PDGF-B의 발현

이 조절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2) 운동에 의한 근육 내 혈관신생 인자 변화

국부적인 산소 공급의 결핍 또는 이와 관련된 대사기능의 변화가 운

동에 의한 혈관신생 인자의 발현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0]. 

Annex et al. [101]의  연구에서는 쥐의 골격근에 전기자극을 3-56일까

지 주었을 때 VEGF 단백질의 생성이 증가하였으며, 근육 염색 기법으

로부터 대부분의 VEGF가 근육세포(myocyte)보다는 골격근 사이의 

기질(matrix)에서 발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근육 내 VEGF 발

현 세포의 검증 결과는 오래 전에 시행된 실험의 결과로써 항체의 특

이성을 보장할 수 없고, 세포질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의 경우 면역염

색법으로 관찰이 매우 어렵기에 향후 VEGF 리포터 마우스를 통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요구된다. 단순히 in situ 상황에서 전기 자극을 부여

한 결과뿐만 아니라 1회성 중강도의 트레드밀 운동(1시간, 15 또는 20 

m/min, 10°) 역시 VEGF의 메신저리보핵산 발현을 증가시킨다. Breen 

et al. [102]의 연구에서는 증강도의 1회성 트레드밀 운동 후 4시간까지 

VEGF 메신저리보핵산이 2-4배 증가되며 운동 후 8시간에서 24시간 

후에 안정 시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쥐를 1일당 4회

씩 트레드밀로 훈련시키면 8일까지 가자미근과 비장근에서 VEGF 및 

VEGFR1과 VEGFR2의 발현이 모두 증가한다. 그러나 8일 이후부터 24

일까지는 그 발현량들이 감소하여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103]. 

인간에 있어 운동에 의한 혈관신생 인자의 역할은 심장 또는 지방보다

는 생검(biopsy)이 용이한 근육을 대상으로 그 연구결과들이 축적되

어 왔다. VEGF 메신저리보핵산은 인간에 있어서도 운동 후 증가한다. 

급성운동은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지구성 운동 선수 및 일반인

에게 최대 파워의 50% 강도로 1시간 동안 자전거 운동을 시행하면 두 

집단 모두 혈중 내 VEGF 단백질의 농도가 운동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

작해 4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104]. 또한 근력운동 역

시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한 다리만으로 무릎 신전 운동을 45분

간 시행하면 근육 내 VEGF 메신저리보핵산은 통제군에 비해 178% 증

가하고 이와 동시에 HIF-1 β의 메신저리보핵산은 통제군에 비하여 

340% 증가한다[105]. 단순한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을 유발

하기 위해 혈액의 흐름을 억제시킨 상태(blood flow restriction)에서 저

강도 근력 운동을 시행하면 VEGF의 발현이 보다 증가된다. 혈류 저항

을 유도하기 위해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커프(pneumatic cuff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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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감고 약 220 mmHg의 압력을 가한 후 최대근력의 40%에 해당

하는 무게로 120회의 무릎신전 운동을 시행한 20대 성인은 운동 4시

간 후 근육에서의 VEGF 메신저리보핵산의 발현이 혈류의 저항 없이 

운동을 시행한 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106]. 건강한 노인

(71± 6.5세)을 대상으로 혈류를 억제한 상황에서 보다 낮은 강도의 저

항을 운동을 시행하여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

되는 커프(pneumatic cuffs)를 다리에 감고 약 110 mmHg의 압력을 가

한 후 최대근력의 20%에 해당하는 무게로 저강도 근력운동을 5세트 

시행한 노인은 운동 직후 30분 후에 혈장 내 VEGF의 농도가 정상적인 

혈류를 가진 다리로 운동했을 때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다[107]. 이와 

같이 노화는 운동에 의한 근육 내 VEGF의 발현을 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산소섭취량의 65%로 8주간 유산소성 운동(4일/주, 

1시간/회)을 시행한 20대 및 50-70대 여성에 있어 최대하 운동 직후 근

육에서의 VEGF 발현량은 나이에 상관없이 증가하였다[108]. 따라서 

중등도의 저산소증이 동반된 근력운동은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중강도의 운동이 VEGF의 

발현을 더 증가시킨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간헐적 운동 

트레이닝을(최대산소섭취량의 117-124%, 24회의 1분간 자전거 운동, 3

회/주, 4주) 시행한 후 중강도 운동(최대산소섭취량의 약 60%, 60분, 자

전거 운동) 및 고강도의 간헐적 운동 시(최대산소섭취량의 117%, 1분

간 자전거 운동을 시행한 후 1.5분간 휴식, 24회) 근육의 VEGF 발현을 

비교하면 트레이닝 후 중강도 운동 및 고강도의 간헐적 운동 모두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키나 중강도 운동 후 VEGF의 근육 내 발현량

이 고강도의 간헐적 운동보다 약 1/3 정도 더 증가하였다[109]. Ang1과 

Ang2 역시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에서의 발현이 증가한다. 쥐를 1일당 

4회씩 트레드밀로 훈련시키면 8일까지 가자미근에서 Ang1, Ang2 및 

Tie2의 발현이 모두 증가한다. 그러나 8일 이후부터는 그 발현량이 감

소하여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103].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

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45분간의 무릎

신전 운동 트레이닝을 5주간 시행하면 트레이닝 후 Ang1의 변화 없이 

Ang2의 발현만이 증가하며, 무릎신전 운동을 혈류저항을 유도한 상

태에서 시행하면 혈류저항 없이 트레이닝한 다리보다 Ang2의 발현이 

다소 증가된다[110]. 말초동맥질환(peripheral arterial disease)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60분간의 수동적 무릎신전 운동 또는 30분간의 자

발적 무릎신전 운동을 시행한 결과 두 운동 모두에서 운동 후 Ang1의 

변화 없이 Ang2의 발현만이 근육에서 증가하였다[111]. 또한 14명의 건

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산소섭취량의 약 60-68%의 강도로 자전거 

운동(주당 3회, 회당 60분, 4주)을 시행한 결과, 외측광근(vastus latera-

lis)의 Ang1 mRNA는 변화가 없었으나 Ang2 및 Tie2의 발현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112], 고강도의 간헐적 운동시(최대산소섭취량의 

117%, 1분간 자전거 운동을 시행한 후 1.5분간 휴식, 24회), 운동 직후 3

시간에서의 근육 Ang2 발현량이 증가한다[109]. 이처럼 운동 후 발생

하는 Ang2는 운동에 의해 증가하는 혈관신생을 위해 기존 혈관의 안

정성을 깨뜨리거나 운동 후 일시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염증성 자극

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9,40]. PDGF-B 또한 운동

에 의해 증가한다.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Cybex를 

이용한 무릎 신전 운동을 12주간 시행하면 근육 내 PDGF-B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한다[113]. 그러나 PDGF-B의 발현 증가가 운동 후 발생하

는 기전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3) 운동에 의한 지방 내 혈관신생 인자 변화

운동은 지방 내 혈관신생 인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체내 지방량 감소

를 야기한다[114]. 정상 식이 및 고지방 식이를 처치한 마우스를 대상으

로 6주간 트레드밀을(40분/일, 12 m/분, 12°, 5일/주) 이용한 유산소성 운

동을 시행하면 운동을 시행한 고지방 식이군이 운동을 하지 않은 고지

방 식이군에 비하여 20% 이상 지방 크기의 감소를 보이며 지방감소에 

따른 VEGF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한다[115]. 또한 비만 및 당뇨질환 

모델인 Zucker 쥐를 이용하여 8주간 트레드밀 운동을(60분/일, 20 m/

분, 5일/주) 시행한 결과, 백색지방의 VEGF 발현은 운동에 의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116].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연구에서 정상 식이를 시행한 

정상 체중의 마우스는 운동에 의해 지방에서의 VEGF의 발현이 변화

하지 않았다. 또한 정상체중의 마우스에 비해 고지방 식이 마우스 및 

zucker 쥐의 백색지방은 VEGF 발현량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만에 의한 지방의 팽창은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는 지방의 

팽창에 따른 국부적인 지방 내 저산소증으로 인해 혈관신생이 필요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지방의 VEGF는 지구성 운동능력의 손상과 관

련이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의 VEGF 발현을 제거하기 

위해 Fabp4-cre 마우스와 VEGF floxed 마우스를 교배시킨 마우스는 

지방 내 혈관의 함량이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내 지방의 함량 감소를 동반한 체중 감소를 보인다. 지방의 VEGF를 

제거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2분간 10 m/분 그리고 다시 2분간 15 m/분

의 속도로 유지하다가 이후 20 m/분 (10°) 속도로 최대하 운동검사를 

시행하면 VEGF 제거 마우스는 통제군에 비해 운동지속 능력이 약 

30% 정도 낮으나 최대 런닝 속도는 차이가 없었다[117]. 그러나 이 연구

의 제한점은 Fabp4가 지방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기는 하나 대식세포 

및 혈관내피세포에서도 발현된다는 점이다. 생체 내에서 혈관신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식세포에서의 VEGF의 발현 감소가 

가지는 생리학적 의미를 규명하지 않으면, 위의 결과가 지방의 VEGF에 

의해서만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adiponectin-cre 마우

스를 이용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운동에 

의한 지방 내 혈관신생 인자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비만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처치(3회/주, 60-75분/회, 에너지 소

모량 500-600 kcal/회) 또는 초저열량 식이 및 운동처치를 병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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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체중감소와 더불어 복부 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혈장 내 VEGF의 농도는 트레이닝 전과 후 차이가 

없었으며 지방 생체검사(biopsy)를 통해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지방 내 VEGF의 발현에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

동 후 혈장 Ang1의 농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지방조직에서의 

Ang1의 유전자 발현은 역시 차이가 없었다[118]. 이와 같이 운동에 의

한 지방에서의 혈관신생 인자의 변화는 동물실험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인

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고 동물과 달리 생물학적 조건

이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운동처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조건에서 

혈관신생 인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4) 운동에 의한 혈관신생 인자 발현 기전

운동에 의한 혈관신생 기전은 2가지 요소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 중 발행하는 폐의 가스 교환의 기능저하로 체내에 

저산소증이 발생하면[119], 생체 내 hypoxia-inducible factor (HIF-1α) 

전사인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증가된 HIF-1α는 VEGF의 발현을 증가

시킨다[120]. 중강도 신체활동에 주당 3.5시간 참여하는 건강한 성인 

24명의 근육에서도 HIF-1의 증가는 VEGF의 발현량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121]. 따라서 운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VEGF를 발현하는 

기전은 저산소증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VEGF를 유도할 수준의 저산

소증이 발생할 경우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또한 근육에서만 HIF-1α

를 제거한 마우스는 예상과 달리 근육 내 모세혈관의 수가 월등히 증

가하고 또한 6주간 트레드밀을 이용한 트레이닝(30분/회, 5일/주, 18 m/

min) 후 지구성 운동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정상 마우스와 비교하여 

운동기능에는 전혀 결합을 보이지 않았다[122]. 따라서 운동에 의한 

혈관신생은 저산소증에 의한 HIF-1α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웠

다. PPAR coactivator (PGC)-1α (PGC-1 α)는 산화적 대사에 관여하는 

전사 공활성화 인자(transcriptional coactivator)이다. 수영운동을 3시간 

수행한 쥐 또는 무릎신전 운동을 시행한 인간의 근육 모두에서 PGC-

1 α의 발현이 증가한다[123,124]. 흥미로운 점은 근육에서 PGC-1 α를 

제거한 마우스는 정상적인 마우스와 근육 내 혈관 수의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자발적 휠 런닝 운동 후 정상 마우스와 비교하면 혈관 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운동 중 증가되는 혈장 노르에피네프린이 

β-adrenergic receptors를 활성화시켜 PGC-1 α의 발현이 증가되고[125], 

증가된 PGC-1 α가 근육 내 VEGF, PDGF-B 및 Ang2의 발현을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126] (Fig. 1). 전력으로 자전거운동(체중의 75% 부하)을 

30초간 시행한 후 3분간 휴식을 취하는 인터벌 운동을 6회 시행하거

나 또는 최대심박수의 80%의 강도로 334 kJ의 자전거 운동 후 3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전력으로 자전거운동(최대심박수의 78.9%)을 6회 

시행하며, 운동 후 2-3시간에 근육 내 PGC-1 α 및 VEGF의 발현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최대산소섭취량의 60%로 60분간 자전거를 시행한 

피험자의 근육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12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최대산소섭취량의 약 70%의 강도로 30분간 자전거운동

을 시행한 건강한 성인은 운동 후 PGC-1 α 및 VEGF의 발현량이 증가

하였다[128]. 이처럼 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혈관신생인자의 발현은 적

어도 근육에서는 PGC-1 α에 의해 중재되는 VEGF, Ang2 그리고 

PDGF-B에 의해 조절되나, 심장 및 지방에서의 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Fig. 1. Exercise induces angiogenesis by PGC-1a and HIF1 mediated VEGF, ANG2 and PDG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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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ercise alters the expression of VEGF, Ang and PDGF-B in heart, skeletal muscle and adipose tissue    

Animal or Subject Exercise Protocol Target Tissue Results Reference

Pig Endurance exercise Heart Capillary vessel↑ [85]
Dog Endurance exercise Heart Capillary vessel↑ [86]
Rat Swimming Exercise for 15 days Heart Capillary vessel↑ [87]
Rat treated with streptozotocin Treadmill exercise Heart VEGF mRNA↑ [88]
Coronary artery disease patients Exercise test Plasma VEGF concentration↑

EPC number↑
[92]

Healthy adults 1,500 m running exercise Plasma EPC number↑
VEGF concentration↔

[93]

Healthy adults 30 min Running (82% VO2max) Plasma EPC number↑ [94]
30 min Running (62% VO2max) EPC number↑
10 min Running (62% VO2max) EPC number↔

Trained healthy adults Muscle endurance exercise with weight training Plasma VEGF concentration↑
EPC number↑

[95]

Coronary artery disease patients Intermittent mild exercise Plasma Ang2 concentration↑ [97]
Rat Electrical Stimulus/3-56 days Muscle VEGF expression↑ [101]
Healthy adults Single bout of treadmill running 

 (1 hr/session, 15-20 m/min, 10°)
Gastrocnemius VEGF expression↑ [102]

Rat Treadmill running 
 (4 sets/day, 20-25 m/min, 24 days)

Gastrocnemius Up to day 8: mRNA of 
 VEGF, VEGFR1, VEGFR2↑

[103]

Soleus Day 8-24: mRNA of 
 VEGF, VEGFR1, VEGFR2↓

Trained & untrained healthy adults Cycle ergometer (50% of maximum power, 1 hr) Plasma VEGF concentration↑ [104]
Healthy adults One-leg knee extension exercise (45 min) Skeletal muscle VEGF mRNA↑ [105]
Healthy adults Leg knee extension exercise with blood flow restriction (BFR) 

 (40% of 1 RM, 120 repetition with 1 min rest)
Skeletal muscle VEGF mRNA↑ [106]

Healthy elderly person Leg knee extension exercise with BFR 
 (20% of 1 RM with 30 sex rest, 5 sets)

Plasma VEGF concentration↑ [107]

Age of twenties & sixties women Cycle ergometer 
 (65% VO2max, 4 d/wk, 1 hr/day, 8 wk)

Vastus lateralis VEGF mRNA after 
 submaximal exercise↑

[108]

Healthy adults 24 repetition of 1min cycle ergometer training  
 (117-124% VO2max, 3 d/wk, 4 wk) then

Vastus lateralis [109]

60 min of cycle ergometer (60% VO2max) VEGF mRNA↑
 or 24 repetition of 1 min cycle ergometer VEGF mRNA↑

Rat Treadmill running 
 (4 sets/day, 20-25 m/min, 24 days)

Gastrocnemius Up to day 8: mRNA of 
 Ang1, Ang2, Tie2↑

[103]

Soleus Day 8-24: mRNA of 
 Ang1, Ang2, Tie2↓

Healthy adults One-leg knee extension exercise with BFR 
 (45 min, highest tolerable workload)

Vastus lateralis Ang2 mRNA↑
Tie2 mRNA↑

[110]

Peripheral artery disease patients Passive knee extension exercise with BFR Vastus lateralis Ang2 mRNA↑ [111]
Healthy adults Cycle ergometer 

 (60-68% VO2max, 3d/wk, 60 m/session, 4 wk)
Vastus lateralis Ang2 mRNA↑

Tie2 mRNA↑
[112]

Healthy adults 24 repetition of 1 min cycle ergometer training  
 (117-124% VO2max, 3 d/wk, 4 wk) then

Vastus lateralis Ang2 mRNA↑ [109]

60 min of cycle ergometer (60% VO2max) or 
 24 repetition of 1 min cycle ergometer 

Healthy adults Knee extension exercise with Cybex for 12 wk Skeletal muscle PDGF-B protein↑ [113]
Mouse HFD & treadmill exercise training 

 (12 m/min, 40 m/session, 12°, 5 d/wk)
White adipose 
 tissue (WAT)

VEGF mRNA↑ [115]

Obese patient Aerobic exercise training 
 (500-600 kcal/session, 60-75 m/session, 3 d/wk)

WAT VEGF mRNA & Ang1 
 mRNA↔

[118]

Plasma Concentration of 
 VEGF↔& Ang1↓

m/min, meter per minute; ↑, increased; ↔, no change; ↓,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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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생체조직의 항상성 및 조직의 생존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혈관은 혈

관신생 인자의 발현에 의해 정교하게 그 기능이 조절된다. 혈관기능의 

이상은 관상동맥질환의 주된 원인이며 또한 혈관의 감소는 근육에서 

근육세포의 괴사를 초래하고 지방 내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지방의 염

증발현을 가속화시킨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혈관 감소는 지방 내 지질 

축적을 억제하여 근육 또는 간과 같은 다른 조직으로 지질의 축적이 

재분배되는 현상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당뇨병을 비롯한 지질대사 

이상을 초래한다. 혈관신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인자인 VEGF, Ang 

그리고 PDGF 등은 단순히 각각의 인자들이 조직 내에서 독립적으로 

혈관신생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면

서 혈관의 생성 및 성숙을 효율적으로 조절한다. 운동은 이와 같은 혈

관신생 인자의 발현에 가장 완벽한 생리적 자극원이다 (Table 1). 운동

을 통해 그 발현이 증가되는 VEGF, Ang 그리고 PDGF 등은 건강한 혈

관의 신생을 통해 심장질환의 발생, 근위축 그리고 성인병의 가장 중요

한 위험인자인 비만을 억제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또한 운

동은 혈관의 신생과 성숙에 필수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모두 증가시키

기 때문에 환자에 있어 특정 단백질만으로 혈관신생을 유도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혈관의 누수(leakage) 또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불

안정한 혈관신생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수단이

다. 현재까지의 운동과 관련된 혈관신생 인자들의 발현 변화는 동물실

험을 통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관련 기전들에 대해서는 극

히 일부만이 알려져 있다. 또한 VEGF를 제외한 Ang2와 PDGF-B 및 

그 수용체들의 변화에 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상으

로 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운동과 관련된 혈관신

생 인자들의 연구는 생물학적 그리고 병리생리학적 관점에서 관련 유

전자를 발현시키는 전사인자의 규명 및 일반인과 혈관 질환자를 대상

으로 1회성 운동, 간헐적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및 장기간의 유산소성 

운동 등에 의한 치료적 효과에 있어 Ang2 및 PDGF-B의 역할을 규명

함으로써 운동에 의한 혈관신생 과정의 관련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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