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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의 VDR FokI 유전자다형성과 근력 및 골강도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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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들의 경우, 낮은 골질량과 골밀도에 의해 약해진 골강도와 낙상

은 골절의 두 가지 독립적인 위험 요소이자 주요한 위험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1]. 골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

산염의 항상성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D 

수용체(vitamin D receptor, VDR)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그 효과를 중

재 할 수 있다. 특히, 칼슘과 인산염 모두 골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초기 유전학 연구의 대부분은 VDR 유전자다형성과 골밀도(BMD) 사

이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고, 유전적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VDR 유전자다형성과 골밀

도의 관련성이 유전자형마다 다르고 관련성도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3-7]. 

VDR 유전자는 12q 염색체에 위치하며, 엑손 8과 9 사이의 인트론에 

존재하는 BsmI 유전자다형성을 포함하여 엑손 2에 존재하는 FokI 유

전자다형성(restrition length polymorphism) 등의 다양한 대립형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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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DR Fok I gene polymorphism and basic physical 
fitness including bone strength (calcaneus) in male and female adults. 

METHODS: FokI VDR polymorphisms were genotyped in 191 men (36.7±12.3 years) and 218 women (33.5±12.1 years). Basic phys-
ical fitness (50 m run, handgrip strength, back strength, push-up, sit-up) and body weight were measured and analyzed using ANOVA. 

RESULTS: No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he VDR FokI genotypes and bone strength (calcaneus) including body mass in men and 
women. However, the handgrip strength (HGS) was 5.2-6.7% higher in women with the FF and Ff FokI genotype than in women with 
the ff genotype (p<.05, p<.05, respectively). 

CONCLUSIONS: Female VDR FokI FF homozygotes and Ff heterozygotes showed higher HGS than ff homozygot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handgrip and back strengths for male, but both VDR FokI FF and Ff geno-
types showed higher tendency than ff genotype. Therefore, the VDR FokI gene polymorphism is considered to be a useful candidate 
gene especially reflecting female musc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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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니고 있다[8]. 이중 많은 연구들이 BsmI 다형성에 초점이 맞추

어져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BsmI 다형성이 8번째와 9번째 엑손 사이

의 인트론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능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

다[9,10]. 반면, FokI 유전자다형성은 VDR 유전자의 2번째 엑손내에서 

C가 T로 치환되며, 상부 개시코돈(upstream initiation codon)을 만들

어 수용체 단백질의 생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수용체 단백질은 3개의 

아미노산에 의해 길이 차이가 발생하며[11-13], 이로 인해 짧은 F 대립

형질이 골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14].

한편, VDR 유전자다형성이 골 항상성 유지에 미치는 효과에도 불

구하고 골절의 독립적인 위험요인 중 하나인 낙상과 관련된 연구는 매

우 미진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낙상은 불균형과 근력의 약화라는 두 

가지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5-17]. 특히, 근력이라는 관점에서 살

펴 볼 때 최대 근력은 골밀도의 감소와 동반되어 나타나며[18], 골밀도

는 근육 두께의 부위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19]되었으며, Be-

lavý et al. [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대 신경근 수행력과 골량 및 골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근력은 주요 운

동능력인 순발력, 근지구력, 파워 및 스피드 등의 기반이 되는 매우 주

요한 운동능력이라는 점에서 근력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과 운동능력

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VDR 유전자다형성과 관련해서는 Tajima et al. [21]의 경우, VDR 

FokI 유전자다형성에 따라 저항운동 훈련에 대한 골대사 반응에서 차

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Nakamura et al. [9]은 VDR FokI 유전자다형

성에 따라 충격부하에 대한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에서 

차이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Grundberg et al. [22]과 Geusens et al. 

[23]은 여성을 대상으로 VDR BsmI 유전자다형성과 근력, 지방질량 및 

체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이들 변인들과 VDR 유전자가 상관성

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운동 또는 운동훈련에 대한 

적응반응이 VDR 유전자다형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4]. 그 이유는 아마도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VDR 유전자다형성(예; FokI, BsmI, ApaI, TaqI)이 존재하며, 또

한 VDR 대립 유전자 빈도와 표식(maker) 사이의 연관 불균형(linkage 

disequilibrium)이 주로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종

이 다를 경우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충분하지 않은 참여자 

수로 인한 유의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불일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DR 유전자다형성이 특정 운동

수행력과 관련된 후보 유전자로 제안[25]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규모

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골강도와 체력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함께 고려

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VDR FokI 유

전자다형성과 골강도를 포함한 체력측정 변인간(근력, 근지구력, 민첩

성 등)의 관계 분석을 통해 VDR FokI 유전자다형성이 골강도 및 기초

체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대상자의 표집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1개월 동안 모집공고

를 게재하여 이에 신청한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

율을 조정하여 422명(남 191명, 여 231명)을 선발하였다. 집단의 구성은 

남자의 경우 사무직과 노무직의 비율을 5:5 (n = 95:96)로 구성하고, 여

자는 주부와 직장여성의 비율을 5:5 (n =115:116)로 성별에 따른 신체

활동의 수준의 차이가 유사하도록 구성하였다. 체격, 기초체력, 골강도 

및 유전자다형성의 분석을 모두 완료된 인원은 최종 409명이었다. 

2. 체격 및 기초체력 측정

대상자는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등을 포

함한 체격 항목과 근력의 지표로 악력(좌우합의 평균)과 배근력을, 민

첩성의 지표로 50 m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를, 근지구력의 지표로 

팔굽혀펴기의 기초체력측정을 실시하였다. 악력과 배근력은 2회 실시 

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50 m 달리기는 1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여 트

랙 50 m 구간에서의 시간을 0.01초까지 기록하였다. 제자리멀리뛰기는 

도움닫기 없이 팔, 몸통 그리고 다리의 충분한 반동을 이용하여 최대

한 멀리 뛰도록 하였다.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때 좋은 기록을 

택하여 cm 단위로 기록하였다. 팔굽혀펴기는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2

초에 1회 팔을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팔굽혀펴기 봉에 닿을 때까지 

굽혔다가 완전히 팔을 핀 상태까지를 1회로 간주하였으며, 더 이상 메

트로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할 때까지 실시

하도록 하였다. 윗몸일으키기(sit-up) 측정은 무릎각도를 90도로 유지

하여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목뒤로 마주잡고 두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아야 하며, 허리 반동에 의한 실시는 파울로 간주하여 기록에서 제

외하였고 총 1분 동안 실시하였다.

3. 골강도 측정

골강도는 정량적 초음파 기기(Achilles InSightTM, GE, USA)를 이용

하여 종골 부위를 측정하였다. 관찰변인으로는 측정된 골밀도와 연령

과는 무관한 이론적 최대골량의 평균치의 차이를 표준치로 나타내는 

T-score, 실제수치와 각 연령에 따른 이론적 정상치와의 차이를 나타내

는 수치로 역시 표준편차로 표시되는 Z-score ([측정값-동일집단의 평

균값]/표준편차), 골조직을 통과하는 초음파의 감소와 속도를 측정하

는 광역초음파감쇄율(broadband ultrasound attenuation, BUA;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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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z 단위로 물리적 밀도와 압축력을 반영)과 speed of sound (SOS; 

m/sec 단위로 골의 탄성도, 골의 세기를 반영), 골량의 지표인 SI (osteo-

sono-assessment Index)이었다. 

4.  DNA추출 및 VDR 유전자 중합효소 연쇄반응 및 유전자다형성 

판독

DNA 추출을 위해 손끝 모세혈관 혈액 샘플을 이용하였다. Genom-

ic DNA 추출은 추출 kit (AccuPrepⓇ Genomic DNA Extraction Kit, Bi-

oneer Cor.)를 이용하였고, DNA 분리 후 DNA가 추출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최종 얻은 투명한 액체(eluent)를 spectrophotometer를 이

용하여 A260/A280비율에서 DNA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VDR FokI 유전

자 중합효소 연쇄반응 및 유전자다형성 판독중합효소 연쇄반응(poly-

merase chain reaction, PCR)은 3 μL의 DNA 주형(template)과 VDR Fok 

I primer (Sense (+): 5´-AGC TGG CCC TGG CAC TGA CTC TGC 

TCT-3 .́ Antisense (–): 5´-ATG GAA ACA CCT TGC TTC TTC TCC 

CTC-3´)를 각각 1 μL 첨가하고, DNA & RNA free D.W. 16.3 μL, 10 ×buf-

fer (반응완충용액) 2.5 μL, dNTP 1 μL, Taq DNA polymerase 0.2 μL를 

혼합하여 총 용량인 25 μL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증폭은 

PCR Thermal Cycler (ASTEC, PC-808-02)를 이용하였다. PCR 조건은 

95℃에서 5분간 처리(pre-denature)한 후, 94℃에서 30초간 변성(dena-

turation), 60℃에서 15초간 결합(annealing), 72℃에서 30초간 신장반

응(extension)시키는 과정을 35회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72℃에서 5분

간 신장반응(post-extension)시켰다. VDR FokI의 분석은 Zmuda et al. 

[26]의 방법에 따라 모세혈관에서 추출한 게놈 유전자를 주형으로 하

여 polymerase chain reaction with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

phism (PCR-RFLP)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을 간단히 언

급하면, 위에서 제시한 primers를 이용하여 얻은 PCR 생성물(10 μL)에 

5U FokI 제한효소를 첨가하여 37℃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 3% 

agarose gel을 이용하여 판독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모든 자료의 통계적 검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교차분석

(χ2)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VDR 유전자형과 대립형질에 따른 빈도수

와 분포를 산출하였다. 유전자다형성별 차이가 있을 때는 기대분포와 

관찰분포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 타입별로 분할하여 교차분

석(χ2)을 재 실시하였다. VDR 유전자형별 체격 및 기초체력 등의 변인

들에 대한 차이 검증은 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고, 변량분석 

실시 후 유의성이 있을 경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LSD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하디-웨인버그 평형성

(Hardy-Weinberg Equilibrium, HW) 검사를 통해 유전자다형성별 평

형성 여부를 교차분석(χ2)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은 5% 미만(p< .05)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22명이었으나, 참가자 9명의 유전자

다형성 분석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H-W 분석에는 이들을 제외한 413

명이 분석대상이었고(Table 1), 추가적으로 4명이 체력측정에 참여하지 

않아 409명의 체력측정 결과를 토대로 VDR FokI 유전자다형성과 골

강도를 포함한 체력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1은 VDR 유전자다형성에 대한 Hardy-Weinberg 평형성 검증 

결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DR 유전자다형성에 따른 여성의 체력 특성에서 악력에서만 FF타

입(20.1 ± 6.6 kg)과 Ff타입(20.7±7.1 kg)이 ff타입(34.6 ±13.8 kg)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높았으며(p< .05, p< .05), 남성의 경우 FF타입(36.9 ± 9.7 

kg)과 Ff타입(36.4 ±8.3 kg)이 ff타입(34.6 ±11.7 kg)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배근력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FF타입(남 120.9 ±11.6 kg, 여 98.7±19.4 kg)과 Ff타입(남 108.8 ±

15.8 kg, 여 94.0 ± 24.1 kg)이 ff타입(남 103.8 ±11.6 kg, 여 99.8 ±18.6 kg)

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50 

m 달리기를 제외한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의 모

든 체력측정항목에서 FF타입과 Ff타입이 ff타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2). 

한편, 골강도관련 변인인 T-score, Z-score, BUA, SOS 및 SI 모두 FF타

입과 Ff타입이 ff타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Table 2). 

Table 1. Distribution of VDR gene polymorphisms and alleles in male and female adults     

Genotype
VDR frequency (%) Allele frequency (%)

FF Ff ff F f

General population (413) 140 (33.9) 204 (49.4) 69 (16.7) 484 (58.60) 342 (41.40)
H-Wa 141.80 (34.33) 200.40 (48.52) 70.80 (17.14)

H-W: hardy-weinberg equilibrium. 
H-Wa expected: χ2 =0.082, df=2,  p=.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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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현재까지 골강도를 포함한 체력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Vitamin D 

수용체(VDR) FokI 다형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 강도관련 변인(T score, Z 

score, BUA, SOS, SI) 모두 FF타입과 Ff타입이 ff타입에 비해 높은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체격 변인 역

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전은 골밀도와 골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단일 요소

로 간주되며, Morrison et al. [27]은 VDR 유전자다형성이 유전적 요인

으로서 75%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VDR 유전자는 vitamin 

D-내분비계를 통해 골 항상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골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2]. 

특히, 골격근은 비타민 D의 목표 기관이고, 비타민 D 대사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육세포의 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비타민 D 

결핍은 근육 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29]. 더욱이, 비타

민 D는 지방전구세포를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VDR 유전자다형성이 신체조성이나 체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30,31].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체격 변인이나 골강

도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175명(20-39세)의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BsmI 유전자다형성과 체중 

및 지방량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Grundberg et al. [22]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207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VDR TaqI, 

ApaI, and FokI 유전자다형성과 골밀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FokI 

유전자다형성과 어떤 부위의 골밀도와도 관련이 없었다는 van Pottel-

bergh et al. [24]의 연구 그리고 206명의 건강한 남녀 성인(50-81세)를 

대상으로 VDR FokI과 BsmI 유전자다형성 모두 기초선 골밀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5-6개월의 저항성 운동 후 FokI 유전자다형성에 따라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로 측정한 골밀도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Rabon-Stith et al. [10]의 보고와도 유사한 것이

다. 또한, Tajima et al. [21]과 Nakamura et al. [9]의 연구에서도 저항훈

련 전에는 골대사와 골밀도에 대한 VDR 유전자다형성의 차이는 없었

으나 훈련 후 VDR 유전자형에 따라 골대사와 골밀도의 반응에서 차

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VDR 유전자다형성의 골밀

도 또는 골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항훈련과 같은 자극으로 더 크게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의 훈련처치에 따른 VDR 유전자다형성의 차이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VDR 유전자다형성에 따른 여성의 체력 특성에서 악력에서만 

FF타입과 Ff타입이 ff타입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5, 

p< .05), 남성의 경우 FF타입과 Ff타입이 ff타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50 m 달리기를 제외한 나

머지 기초체력 종목(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

기)에서 FF타입과 Ff타입이 ff타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VDR polymorphism distribution, physique, bone strength, and physical fitness in male and female adults    

Group (N=409)
VDR genotype

FF Ff ff

Male, n=191 (Female, n=218) (%) 37.7 (30.7) 45.5 (52.8) 16.8 (16.5)
   Age (yr) 36.3±12.6 (31.7±12.2) 36.8±12.4 (33.9±12.9) 36.9±11.5 (34.9±10.6)
   Height (cm) 172.2±6.5 (159.6±5.2) 172.3±6.6 (159.2±5.8) 171.0±8.0 (160.2±4.8)
   Weight (kg) 68.3±8.6 (54.9±8.7) 70.4±7.6 (54.9±7.8) 66.5±8.9 (56.3±7.3)
   BMI (kg/m2) 19.8±2.1 (17.9±4.6) 20.4±1.9 (17.5±2.6) 19.4±2.2 (17.9±2.6)
Variables related to bone strength
   T score (SD) 0.0±1.6 (0.4±1.6) -0.3±1.4 (-0.2±1.9) -0.5±1.8 (0.0±1.7)
   Z score (SD) 1.1±1.6 (0.8±1.5) 0.8±1.4 (0.3±1.8) 0.6±1.5 (0.5±1.6)
   BUA (dB/MHz) 131.4±15.5 (121.7±13.4) 128.6±12.8 (118.3±14.9) 125.5±14.1 (121.1±14.6)
   SOS (m/sec) 1,562.9±40.8 (1,545.5±49.2) 1,558.2±35.1 (1,543.6±43.3) 1,546.6±50.2 (1,544.1±26.3)
   SI 104.9±20.5 (95.0±15.2) 100.7±20.6 (90.8±19.3) 96.6±21.3 (92.9±15.9)
50 m running (sec) 7.8±0.9 (10.5±2.0) 7.7±0.8 (10.3±1.4) 7.7±0.8 (10.1±1.3)
Standing long jump (cm) 226.0±34.2 (156.3±25.1) 228.1±20.9 (160.7±20.7) 220.7±23.4 (162.3±22.6)
Push-up (rep./min) 28.8±12.7 (18.2±11.7) 30.4±13.1 (17.2±8.1) 25.6±11.9 (16.5±9.2)
Sit-up (rep./min) 35.1±12.6 (21.0±13.0) 37.0±13.0 (21.9±11.9) 33.9±12.6 (21.4±11.2)
HGS (kg) 36.9±9.7 (20.1±6.6a1) 36.4±8.3 (20.7±7.1b1) 34.6±11.7 (17.3±6.9)
Back strength (kg) 120.9±11.6 (98.7±19.4) 108.8±15.8 (94.0±24.1) 103.8±11.6 (99.8±18.6)

Values are mean and SD.      
BMI =body mass index, HGS =handgrip strength (right+left handgrip strength/2), BUA =broadband ultrasound attenuation, SOS =speed of sound, 
SI=osteosono-assessment index. 
FF vs. ff  a1 =p<.05, a2 =p<.01, a3 =p<.001; Ff vs. ff  b1 =p<.05, b2 =p<.01, b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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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과 관련하여, VDR 유전자다형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일부 연

구들이 수행되어 왔다[22,23,32-35]. Bozsodi et al. [33]의 연구에서는 남

녀 아동(9.8 ±1.2세)을 대상으로 A1012G, BsmI과 TaqI 유전자다형성과 

악력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Grundberg et al. [22]은 175

명(20-3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Geusens et al. [23]은 501명의 70

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BsmI 유전자다형성과 근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하지근력(햄스트링, 대퇴근육)과는 관련성이 나타났지만 

악력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ahat et al. [32]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124명을 대상으로 FokI, TaqI 및 BsmI 유

전자다형성과 등속성 각근력(60°/sec)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고, 유일

하게 BsmI 유전자다형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 [35]은 109명의 건강한 젊은 여성(20.2 ±1.7세)을 대상으로 ApaI과 

BsmI 유전자다형성이 각근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렇듯 근력의 측정 부위(상지, 하지 등)에 따라 그리고 VDR 유전

자(FokI, TaqI, BsmI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악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대규모 인원의 근력 측정시 악력 측정의 특성(정

확성과 낮은 편차)과 악력의 유전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 예로, 악력과 달리 근력의 또 다른 지표인 배근력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악력의 경우,  FF 타입과 Ff 타입이 ff 타입에 비해 

각각 약 6.7%와 5.2%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배근력은 FF 

타입과 Ff 타입이 ff 타입에 비해 각각 약 16.5%와 4.8% 높았음에도 불구

하고 큰 편차에 의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1). 이는 대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측정의 정확성도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되며, 배근력 측정의 특성과 관련하여 허리와 등의 수축

력을 측정하는 도구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경우 하지의 근

력까지 포함하여 전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편차를 나타

내었고, 이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악력 측정은 단일 측정지표로서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다요인적 특성을 지녔으나 적

어도 50-60%의 높은 유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36,37]. 

또한, 이들 선행 연구들은 아동, 젊은 여성이나 남녀 노인을 대상으

로 실시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과도 차이가 있었다. 더

욱이, VDR 대립 유전자 빈도와 표식(maker) 사이의 연관 불균형(link-

age disequilibrium)이 주로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른 인종 모두에서 동일

한 대립 유전자가 형질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대립 

유전자와의 연관성 때문일 수 있기에[38] 동양인과 서양인의 비교 그

리고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의 비교가 아니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유전자다형성의 비교

보다는 단상형(haplotypes) 분석 또는 근력과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조합(gene-gene interaction) 분석을 통하여 보다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유의한 차이가 여성집단

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VDR 유전자다형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VDR FokI FF 타입과 Ff 타입이 

ff 타입에 비해 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악력과 배근력 모두 VDR 

FokI FF 타입과 Ff 타입이 ff 타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VDR FokI 유전자다형성은 특히 여성의 근력을 반영하는 유용한 후보

유전자로 판단된다. 

Fig. 1. Estimated handgrip strength (HSG) and back strength according to VDR FokI genotypes in female (HGS) and male (back strength).
*p<.05.
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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