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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운동 및 체력수준이 세포노화 지표인 텔로미어 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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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elomer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cellular replicative capacity and maintaining genomic stability. However, the
results of the association among physical activity, exercise training, physical fitness and telomere were not inconsistency.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summarize available data on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exercise training and physical fitness on telomere length
to prevent cell aging.
METHODS: In this review, we have reviewed currently available data mainly from studies and other available literature on physical
activity, exercise training and physical fitness on telomere length.
RESULTS: It has been shown that physical activity, exercise training, and physical fitness may be effective prevention on telomere attrition due in part to increase antioxidant enzymes activity and proteins for protect chromosome end-cap, and decrease oxidative stress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However, it seems that high and excessive exercise may increase telomere length attrition by up-regulated cell turnover. Moreover, long-term regular moderate to vigorous intensity exercis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ressing cell
senescence after middle age.
CONCLUSIONS: Therefore, adequately vigorous exercise improved physical fitness and may act to preserve telomere length.
Key words: Telomere, Physical activity, Exercise training, Physical fitness

서 론
인간과 같은 동물세포는 영구적으로 분열하지 못한다. 사람의 섬유

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상태를 세포노화(cellular senescence)라고 한
다. 인간에서 이러한 세포노화는 텔로미어(telomere)의 기능부전에 의
한 점차적인 길이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2].

아세포(fibroblasts)는 지속적으로 계대배양(serial sub-cultivation)을 하

텔로미어는 진핵세포 염색체의 끝에 hexanucleotide sequences (TTA-

면 일정한 횟수의 분열을 한 후에는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GGG)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조합(recombination), 융합(fusion), 감손

[1]. 세포가 분열의 수명을 다하고 세포주기(cell cycle)에서 정지되어 더

(degradation)으로부터 염색체 말단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유전정보를

이상 분열하지 못하며, 세포의 항상성과 관련된 형태학적이고 기능적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의 복제능력을 조절한다[3,4]. 텔로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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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기체에서 각 세포주기마다 10 bp 정도 짧아지는 것으로 제시되
며[5], 세포분열이 있을 때마다 텔로미어의 일정 부분이 복제되지 못하
는 문제로 인하여 50-200의 DNA 뉴글레오티드를 집단으로 잃어 그
길이가 점차 감소하므로[6,7], 텔로미어 길이는 각 세포분열의 흔적을
반영하게 된다. 이것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가 점차 짧아진다
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은 매년 14.1 bp가 감소하고 여성은 9.6 bp가 감
소하여, 약 50번 분열한 후에는 소실된 텔로미어 DNA의 총량이 세포
분열을 멈추도록 신호를 보낸다.

Table 1. Influence of factors in different human tissues
Tissue
Skin
Liver
Arota
Coronary artery
Arteries

Pathology/
stress

Cell type

Ageing
Liver cirrhosis
Atherosclerosis
Atherosclerosis
Atherosclerosis

Fibroblast, keratinocyte
Hepatocyte
Endothelial
Endothelial
VSMC

Co-express of
other markers
p16
Short telomeres
Thymosin-β10
p53, IL-1 β

VSMC, vascular smooth muscle cell.

이러한 과정은 영원한 DNA 손상의 형태로 세포주기(cell cycle)의 체

등이 나타나므로[20,21] 연령마다 노화의 진행속도는 다르다. 또한, 내

크포인트에 의해 확인된 후 노화를 촉진하는 텔로미어의 기능부전을

피세포(endothelium)는 세포의 교체(turnover)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지

발생시킨다[8]. 즉 세포는 G1세포기에 정지되어 S세포기에 진입하지 못

만 심혈관질환이나 관상동맥질환의 경향이 있는 혈관내피세포에서는

하고 정지되는 복제적 노화(replicative senescence)가 비가역적으로 나

세포의 교체율이 증가되므로 죽상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의 내피세포

타나 DNA를 합성하지 못하게 되며, 점차적인 텔로미어 감소는 염색체

의 텔로미어 감손을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간(liver)의 경우에는 간세

말단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염색체의 불안정과 융합 및 세포사멸

포 노화(hepatocyte senescence)와 간경변(cirrhosis)의 진행에 따라 텔로

(apotosis)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9,10]. 따라서 말초혈액의 짧

미어 길이가 짧아지므로[22] 간의 질환은 간세포 텔로미어 길이 감손

은 텔로미어 길이는 암을 제외한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포함하여 모든

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제시된다(Table 1). 반면, 뇌피질과 심근의 텔로

사망률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1,12].

미어 길이는 노화에 따른 변화가 없는데, 이는 분열을 거의 하지 않는

이와 같이 세포노화의 과정과 유사분열의 시계(mitotic clocks)로서

세포이기 때문으로 제시되었다[23].

중요한 역할[13]을 하는 텔로미어가 그 길이를 유지하는 것은 세포노

최근 Li et al. [24]은 연골세포(chondrocytes), 골아세포(osteoblast), 근

화를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아세포(myoblast) 등,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하는 골수간엽성 줄기세포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텔로미어 길이 변화에 영향을 주는

(bone mesenchymal stem cells, BMSCs)가 체세포(somatic cell)보다 산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체활동과 운동 및 체력수준이 텔로미어

화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높으며, 골형성 분화능력과 텔로미어 길

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신체활동과 운동이 세포노화방지에

이 감손이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미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포들의 감손율은 조직 제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
가 있고[25] 연구자마다 같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나타내므로

본 론

[17,18] 연령과 질환의 상태를 고려한 조직별 변화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세포조직에 따른 텔로미어 감손(degradation)의 차이
조직마다 세포분열 시 텔로미어 길이 감손이 다르게 나타난다. 섬유

2.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아세포[7]와 림프구[14]에서는 세포분열 시마다 염색체의 DNA 서열이

텔로미어 감손은 세포복제 시 염색체말단의 불완전한 복제로 초래

33-120 bp가 짧아지지만, 간[15]과 신장의 피질 및 비장[16]에서는 매년

된다. DNA가 복제될 때 DNA polymerase는 5´ → 3´방향으로 끝까지 복

29-60 bp가 짧아진다.

제를 하지만 3´ → 5´방향으로 복제될 때는 RNA primer가 함께 복제되

장골동맥에서는 연간 147 bp가 감소되는 것과 달리 유방동맥에서

면서 DNA를 합성한다. 따라서 DNA 말단에 RNA primer가 결합된 경

는 연간 87 bp가 감소된다[17]. 복부대동맥의 중심과 말단의 혈관내막

우 오카자키절편(Okazaki fragment)의 합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에서는 연간 15-28 bp가 감소된다[18]. 이와 같이 조직마다 분열 시 텔

DNA가 DNA 말단으로부터 손실되므로 텔로미어 DNA의 G가 많은

로미어 길이 감소량은 차이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소

부분이 단일가닥으로 남게 되어 12-16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3´돌출부

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서 일어나고

를 형성하게 되고 불완전한 끝부분이 생겨나게 된다[26].

무수히 많은 유전자의 조절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은 명확하지

이와 같이 세포의 정상적인 DNA 복제과정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마

않다[19]. 그러나 젊은 세포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손상 복구 시스템

다 텔로미어는 말단의 DNA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를 적게는 50개

(repair system)을 통해 세포를 정상화시키지만, 노화된 세포에서는 세

에서 많게는 200개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염색체의 길이가 짧아

포의 기능부전(dysfunction)과 재생기능(regenerative capacity)의 저하

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8]. 이러한 텔로미어 복제 시마다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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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은 세포의 분열을 유발하는 조건과 환경 및 DNA에 영향을 받게

어 감손을 촉진시키고[37], 염증반응은 백혈구의 교체율을 증가시킴으

되므로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써 텔로미어 감손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38,39].
당뇨병도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 글리코겐합성, 말초 인슐린감수성

1) 유지와 보존에 관여하는 요인

과 포도당 운반 및 대사와 관련된 기능의 세포노화를 촉진하며, 이러

세포의 수명은 세포의 종류와 종(species)에 따라 다르며, 연령에 따

한 세포노화는 포도당대사 및 인슐린작용과 관련된 골격근, 간, 지방

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아의 세포는 약 60-80회, 어린이부터 중년까지

조직 및 췌장의 텔로미어 감손에 영향을 준다[40,41]. 고혈압도 혈관에

는 약 20-40회, 노인의 경우는 약 10-20회의 분열 후에 수명을 다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재형성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증식(pro-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종의 수명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갈

liferation)과 세포사멸의 불균형은 TERT의 활성을 감소시켜 텔로미어

라파고스 거북이(Galapagos tortoise)의 섬유아세포는 100회 이상 분열

길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42,43].

하고 인간은 50-70회이지만, 개는 20-25회, 토끼는 10-15회, 쥐는 8-10회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짧은 텔로미어를

정도로 적어진다. 따라서 수명이 긴 동물의 세포는 최대분열 횟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44,45]. 짧은 텔로미어 길이를 가진 사람

많아 복제적 노화가 늦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27].

이 긴 텔로미어 길이를 가진 사람에 비하여 관상동맥과 관련된 사고

텔로미어 복제 시 텔로미어 DNA에 직접적으로 혹은 텔로미어 단백

발생 위험이 44% 증가하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3.2배 높고

질 복합체에 작용을 하는 단백질도 텔로미어 길이 유지와 보존에 영

[46]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2.8-3.2배 증가하게 된다[47]. 이는 고혈

향을 준다. 텔로미어는 (T)-loop와 텔로미어 결합단백질(binding pro-

압, 당뇨, 골관절염, 산화스트레스, 노화 등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일으

tein)로 연결된 displacement (D)-loop로 구성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

키는 자극과 조건이 내피세포의 손상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의 생성

으며, 6개의 말단단백질(telomeric proteins)과 쉘터린 복합체(shelterin

증가와 더불어 항산화 방어능력을 감소시키며[48], 이러한 활성산소의

complex)로 형성되어 있다. 말단의 단백질은 telomere repeat factor-1과

축적은 텔로미어 DNA의 단축에 영향을 주어 텔로미어의 기능부전

2 (TRF1, TRF2), protection of telomere-1 (POT1), TRF1-interacting pro-

(dysfunction)을 야기하기 때문이다[49,50].

tein 2 (TIN2), the human ortholog of the yeast Repressor/Activator Pro-

또한, 혈관의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플라그(plague)의 축적도 짧은

tein 1 (Rap1)과 tripeptidyl peptidase 1 (TPP)이며, 이런 단백질들은 텔

텔로미어 길이 및 내피와 혈관 평활근세포와 같은 혈관세포의 노화에

로미어 구조와 DNA 재생기전에 관여하여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시키

영향을 주므로, 관상동맥질환이 텔로미어 길이와 음의 관련성을 가지

는 역할을 하므로[28], 단백질들의 작용부전은 텔로미어 기능부전 및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1-53].

노화와 관련이 있다[29,30].
또한 텔로머라제(telomerase)는 일종의 RNA 의존성 DNA 중합효소

3) 유전적 요인

로서 텔로미어를 합성하여 그 길이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인

유전적 기능이상은 비정상적인 텔로미어 항상성과 조기 노화에 영

체의 텔로머라제는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RNA성분은

향을 준다. 유전성 조로증(premature aging syndrome) 중 워너증후군

텔로미어 합성 시 형판(template)으로 작용하고[31], 텔로머라제 역전사

(Werner syndrome)은 DNA의 이중나선을 단일나선으로 분리시키는

효소(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TERT)는 이 효소의 기능을 조절

효소인 헬리케이즈(helicase)라는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겨 세포분열이

하는 역할을 한다[3]. 인간에서 텔로머라제의 활성도는 생식세포, 배아

빠르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동맥경화, 골다공증, 암 등과 같은 질환이

줄기세포, 그리고 성인의 면역세포와 같은 증식세포에서 나타나는데

조기에 나타나고 세포분열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 세포 노화

[32], 비록 샘플사이즈는 작지만 유아기 때(4-9세) 매우 높다가 성장이

를 촉진시키게 된다[54].

완료되는 시기(19세)까지 어느 정도 높은 활성을 유지한 후, 20대부터

허치슨-길포드 프로게리아 증후군(Hutchinson-Gilford progeria syn-

급격히 감소한 후 성장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활성

drome, HGPS)도 조기 노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증후

이 매우 낮고, 40세 이후에서는 이들 중 35%에서는 활성조차 나타나지

군은 프리라민 A (prelamin A)라 불리는 구조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않는다[33].

LMNA 유전자의 1824 위치에 시토신(cytosine)이 티민(thymine)으로
대체되는 돌연변이(mutation)가 생겨 엑손(exon) 11 내에 5´ cryptic splice

2) 감소에 관여하는 요인

site가 만들어져 비정상적으로 짧고 성숙한 mRNA를 전사하게 되고,

텔로미어 길이는 조직의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상태에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mRNA는 세포분열 시 적절한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

다[34-36]. 만성적인 산화스트레스는 TERT의 활성을 빠르고 지속적으

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분열 능력을 제한하고 텔로미어 길이를 감소시

로 감소시켜 텔로머라제의 활성을 억제하므로 세포의 복제 시 텔로미

킨다. HGPS가 있으면 정상사람보다 8-10배 정도 빠른 노화속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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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노화가 시작되며 주름진 피부와 죽상동맥

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었으며[65], 이는 미토콘드리아가 세

경화증, 신부전, 심혈관질환을 유발하여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포증식(proliferation), 분화(differentiation) 및 사멸(apoptosis)과 관련이

[55].

있기 때문에 mtDNA의 손상은 ROS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호흡사슬의

텔로머라제의 촉매 기본구성단위 또는 아형(subunit)인 텔로머라제
역전사효소 (hTERT)의 전사 조절은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된 텔로머라

기능손실을 통해 텔로미어 증식기능(proliferation capacity)의 손실을
촉진하기 때문이다[66].

제 활성에 필수적이며, hTERT 프로모터 영역 내에 존재하는−1,327T/
C 유전자다형성의 T allele가 TERT의 촉매활동에 영향을 주어 텔로미
어 길이와 텔로머라제의 활성도가 C allele보다 더 길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56,57].

3. 신체활동, 운동 및 체력수준과 텔로미어 길이의 관련성
규칙적인 운동이 심폐능력을 향상시키고, 체중감량과 조기 만성질
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규칙적인 저항
성과 유산소운동은 근육의 항산화 방어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안정 시

4) 미토콘드리아 기능

과산화물 음이온(superoxide anion, O2-)의 생성을 감소시킨다[67,68].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스트레스에 민감한 세포 내 소기관으로 아데

항산화효소 과산화물 제거효소(Superoxide dismutase, SOD)는 미토콘

노신삼인산(adenosin triphosphate, ATP)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과산화물 라디칼(superoxide

데 필수적인 대사적 반응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radical)을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와 산소(molecular oxygen)

은 세포핵의 유전자에 의해 부호화(encoding)되고, 핵 DNA와는 별개

로 환원시키는 금속효소(metalloenzymes)로[69], 미토콘드리아의 SOD

로 단일순환 염색체에서 고유의 DNA (mtDNA)를 가지고 있으며, RNA

(MnSOD)는 정상적인 호흡으로부터 생성되는 과산화물을 유리시킴

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독립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유

으로써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운동훈련은 골격

전자군은 전자전달사슬(electron-transfer chain)의 13 아형(subunits)과

근의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증가시키며, 특히 지구성 운동은 미토콘드

2 ribosomal RNAs (rRNA) 및 22 transfer RNAs (tRNA)가 부호화되어

리아의 생합성을 자극하고, 근육의 산화능력을 증가시킨다[70,71]. 그

있는 37개의 intronless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58].

러나 운동 시 소비되는 산소량의 증가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

미토콘드리아는 생체반응에 필수적인 ATP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고[49,50], 특히 일회성의 매우 높은 고강도 또는 탈진적 운동은 산화

지방산의 베타산화(β-oxidation), 3 카르복실산회로(tricarboxylic acid: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

Krebs cycle) 및 요소회로(urea cycle)와 같은 다양한 대사적 경로를 통

어[72,73] 신체활동과 운동 및 텔로미어 길이와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해 산화적 인산화(oxidative phosphorylation)과정을 수행하고, 이러한

도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생
성하게 된다[59].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주성분인 지질의 과

1) 신체활동량이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

산화현상을 불러와 조직손상을 유발하고 기관과 세포의 쇠퇴를 초래

많은 선행연구들이 높은 신체활동량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좌업

한다[60]. 미토콘드리아 내부는 복귀 시스템과 히스톤이 부족한 반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백혈구와 골격근의 더 긴 텔로미어를 가

미토콘드리아 DNA (mtDNA)는 전자 수송계의 활성산소 발생지와 인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신체활동량과 텔로미어 길이가

접해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손상이 증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되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신체활동량

하고 산화손상의 표적기관이 된다[61]. 따라서 mtDNA는 핵산의 DNA

측정방법, 대상자의 인원, 질병상태, 운동유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다 산화손상의 수준이 10-20배가량 높다[62].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Table 2).

텔로미어 길이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

Zhu et al. [74]은 667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량을 acti-

게 되는데, 세포의 복제기능 노화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가

graph monitor를 이용하여 7일간 측정한 후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leu-

보고되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부전은 ROS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텔

kocyte telomere length, LTL)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을 구분

로미어 감손과 텔로미어 손실 및 염색체의 융합(fusion)을 촉진시키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체활동량과 LTL이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

된다[63]. mtDNA의 변이는 호흡사슬의 이상을 야기하고, 텔로미어 길

지만, 여자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량(> 6 METs)과 LTL이 유

이를 감소시키는데, 멜라스 증후군(mitochondrial myopathy, MELAS)

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과 레베르시신경병증(Leber’s hereditary optic neuropathy, LHON)을 가

있다고 하였다.

진 미토콘드리아 질병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1.5 kb 짧

성인들의 경우 Cherkas et al. [75]은 2,401명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다[64]. 또한 mtDNA의 복제 수(copy number)가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자기보고식 신체활동량과 LTL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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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tudies of telomere and physical activity
Reference

Participants
· N=667 adolescents (14-18 years)
· PA was measured Actigraph monitors during 7 days
· N=2401 white twin adults (18-81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past 12 months
· N=477 healthy adults (20-50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past 7 days
· N=1,868 adults ( >20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past 30 days
· N=7,813 women (43-70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past year

[74]
[75]
[76]
[77]
[78]

· N=69 adults (50-70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past month
· EEE: 0-990, 991-2,340, 2,341-3,540 & 9,351 kcal/week
· N=782 men (mean age 47 years)
· Self-reported PA (the period was not provide)
· N=80 healthy adults (18-80 years)
· Self-reported PA (frequency, time, hours per week)
· N=6,474 adults ( >20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past 30 days
· N=944 adults with CVD (50-80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last month
· N=814 older adults ( >61 years)
· Self-reported PA during the last month

[79]

[80]

Main findings
· Vigorous PA ( >6 METs) was associated with LTL only in girls
· Longer LTL with increasing MVPA levels
· Increasing vigorous PA was associated with longer rLTL
· MVPA (1,835 MET/min/month) was associated with LTL
· Total PA was associated with LTL
· Calisthenics or aerobics was associated with LTL in the most active women
( ≥ 2.5 hours/week) than the least active (0 hours/week)
· Longer PBMC in 991-3,540 kcal/week
· Shorter PBMC in 9,351 kcal/week
· Telomerase activity was not associated with EEE
· Moderate PA group had longer LTL than low and high PA groups

· No association PA (duration) & PBTLs TL
· PA was a negative associated with accumulation of DNA damage
· Only PA guidelines (≥ 2,000 METs/min/month) from running was associated with
longer TRF
· PA (3-4 times/week) was associated with longer LTL in unadjusted analyses, but
not after multivariable adjustment such as CHD, medicine, BMI, and smoking etc.
· Longer period PA (at least 10 years) was associated with longer LTL at over
42 years
· No association PA & LTL at 20-30 years
· N=582 older adults (age 73.5 years)
· No association PA & LTL at baseline except walking distance
· Self-reported PA longitudinal analyses during 10 years · Changes in leisure time PA was an inver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LTL

[85]
[86]
[87]
[88]

[89]

PA, physical activity; LTL, leukocyte telomere length; rLTL, relative leukocyte telomere length; MVPA, moderate-vigorous physical activity; PBTLs TL, peripheral blood T-lymphocytes telomere length; PBMC,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EEE, exercise energy expenditure.

이 증가할수록 더 긴 LTL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가장 신체활동량이 높

nuclear cells, PBMC)의 텔로미어 길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중정도

은 대상자들의 LTL이 가장 신체활동량이 낮은 피험자들의 LTL보다

의 신체활동량(991-3,540 kcal/week)은 더 긴 PBMC의 텔로미어 길이

200 뉴클레오티드(7.1 vs. 6.9 bp)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신체

를 나타내지만 너무 많은 신체활동량(9,351 kcal/week)은 오히려 더 짧

활동이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Latifovic et al. [76]도 477

은 PBMC의 텔로미어 길이를 나타내고 텔로머라제의 활성도는 에너지

명의 건강한 20-50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신체활동과

소비량과 관련성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보고하였다. Savela et al.

LTL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고강도 신체활동수준이 높을수록 더 긴

[80]도 782명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신체활동량을 측정

LTL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Edwards & Loprinizi [77]도 20세 이상의 성

하여 LTL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중정도 신체활동군(걷기, 사이클,

인 1,86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신체활동량과 LTL의 관련성을 살

스키, 정원 일, 볼링, 낚시나 주당 가벼운 운동)이 낮은 신체활동군(독

펴본 결과 중-고강도의 신체활동량이 LTL과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서, TV 시청, 영화관람이나 좌업생활)과 높은 신체활동군(조깅, 달리

하였다. 뿐만 아니라 Du et al. [78]도 7,81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보

기, 스키,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어려운 정원 일, 규칙적인 고강도와

고식 신체활동량과 LTL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주당 신체활동량의

경쟁적 운동을 주당 여러 번 참여하는군)에 비하여 더 긴 LTL을 나타

시간이 많을수록 LTL이 긴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체조와 유산소성 신

낸다고 하였다.

체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이 신체활동량이 가장 낮은 여성보다 더 긴
LTL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들이 일치되지 않는 원인은 신체활동이 세포노
화에 미토콘드리아 합성, 활성산소의 감소와 항산화효소의 활성도 및

그러나 신체활동수준에 따라 LTL과의 관련성이 달라진다는 연구

손상 회복효소의 증가[81,82], 그리고 신경영양인자(neurotrophic fac-

결과들도 보고되는데, Ludlow et al. [79]은 6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

tor)의 상승[83]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좌업생활과 과훈련 등

기보고식 신체활동량과 말초혈액 단핵구세포(peripheral blood mono-

의 조건은 생체에 스트레스가 되어 생체반응이 U-shaped curve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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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 때문[84]으로 사료된다.

2) 운동이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량과 LTL이 양의 상관을 가진다는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

신체활동량이 텔로미어 길이와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과 달

구하고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 Song et al. [85]은

리 일회성 운동 및 장기간 동안 운동을 수행하는 집단 또는 선수들의

8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신체활동량과 DNA 손상

텔로미어 길이에 대한 연구들은 나이와 조직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수준 및 말초혈액 T 림프구(peripheral blood T-lympocytes, PBTLs)의

보고하고 있다(Table 3).

텔로미어 길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시간과 DNA 손상은

일회성 운동 후 텔로미어 길이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음의 상관을 나타내지만, 텔로미어 길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Bruunsggard et al. [90]은 고강도의 탈진적인

이에 대해 Loprinzi & Sng [86]은 6,474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젊은 피험자의 단핵구 세포와 CD8+, 노인피험

분석한 결과 유산소운동, 농구, 자전거, 댄스, 달리기, 계단 오르기, 수

자의 CD4+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유의하게 짧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 걷기, 근력운동 등을 주당 2,000 METs 이상 소비하는 신체활동 중

Borghini et al. [91]도 일회성의 장거리 마라톤 시합 전과 마라톤 중간지

달리기를 실시하는 집단만이 LTL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며 운동유

점(148.7 km) 및 종료시점에 LTL을 비교한 결과 일회성 고강도의 운동

형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고, Krauss et al. [87]은 944명의

은 DNA 손상을 증가시켜 텔로미어 감손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Jun &

관상동맥질환자들에게 자기보고식 신체활동량과 LTL의 관련성을 살

Shin [92] 연구에서도 60% VO2max와 80% VO2max의 400 kcal를 소비

펴본 결과 신체활동수준이 LTL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지만, 고혈압, 당

하는 운동 후 LTL이 유의하게 짧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회성 고강

뇨, 뇌졸중, 심부전, 만성적 폐질환과 같은 질병의 상태와 섭취하는 약

도 운동 시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는 급성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화스

물 및 BMI, 흡연과 우울증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관련성

트레스가 텔로미어 길이 감손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즉, 고강도의 유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질병상태와 습관이 신체활동량과 LTL의

소운동은 산소의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 호흡사슬의 산

관련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소유출을 증가시켜 전자의 누출(leakage)로 인한 활성산소를 생성하

이와 같은 신체활동량과 텔로미어 길이 관련성의 차이는 연령과 신
체활동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Saßenroth et al. [88]은 20-30대의

고, 이것이 DNA의 손상과 세포분열을 유도하여 텔로미어 길이를 감소
시키게 된다[82].

LTL은 신체활동량과 관련성이 없지만 42세 이상에서 관련성을 나타

일회성 운동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 집단의 텔로미

내며, 특히 신체활동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는 집단의 LTL이 더

어 길이에 대한 연구는 반대로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

길다고 하였다. Soares-Miranda et al. [89]도 65세 이상의 노인 582명을

다. Silva et al. [93]은 65-85세의 61명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집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신체활동량을 10년간 추적하여 LTL과의 관련성

단, 최소한 5년 이상 중강도의 운동을 실시하는 집단(주 2-3회의 배구,

을 살펴본 결과 초기의 신체활동량은 하루 동안 걸은 거리를 제외하고

농구, 6 km 이하의 달리기) 및 고강도의 운동을 실시한 집단(주 5회 이

는 LTL의 변화와 관련성이 없었지만, 신체활동량이 주당 1,000 kcal 증

상, 주당 50 km 이상의 달리기)을 비교한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

가할 때마다 텔로미어 감손이 매년 2.2 bp 덜 나타나 신체활동량 증가

시한 집단의 T-cell 텔로미어 길이가 운동하지 않는 집단보다 더 길다

가 텔로미어 길이 감손을 방지한다고 하였다.

고 하였다. Borghini et al. [91]도 평균 13.5년 동안 주당 59.4 km 달리기

따라서 신체활동량과 LTL의 관련성은 연구보고마다 차이를 나타

를 실시하는 20명의 장거리 달리기선수 20명(45.5 ± 9.2세)의 LTL이 비

내지만 신체활동이 만성적인 염증과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항

운동집단에 비하여 더 길다고 하였다. Østhus et al. [94]도 지구성 달리

산화 방어능력을 증가시켜 산화적인 DNA 손상을 감소시키므로[89]

기 경기를 하는 노인들의 LTL이 중정도의 신체활동만을 하는 동일한

텔로미어 감손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연령대의 노인에 비하여 더 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Werner et al.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가 나타나

[95]도 주당 73-80 km의 중-장거리 주자의 LTL이 일반인보다 더 길다

는 시기 이후부터 관련성은 더욱 강해지며, 신체활동기간이 길수록 더

고 하였으며, Denham et al. [96]도 2년 이상 주당 40-100 km를 달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련성은 질병의 상태

울트라 마라톤주자의 LTL이 일반인에 비하여 324-648 bp의 차이로

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너무 많은 신체활동량은 부정적인

11% 정도 더 길며,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환산하면 16.2 ± 0.26년의 차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건강수준에 맞는 적절한 신체활동이 필요할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장거리 주자들이 더 긴 LTL을 나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신체활동량을 자기

내는 원인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와 MnSOD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신체활

의 활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mtDNA 변

동량의 적정수준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를 방지하여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다.

[95]. 또한 운동선수들에게 텔로미어 보존 및 염색체 보호기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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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tudies of telomere and exercise: athlete vs. control group and acute & chronic
EX type
Acute

Reference

Participants (Training Experience)

[90]

· N=10 older (76-80 years) & 10 young (19-30 years)
· Maximal exercise test
· Endurance trail race (baseline, 148.7 km, end of the race)

[91]
[92]

Chronic

[93]
[91]
[94]

[95]

[96]
[97]
[100]
[101]
[102]

Tissue

Mononuclear · BMNC and CD8 TL were reduced in young group
cells & T-cell · CD4+ TL was reduced in elderly group
· Acute exercise decreased LTL by oxidative DNA
Leukocyte
damage
· LTL was reduced after exercise in both 60% & 80%
Leukocyte
VO2max

· N=10 (46.8±6.4 years)
·M
 oderate (60% VO2max) & High (80% VO2max ) intensity
and 400 kcal treadmill running
· N=61 (65-85 years)
T cell
· Regular aerobic training for at least 5 years
· N=62 (45.4 ±9.2 years)
Leukocyte
· Athletes (n=20, 59.4 km/wk, 13.15 years)
·N
 =20 (10 young, 22-27 years & 10 older men, 66-77
years)
· E ndurance athletes (EA, n=10, long distance runner &
track running competitions) vs. moderate PA (MPA, n=10)
· N=58 young & 46 older adults
·M
 iddle & long-distance runners (n=57, 73-80 km/wk) vs.
CON
· N=123 males (over 30 years)
· Ultra-marathon runner (n=67, 40-100 km/wk, ≥ 2 years)
· N=32 (15 years)
· Marathon runner (n=17, 51.5±14.5 km/wk, 14±11 years)
· N=25 health young & 32 older adults
· ER (n=27, ≥5 days/wk, >45 min/day, ≥5 years)
· N=599 (392 former athletes & 207 CON)
· Cohort study (1985, 1995, or 2001)
· N=14 (20 ages)
Skeletal muscle
· Power lifers (PL, n=7, 8±3 years) vs. non-lifter (CON, n= 7)

[103]

· N=37
· Endurance runners (ER, n=18, 40 km/week, ≥ 7 years) vs.
sedentary (CON, n=19)

[104]

· N=26
· Athletes with FAMS (n=13, distance runner, triathlete
and international squash player)

Main findings
+

· T-cell TL was longer in the trained group than in
the non trained group
· Longer LTL in athletes vs. CON
· Longer skeletal muscle LRL in older EA vs. MPA
· Same skeletal muscle LRL in young EA vs. MPA

· Longer LTL, higher telomere stabilizing proteins,
lower telomere erosion runner vs. CON
· Longer LTL in runners vs. CON
· Same LTL in marathon runner vs. CON
· Same LTL in young ER vs. CON
· Longer LTL in older ER vs. CON
· No difference in LTL in late life
· Longer skeletal muscle TL in PL vs. CON
· Shorter skeletal muscle mTRFL in those with
higher lift record
· Same skeletal muscle TL in ER vs. CON
· Shorter TL in those with greater number of years
(hours) training vs. fewer number of years (hours)
training
· Shorter skeletal muscle TL in athletes with FAMS
vs. CON

BMNC, blood mononuclear cell; TL, telomere length; PA, physical activity; LTL, leukocyte telomere length; mTRFL, minimum telomere restriction fragment
length; FAMS, fatigued athlete myopathic syndrome.

쉘터린과 관련된 유전자인 TRF1, TRF2 및 POT1의 백혈구 mRNA의

여 900 bp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중년 이후의 운동습관은 노화를 방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97] 백혈구 텔로미어 감손을 낮추는

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의 운동선수 경험이 10-20년

것이라고 제시되었다[98].

후의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101]도 있으므

특히 장기간 운동을 실시한 집단의 텔로미어 길이 보호효과는 중년

로 신체활동과 마찬가지로 중년 이후의 규칙적인 운동은 텔로미어의

이상의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Mathur et al. [99]은

기능이 감소되는 시기에 세포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예방책이 될 것

평균 15세의 주당 51.5 ±14.5 km를 달리는 마라톤주자와 일반인의

으로 사료된다.

LTL이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LaRocca et al. [100]도 5년 이상 주당 5

혈액세포와 달리 골격근 DNA의 텔로미어 길이와 규칙적인 운동의

회 이상, 1일 45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집단과 좌업생활을

관련성은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Table 3). Kadi et al.

하는 젊은 집단(18-32세, n =25)과 중년집단(55-72세, n =32)의 LTL을

[102]은 노인 역도 선수집단의 근육 텔로미어 길이가 일반인보다 더 길

비교한 결과, 젊은 집단의 LTL은 운동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중년집

지만 최소 텔로미어 제한절편길이(minimum telomere restriction frag-

단의 LTL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집단이 좌업생활자에 비하

ment length, mTRFL)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기록과 역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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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cal fitness level and telomere length
Reference
[94]
[87]
[77]
[99]
[100]
[89]
[107]

Participants (EX test)

Main findings

· N=20 younger & older men
· Maximal Ex test (VO2max)
· N=944 adults with CVD
· Maximal Ex test (CRF)
· N=1,868 adults ( >20 years)
· Submaximal treadmill test (CRF)
· N=32 (15 years)
· Maximal Ex test (VO2max)
· N=25 health young (18-32 years) & 32 older adults (55-72 years)
· Maximal Ex test (VO2max)
· N=582 older adults (age 73.5 years)
· 4.572 m walk (sec), grip strength (kg), chair stands (sec)
· N=2,410 (50-85 years)
· Peak isokinetic knee extensor strength (IKES)

·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VO2max and skeletal muscle T/S ratio
· High CRF (> 7 METs) had 2-fold longer LTL than low CRF
· CRF was not associated with LTL
· No correlation between VO2max and lymphocyte TL
· LTL was positively related to VO2max in older adults
· A better chair test performance was associated with longer LTL
· Changes chair time was associated with changes in LTL
· Lower extremity muscular strength was associated with LTL

T/S ratio, telomere/single copy gene-ratio; TL, telomere length.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달리기 선수집단의 근육 텔로미어 길이가

과 LTL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심폐체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긴 LTL

일반인과 차이가 없지만 트레이닝 기간 동안 운동횟수(운동시간)가 증

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높은 심폐체력을 가진 환자들은 낮은 심폐체

가할수록 mTRFL가 더 짧게 나타난다는 보고[103] 및 장거리 달리기,

력을 가진 환자들에 비하여 2배 정도 긴 LTL을 가진다고 하였다.

트라이애슬론, 스쿼시 선수들은 운동 후 근통증, 근경직, 근약화와 같

그러나 심폐체력과 텔로미어 길이와의 긍정적인 관련성은 연령에

은 만성적인 근피로증후군(fatigue athlete myopathic syndrome, FAMS)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Edwards & Loprinizi [77]는 1,868명의 20세

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상을 가진 선수들의 외측광근 텔로미어 길이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하 트레드밀검사를 통해 심폐능력을 측정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으로 짧다(4.0 ±1.8 kb)는 보고[104] 등 일치되지

하여 LTL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심폐능력과 LTL이 관련성이 없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고 하였다. Mathur et al. [99]도 15세의 청소년들의 심폐체력과 LTL이

운동시간과 경기기록에 비례하여 근육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원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LaRocca et al. [100]은 25명의 젊은

은 고강도 저항운동도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근육의 손상을 유도하여

집단(18-32세)과 32명의 중년집단(55-72세)의 최대산소섭취량을 트레

DNA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105]. 또한 운동 후에 근 손상에 따

드밀검사를 통해 측정하여 LTL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최대산소

라 위성세포가 빠르게 분열되어 근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섭취량과 LTL은 중년 이상의 집단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

위성세포도 분열의 제한을 가지는 세포이기 때문에[106] 위성세포 동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년 집단(평균 63.5세)과는 달

원이 역치수준을 초과하면 근세포의 손상회복, 즉 텔로미어 길이 감손

리 젊은 집단(평균 22세)에서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규칙적인 유산소

을 방지하는 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102]. 특히 근육세포는 성장이

운동 여부 또는 VO2max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는 텔로미어의 길이

멈추고 분화가 끝나면 더 이상 세포 수는 증가하지 않고 지속적인 감

손상을 받을 정도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제안하

소만 나타내기 때문에, 근세포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치를

고 있다. 즉, 노화와 함께 텔로미어 길이는 감소하게 되는데, 규칙적인

초과하는 고강도의 운동은 근육 텔로미어 길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장기간의 고강도 운동에 의한 유산소체력의 유지가 중년 이후의 텔로

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미어 길이 변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텔로미어 길이와 근력 및 운동수행능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3) 체력수준이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

체력수준과 텔로미어 길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심폐체력, 근
력 및 수행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Table 4).

살펴보면, Soares-Miranda et al. [89]은 582명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
으로 4.572 m 걷기시간과 악력, 의자에 5번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을
측정하여 LTL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수행

심폐체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Østhus et al. [94]

능력이 좋은 사람이 더 긴 LTL을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10년이 지난

은 20명의 젊은 집단과 노인집단의 최대산소섭취량과 LTL의 관련성을

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이 1초 감소될 때마다 LTL의 감손을

살펴본 결과 최대산소섭취량과 LTL이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

매년 0.9 bp 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oprinzi & Loenneke [107]

고 하였다. Krauss et al. [87]도 944명의 관상동맥질환자들의 심폐체력

은 50-85세의 성인 2,410명의 국민건강영양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지

http://www.ksep-es.org 

신윤아 외  •  신체활동 및 운동과 텔로미어 길이 |

103

Vol.27, No.2, May 2018: 96-108

Table 5. The studies of telomere and exercise training
Reference

Participants (EX type)

Results

· N=19 (36-60 years)
· Low EX (50% VO2max) vs. High EX (80% VO2max), 3 times/week, 1,200 kcal EE, 12 weeks
· N=16 obese, middle-ages women
· EX group (n=8, aerobic ex, 6 months) vs. CON (n= 8)
· N=439 overweight, obese, older adults (50-70 years)
· EX (n=117, moderate-to-vigorous intensity AE, 5 days/wk, 12 months), Diet (n = 117,
1,200-2,000 kcal/day), Diet+EX (n=188), CON (n=87)
· N=49 overweight & abdominal obese older adults
· Moderate intensity various EX (aerobics, strength, flexibility, balance etc. 6 months)

[110]
[111]
[112]

[109]

· No difference of LTL in EX intensity
· Same LTL in EX vs. CON
· Same LTL in EX vs. CON

· Same LTL in EX vs. CON
· Longer LTL in Ex with decreased sitting time

LTL, leukocyte telomere length; EE, energy expenditure; Ex, exercise group; AE, aerobic exercise.

근력이 LTL과 양의 상관을 가지며, 하지의 근력이 50 N 증가할 때마다
LTL의 감손이 9% 정도 적어지므로 하지근력이 노화에 따른 질병의 유

결 론

병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지

이 연구는 텔로미어 길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텔로미어 길이에 영

근력과 운동수행능력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이나 운동습관을 가진 노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신체활동량, 운동 및 체력수준에 따라 분석한

인들에게 유지될 수 있는 체력요인이며, 심폐체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텔로미어 길이는 연령이 증가하

문이다[104].

면서 감소하며 특히, 노화가 진행될 때 감손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데, 이때 산화스트레스와 염증반응을 야기하는 조건과 질환들은 텔로

4) 운동훈련 중재에 따른 텔로미어 길이 변화

미어 길이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체활동량과 규칙적인 운동 및

직접적으로 운동훈련 중재를 통해 텔로미어 길이 변화를 살펴본 연

체력수준은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의 감소와 음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

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신체활동이나 운동, 체력수준과의 관련성

로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하여 심폐체력 및 운

과 다르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운동훈련 중재 후 텔로미어 길이는

동수행능력과 관련된 체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포노화를 방지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Table 5).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고강도의 운동기간과 경기기록

Sjögren et al. [109]은 68세의 49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신체

은 텔로미어 길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만성적인 피로

활동을 증진시키는 중재 후에 운동시간과 텔로미어 길이 변화는 양의

와 근손상은 골격근 텔로미어 길이 감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므

상관을 나타내고, 앉아있는 시간과 텔로미어 길이 변화는 음의 상관

로 적절한 수준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는 바

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Lee & Kang [110]은 19명의 35-60세의 중

이다.

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당 3회, 1,200 kcal를 소모하는 운동을 12주간
저강도(50% VO2max)와 고강도(80% VO2max)에서 실시하는 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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