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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노인의 운동수행 효과분석을 위한 골 대사 지표와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의 유용성

안나영, 김기진

계명대학교�체육대학

서론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골 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골다공

증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골밀도가 10% 감소할 때마

다 골절의 위험은 1.6-2.6배 증가하며[2,3], 골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지

표에 해당하는 최대 골량(bone mineral content, BMC)은 골 형성과 골 

흡수의 균형 과정에서 인종, 유전적 요인, 호르몬, 칼슘 섭취 정도 및 

운동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과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절된다[4]. 

신체활동의 부족은 골 건강의 생화학적 요소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지만[5,6], 운동프로그램 수행은 골 형성[7-10], 골량 증가[11], 골밀

도(bone mineral density, BMD)[12], 골 대사 지표 및 코티졸 농도 등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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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of Bone Metabolic Markers, Serum and Salivary Cortisol Concentration for 
Exercise Training Effect Analysis in Elderly with Osteoporosis 
Na-Young Ahn, Ki-Ji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utility of bone metabolic markers, serum and salivary cortisol concentrations after exercise training the 
elderly with osteoporosis.

METHODS: Subjects were 31 elderly people (ageave =76.90±2.11yr), and underwend an exercise program program 3 times a week 
over 12 weeks. The program consisted of yoga, elastic band resistance exercise and silver dance done three per week for 12 weeks. Par-
ticipa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T scores: normal group (T=1.03±0.88, n=6), osteopenica group (T=-1.78±0.11, 
n=13) and osteoporotic group (T=-3.31±0.17, n=12).

RESULTS: The osteoporotic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 of BMI (p<.01), increased BMC (p<.01) and decreased ALP (p<.01) 
concentr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ound between serum cortisol and salivary cortisol concentrations (r=.265, 
p<0.05). whereas BMI showed an in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osteoporosis group (β=.663, p=.038). ALP concentration was 
also found to be a useful prognostic factor of osteoporosis (Osteoporotic group: AUC=0.724, sensitivity=64.3%, specificity=58.8%). 
Serum cortisol and salivary cortisol concentration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in the osteoporotic group, bu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s predictors of osteoporosis.

CONCLUSIONS: Changes in bone metabolic marker of normal and osteoporotic patients showed a different pattern. In addition, it 
had a positive effect on bone mineral density improvement, but not on cortiso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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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졸(cortisol)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코티졸의 

과다 분비는 이차적 골다공증을 유발하며[13], 코티졸 분비 초기에 골 

소실이 급속하게 발생하여 염증발현에 의한 골절의 유발 가능성을 증

가시킨다[14]. 또한 코티졸 농도는 근육량 및 골밀도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데, 골다공증의 진행과정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

(glucocorticoids) 분비가 증가하면서 골밀도를 급격하게 감소시켜 골절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15]. 

최근 운동프로그램 수행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인체 유래물의 분석

과정에서 비침습적 방법의 모색이 널리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적 침해성을 최소화하고 간편한 방법인 타액을 이용하는 진

단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타액은 호르몬, 펩타이드(peptide), 

전해질(electrolytes), 점액(mucous), 항박테리아 성분(antibacterial com-

pounds) 및 다양한 효소(enzym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6]. 혈액에 비

해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장비의 도움 없이 수집할 수 있으

며, 부작용이 적고 비용 및 대규모 검사를 위하여 매우 효율적이어서 

아동이나 노인의 진단 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타액이 혈장을 대체하는 분석 표본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타액

과 혈장 항목 농도 간의 상호 연관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타액 성분은 

수집 방법과 자극의 정도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채취 및 분석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액 분비 속도율은 노인[17] 및 여성[18] 등 개인에 따라서 현저

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동일한 개인의 경우에도 하루 시간대[19]에 따

라서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질병이나 약물로 인하여 타액의 양

과 성분이 변화하여, 전체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분해 효소들이 

특정한 진단 성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분자들은 타

액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분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진단 목적의 타액 사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액

을 이용한 새로운 실험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감성, 특정

성, 성립되어 있는 진단 기준과의 연관성 및 재현성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타액과 혈장 항목 간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저항성 운

동을 실시한 그룹의 타액과 혈중 코티졸 농도는 안정 시와 운동 후 모

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20], 최대하 사이클링 운동 시 타액 코

티졸 농도와 혈중 코티졸 농도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코티졸 

농도는 젖산 축적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현저한 증가를 나타낸다[21]. 

타액 코티졸(salivary cortisol)은 순환하는 혈중 자유 코티졸(free corti-

sol) 농도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생리활성(bioactive) 성분을 모두 반

영함으로써 Moreira et al. [22]은 타액 코티졸 측정방법이 스트레스 반

응에서 혈중 코티졸 농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측정방법으

로 제시하였다. 대부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혈액과 타액 코티졸 농

도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으나 골다공증 환자들은 다양한 병

리학적 원인으로 혈액과 타액 코티졸 농도 분비 양상이 정상인과 차이

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하는 경우 

코티졸 농도의 변화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폐경 후 여성의 운동 수행은 골밀도를 증가시키지만 혈청 osteocal-

cin 수준은 변화가 없다[23]고 보고한데 반해서, 혈청 osteocalcin과 

bALP는 폐경 전후 시점에서는 골 형성 억제 작용에 의한 보상과정에 

의해서 증가한다[24-26]고 보고되는 등, 골다공증 예후를 가진 폐경여

성의 운동처치에 따른 골 형성 지표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근육은 골 조직의 동화작용을 위한 물리적 자

극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골 형성을 유

도하는 자극의 본질은 정상인의 골다공증 발생시기의 생리적 반응과

는 다른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환자의 비정상적인 생화학적 

골 대사 지표와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아

울러 각 요인 간의 관련성과 골다공증 예후인자로서 혈청 및 타액 코

티졸 농도의 유용성을 살펴봄으로써 골다공증 노인환자의 생리적 개

선을 위한 운동수행 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령이 평균 76.90 ± 2.11세인 노인 31명(남성 2명, 

여성 29명)을 대상으로 주 3회, 1일 1시간씩 자율적인 운동(저항성 탄성

밴드 운동, 노인댄스, 요가)을 12주 동안 실시하였다. DEXA형식의 골밀

도를 측정한 결과 T 점수를 기준으로 정상(T values = >-1, n = 6), 골감소

증(T values = -1.0~-2.5, n =13) 및 골다공증(T values = <-2.5, n =12)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는 T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약물복용을 자제토록 권고하였다. 

2. 운동 프로그램

자율적인 운동으로 요가, 저항성 탄성밴드 운동(elastic band resis-

tance exercise) 및 노인 댄스(silver dance)를 12주간 실시하였다. 요가의 

본 운동은 아사나(Asana) 요가로 실시하였으며, 저항성 탄성밴드 운동

은 앉아서 하는 동작과 서서 하는 동작을 구분하였고, 노인댄스는 유

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음악에 맞춰 실시하였다(Table 1). 운동강도 조

절은 심박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120-130 beats/min, RPE 12-

14 범위의 중강도를 유지토록 하였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RPE 

9-10의 강도로 5-10분간 실시하였다. 

3. 신체구성 측정

InBody 3.0 (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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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신장2 (kg/m2)’의 공

식으로 산출하였다. 혈압은 수은혈압계로 측정하였다.

4. 골밀도 측정

DEXA형식의 골밀도 측정기인 QDR-4500 (Hologic Inc., Waltham, 

MA, USA)을 이용하여 요추 2-4번의 전·후에서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골밀도 검사 결과 T 점수가 -1 이상이면 정상, -1.0~-2.5 사이이면 골감

소증, -2.5 이하는 골다공증으로 판정하였다. 

5. 타액 채취 

피험자들은 공복상태에서 오전 9-10시의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하

였으며 온도는 22℃를 유지하였다. 측정당일 양치질과 식사를 금지하

고 측정 30분 전에 음료수 섭취를 금지하였다. 피험자는 안정상태를 유

지한 상태에서 타액 수집 이유를 설명한 후 100 mL의 증류수로 입안

을 30초간 행구고 뱉어내기를 3회 반복하였다. 입안에 타액선에서 침

이 충분히 분비될 때까지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마지막으로 입에 있는 

침을 삼키고 약 1분 동안 천천히 구령에 맞춰서 salivette 용기의 멸균 

솜을 씹어 타액이 흡수되도록 한 후 마지막으로 입안에 있는 침을 모

은 솜을 salivette 용기에 뱉어 내게 하였으며, 타액 수집한 측정시간을 

기록하였다. Salivette tube를 4℃, 3,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밑에 가라앉은 침을 e-tube에 넣고 무게를 재었다. 수집된 타액을 담은 

e-tube는 분석 시까지 -80℃ 이하 냉동보관 하였으며, 솜통은 냉장보관

토록 하였다.

6. ELISA (Blood & Saliva) 분석

피험자로 부터 채취된 혈액 중 5 mL를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osteocalcin은 NovoClacin kit (Meta 

Biosystem Inc., USA)를 이용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ader (Biotek Instrument Inc., Windoski, VT, USA)로 분석하

였다. ALP는 phenyl-D-sodium phosphatase를 가수분해하여 phenol을 

생성하고, 생성된 phenol을 산화제의 촉매하에서 4-amino anti phyline

과 축합하여 적색의 quinon이 형성되는데, 이를 비색 정량하여 활성도

를 산출하였다(Kind-king법). 혈액 및 타액 코티졸 농도는 Izawa et al. 

[27]의 연구에서 사용한 Cortisol EIA Kit을 사용하여 enzyme immu-

noassay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7. 자료처리

모든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변인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사전 측정변인의 각 그룹별 검정을 위해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를 적용하였다. 

12주 운동 후 측정변인들에 대한 시기 및 그룹 간 상호작용을 검정하

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경우 각 그룹별 시기 간 paired t-test를 적용하였다. 또한 골 대사 지표

와 코티졸 농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

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골다공증 예후 인자 분석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를 이용하여 절단값(cut-

off value)이 유의하게 나타났을 때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

ficity)를 양성 혹은 음성의 예측값으로 설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은 5%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골 대사 지표와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

신장 및 체중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그룹에서 유의하게(p< .001) 낮게 나타났다. BMI는 골다공증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BMC 및 BMD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그룹에서 유의하게(p< .001) 낮게 나타났으며, T 점수는 그룹 

간에 유의한(p< .001) 차이를 나타냈다.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그룹에

서 osteocalcin 농도와 ALP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에 유의차

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도 골다공증 그룹

Table 1. Exercise program   

Warm up (10 min) Main exercise type (40 min, RPE 12-14) Cool down (10 min)

Breath, Stretch 
RPE 9-10

Yoga (Asana)
10-15 sec, 2 repeat

Tadasana, Pada-hastasana, Ardha-chandrasana, Trikanasana, Kona-
sana, Ekapadasana, Paschimottanasana, Gomukhasana, Matsyen-
drasana, Ustrasana

Breath, Stretch, 
Massage RPE 9-10

Elastic resistance exercise Upper Limbs Exercise (10×3 set)
Seated rows, Overhead or military press, Biceps curls, Shoulder flex-
ion to 90°, PNF D2 flexion, Elbow flexion, Archery pull for posterior 
shoulder
Lower Limbs Exercise (10×3 set)
Hip flexion, Hip extention, Calf raise, Leg press, Standing hip adduc-
tion with knee extended, Standing hip abduction with external ro-
tation, Long-sitting ankle plantar flexion

Silver dance Light body movement, Dance with music and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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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bone mineral density, bone metabolic marker and serum and salivary cortisol concentration after 12 week exercise training 

Item
Normal (n=6) Osteopenia (n=13) Osteoporosis (n=12)

F
Pre Post Pre Post Pre Post

Height (cm) 163.30
2.67

163.60
2.66

149.80
1.83

149.64
1.97

149.24
1.72

149.07
1.83

G: 10.533***
T: 0.007 

G×T: 0.808
BW (kg) 70.72

2.66
68.34

2.38
57.65

2.19
56.85

2.11
51.17

2.13
39.62###

2.04
G: 10.753***
T: 16.173*** 
G×T: 1.186

BMI (kg/cm2) 26.52
0.64

25.54
0.77

25.67
0.89

25.41
0.86

23.04
0.87

22.49##

0.8
G: 1.779

T: 12.084**
G×T: 1.261

BMC (g) 83.21
11.64

83.51
11.18

46.47
2.2

47.11
1.92

31.58
1.67

34.03##

1.41
G: 29.985***

T: 6.335*
G×T: 2.239

BMD (g/cm2) 1.16
0.13

1.17
0.12

0.82
0.02

0.81
0.01

0.71
0.10

0.64
0.02

G: 12.392***
T: 0.215

G×T: 0.384
T score 1.20

1.05
1.26
1.01

-1.68
0.13

-1.20
0.44

-3.34
0.18

-3.15##

0.18
G: 25.568***

T: 2.030
G×T: 0.402

Osteocalcin (ng/mL) 14.56
2.35

14.50
2.05

16.65
1.83

16.93
1.74

20.29
3.59

19.61
3.77

G: 0.633
T: 0.034

G×T: 0.199
ALP (IU/L) 63.67

7.64
64.00

9.23
75.85

6.32
71

3.89
75.83

6.19
67.08##

6.17
G: 0.640
T: 2.348

G×T:0.748 
Cortisol (mg/dL) 7.79

0.90
10.97

1.86
7.58
1.28

7.86
1.38

8.10
1.10

7.30
0.74

G: 0.775
T: 0.695

G×T: 1.038
SCortisol (ng/mL) 0.76

0.28
1.32
0.70

0.85
0.42

1.13
0.44

1.12
0.54

0.65
0.19

G: 15.407**
T: 0.348

G×T: 4.556

Values are mean and SD. 
BW, body weigh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BMC, bone mineral content; BMD, bone mineral density; ALP, al-
kaline phosphatase; SCortisol, salivary cortisol; G: group, T: time.
*p<.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Table 3. Characteristic of bone metabolic marker and serum and salivary cortisol concentration in subjects   

Item Normal (n=6) Osteopenia (n=13) Osteoporosis (n=12) F p

Osteocalcin (ng/mL) 14.56±2.35 16.65±1.83 20.29±3.59 0.901 .418
ALP (IU/L) 63.67±7.64 75.85±6.32 75.83±6.19 0.769 .473
Cortisol (mg/dL) 7.79±0.90 7.58±1.28 8.10±1.10 0.054 .948
SCortisol (ng/mL) 0.76±0.28 0.85±0.42 1.12±0.54 0.552 .582

Values are mean and SD. 
ALP, alkaline phosphatase; SCortisol, salivary cortisol. 

Table 2. Characteristic of bone mineral density in subjects  

Item Normal (n=6) Osteopenia (n=13) Osteoporosis (n=12) F p post-hoc

Age (yr) 77.83±1.17 76.54±0.88 76.73±1.11 0.327 .724   
Height (cm) 163.30±2.67 149.80±1.83 149.40±1.57 10.767 a>b,c
BW (kg) 70.72±2.66 57.65±2.19 51.51±1.74 13.495 a>b,c
SBP (mmHg) 107.50±4.79 127.00±6.33 130.00±7.07 2.222 .141   
DBP (mmHg) 67.50±2.50 79.00±3.79 78.00±3.74 1.931 .177   
BMI (kg/cm2) 26.52±0.64 29.67±0.89 23.03±0.71 4.109 .028   
BMC (g) 77.97±10.85 46.44±1.70 31.68±1.53 27.974 a>b,c
BMD (g/cm2) 1.14±0.11 0.80±0.01 0.71±0.09 7.089 .003 a>b,c
T score 1.03±0.88 -1.78±0.11 -3.31±0.17 36.520 a>b>c

Values are mean and SD. 
BW, body weigh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BMC, bone mineral content; BMD, bone mine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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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2.  12주간 운동 후 신체구성, 골 대사 지표,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의 변화

12주간 자율적 운동 프로그램 수행 후 골다공증 그룹에서 체중

(p< .001) 및 BMI (p< .01)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골다공증 그

룹에서 12주 운동 후 BMC (p< .01)와 T 점수(p< .01)가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 Osteocalcin 농도는 운동 후 변화가 없었으나 ALP 농도는 골다

공증 그룹에서 유의하게(p< .01) 감소하였다.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

는 그룹 및 시기 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골다공증 그룹에서 

운동 후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다(Table 4). 

3.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골 대사 지표와 코티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 

BMC는 BMD와 유의한(r=.835, p< .01) 정상관을 나타냈으며, ALP 농

도와는 유의한(r= -.297, p< .05) 역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BMD는 os-

teocalcin 농도와 유의한(r= -.294, p< .05) 역상관을 나타냈으며, ALP 농

도와 osteocalcin 농도는 유의한(r=.510, p< .01) 정상관을 나타냈다. 혈

청 코티졸 농도와 타액 코티졸 농도는 유의한(r=.265, p< .05) 정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골 대사 지표와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는 관련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5).  

또한 Table 6에 의하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BMI, 혈청 코티졸, 타액 코티졸, ALP 농도 및 osteocalcin 농도를 

보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BMI가 골다공증에 독립적으로 유

의하게(β=.663, p=.038)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감소증에서는 

ALP 농도(β=1.056, p=.075)와 연령(β=.783, p=.090)에서 관계의 경향

성을 보였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bone metabolic marker and cortisol concentration     

  BMD (g) ALP (IU/L) Cortisol (μg/dL) SCortisol (ng/mL) Osteocalcin (ng/mL)

BMC (g) 0.835** -0.297* 0.131 0.218 -0.237
BMD (g/cm2)   -0.224 0.189 0.237 -0.294*
ALP (IU/L)     0.023 -0.051 0.510**
Cortisol (μg/dL)       0.265* 0.129
SCortisol (ng/mL)         -0.019

BMC, bone mineral content; BMD, bone mineral density; ALP, alkaline phosphatase; SCortisol, salivary cortisol.    

Table 6.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possible correlation for osteoporosis and osteopenia people    

Group Parameter β
95% CI

F
Lower Upper

Osteoporosis (n=12)
  
  

SCortisol (ng/mL)
Osteocalcin (ng/mL)
ALP (IUL)
Cortisol (μg/dL)
BMI (kg/cm2)
Age (yr)

0.720
1.118
1.029
0.895
0.663
0.844

0.387
0.940
0.963
0.692
0.450
0.616

1.341
1.330
1.100
1.158
0.978
1.155

0.300
0.208
0.393
0.398
0.038
0.289

Osteopenia (n=13)
  
  

SCortisol (ng/mL)
Osteocalcin (ng/mL)
ALP (IUL)
Cortisol (μg/dL)
BMI (kg/cm2)
Age (yr)

0.847
1.069
1.056
0.924
0.874
0.783

0.503
0.906
0.994
0.741
0.618
0.590

1.426
1.260
1.122
1.152
1.237
1.039

0.532
0.431
0.075
0.482
0.447
0.090

BMI, body mass index; ALP, alkaline phosphatase; SCortisol, salivary cortisol.  

Table 7. Results of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is of bone metabolic marker and cortisol concentration in of patients with osteoporosis   

Parameters Cut off AUC Sensitivity (%) Specificity (%) NPV (%) PPV (%)

ALP (IU/L) 67.00 0.724 64.3 58.8 0.584 0.864
Cortisol (μg/dL) 7.65 0.599 57.1 52.9 0.449 0.749
SCortisol (ng/mL) 0.01 0.578 32.1 61.8 0.433 0.724
Osteocalcin (ng/mL) 14.68 0.659 53.6 52.9 0.514 0.803

ALP, alkaline phosphatase; SCortisol, salivary corti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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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C 곡선을 이용한 민감도와 특이도 측정

골다공증 지표의 양분된 결과를 예측하는 테스트의 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ALP 농도, osteocalcin 농도, 혈액 및 타액 코티졸 농도를 

ROC 곡선을 이용하였다. ALP 농도의 AUC (area under the ROC 

curve)는 .724로 나타났으며 민감도도 64.3%로 나타나 67.00 IU/L 이상

일 때 골다공증 예후 인자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Osteocalcin 농

도의 AUC는 .659로 나타나 절단값(cut-off value)은 14.68 ng/mL이었다. 

그러나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의 AUC는 .599 및 .578로 나타나 골

다공증 예후 인자로서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타액 코티졸의 민감도는 32.1%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이도는 61.8%로 나타났다(Fig. 1).

논의

미국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는 

FRAX (WHO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를 이용하여 10년 내 골

절 절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10% 미만이면 저위험군, 10-20%는 중등

도 위험군, 20% 초과 혹은 T 점수가 -2.5 이하 혹은 취약골절 병력이 있

을 때 고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28]. 골밀도 검사 결과 T 점수가 -1.0이

면 젊은 성인의 정상 최대 골밀도에 비해 10-15% 정도 골밀도가 감소

하는 것을 의미하여 1.0 감소할수록 정상인에 비해 골절 발생위험이 

2-3배 증가한다[2]. 본 연구에서는 T 점수가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 

환자로 정의를 내렸으며, 평균 T 점수는 -3.31± 0.17로 나타나 취약골절 

위험 및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MI는 골다공증 그룹이 

정상 및 골감소증 그룹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도 골다공증에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

다공증 예후 요인으로 BMI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ALP는 골아세포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tALP는 

대표적인 골 형성 지표이다[29]. 조골세포는 ALP를 생성하여 조골세포 

막의 소포에 저장하며 일부가 혈액 내로 유리되어 나온다. Delmas et 

al. [30]은 tALP의 활성도는 간에서 55%, 조골세포에서 40%, 장에서 5%

가 분비되기 때문에 이 지표는 특이도 및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주장

하였다. 그러나 Takahashi et al. [31]은 tALP가 bone specific ALP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간장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골 대사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Osteocalcin은 조골세포

에서 분비되고 골 기질에 많이 존재하며, 골조직과 치아조직에만 특이

하게 발견된다. 주로 조골세포에서 합성된 후 뼈세포의 기질에 결합되

며 일부는 혈액 내로 유입됨으로써 조골세포의 활동성과 골 형성의 지

표로 유용한데, 골 흡수 과정에서 유리되는 Osteocalcin은 골 흡수를 

반영한다[32]. 또한 osteocalcin은 제1형 골다공증의 평가에 유용하며 

척추 골밀도의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높고[33], 골 무기질인 수산화 인

회석(hydroxyapatite)에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골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34] 골 

형성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시되었다[35]. 

본 연구결과에서, ALP 농도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골

감소증 및 골다공증 그룹이 정상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였으

며, osteocalcin 농도는 골다공증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폐경 

전후를 기점으로 혈청 osteocalcin과 bALP가 골 흡수를 지연시키기 위

하여 증가한다는 연구결과[23-26]와 폐경 후 여성의 운동처치가 혈청 

osteocalcin 수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6]와 거의 동

일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ALP 농도는 모두 정상범위

(50-120 IU/L)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ALP를 골다공증의 진단을 포

함한 골 대사의 분석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수를 포함해

서 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운동수행은 골 형성[37-40]과 골 미네랄 밀도[12] 개선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운동과 osteocalcin 농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무산소성 운동을 1-2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osteocalcin 농도가 증

가하였으며[41], 성숙된 수컷 쥐를 대상으로 6주간 저강도와 고강도 사

다리 운동을 실시한 결과, 혈청 osteocalcin 농도가 대조군에 비하여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골밀도는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42]. 본 연구의 12주간 운동수행결

과 BMC와 T 점수는 유의하게(p< .01) 향상되어 최대 골량 및 골밀도는 

개선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ALP 농도는 골다공증 그룹에서 유

의하게(p< .01) 감소하였으며, osteocalcin 농도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수행이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osteocalcin 농도의 변화에 대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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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alysis results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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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타액과 혈장 항목 간의 상

호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Cadore et al. [20]은 저항성 운동을 실시

한 그룹의 타액과 혈중의 코티졸 농도는 안정 시(r=.52, p=.05)와 운동 

후(r=.62, p=.01)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Port 

[21]도 최대하 사이클링 운동 시에서도 타액과 혈중의 코티졸 농도는 

유의한(p< .001) 상관(r=.86)을 나타내면서 코티졸 농도는 젖산 축적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혈청 및 타액의 

코티졸 농도는 유의하게(r=.265, p< .05) 정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ss & Thorner [43]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혈중 코티졸 농도의 증가는 근육량의 감소

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면서 고코티졸 혈증이 근육 감

소증의 요인[43]으로 간주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골다공증 노

인환자가 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타액 코티졸 농도에 유의차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골 대사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코티졸의 과다 분비는 골 소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코티졸 과다분비를 방지할 수 있

는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골 대사 지표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ALP와 os-

teocalcin 농도는 유의한 정상관을 나타냈으며, ALP는 BMC와 역상관, 

osteocalcin 농도는 BMD와 역상관을 각각 나타내었으나 혈청 및 타액 

코티졸 농도는 골밀도 및 골 대사 지표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골 감소증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변인은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ALP 농도가 관련성을 가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또한 ROC 곡선을 

이용한 골다공증 지표의 양분된 결과를 예측하는 테스트의 정확도 

평가에서는 ALP 농도의 AUC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남으로써 골다

공증 예후 인자로 간주되며, 혈청 및 코티졸 농도의 AUC는 낮게 나타

나 골다공증 환자에서 예후 인자로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사례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어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골다공증 노인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골 대사 관련 지표들의 변화양상은 정상인과 다른 결과를 나타

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동프로그램 수행이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코티졸 분비의 개선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골다공증 노인환

자가 운동프로그램 수행 후 코티졸 농도가 감소한 경향을 나타냄으로

써 장기간에 걸친 규칙적인 운동은 골다공증 노인환자의 코티졸 분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골다공증의 판정 

및 예후과정에서 골밀도 T 점수의 고려뿐만 아니라 연령과 체중 변화

에 따른 골절 위험도의 변화를 임상진단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자율적인 운동(저항성 탄성밴드 

운동, 노인댄스, 요가)을 실시한 후 골다공증 환자의 BMI 감소, BMC 

증가 및 ALP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골밀도 및 혈중 ALP 농도는 혈중 

코티졸 농도와 상관이 있으며, 혈청 코티졸 농도와 타액 코티졸 농도는 

유의한 정상관을 나타냈으나 측정결과의 특이도와 민감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2주간 자율적 운동 프로그램 수행은 노인의 

골다공증과 코티졸 분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혈중 

ALP 및 osteocalcin 농도는 노인의 골다공증과 관련된 정확한 예후인

자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 노인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골 대사 관련 지표들의 변화양상은 정상인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며, 혈청 코티졸 농도와 타액 코티졸 농도는 노인의 골 건강 관

련 진단 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은 제시되었으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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