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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운동이 골감소증 고령여성의 골대사성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

김창선1, 김효진1, 김지연1, 김지원1, 임순길2, 박동호3

1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2용인대학교 체육학과, 3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서 론

뼈는 운동기능 수행 및 칼슘 등의 무기질 저장, 조혈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1]. 뼈는 체내의 대사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계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활성 변화가 일어난다. 골량의 증가 및 감

소를 일으키는 골대사의 변화에는 유전인자[2]뿐만 아니라 영양[3] 및 

운동[4] 등의 환경인자가 큰 영향을 미친다. 우주비행[5] 또는 무중력상

태[6]와 같은 비운동(inactivity) 환경은 골량감소를 촉진하지만, 규칙적

인 적당한 운동은 골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Nuti et al. [8]의 연구에서도 성장기와 청소년기, 고령기 모두 운동양

ORIGINAL  
ARTICLE

Corresponding author: Dong-Ho Park Tel +82-32-860-8182 Fax +82-32-860-8188 E-mail dparkosu@inha.ac.kr

* 이 연구는 2012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7977).

Keywords 사이토카인, 운동, 골감소증, TNF-alpha, INF-gamma mRNA

Received 13 Oct 2016 Revised 22 Oct 2016 Accepted 14 Nov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Print) 1226-1726
ISSN(Online) 2384-0544

The Effects of a Bout Exercise on Production of Bone Metabolic Cytokines in 
Osteopenia Elederly Women
Chang-Sun Kim1, Hyo-Jin Kim1, Ji-Yeon Kim1, Ji-Won Kim1, Soon-Gill Lim2, Dong-Ho Park3

1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ongduck Women’s University, Seoul; 2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Yongin University, Yongin; 3Department of 
Kinesiology,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Although overproduction of cytokines from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 was associated with the reduction 
of bone mass, bone metabolic cytokines production according to exercise is still not clear. We aimed to test whether changes in produc-
tion of bone metabolic cytokines after a bout exercise in osteopenia elderly women. 

METHOD: Nine osteopenia elderly women (T-score -2.61±0.46; aged 67.67±3.24 years) underwent a bout exercise of 60 %VO2max 
(EX group) with a cycle ergometer. To clarify the changes during exercise, we designed repeated measure ANOVA as the sedentary con-
trol (CON group) to perform blood sampling without exercise. The concentrations and the mRNA expressions of cytokines were mea-
sured before, immediately after and then recovery 60 minutes after exercise. Serum Ca, Pi, Mg, and ALP were also measured at same 
time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centrations of serum TNF-alpha, IL-6, IL-1beta, and INF-gamma (NS). Although 
the mRNA expression of most cytokines also show no significant changes (NS), only TNF-alpha mRNA express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008). On the other hand, serum C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imes (p=.002), that of EX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immediately after exercise compared to baseline (p<.05), and it was decreased at recovery period 
(p<.01).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bout exercise of moderate intensity might not be effect on production of bone metabolic 
cytokines both level of serum and mRNA from PBMC, and induced temporal hypercalcemia.

Key words: Cytokines, Exercise, Osteopenia, TNF-alpha, INF-gamma mRNA

Exercise Science 

Vol.25, No.4, November 2016: 274-281
https://doi.org/10.15857/ksep.2016.25.4.274



http://www.ksep-es.org

https://doi.org/10.15857/ksep.2016.25.4.274

  김창선 외  •  일회성 운동과 고령여성의 골대사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 275

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운동에 의한 골밀도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가 운동의 효과로 나타나는 골밀도의 변화 정도를 

보고하는 ‘현상연구’로,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기전에 의하여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전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운동에 

의한 골량증가가 골형성 촉진으로 인하여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인

지 아니면 골흡수를 억제함으로써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운동은 골세포를 직 ·간접적으로 자극하여 골량의 변화를 일

으키며, 특히 골수에서는 골 관련세포뿐만 아니라 생체방어를 담당하

는 면역계세포를 함께 생성한다. 따라서 뼈는 골대사뿐만 아니라 면역

대사를 공유하며, 내분비계 역시도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뼈의 골

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세포간전달물질인 사이토카인은 각 세포의 

분화와 기능을 조절하는 생리활성물질로서 다양한 세포로부터 생성

되어 면역 및 조혈작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대부분의 

사이토카인은 표적세포의 세포표면 수용체를 통하여 작용하며, 그 작

용기전은 호르몬과 유사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부위-특이적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사이토카인은 뼈의 경우, 조골세포 

및 골수세포, 마크로파지계세포, 말초혈액 단핵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 등으로 부터 생성되며, PBMC로부터 생성되

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은 골수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10]. 이들 사이토카인은 골 관련 세포 사이에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골대사를 조절하고 있어 골대사성 사이토카인이라 불린다[11, 

12]. 이들 중 인터루킨(interleukin; IL)-1 [13] 및 IL-6 [14], 종양 괴사 인

자(tumor necrosis factor, TNF)-α [15]는 파골세포의 분화, 증식, 활성화

를 촉진하고, 강력하게 골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세포저

항을 유도하는 다기능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인터페론(interferon, 

IFN)은 임파구와 단핵구로부터 유리되는 당단백질로[16], 최근의 연구

에 의하면, 골형성과 골흡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7]. 인간의 T세포로부터 생산된 IFN는 파골세포의 형

성을 억제하고[17], 파골세포의 분화를 저해[18]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즉, IL-1과 IL-6, TNF-α 등의 골흡수성 사이토카인과는 달리 IFN-γ 

는 골형성성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러한 골

흡수성 사이토카인과 골형성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과 유전자 발현 

정도를 검토하여 골대사의 동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운동의 효과

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흡수 촉진 상태인 골량감소증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일회성 중강도 운동을 처치하여 골대사성 사이토카인의 생

성을 검토하였다. 즉, 일회성의 운동 전, 처치직후, 회복 60분 후의 혈액

을 채취하여 혈청 중의 골대사성 사이토카인 및 칼슘대사 표지자(Ca 

metabolic markers)의 농도를 비교하였으며, 혈액으로부터 단핵세포

(PBMC)를 분리 배양하여 단핵세포로부터 발현되는 골대사성 사이토

카인의 mRNA를 분자생물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자율적으로 실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중, 골다공증 관련 약

물이나, 흡연, 심한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 30

명을 모집한 후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감소증 대상자 9명을 선정하였

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7.67± 3.24세로, 평균 체중(kg) 53.24 ±

4.79, 평균 신장(cm) 151.10 ± 3.14, 평균 BMI (kg/m2)는 23.33 ±1.99였으

며, BMD T-score (score)는 -2.61± 0.46이었다. 이들 대상자들에게는 실

험규정에 따라 실험내용 및 불편함, 실험중지의 자유 등에 대하여 자

세히 설명하고, 각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본 실험은 동일집단에 

의한 반복측정으로, 운동 1주일 전 피험자들은 실험실 도착 후 아무 

활동 없이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하며 채혈만 하는 비운동 통제 실험

(CON 집단)을 하였고, 다시 1주일 후에 60 %VO2max 운동(EX 집단)하

는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통제집단을 설정한 이유는 측

정 변인의 일내변동을 측정함으로써 60 %VO2max 운동에 의한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분석 항목 및 분석 방법

1) 골밀도 측정 및 골감소증 평가

최초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 30명은 본 실험의 대상자 선정을 위하

여 이중에너지 X레이 흡수법(Dual energy X-ray apsorptionmetry, 

DEXA)의 골밀도 측정장비(DPX-L, LUNAR, USA)를 이용하여 전신골

밀도를 측정하였다. 골감소증의 판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

시하는 T-Score를 기준으로, 정상(T-score >  -1 SD), 골감소증(-1 SD <  

T score >  -2.5 SD), 골다공증(T-score <  -2.5 SD)으로 분류하였다[19]. 

그 결과 골다공증 5명을 포함한 골감소증으로 판명된 9명을 최종 대

상자로 하였다. 

2) 운동 강도와 시간 설정

60 %VO2max 운동 강도 결정을 위하여 자전거 에르고미터(Helmass, 

Combi 75XL Ⅱ, Japan)를 이용하여 VO2max를 추정하였다. 대상자들

이 고령이고 골다공증을 지닌 연약한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최대하 운동부하법으로 VO2max를 추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측정에 앞서 1분에 50바퀴의 회전수를 유지하는 속도로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최대심박수의 70%에 도달하게 하였고, 이때의 심박수 반응

과 부하의 관계를 토대로 회귀직선식을 구하여 VO2max를 추정하였

다[20].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VO2max (mL/kg/min)는 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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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안정시 심박수(beat/min)는 70.56 ± 6.58, 최대심박수(beat/min)는 

152.33 ± 3.24였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60 %VO2max에 해당하

는 운동강도를 구하였고, 이때의 심박수(bpm)를 이용하여 운동 시 60 

%VO2max의 강도를 유지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기준으로 이용하였

다. 또한 산소 1 L 당 5 kcal를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0 kcal의 열

량소비에 필요한 운동소요시간을 계산하여 대상자 모두가 동일한 운

동량을 소비하도록 하였다. 

3) 안정 시 및 60 %VO2max 운동 부하 실험

9명의 대상들은 VO2max 측정 1주 후에 비운동 안정 시를 측정

(CON 집단)하였으며, 다시 1주일 후에 60 %VO2max 자전거 에르고미

터 운동실험을 실시(EX 집단)하였다. 대상자들에게 각각의 60 %VO-

2max에 상응하는 목표심박수(bpm; within ± 5%)를 설정하고, 페달링 

속도는 50 rpm으로 고정하여 동일하게 200 kcal의 운동을 수행하도록 

시간을 조정하였다. 60 %VO2max 강도에서의 200 kcal 소비를 위한 대

상자들의 평균 목표 심박수(beat/min) 및 운동시간(min)은 121.2 ± 3.6

과 45.7± 6.5였다.

4) 채혈 및 혈액 분석

채혈 전 모든 대상자에게 일정한 식사패턴을 유지하게 하고, 신체활

동을 제한하도록 권유하였다. 안정시 채혈은 모든 대상자들이 12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로 실험실에 도착하여 30분간 안정을 취한 후(Base-

line, B) 수집되었다. 이후 각각의 지정된 시간동안 60 %VO2max 운동

을 수행하고, 운동 종료 직후(Post, P), 60분 후(recovery, R)에 각각 10 

mL의 혈액이 수집되었다. CON 집단의 채혈은 운동을 하지 않고 안정

된 상태에서 동일시간대에 수집되었다. 채혈된 혈액으로부터 4 mL는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을 검토하기 위하여, PBMC를 분

리 추출하여 총 RNA를 분리했다. 나머지 6 mL는 3,000 rpm으로 15분

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의 농도 및 

칼슘대사 마커를 분석하였다.

5) 혈청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의 농도 및 칼슘대사 마커 분석

원심분리된 혈청은 분석 시까지 -8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골흡수

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6, IL-1β와 INF-gamma의 혈청 농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측정용 ELISA 킷(Human TNF-α ELISA kit, Fine 

Test, China; Human IL-6 ELISA kit, Fine Test, China; Human IL-1β 

ELISA kit, Fine Test, China; Human INF-γ ELISA kit, Fine Test, China)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청 Ca과 Alkaline Phosphatase, P, Mg은 전

문 혈액 분석회사인 C 재단(검사기관기호 NO: 11370319)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6) 말초혈액의 PBMC로부터의 사이토카인 mRNA 발현량 분석

(1) PBMC 분리

채혈한 혈액의 약 4 mL는 PBMC 추출을 위하여 헤파린 튜브(BD 

Franklin Lakes NJ, USA)에 채취한 후 동량의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에 희석하여, 4 mL의 Ficoll-Paque (Pharmacia, Sweden)에 중층하

고, 상온에서 400 × g로 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Ficoll-Paque과 혈액 사

이의 경계에 분리된 PBMC들을 얻은 후, 2차례 phosphate-buffered sa-

line을 첨가한 후 세척과정을 거쳐 순수 PBMC를 분리하였다. 

(2) 총 RNA 추출

PBMC의 분리 및 총 RNA의 추출은 Pacifici 등[10]의 방법을 개량하

여 실시하였으며, 전 과정은 멸균상태에서 조작하였다. 분리된 PBMC

를 modified acid guanidinium-thiocyanate-phenol-chloroform 추출 방

법[21]을 이용한 RNAzol Kit (Guadine thiocyanate 4M, 2-metrcapto-

ethanol 0.1M, Phenol; TEL TEST INC., USA)을 사용하여 총 RNA를 분

리하였다. 즉, PBMC에 0.5 mL의 RNAzol을 넣어 세포를 용해시킨 후, 

0.05 mL의 클로로포름 용액을 첨가하여 혼합하고, 얼음 위에서 5분간 

처리 후, 4℃에서 12,000 × g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후 상청액

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0.5 mL을 첨가하여 총 RNA를 추출하고, RNA

가 추출되었는지를 마이크로분광광도계 (ASP-2680, CellTA Gen, Ko-

rea)를 이용하여 260 nm/280 nm의 비율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확인하

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되어진 RNA는 -80℃에 측정 시까지 75% 에탄

올에 넣어 보관하였다.

(3) 역전사 반응법에 의한 Complementary DNA (cDNA) 합성

각 RNA로부터 cDNA의 합성은 AccuPower RocketScript™ Cycle RT 

PreMix (Bioneer. Korea)를 사용하였다. 75% 알코올로 보존(-80℃)하고 

있던 각 RNA를 실온에서 15분간 건조시킨 후, 10 μL의 DNase/RNase 

free의 2차 증류수로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서 

RNA 용해액에 Reverse Transcriptase, Oligo (dT) 20, dNTPs, reaction buf-

fer 및 primer 등 순환 온도 역전사 반응(Cyclic Reverse Transcription, 

CTRT)에 필요한 구성 성분을 포함하는 pre Mix를 넣고, DW로 총량을 

20 μL로 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반응조건은 primer annealing을 위

한 37°C에서 30초, cDNA 합성을 위한 50°C에서 4분, RNA template의 

secondary structure 해소를 위한 55°C에서 30초 과정의 역전사반응을 

12회 반복하였다. DNA는 측정 시까지 -20℃에 보관하였다.

(4)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CR)

각 사이토카인 mRNA의 분석은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

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CFX96 Real-Time PCR Detection System (BIO-RAD, USA)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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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A를 증폭시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사이토카인 mRNA

는 TNF-α 및 IL-6, IL-1β, INF-γ 이며, 정량을 위하여 하우스키핑 유전

자인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mRNA에 대

한 상대량을 분석하였다. 역전사반응을 통하여 합성된 cDNA와 반응

하는 forward primer 및 reverse primer는 Primer ExpressTM (Applied 

Biosystems, Foster, CA, USA)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Table 1). PCR의 

조건은 각 well에 SsoAdvanced SYBR Green supermix (BIO-RAD, USA) 

10 μL와 각각 5 pMol의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 1 μL와 cDNA

를 1 μL 넣고, 최종적으로 Diethylpyrocarbonate (DEPC) 처리수와 혼합

하여 총 용량인 20 μL의 반응액을 만들어 PCR을 수행하였다. 95℃에

서 5분간 전 처리(pre-denaturation)한 후, 각 주기(cycle)마다 95℃에서 

15초간 변성(denaturation), 59-60℃에서 60초 동안의 결합(annealing) 

과정을 40회 반복하고, 그 후 최종적으로 Melt curve를 위하여 65-95℃

에서 각 step당 1-5초간 반응시켰다. SYBR Green 분석은 C1000 Ther-

mal Cycler (CFX96 real-time system, Bio-Rad, US)를 사용하였다. 각각

의 target mRNA 발현량은 GAPDH mRNA양으로 보정하였으며, 각 집

단의 안정 시 발현량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율로 나타냈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치에 대한 평균 및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통

계처리는 이원변량 반복측정 분산분석(2-way repeated measure ANO-

VA)을 실시하여 2집단(CON 집단 및 EX 집단)에 따른 3시기(운동 개

시 전 안정 시, 운동 종류 직후 및 회복 60분 후) 간의 차이(2 by 3)를 분

석하였다. ANOVA 검사 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Adjusted Bonfer-

roni를 통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α)은 5% 

미만(p< .05)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혈청 TNF-α, IL-6, IL-1β, and INF-γ 농도 비교 

Table 2에는 두 집단 간의 운동 개시 전 안정시(baseline, B) 및 처치 

직후(post, P), 회복 60분 후(recovery, R)의 TNF-α 및 IL-6, IL-1β, INF-γ 

의 혈청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모든 혈청 사이토카인 농도 변화에 있

어서 두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및 각각의 집단, 시기에 따른 주효

과 모두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2. TNF-α, IL-6, IL-1β, and INF-γ mRNA 발현 변화

Table 3에는 두 집단 간의 운동 전 안정 시 및 처치 직후, 회복 60분 

후의 PBMC로부터의 TNF-α 및 IL-6, IL-1β, INF-γ mRNA 발현 변화

를 나타냈다. 이원변량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대부분의 mRNA 발

현 변화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 및 각각의 집단, 시기에 따른 주 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TNF-α mRNA 발현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8). 

Table 1. Nucleotide sequence of primer in TNF-α, IL-6, IL-1β, IL-6, INF-γ and 
GAPDH mRNA   

Sequence TM (C°)

TNF-α (+) 5´- TCC AGA CTT CCT TGA GAC ACG -3´ 60
(-) 5´- CCC GGT CTC CCA AAT AAA TAC -3´ 59

IL-1β (+) 5´- AAA GCT TGG TGA TGT CTG GTC -3´ 59
(-) 5´- GGA CAT GGA GAA CAC CAC TTG -3´ 60

IL-6 (+) 5´- GAT GAG TAC AAA AGT CCT GAT CCA -3´ 59
(-) 5´- CTG CAG CCA CTG GTT CTG T -3´ 60

INF-γ (+) 5´- GGC ATT TTG AAG AAT TGG AAA G -3´ 59
(-) 5´- TTT GGA TGC TCT GGT CAT CTT -3´ 59

GAPDH (+) 5´- CAA CGA CCA CTT TGT CAA GC -3´ 59
(-) 5´- GGT GGT CCA GGG GTC TTA CT -3´ 60

TNF, Tumor Necrosis factor; IL-6, interleukin-6; IL-1, interleukin-1; INF, inter-
feron;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Table 2. The change of serum concentration of TNF-α, IL-6, IL-1β, IL-6 and INF-γ after a bout 60 %VO2max exercise     

Group Baseline Post Recovery Source F (p)

TNF-α (pg/mL) CON 40.9±2.1 42.0±2.1 43.0±1.8 Group time .171 (.694)
3.121 (.132)

EX 41.3±2.5 43.7±2.2 44.0±3.3 G×T .061 (.942)
IL-6 (pg/mL) CON 3.5±0.7 3.2±0.8 2.3±0.1 Group time .800 (.406)

1.590 (.292)
EX 2.5±0.2 2.5±0.2 2.6±0.3 G×T 2.881 (.147)

IL-1β (pg/mL) CON 4.6±0.5 4.7±0.4 4.8±0.3 Group time .009 (.927)
.785 (.505)

EX 4.5±0.4 4.9±0.5 4.6±0.6 G×T .624 (.573)
INF-γ (pg/mL) CON 7.0±0.2 7.0±0.2 6.7±0.2 Group time .409 (.546)

1.847 (.251)
EX 6.2±0.3 6.4±0.3 7.5±0.5 G×T 2.061 (.222)

Mean±SE, CON, Control group; EX, 60 %VO2max exercise group; TNF, Tumor Necrosis factor; IL-6, interleukin-6; IL-1, interleukin-1; INF, interf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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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청 골대사 마커 및 칼슘대사 마커

두 집단 간의 운동 전 안정 시 및 처치 직후, 회복 60분 후의 Serum 

Ca 및 P, Mg, ALP 농도를 Table 4에 나타냈다. Serum Ca은 이원변량 반

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시기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EX 집단의 처치 

직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p< .05) 회복 시에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 .01). Serum ALP도 시기의 주효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두 집단 모두 처치 직후에 비해 회복 시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었

다(p< .01). Serum P와 Mg는 상호작용 및 주 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일회성의 중강도 운동이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골흡수가 진행되고 있는 골량감소 고령여성을 대상으

로, 60 %VO2max 운동을 부하하여 운동 전과 처치 직후, 회복 60분 후

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골대사 관련 사이토카인과 칼슘대사 마커의 

농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PBMC로부터 발현되는 골대사 관련 사이토

카인의 mRNA 발현을 비운동 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의 운동 전 안정 시 및 처치 직후, 회복 60분 후의 혈청 TNF-α 및 IL-

6, IL-1β 농도 변화를 검토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

견할 수 없었다. 같은 시기의 PBMC로부터의 이들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 변화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TNF-α mRNA 발현에서만 시기 간이 아닌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8). 즉, 골감소증 고령 여성에게 있어 일회성 

중강도 운동은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가능성이 시사된 것이다. TNF-α와 IL-6 등은 뼈에서는 골수세포 

및 마크로파지계 세포, 말초혈액 단핵세포(peripheral blood mononu-

clear cell, PBMC) 등으로부터 생성되며, 특히 파골세포의 증식과 활성

Table 3. The change of TNF-α, IL-6, IL-1β, IL-6 and INF-γ mRNA from PBMC after a bout 60 %VO2max exercise      

Group Baseline Post Recovery Source F (p)

TNF-α mRNA (ratioa) CON 97.4±24.0 56.9±21.2 49.6±30.0 Group time 12.376 (.008)
.590 (.580)

EX 16.3±7.1 39.4±24.2 14.5±9.1 G×T 1.333 (.323)
IL-6 mRNA (ratio) CON 90.3±34.9 100.6±48.4 38.2±18.2 Group time 5.372 (.060)

1.848 (.251)
EX 15.7±11.8 28.1±17.1 8.8±5.3 G×T .363 (.713)

IL-1β mRNA (ratio) CON 98.3±61.6 96.2±57.5 29.3±20.1 Group time 1.198 (.388)
.529 (.697)

EX 5.7±3.3 8.3±3.4 6.1±3.0 G×T .371 (.758)
INF-γ mRNA (ratio) CON 31.8±9.4 22.1±8.9 5.5±2.3 Group time 5.089 (.074)

1.306 (.366)
EX 0.6±0.53 2.3±1.0 6.7±3.6 G×T 2.182 (.229)

Mean±SE, CON, Control group; EX, 60 %VO2max exercise group; TNF, Tumor Necrosis factor; IL-6, interleukin-6; IL-1, interleukin-1; INF, interferon. 
aRelative Quantity Ratio to GAPDH.      

Table 4. The change of serum Ca metabolic markers after a bout 60 %VO2max exercise     

Group Baseline Post Recovery Source F (p)

Ca (mg/dL) CON 9.3±0.1 9.3±0.1 9.2±0.1 Group time .531 (.487)
18.072 (.002)

EX 9.3±0.1 9.5±0.1* 9.1±0.1## G×T 3.026 (.113)
P (mg/dL) CON 3.6±0.2 3.5±0.2 3.7±0.2 Group time 4.736 (.061)

1.167 (.365)
EX 4.2±0.2 4.3±0.2 4.0±0.3 G×T 3.005 (.114)

Mg (mg/dL) CON 2.1±0.0 2.2±0.0** 2.2±0.0* Group time 3.769 (.088)
4.465 (.056)

EX 2.1±0.0 2.1±0.1 2.1±0.1 G×T 2.715 (.134)
ALP (U/L) CON 57.1±4.6 57.2±4.9 55.4±4.6*,# Group time .250 (.631)

10.478 (.008)
EX 56.9±6.8 57.7±5.7 53.3±5.8## G×T 1.315 (.327)

Mean±SD, CON, Control group; EX, 60 %VO2max exercise group; Ca, calcium; P, phosphate; Mg, magnesium; ALP, alkaline phosphatase; *p<.05, **p<.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exercise; #p<.05, ##p<.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ost 60 %VO2max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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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촉진하고, 강력하게 골흡수를 촉진시키는 골흡수성 사이토카인

으로 알려져 있다[13,15,22]. Suda et al. [23]의 전구파골세포와 조골세

포를 사용한 실험에서 TNF-α와 IL-6 등이 비례하여 파골세포의 형성

을 촉진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Ishimi et al. [24]은 갓 태어난 생쥐 

뼈를 사용한 실험에서 IL-6가 IL-1과 협조하여 골흡수를 촉진하는 것

을 보고하는 바와 같이 TNF-α 및 IL-6뿐만 아니라 IL-1β도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의 공조에 

의하여 파골세포를 자극하여 골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간의 절대안정상태(bed rest)에 의하여 일어나는 부동성 골

위축에 있어서도 이들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이 골대사를 조절하고 있

음이 보고되고 있으며[25], 흰쥐의 뒷다리 부유 골조직에서도 골량감

소와 함께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이 증가됨을 밝히고 있다[26]. 

한편, 운동 시의 TNF-α와 IL-6 mRNA의 발현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골격근 손상에 따른 염증반응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De Rijk et al. [27]이 밝히는 바와 같은 아드레날린의 증가에 의

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혈장 IL-6은 혈장 젖산 농도에 비례한다는 Os-

trowski et al. [28]의 연구와 같이 운동 강도와 관련이 깊을 가능성도 

알려져 있다. 또한,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사용한 1회성의 무산소성 고

강도 운동을 부하한 결과, 운동 15분 후 젖산증가와 함께 골흡수성 사

이토카인인 IL-6와 TNF-α의 mRNA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밝혀

내고, 고강도 운동에 따른 혈액의 산성화가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9].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있

어서 무산소성 역치점 이하 강도에서 실시한 1회성 운동 후에는 

TNF-α와 IL-6 mRNA 발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30]. 이

러한 결과들로부터 TNF-α와 IL-6 등의 골흡수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은 운동강도에 반응하며, 적어도 역치점 이하의 운동 강도는 세포레벨

에서의 사이토카인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시사된

다. 본 연구에서도 혈청과 mRNA에서 모두 TNF-α 및 IL-6, IL-1β의 생

성이 변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60 %VO2max 강도

가 골대사를 자극하기에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Park et 

al. [3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운동 강도를 표준화

하면서 VO2max의 45-64%를 중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할 때 고령 여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처치한 200 kcal를 소모하

는 조건에서의 60 %VO2max의 중강도 운동은 골흡수성 사이토카인

을 자극할 정도의 운동 강도로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됐다. 특히, 같은 

강도라도 칼로리 소모를 증가(200 kcal vs. 300 kcal)시키는 조건에서는 

생리적으로도 운동강도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TNF-α mRNA 발현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은 운

동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기초선(baseline)에서의 발현량 차이에 기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주로 T세포로부터 생산되는 INF-γ는 TNF-α와 IL-6과 상반되

게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17], 파골세포의 분화를 저해함으로써

[18] 골형성 작용을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혈청 INF-γ 농도와 PBMC

로부터의 INF-γ mRNA 발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인 유의차

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1회성의 60 %VO2max 

운동이 골형성 사이토카인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강도였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장기간의 운동 부하에 따른 

사이토카인의 변화는 일회성 운동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의 

Marques et al. [32]의 주 2회 저항성 운동과 주 1회의 유산소 운동의 복

합 운동을 32주간 실시한 연구에서 골밀도와 함께 혈청 사이토카인의 

농도 변화를 검토한 결과, 근력과 함께 골밀도의 증가를 관찰하였으나, 

TNF-γ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IL-6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1회성 운동 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운동이 

장기간 지속된 후에는 생성량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장기간

의 운동 부하에 따른 INF-γ 변화에 있어서도 TNF-α와 IL-6와 마찬가

지로 다르게 나타나서, 8주간의 복합운동 후에 INF-γ가 감소한다는 보

고[33]도 있지만, 8주간의 운동 후에 변화하지 않는 다는 보고[34]도 있

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추후 운동 강도 또

는 운동량에 따른 추가적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혈청 ALP는 시기에 있어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 유

사하게 회복 60분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어 집단 간의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 혈청 Ca 대사 마커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낸 

것은 혈중 Ca농도로, 대조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집단에 있어서는 운동 종료 직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p< .05) 

회복 60분 후에 다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1). 즉 60 %VO2max 운

동에 의하여 운동 종료 직후에 일시적인 고칼슘혈증(Hypercalcemia)

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임상적으로 고칼슘혈중은 혈

중 칼슘농도가 12 mg/dL 이상인 상태를 말하며, 본 실험에서 나타난 

고칼슘혈증은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

단된다. 고칼슘혈증은 부갑상선호르몬 관련 단백질(parathyroid hor-

mone-related protein, PTH-rP) 등의 체액성 매개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TH-rP는 PTH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골흡수를 촉진시켜 혈청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고칼슘혈중은 일회성 운동에 의한 일시적인 

생체 반응으로 장기간의 운동에 대한 생체 적응 결과와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지만, 장기

간의 운동의 경우 안정 시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것처럼, 일시적인 반

응과 장기적인 적응은 서로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장

기간의 운동 부하에 따른 칼슘 대사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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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0 kcal를 소모하는 조건에서의 일회성 60 %VO2max 중강도 운동

은 골감소증 고령여성의 골대사성 사이토카인의 혈청 수준 및 PBMC

로부터의 mRNA생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도의 고칼슘혈

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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