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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 복합운동이 노인 여성의 노인체력, 신체구성 및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
신윤철 MS, 장용철 PhD, 조준용 PhD
한국체육대학교

Effects of 12 Weeks Combined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and
Leukocyte Telomere Length in Elderly Women
Yun-Cheol Shin MS, Yongchul Jang PhD, Joon-Yong Cho PhD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and leukocyte telomere
length in elderly women.
METHODS: Twenty-six elderly women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 combined exercise group (EXE, n=14) and control
group (CON, n=12). EXE group performed combined exercise for 60 mintues per day, 2days/week for 12 weeks.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time points in body composition (e.g., skeletal muscle mass, visceral fat
area, and Inbody score). EXE group was no significant changes in skeletal muscle mass, visceral fat area and Inbody score, but the CON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 in skeletal muscle mass and Inbody score. Furthermore, increased in visceral fat area. Among the
measurement variable of physical fitness,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ime in 6 minutes walking test, chair sit
test, and knee flexion muscle endurance. In EXE group, 6 minutes walking test and chair tes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ee flexion muscle endurance, whereas CON group, the 6 minutes walking test and knee flexion
muscle enduranc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ir test. In addition,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time points in leukocyte telomere length. EXE group was no significant changes, but CON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CONCLUSIONS: Our study suggest that combined exercise-induced improvement of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may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leukocyte telomere length in elderly women.
Key words: Combined exercise,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Leukocyte telomere length

서 론

데 이러한 건강수명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2]. 따라서 건강
하고 능동적인 삶을 위해 노화를 예방해야 한다. 노화란 세포가 분열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을 멈추고 수명이 다해 죽음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저 출산율은 고령화 사회를 초래하였고, 초 고령사회에도 곧 진입할 것

혹은 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생물학적으로 인체 시스

으로 예상된다[1].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을 건강수명이라 하는

템의 구조적 및 기능적 능력의 감소가 나타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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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정도와 속도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개인차는 여러 요인

나타난다[18]. 림프구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매년 41 bp가 짧아지지만

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생활습관의 올바른 실천 여부에 따라

[19], 섬유아세포는 매년 50-150 bp, 간에서는 매년 120 bp가 짧아진다

노화 진행속도가 조절된다[4]. 노화 이론들은 다양한데 그중 신뢰할만

[20]. 반면 뇌와 심근은 분열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텔

한 노화이론 중 하나가 텔로미어 이론이다[5]. 텔로미어는 진핵세포의

로미어의 길이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21]. 백혈구 텔로미어는 유전

염색체에 끝에 hexanucleotide sequences (TTAGGG)로 구성된 단백질

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길이가 짧아지며,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체로 세포분열시 염색체와 유전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6].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로 노화와 관련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22].

텔로미어 길이는 노화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그 길이에 미치는

운동과 텔로미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에 국한되어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텔로미어가 짧은 노인들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신체구성과 근력의 개선은 텔로미어 길이에 긍

이 매년 인지능력이 더 쇠퇴된다는 연구[7], 특정 유전자 변이체를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겸비

진 사람들 중 더 짧은 텔로미어를 가진 사람이 더 빨리 사망할 위험이

한 복합운동이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9배나 높다는 연구[8], 코펜하겐에서 64,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여성들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복합운

텔로미어를 측정한 결과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더 일찍 사망한다는 연

동이 신체조성과 체력 그리고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

구[9],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에서 텔로미어 길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있으며, 텔로미어 길이의 감소를 억제하거나 유지 혹은 증가시킬 수 있
는 방법들 중 한 방법이 운동이다. 지구력 훈련을 한 노인 운동선수들
은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들 보다 더 긴 텔로미어를 갖는다
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연구에서 최대산소섭취량의 증가는 텔로미어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의 길이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10]. 또한 규칙적인

본 연구대상은 S시에 위치한 S교회에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인여성

근력 훈련은 통제집단에 비해 골격근의 텔로미어 길이를 증가시켰으

30명을 선별하였다. 선택 편향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블록 무작위 배정

며, 근력운동 선수집단에서 운동수행능력과 텔로미어 길이 간 정적 상

(block randomization)방식으로 한 블록당 6명의 피험자를 설정하였으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며, 각 블록 내 일정한 배정비에 따라 배정하였다[23]. 집단은 운동집단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 하나는 신체조성이다.

(EXE, n=15)과 통제집단(CON, n=15)으로 나누어 12주간 사전 사후 총

Zannolli et al. [12]은 53명의 어린이와 2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BMI를

2회 각 변인을 측정하였다. 최종 선발된 피험자는 K대학교의 생명윤리

측정하고 텔로미어를 분석한 결과 비만집단의 평균 terminal restric-

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사전 설명을

tion fragments의 길이가 정상 집단보다 884.5 bp 짧게 나타났다. 또한

하였으며,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게 하였다(2019-

2,72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텔로미어 길이와 비만, 체중 증가의 상관관

0919-65). 연구 참여에 제한이 되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및 장애가 있는

계를 연구한 결과 체지방률과 복부의 피하지방량이 낮을수록 더 긴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EXE 집단은 12주간 주 2회 복합운동프로

텔로미어(5.01 vs. 4.75 kb)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13]. 이외에도 BMI가

그램에 참여하였으며, CON 집단은 12주간 일상생활을 제외한 규칙적

한 수치 높아질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7 bp 짧아진다는 연구결과[14]와

인 신체활동 및 운동에 제한을 두었다. 연구기간 중 EXE 집단 1명, CON

성인 193명을 대상으로 비만일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23% 감소를 보

집단 3명 총 4명이 건강악화·운동 불참 등의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되어

고한 연구결과[15] 등 신체조성은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최종적으로 EXE 집단 14명, CON 집단 12명 총 2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

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근력이다. Loprinzi와 Loenneke는 50-85세 2,410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슬관절 신

2. 연구 절차

전 근력이 50 N 증가할수록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의 감소가 9% 줄어

1) 복합운동 프로그램

들었다[16]. 또한 평균연령 73세의 58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EXE 집단은 사전 측정 후 12주간 주2회(월, 수), 60분씩 복합운동프

과 체력에 따른 백혈구 텔로미어의 길이를 확인한 결과 의자 앉았다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Borg의 운동자각도를 기준으로 운동강도를 설

일어서기에서 더 좋은 운동수행능력을 보일수록 0.9 kbp 긴 텔로미어

정하였으며, 1-6주차는 11-13 (편하다-약간 힘들다), 7-12주차는 13-15(약

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7].

간 힘들다-힘들다)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유산소 운동,

텔로미어의 길이는 조직의 종류와 연령, 병의 유무에 따라 2-20 kb로

근력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으로 구성 하였다. 세트 간 휴식시간은 1분

그 길이가 다양하며, 세포분열 시 조직마다 텔로미어의 감소도 다르게

내외로 하였으며, 유산소 운동은 가로 685 mm, 세로 280 mm, 높이 96

https://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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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자가 트랙을 한 바퀴 돌때마다 측정기록표에 표기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Weight (kg)

BMI (kg/m2)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말해주었으며 측정 중 대상

71.50±4.98 153.98±4.71 59.70±7.73
74.91±5.45 152.87±6.08 58.17±6.36

25.16 ± 2.85
24.87 ± 2.19

자들이 휴식을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였다. 측정 중 휴식을 취할 경

Group

Year

EXE (n =14)
CON (n =12)

Height (cm)

Values are mean±SEM.
EXE, exercise group; CON, control group; BMI, body mass index.

우 휴식 시간도 측정 시간에 포함 하였다. 6분이 경과되면 대상자가 멈
출 것을 요청하고 멈춘 위치를 표시한 뒤 총 이동거리를 구하여 기록
표에 m로 표기하였다(국민체력 100).

Table 2. Combined exercise program
Type of exercise

Program

Frequency

Warm up
Aerobic exercise

Stretching
Basic step
Side step
V step
Knee up step
Kick step

1 time
1-4 weeks
10-12 reps
5-8 weeks
12-15 reps
9-12 weeks
15-20 reps
1-4 weeks
8-10 reps

Strength exercise

Cooling down

Lying hip
Abduction
Lying hip extension
Lying hip flexion
5-8 weeks
Lying knee flexion 10-12 reps
Lying knee
Extension
9-12 weeks
Donkey kick
12-15 reps
Crunch
Dead bug
Stretching
1 time

Set Time (min)
1

5

3

25

(2)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는 하지 근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노인기 체력
측정 방법이다. 등을 바르게 편 상태로 의자 중앙 부분에 앉게 하였다.
양 발은 바닥에 편평하게 두고 양 손을 교차하여 어깨 위에 올린 뒤 시
작 신호 시 완전히 일어섰다가 완전히 앉은 자세로 돌아오게 하였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30초 동안 최대한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
으며, 정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측정 전 1-2회 연습하게 하였다.
30초 동안 완전히 일어선 횟수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만약 30초의
끝에서 중간이상 일어선 상태로 보이면 완전히 일어선 횟수로 계산하

3

25

였다. 측정 기회는 단 1번 부여하였으며 측정 시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
록 잡아서 고정하였다(국민체력 100).
(3) 슬관절의 등속석 근력

1

5

슬관절 신전과 굴곡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등속성 장비(HUMAC,
USA)를 이용하였다. 대상자를 측정장비 의자에 앉게 한 후 대상자의

mm의 Step Box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근력 운동은 맨몸을 이용한

무릎관절 중심을 장비축에 맞춰 측정장비의 높이와 거리를 조절하였

저항성 운동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다. 슬관절 힘을 제외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대퇴부와 가슴
부위를 고정하였으며, 측정하는 측의 발목에 스트랩을 감아 고정한 뒤

2) 신체조성 측정

슬관절의 가동범위를 90도로 설정하였다. Humac 측정 메뉴얼에 따라

신장 및 체중은 K대학교에 연구실에 있는 자동 신장 · 체중계를 사용

슬관절의 최대근력 측정을 위해 저속부하속도(60°/second)에서 5회,

하였다. 피험자는 가벼운 복장과 맨발상태로 계측기에 올라서서 발뒤꿈

근지구력 측정은 고속부하속도(240°/second)에서 15회를 실시하였다.

치, 엉덩이, 머리 모두를 밀착한 상태를 유지하며 바르게 선 자세에서 신

실제 측정 전 각 속도에서 2회 연습 후 측정하였다. 검사 중에는 최대

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신체조성은 InBody 770 (InBody, Korea)로 K대

한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두로 독려하였다. 좌우 모두 측

학교 연구실에서 측정하였다. ACSM (2018) 지침서에 따라 정확한 결과

정하여 더 큰 측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근력은 Peak torque/Body

값을 얻기 위해 측정 2시간 전에는 음료 및 식사 섭취와 격렬한 신체활

weight, 근지구력은 Total work/Body weight의 값을 사용하였다.

동을 제한하였다. 가벼운 복장을 착용한 채로 맨발로 측정기에 올라서
서 전극에 양발과 손을 맞추어 권장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측정하였다.

4)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혈액의 채취는 12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되었으
3) 체력 측정

며, 상완 주정맥에서 3 mL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EDTA

(1) 6분 걷기

처리가 된 튜브에 주입하여 분석 전까지 –80℃의 초저온 냉동기(Bio-

6분걷기는 심폐지구력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인기 체력측

Freezer, Forma Science)에 보관하였다.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는 C유전

정 방법이다. 바닥에 총 25 m인 직사각형의 트랙을 만들고 각 모서리

정보 업체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DNA 중 반복되는 TTAGGG염기서

에 고깔을 세워 표시하였다. 대상자는 시작신호와 함께 본인이 할 수

열의 길이를 real-time PCR로 분석하였으며 텔로미어의 길이와 단일 카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직사각형 트랙을 6분 동안 걷되 달리지 않게

피 유전자의 비율(T/S ratio)로 상대적인 텔로미어의 길이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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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EXE (n=14)

59.7±7.73

60.25 ± 7.81

Skeletal muscle mass (kg)

CON (n=12)
EXE (n=14)

58.17±6.36
20.25±1.97

58.4 ± 6.71
20.21 ± 2.01

Body fat mass (kg)

CON (n=12)
EXE (n=14)

20±3.15
21.73±5.77

19.32 ± 3.03*
22.34 ± 5.37

BMI (kg/m2)

CON (n=12)
EXE (n=14)

20.49±3.75
25.16±2.85

21.91 ± 3.93
25.52 ± 2.88

Body fat percentage (%)

CON (n=12)
EXE (n=14)

24.87±2.19
35.87±5.83

25.1 ± 2.36
36.67 ± 4.36

Visceral fat area (cm2)

CON (n=12)
EXE (n=14)

35.21±5.02
113.41±35.27

37.47 ± 4.87
114.44 ± 32.55

Inbody score

CON (n=12)
EXE (n=14)

107.46±29.71
69.91±3.87

117.7 ± 29.56*
69.58 ± 2.99

CON (n=12)

71.18±5.82

68.54 ± 5.04*

G
T
G×T
G
T
G×T
G
T
G×T
G
T
G×T
G
T
G×T
G
T
G×T
G
T
G×T

Weight (kg)

p

F
0.351
4.915
0.803
0.322
6.299
5.11
0.194
17.425
2.822
0.12
7.282
0.375
0.001
11.726
2.705
0.011
19.681
13.152
0.004
14.518
8.731

.559
.036#
.379
.576
.019
.033#
.664
.001#
.106
.732
.013#
.546
.971
.002#
.113
.916
.001#
.001#
.952
.001#
.008#

Two way repeated-measures ANOVA results for body composition. Values are mean ± SEM.
EXE, exercise group; CON, control group; G, group; T, time, G×T, group ×time.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before exercise intervention; #indicates a significant main effect and/or interaction.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모든 분석 요인들에 대해 집단의

나타났다. EXE 집단의 경우 골격근량, 인바디 점수, 내장지방면적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CON 집단은 골격근량, 인바디 점수의 감소
그리고 내장지방면적의 증가(p <.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s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유의 수준 .05보다 크게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

2. 신체 기능과 등속성 근력의 변화

다. 12주간의 처치에 따른 집단 ∙ 시점 간 상호작용을 비교 검증하기 위

신체 기능 측정 방법으로 6분 걷기와 의자 않았다 일어서기를 측정

하여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하였으며, 두 종목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6분 걷기의 경우

실시하였으며, 집단 · 시점 간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사후 검증으로

EXE 집단에서 12주간의 복합운동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

집단 내 시점 간 모수적 방법인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냈으며, CON 집단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p <.05). 의자 앉았다 일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와 신체조성, 체력 각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어서기 경우 EXE 집단에서 증가(p <.05)가 나타났으며, CON 집단에서

위하여 스피어만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수준은 상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등속성 근력의 경우 슬관절 신전근

계수의 크기에 따라 .00-.30 아주 낮은 상관, .30-.50 낮은 상관, .50-.70

력, 굴곡근력, 신전근지구력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슬

보통 상관, .70-.90 높은 상관, .90-1.00 매우 높은 상관[24]으로 해석하

관전 굴곡근지구력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EXE 집단에서 슬관

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전 굴곡근지구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CON 집단에서 유의한
감소(p <.05)를 나타냈다(Table 4).

연구 결과
1. 신체조성의 변화

3.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
텔로미어의 길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과 시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

12주간의 복합운동 전후의 신체 조성을 측정한 결과 골격근량, 내장

타났으며, EXE 집단에서 12주간의 복합운동 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

지방면적 그리고 인바디 점수에서 집단과 시점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지 않았지만, CON 집단은 유의한 감소(p <.05)가 나타났다(Table 5).

https://www.ksep-es.org 

신윤철 외  •  복합운동과 백혈구 텔로미어길이 |

259

Vol.29, No. 3, August 2020: 256-263

Table 4. The changes of physical fitness and knee isokinetic strength
Variables
Six minutes walking test (m)

Chair sit test (times/30sec)

Knee extensor peak torque
(60°/sec)
Knee flexor peak torque
(60°/sec)
Knee extensor total work
(240°/sec)
Knee flexor total work
(240°/sec)

Group

Before

After

Source

EXE (n=14)

482.14± 74.11

529.57 ± 67.57*

CON (n=12)
EXE (n=14)

480.25± 74.07
14±4.05

452.08 ± 62.27*
20 ±5.64*

CON (n=12)
EXE (n=14)

17.25± 3.62
76.94± 16.7

15.91 ± 3.02
108.07 ± 26.46

CON (n=12)
EXE (n=14)

81.44± 18.15
52.58± 12.36

100.9 ± 24.69
57.49 ± 19.43

CON (n=12)
EXE (n=14)

57±11.97
353.88± 74.33

56.72 ± 14.39
713.14 ± 109.16

CON (n=12)
EXE (n=14)

322.02± 87.88
402.7± 94.37

639.75 ± 103.5
372.29 ± 130.06

CON (n=12)

432.57± 99.66

297.65 ± 109.68*

G
T
G×T
G
T
G×T
G
T
G×T
G
T
G×T
G
T
G×T
G
T
G×T

p

F
2.201
2.443
37.629
0.069
19.335
47.746
0.028
57.023
3.039
0.115
0.975
1.229
2.346
559.763
2.107
0.342
17.181
6.864

.151
.131
.001#
.796
.001#
.001#
.868
.001#
.094
.738
.333
.279
.139
.001#
.16
.564
.001#
.015#

Two way repeated-measures ANOVA results for physical fitness and knee isokinetic strength. Values are mean ± SEM.
EXE, exercise group; CON, control group; G, group; T, time, G×T, group x time.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before exercise intervention; #indicates a significant main effect and/or interaction.
Table 5. The changes of leukocyte telomere length
Variables
Leukocyte telomere length (kb)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EXE (n=14)

5.42 ± 1.25

5.42 ± 1.32

CON (n=12)

5.5± 1.02

G
T
G×T

2.145
22.951
23.016

.156
.001#
.001#

4.1± 0.83*

Two way repeated-measures ANOVA results for leukocyte telomere length. Values are mean ±SEM.
EXE, exercise group; CON, control group; G, group; T, time, G×T, group ×time.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before exercise intervention; #indicates a significant main effect and/or interaction.

4.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와 신체조성의 상관관계

슬관절 굴곡근력과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간에는 보통수준의 정적상

텔로미어의 길이와 신체조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전검사

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슬관절 신전근지

에서는 연령, 체지방량, BMI, 체지방률, 내장지방, 인바디 점수와 백혈

구력, 슬관절 굴곡근지구력과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간에는 낮은 수준

구 텔로미어 길이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05). 상관 계수

의 정적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는 6분걷기, 의자

의 값에 따라 연령, 체지방률, 내장지방과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간에

앉았다 일어서기와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는 보통 수준의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체지방량, BMI와 백혈구 텔

나타났다(p <.05). 6분걷기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였고 의자 앉았다 일

로미어 길이 간에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 인바디 점수와 백혈

어서기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Table 7).

구 텔로미어 길이 간에는 낮은 수준의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후
검사에서는 유일하게 연령과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간에 보통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05)(Table 6).

논의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붙어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텔

5.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와 체력요인의 상관관계

로미어의 길이는 노화와 수명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

텔로미어의 길이와 체력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전검사

다 [25]. 텔로미어의 길이는 다양한 외부적 스트레스(산화스트레스와

에서는 모든 체력요인과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흡연 등)에 의해 감소되며[26,27], 운동은 텔로미어 길이를 증가시켜 주

나타났다(p <.05).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6분걷기, 슬관절 신전근력,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et al. [28]의 연구에서 장기간의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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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pearman correlations between leukocyte telomere length and
body composition before and after exercise intervention

Table 7. Spearman correlations between leukocyte telomere length, physical and knee isokinetic strength before and after exercise intervention

Variables

Variables

Year
Weight
Skeletal muscle mass
Body fat mass
BMI (kg/m2)
Body fat percentage
Visceral fat area
Inbody score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Before

After

-.506*
.008
-.214
.295
.17
.407
-.407*
.039
-.393*
.047
-.500*
.009
-.520*
.006
.431*
.040

-.514*
.007
-.166
.416
.081
.695
-.205
.316
-.205
.316
-.024
.238
-.283
.162
.119
.589

Six minutes walking test
Chair sit test
Knee extensor peak torque
Knee flexor peak torque
Knee extensor total work
Knee flexor total work

r
p
r
p
r
p
r
p
r
p
r
p

Before

After

.691*
.000
.447*
.022
.620*
.001
.610*
.001
.412*
.037
.478*
.013

.616*
.001
.435*
.027
.314
.119
.282
.163
.386
.051
.277
.170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before exercise intervention.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을 통한 신체조성의 유지는 텔로미어 길이의 유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before exercise intervention.

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확인한 CON 집단에서의

인 복합운동은 폐경여성의 혈중지질수준을 개선시키고, 텔로미어 길

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텔로미어와 체지방량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이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장년 단거리 운동선수들과 비

다는 연구결과[32], 텔로미어 길이는 체지방률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슷한 연령대의 비교집단의 텔로미어 길이를 비교한 결과 운동선수집

다[29]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와 신체조성 간

단의 평균연령이 비교집단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 길이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전 검사에서 연령(보통수준), 체지방량

비교집단에 비하여 더 길게 나타났다[29]. 하지만 본 연구에서 12주간

(낮은 수준), BMI (낮은 수준), 체지방률(보통 수준), 내장지방단면적(보

의 복합운동 후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확인한 결과 EXE 집단의

통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연령

경우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에 변화가 없었지만, CON 집단에서 백혈구

(보통 수준)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6). 본 연구에

텔로미어 길이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Table 5). 통계적으로 유의한

서 변인들간의 정적 상관관계, 부적 상관관계는 사전·사후 모두 동일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의 증가가 나타난 대

게 나왔지만 사례 수 부족으로 인해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는

상자들은 모두 EXE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반대로 CON집단의 경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들을 모집하

모두 감소하였다. 최대로 증가한 대상자는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가

여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와 신체조성 간 상관관계 분석이 진행되어야

31%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최대로 감소한 대상자는 CON 집단에서 나

할 필요성이 보여진다.

텔로미어의 감소는 내장지방단면적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

타났으며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가 40% 감소하였다. 하지만 운동집단에

체력은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서도 텔로미어 길이가 감소한 대상자가 나타났고, 백혈구 텔로미어 길

텔로미어와 최대산소섭취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좌식생활을

이의 증가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운동강도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하는 집단에 비하여 지구력 운동 훈련을 받은 집단의 백혈구 텔로미어

가 필요할 것이다.

의 길이가 900 bp이상 길었으며, 최대산소섭취량과 백혈구 텔로미어

텔로미어의 길이는 신체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비만과 과체

길이 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33]. 또한, 규칙적인 근력훈련은 골

중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감소시키며[14], 특히 비만 여성은 일반여성보

격근내 텔로미어의 길이의 증가를 보고하였다[11]. 본 연구에서 EXE

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240 bp 짧다고 나타났다[30]. 또한 Gielen et al.

집단은 6분걷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슬

[31]은 높은 BMI 수준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관절 굴곡근지구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CON 집단의

본 연구에서 12주간 복합 운동이 노인 여성의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경우 6분걷기, 슬관절 굴곡근지구력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의

을 확인한 결과 CON 집단에서 골격근량과 인바디 점수가 유의하게

자 앉았다 일어서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6분걷기의 경우

감소하였으며, 내장지방단 면적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EXE 집

심폐지구력과 최대산소섭취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선행

단의 경우 신체조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이는 노인

연구에 의하면 6분걷기와 최대산소섭취량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https://www.ksep-es.org 

신윤철 외  •  복합운동과 백혈구 텔로미어길이 |

261

Vol.29, No. 3, August 2020: 256-263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따라서 복합운동을 통한 6분 걷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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