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소의 임상 응용 (총설)
학술지 명 : 일본 의학 신보 No.4548, 2011.6.25, p86~91
제목 : 치료약으로서의 수소, 그 임상 응용을 향하여
저자 : 나까오 아츠노리 (소속 기관 피츠버그 대학의학부 외과)

개요
최근 수소 분자 H2 가 허혈성 재관류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질환 및 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생활 습관병의 임상시험에서 그 유용성을 보여 수소의 의료 응용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어 주목 받고 있다.

수소는 기체로 흡입할 뿐만 아니라 수용액으로 경구 투여, 정맥 투여 또는 국소 투여에
의해 효과가 발휘되어 다방면에서 의료 용도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본보에서는 수소의
의료 응용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 임상 응용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2. 수소는 비만에 효과
학술지 명 : Obesity (2011) doi : 10, 1038/oby. 2011.6
제목 : Molecular Hydrogen Improves Obesity and Diabetes by inducing Hepatic FGF21 and
Stimulating Energy Metabolism in db / db Mice (분자 수소는 당뇨병 쥐에서 간장의
FGF21의 유도 및 에너지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비만과 당뇨병을 개선한다.)
저자 : N. Kamimura, K. Nishimaki, I. Ohsawa and S. Ohta (일본 의과 대학, 도쿄 건강
장수 의료 센터)

개요
분자 수소는 산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체
내에서 수소의 상세한 움직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선 간의 글리코겐이 수소수를 투여 후 수소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단기에
소량의 수소를 투여할 때 여러 질환에 있어서 왜 유효한 작용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렙틴 수용체가 결핍된 db / db 비만 쥐를 이용하여 자유 섭취시킨
수소수의 항 2 형 당뇨병 효과를 나타냈다.

수소수에 의해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상 쥐에 과도한 지방 섭취로 생기는
지방간뿐만 아니라 db/db 비만 쥐의 지방간에서도 개선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수소수를 공급하면 지방과 체중이 조절됐다. 또한 수소수 투여에 의해 혈청
글루코스, 인슐린, 중성 지방이 감소하고 이 효과는 다이어트에서 얻을 수 고지혈증의
억제 효과와 비슷했다. 또한 분자 수준의 수소수의 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조사한 결과, 지방산과 글루코스 소비를 촉진하는 간 호르몬 FGF21의
발현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 수소는 에너지 대사를 자극하고 비만, 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것이 시사되었다.

3. 2 형 당뇨병에 대한 임상 시험
학술지 명 : Nutrition Research, 28 (2008) p137 ~ 143
제목 : Supplementation of hydrogen-rich water improves lipid and glucose metabolism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or impaired glucose tolerance (수소 풍부수의 투여에 의해
2형 당뇨병 환자의 지질과 당 대사의 개선 또는 내당능이 개선)
저자 : 카지야마 시즈오 외 (카지야마 내과 클리닉, 쿄도부립대학 외)

개요
산화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동맥 경화증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널리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는 2 형 당뇨병 또는 내당능 이상을 갖고 있는 환자의
지질과 포도당 대사에 대한 수소 풍부수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검토했다.

시험은 다이어트 및 운동요법으로 모인 30 명의 2 형 당뇨병 환자와 6 명의 내당능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맹시험에서 크로스 오버 법에 의해 실시했다. 순수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만든 수소 풍부수 900ml (300ml를 1 일 3 회)을 8 주간 섭취시켜
그 효과를 Placebo(위약)군과 비교했다.

수소수군에서 혈중 LDL 및 산화 Marker의 하나인 이소플러스탄의 상당한 저하가
확인되었다. 또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 LDL과 유리지방산(遊離脂肪酸)의 감소

추세와 항산화 효소인 SOD (Super-oxide Dismutase)의 상승 경향을 보았다. 또한 내당능
이상 환자 6명 중 4명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결과로 수소 풍부수는 2형 당뇨병과 인슐린 내성의 예방에 유용하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인정 받았다.

4. 당뇨병 견본 쥐를 이용한 발병 예방 작용
학술지 명 : 의학 및 생물학, No.11, P1~9 (2006)
제목 : Anti-oxidation Effect and Anti-Type 2 Diabetic Effect in Active Hydrogen Water
(활성 수소수의 항산화 효과 및 항 2형 당뇨병에 대한 효과)
저자 : 구연화 외 (스즈카 의료과학대학 대학원 보건위생학 연구과, Hi-tech 연구소)

개요
2형 당뇨병 견본 쥐인 KK-AY와 정상 쥐를 이용하여 수소 풍부수와 수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수돗물에서 발병 예방 및 완화 작용을 비교 검토했다.

3개월 연속 투여에 의해 수소 풍부수는 항산화 작용 및 혈당치의 저하가 인정되어 2형
당뇨병의 발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시사되었다.

5. 수소수의 대사 증후군에 대한 임상 시험
학술지 명 : 의학 및 생물학, No.10, P377 ~ 383 (2006)
제목 : Research on the Improved Effect on Lifestyle-related Diseases through Clinical Study
with Active Hydrogen Water (활성 수소수의 임상적 시험을 통한 생활 습관병에 관한 개선
효과에 대한 조사)
저자 : 이해선 (한국의학연구소, 연세대)
구연화 (스즈카 의료과학대학 대학원 보건위생학 연구과)

개요
위 한국의 연구소에서 2형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남녀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수소 풍부수군 23명, Placebo(위약)군 20명으로 나누어 매일 1.5~2 리터를 섭취하고

수소수의 임상효과를 시험했다.

2형 당뇨병은 위약군에 비해 경시적으로 의미있는 공복 및 식후 혈당치의 저하가 인정,
고지혈증 환자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의 상승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중성지방의 감소 등, 당뇨병 및 고지혈증에 대한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