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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70대 고령여성의 요가, 탄성
저항성 운동 및 실버댄스 등의 운동유형에 따라서 혈중 골 대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ponses of blood concentrations of bone
metabolic

사 지표 및 골밀도와 신체구성의 변화양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방법: 70대 폐경 후 여성 고령자 33명을 대상으로 요가(N

markers,

bone

mineral

density,

and

body

composition after different exercise training in 70's elderly
women.
Methods: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yoga

= 11), 탄성 저항성 운동(N = 10) 및 실버댄스(N = 12)를 실

group (N = 11), strength training with theraband group (N
시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12주간 운동프로그램을 각각 실시

= 10), and silver dance group (N = 12). The responses of
blood concentrations of bone metabolic markers, bone

하였다.
결과: 실버댄스와 요가 운동은 체중 및 체질량지수를 유의

mineral density, and body composition were compared
between the groups after 12 weeks of each exercise training.

하게(P < 0.05) 감소시켰으며, 실버댄스는 피하지방두께를 유
의하게(P < 0.05) 감소시켰다. 12주간 운동프로그램은 실버댄
스 그룹, 요가 그룹, 탄성 저항성 운동 그룹 순으로 신체구성의

Results: After the 12 weeks exercise training program,
body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showed a
significant (P < 0.05) decrease in the silver dance group and
yoga group, whereas skinfold thickness showed a significant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12주간의 탄성 저항성 운
동과 실버댄스 운동은 70대 여성 고령자의 골 무기질 함량 개

(P < 0.05) decrease in the silver dance group. Silver dance
group showed the highest response in body composition
among the three groups. Silver dance exercise or strength

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ining with theraband for 12 weeks showed positive effects
결론: 폐경 후 70대 여성 고령자의 신체구성 및 골대사지표

on bone mineral contents in 70's elderly women.
Conclusion: Therefore, both silver dance exercise and

의 긍정적인 개선을 위하여 탄성 저항성 운동과 실버댄스 운
동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

strength training with theraband may be effective exercise
programs for improving bone metabolic markers and body

주된다.

중심단어: 운동 트레이닝, 고령 여성, 골 대사지표, 신체구성

composition in 70's elderly women.
Key words: Exercise training, Elderly women, Bone
metabolic marker, Bod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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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고령여성의 운동 트레이닝 후 혈중 골 대사 지표의 변화 －

서

10주령의 Wistar 쥐를 대상으로 난소절제술을 한 후 8주 동

론

안 40 cm 높이에서 점프훈련을 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노화과정에서 골량(bone mineral content, BMC)의 감소

혈청 osteocalcin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와 미세구조의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발생하

다. 그러나 난소절제술을 받은 쥐를 고강도 treadmill 운동

는 골다공증 및 근골격계 질환은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켜

을 시킨 결과 혈청 osteocalcin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노년기의 활동 제약과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크게

결과도 있었다.

23)

1)

즉 어떤 유형의 운동이 고령여성의 골밀

증가 시킨다. 골밀도는 골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한 변인으로서 골밀도가 10% 감소할 때마다 골절의 위험이

으며, 폐경이후 여성에서 운동처치에 따른 골형성 지표의

2)

전 세계적으로

변화양상에 대한 비교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세라밴드를

3)
골다공증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 국내의 경우 2002년부

이용한 저항성 운동은 체력 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의 근력

터 2006년까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주위 골절 발생

24)
및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이며 , 요가는 심신을 이완하는

4)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만명 당 128명의 빈도로 발생하여 ,

호흡과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체력향상, 신체구성의 긍정적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인 변화, 골밀도의 유지 등의 관점에서 중년여성이상의 연

1.6~2.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골량은 인종, 유전적 요인,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령층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 칼슘 섭취정도, 운동량 등의 영향

25)

또한 실버댄스는

음악적 요소가 포함된 리듬감을 선호하는 연령층을 고려함

5)

을 받으며 , 골량은 골 형성과 흡수의 균형을 반영하여 매

은 물론 운동능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고령자에게

우 밀접하게 조절된다. 여성의 폐경 후 발생하는 골량 감소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상은 골 형성과 흡수과정의 불균형이 중요한 요인으로 간

운동프로그램 간의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여전

주되고 있으나, 골량 감소의 근본적인 기전은 여전히 명확

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26)

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폐경 후 70대 여성 고령자의

Aalkaline phosphatase (ALP, 알카린 포스파타제)는 골

노화에 따른 골 손실 예방 및 처치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방

6)
아세포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연골 및

법을 제시하고자 요가, 세라밴드를 이용한 탄성 저항성 근

골의 무기질화를 촉진하며, 정상적인 혈청 내 total alkaline

력운동 및 실버댄스를 12주간 각각 실시하여 신체구성, 혈

phosphatase (tALP, 전체 알카린 포스파타제)의 양은

청 osteocalcin, tALP 및 골밀도 등이 운동유형 간에 어떤

50~120 IU/L이다. 혈청 내 tALP는 골아세포 및 간이나 장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 및 분석하는 데 있다.

조직에서 생성되며, 이 가운데 골 특이적인 ALP는
12.5~85.3%를 차지한다. 또한 osteocalcin은 골아세포에서
생산되어 세포외 기질에서 축적되는데,

방

새로 합성된

1. 연구대상

osteocalcin의 약 30%가 혈중으로 방출되므로 혈중 농도를

본 연구의 대상자는 70대 고령 여성 40명이 운동프로그

측정하면 조골세포의 활동성과 골형성의 정도를 알 수 있
7)

다.

법

램을 시작하였으나 운동 중 건강상의 문제로 중도 탈락된

Osteocalcin은 제1형 골다공증의 평가에 유용하며 척
8)

대상자를 제외한 33명의 실험결과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

추골밀도의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높다.

9-12)

, 운동 중 근

다. 대상자들에게 운동프로그램 및 실험에 대하여 상세히

수축에 의하여 생산된 생화학적 요소는 골량 증가에 영향을

설명하였으며,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13,14)

골에 대한 생화학적 요소의

한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요가 11명, 탄성 저항성 근력 운동

중요성은 비 신체활동에 의한 부정적인 골 건강을 분석한

그룹 10명 및 실버댄스 운동그룹 12명으로 각각 구분하였

운동은 골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19)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 운동수행은 골미네랄 밀도(bone

다. 대상자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20,21)

같은데, 모든 항목에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mineral density, BMD)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로 나타났다.

또한 Honda 등 은 운동과 폐경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Yoga
Item
(N = 11)
Age (yr)
76.75 ± 4.37
Height (cm)
156.64 ± 8.32
Weight (kg)
64.21 ± 8.22
Values are Mean ± SD.

Elastic resistance exercise
(N = 10)
74.65 ± 3.43
149.25 ± 4.80
56.20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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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dance
(N = 12)
77.50 ± 4.44
154.21 ± 11.22
58.53 ± 12.31

F-Value
2.242
1.831
1.669

－ 대한비만학회지: 제 23 권 제 1 호 2014 －

3) Osteocalcin 및 혈청 tALP 분석방법

2. 운동프로그램

대상 환자들로부터 채취된 혈액 중 5 mL를 3,000 rpm에

운동처치 그룹은 12주간 주 3회, 1일 1시간씩 중강도 수

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osteocalcin

준의 운동처치를 실시하였다. 요가와 세라밴드(The Hygenic

은 NovoClacin kit (Meta Biosystem Inc., USA)를 이용하

Corporation, Akron, Ohio, USA)를 이용한 탄성 저항성 운

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ader

동을 12주간 실시하였으며, 유산소 운동그룹은 12주간 실버

(Biotek Instrument Inc., Windoski, VT, USA)로 분석하였

댄스를 실시하였다. 세 가지 운동유형의 운동강도 조절은

다. tALP는 phenyl-D-sodium phosphatase를 가수분해하여

요가는 주기적인 심박수 측정을 통해서 120~130 회/분 범

phenol을 생성하고, 생성된 phenol을 산화제의 촉매 하에서

위의 중강도를 유지하였으며, 탄성 저항성 운동은 Red 밴드

4-amino anti phyline과 축합하여 적색의 quinon이 형성되

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Green 밴드로 증가시켰으며, 실

는데, 이를 비색 정량하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Kind-king

버댄스도 주기적인 심박수 측정을 통해서 120~130 회/분

법).

범위의 중강도를 유지토록 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
에 제시한 바와 같다.

4. 자료처리
모든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그

3. 측정 및 분석방법

룹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그

1) 체격 및 신체구성

룹 및 시기 간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two-way

InBody 3.0 (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체중을

ANOVA repeated measure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

Tukey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5% 미

2
2
신장 (kg/m )'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피하지방 두께는

만(P < 0.05)으로 설정하였다.

Skinfold caliper (Skyndex, Caldwell-Justiss & Co., AR,
USA)를 이용하여 복부두께를 측정하였으며, 대퇴, 상완삼

결

두근, 장골능상부를 0.1 mm 단위까지 측정하되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일정한 값이 유지 되었을 때 측정치로 기록

과

1. 신체구성

하여 체지방률을 산출하였다. 신체둘레는 대퇴 및 허리둘레

12주간의 요가, 탄성밴드 저항성 운동, 실버댄스의 운동

를 측정하였다. 특히 허리둘레는 늑골 12번 하단부와 장골

후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체중은 그룹 간에

능상부의 중간부위에서 측정하였으며, 이 때 각 측정 부위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기 간에는 차이가 있

를 0.1 cm 단위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오차가 1% 이내

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후 검정결과 요가그룹(P < 0.05)

의 두 값에 대한 평균치를 기록하였다.

과 실버댄스그룹(P < 0.01)이 12주 운동 후 유의하게 체중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 저항성 운동그룹은 12주

2) DEXA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

운동 후 체중이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유의한 차이는

DEXA형식의 골밀도 측정기인 QDR-4500 (Hologic

없었다.

Inc., Waltham, MA, USA)을 이용하여 골다공증에 의한 골

BMI는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

절이 빈번하고 유병률 및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 검정결과 요가그

2~4번 요추의 전후에서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룹(P < 0.05)과 실버댄스그룹(P < 0.05)이 12주 운동 후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탄성 저항성 운동그룹은 12주 운동 후

Table 2. Exercise program
Type
Yoga
Warm up
Main
Cool down
Elastic resistance exercise
Warm up
Main

Silver dance

Cool down
Warm up
Main
Cool down

Program
Breath, Meditation, Stretching
Asana yoga
Savasana yoga
Stretching
Theraband resistance exercise (Sit & up position)
Breath, Stretching
Light body movement
Dance with music and applause
Breath, Waist exercise,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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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10
45
5
10
10 rep. × 3 set
45
5
10
40
10

－ 70대 고령여성의 운동 트레이닝 후 혈중 골 대사 지표의 변화 －

Table 3.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between group and time
Yoga
Elastic resistance exercise
Silver dance
Item
(N = 11)
(N = 10)
(N = 12)
Pre
Post
Pre
Post
Pre
Post
Height (cm)
156.64 ± 8.32 156.55 ± 8.87
149.25 ± 4.80 149.26 ± 5.35
154.21 ± 11.22 154.08 ± 11.41
‡
§
Body weight (kg)
64.21 ± 8.22 62.59 ± 8.31
56.20 ± 9.40 55.54 ± 9.32
58.53 ± 12.31 56.77 ± 11.53
2
‡
‡
BMI (kg/m )
26.15 ± 2.50 25.53 ± 2.52
25.13 ± 3.64 24.93 ± 3.68
24.34 ± 2.65
23.70 ± 2.24
Body fat (%)
28.99 ± 3.81 27.97 ± 4.08
22.00 ± 4.91 24.36 ± 4.93
31.78 ± 19.62 25.54 ± 3.58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G, group; T, time.
Two-way ANOVA repeated measure; *P < 0.01, †P < 0.001.
Between times in Tukey test; ‡
P < 0.05, §P < 0.01.

Table 4. Comparison of body thickness and circumference between group and time
Yoga
Elastic resistance
Silver dance
(N = 11)
exercise (N = 10)
(N = 12)
Item
Pre
Post
Pre
Post
Pre
Post
Thigh thickness (mm)

20.38 ± 8.89 19.75 ± 8.87

19.60 ± 7.80

Thigh circumference (cm)
49.62 ± 3.07 48.42 ± 4.02 49.65 ± 4.50
Abdomen thickness (mm)
28.95 ± 7.45 28.41 ± 7.39 17.93 ± 6.87¶
Waist circumference (cm)
89.40 ± 7.73 87.41 ± 7.20§ 96.10 ± 10.85
Mean ± SD.
G, group; T, time.
Two-way ANOVA repeated measure; *P < 0.05, †P < 0.01,
Between times in Tukey test; §P < 0.05, ∥P < 0.01.
Compared to Yoga group in Tukey test; ¶P < 0.05.

17.13 ± 5.29
∥

46.39 ± 3.58
20.16 ± 7.00
84.36 ± 9.40∥

F-Value
Group Time G × T
1.831
0.305
0.105
†
1.669 19.212
1.223
1.104 12.79*
1.071
2.026
0.621
1.476

F-Value

21.52 ± 6.32 18.20 ± 8.07§
§

48.15 ± 3.31 46.79 ± 2.46
20.53 ± 7.27¶ 17.51 ± 6.33§
92.46 ± 5.84 84.08 ± 8.40§

Group

Time G × T

0.166

7.735†

0.625
5.473†
0.198

27.336
7.953†
87.912‡

‡

1.105
3.033
4.006*
12.852‡

‡P < 0.001.

Table 5. Comparison of BMD-related variables between group and time
Item

Yoga
(N = 11)
Pre
Post
61.85 ± 30.57 63.83 ± 28.11
0.97 ± 0.30 0.97 ± 0.30
66.50 ± 18.35 61.08 ± 12.74
15.95 ± 4.41 17.85 ± 4.81

Elastic resistance exercise
(N = 10)
Pre
Post
41.59 ± 10.08 42.69 ± 9.74‡
0.74 ± 0.15
0.75 ± 0.14
80.00 ± 23.44 69.10 ± 19.06‡
21.65 ± 11.58 20.68 ± 11.91

Silver dance
(N = 12)
Pre
Post
37.32 ± 13.95 39.27 ± 12.73‡
0.81 ± 0.36
0.72 ± 0.12
73.83 ± 20.93 71.58 ± 21.32
16.23 ± 9.58 14.97 ± 9.25

Group
BMC (g)
4.654*
2
BMD (g/cm )
3.155
ALP (IU/L)
1.171
OC (ng/mL)
1.250
Mean ± SD.
BMC, bone mineral content; BMD, bone mineral density; ALP, alkaline phosphatase; OC, osteocalcin.
Two-way ANOVA repeated measure; *P < 0.05, †P < 0.01.
Between times in Tukey test; ‡
P < 0.05.

F-Value
Time
9.620†
0.473
5.759*
0.015

G × T
0.311
0.834
0.919
1.325

BMI가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탄

룹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기 간에 유의한(P

성 저항성 운동그룹은 체지방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을

< 0.001)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12주 운동 후 탄성 저항성

나타냈고, 요가 및 실버댄스그룹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성을

운동그룹(P < 0.01) 및 실버댄스그룹(P < 0.05)에서 유의하

나타냈으나 그룹 간 및 시기 간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게 대퇴둘레가 감소하였다. 복부 피하지방 두께와 허리둘레

그러나 체중, BMI 및 체지방률 모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

는 그룹과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는데,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피하지방 두께는 운동 전 탄성 저항성 운동그룹(P <

피하지방 두께 및 둘레변인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0.05) 및 실버댄스그룹(P < 0.05)이 요가그룹보다 유의하게

바와 같다. 실버댄스그룹에서 사후 검정결과 12주 운동 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버댄스그룹에서 복부 피하지

유의하게(P < 0.05) 대퇴 피하지방 두께가 감소한 것으로

방 두께가 12주 운동 후 유의하게(P < 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 및 탄성 저항성 운동그룹의 대퇴 피하지방

나타났다. 허리둘레는 요가(P < 0.05), 탄성 저항성 운동그

두께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퇴둘레는 그

룹(P < 0.001) 및 실버댄스그룹(P < 0.01)의 허리둘레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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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BMD-related
OC
ALP
Body weight
BMI
OC
0.549*
-0.355†
-0.309†
ALP
-0.357†
-0.278
Body weight
0.683*
BMI
% fat
BMC
BMD

variables in pre-test data
% fat
BMC
-0.399†
-0.222
†
-0.097
-0.290
†
*
0.377
0.565
0.823*
0.136
-0.229

BMD
-0.253
-0.190
0.369†
0.043
-0.170
0.766*
-

OC, osteocalcin; ALP, alkaline phosphatase; BMI, body mass index; BMC, bone mineral content; BMD, bone mineral density.
*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주 운동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만 여성은 30대 이후 매년 피질골에서 0.5%, 해면골에서
1.2%씩 감소하며, 폐경기 이후 급속한 골감소를 나타내어

2. 혈중 골 대사 지표 및 골밀도

매년 해면골에서 8%, 피질골에서 1∼3%씩 5년간 감소한

골밀도 관련 변인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

다.

27)

50세 이상 여성에서 골다공증환자는 약 20%를 차지

와 같다. BMC는 그룹 간(P < 0.05)과 시기 간(P < 0.01)에

함으로서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12주 운동 후 탄성 저항성

여성의 골감소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뼈가

운동그룹(P < 0.05) 및 실버댄스그룹(P < 0.05)의 BMC가

작고 생리주기 동안 성호르몬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요가그룹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을

때문이다.28)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BMD는 그룹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운동과 관련된 연구에
18)

및 시기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과 시기

서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ALP는 시기 간

의 우주비행이 척추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감소시킨다고 하

에는 유의한(P < 0.05) 차이를 나타내어 사후 검정결과 탄

였으며, 무중력상태에서는 골에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지 않

성 저항성 운동그룹의 ALP가 12주 운동 후 유의하게(P <

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55세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 및 실버댄스그룹의

연구한 결과 낮은 수준의 걷기운동은 척추골밀도의 변화에

ALP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내지 않았다. Osteocalcin은 그룹 및 시기 간에 상호작용이

의 여성을 대상으로 15주간 빠르게 걷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과 시기 간에도 차이가 없는

다리 및 전신의 총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14명의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4~6개월

29)

그러나 폐경초기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그룹은 12주 운동 후 다소 증가하는

였는데, 그 이유는 빠르게 걸을 때는 지면반력이 증가하기

양상을 나타냈으나, 탄성 저항성 운동 및 실버댄스그룹은

때문이라고 하였다.

30)

다소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탄성 저항성 운동그룹과 실버댄스그룹의
BMC는 12주 운동 후 유의하게(P < 0.05) 증가하였다. 12

3. 신체구성과 골밀도 관련변인의 관련성

주간의 요가운동이 노인의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사전 측정결과의 신체구성과 골밀도 관련변인의 관련성

칠 수는 있지만 요가보다 체중에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중은

탄성밴드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이나 실버댄스와 같은 유산

BMC (P < 0.01) 및 BMD (P < 0.05)와 유의하게 정적 관

소 운동이 BMC와 같은 골밀도 관련 변인을 긍정적으로 개

련성이 나타났으며 osteocalcin과 ALP는 유의하게(P <

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골 대사와 관련된

0.01)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BMC 및 BMD가

항목 모두 그룹 및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

BMI 및 체지방률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지 않음으로서 요가를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된 운동
유형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고

찰

폐경 후 여성은 난소에서의 에스트로겐 생성의 감소로
31)

골 파괴세포에 의한 골 흡수가 증가하며 , 이차적으로 균
2

여성의 최대골밀도(g/cm ) 수준이 남성에 비하여 15%,

형을 맞추기 위해서 골 형성도 증가되나32) 폐경 후 증가된

골 미네랄 함량(g)은 30%정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골 감소

골 손실은 골 형성과 골 흡수 지표뿐만 아니라 소실된 골의

측면에서도 남성은 50세 이후 매년 0.4%의 감소를 나타내

보충을 위해서 골 생성이 뒤따라 일어나 골형성 지표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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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어 증가하므로 osteocalcin 및 ALP 등의 생화학적 골

경우 골 대사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대사지표가 폐경 후에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

결과에서 total ALP는 BMC와 유의하게 부적관련성을 나타

져 있다.

냈으며 BMD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폐경

Osteocalcin은 분자량이 작은 4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후 고령여성에서 tALP 농도가 높으면 골밀도가 낮게 나타

되어 있으며, 비타민 K 의존성 감마 카르복시글루타믹산

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골 무기질 함량은 세

(gamma-carboxyglutamic acid, Gla)을 17, 21, 24번 아미노

그룹 모두 운동 후 현저한 증가를 나타낸데 반해서 골밀도

산기에 포함하고 있어서 골 글라단백(bone gla protein,

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세

BGP) 이라고도 한다. Osteocalcin은 조골세포에서 분비되

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운동 트레이닝 처치과정에서 골 무

고 골기질에 많이 존재하며, 골조직과 치아조직에만 특이하

기질 함량이 선행된 후 골밀도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현저

게 발견된다. 주로 조골 세포에서 합성된 후 뼈세포의 기질

한 무기질 함량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량을

에 결합되며 일부는 혈액내로 흘러나오므로 조골세포의 활

위한 보다 연장된 운동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성과 골 형성의 지표로 유용한데, 골 흡수 과정에서 유리

본 연구에서 운동 처치 전 체중과 osteocalcin 및 ALP의

33)

또한 골 무기질

부적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요가 및 실버댄스 그룹에서 체중

인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에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12주 운동 후 요가 및 실버댄스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골재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그룹의 osteocalcin 농도는 운동 전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되는 osteocalcin은 골 흡수를 반영한다.

34)

리라 생각되어 왔으나

골 형성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다

35)

으며, 탄성 저항성 운동그룹의 ALP 농도는 12주 운동 후

여성의 혈청 osteocalcin은 30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체중은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측하는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며 , 폐경기에는 골 교체율이 증가하

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이 골밀도와 양의 상

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36)

37)

면서 약 2배 정도 증가한다.

44)

운동과 osteocalcin 농도의

관관계를 가져

체성분과 골밀도를 분석했던 연구45)에서도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무산소성 운동을 1~2개월 동안 실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은 성인 여성의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

38)
시한 결과 osteocalcin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 성숙된 수컷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체중을 비롯한 신체

쥐를 대상으로 6주간 저강도와 고강도 사다리 운동을 실시

구성이 골격에 미치는 물리적인 자극이 골량에 영향을 미친

한 결과 혈청 osteocalcin 농도가 대조군에 비하여 두 그룹

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골밀도는 고강도 운동 그룹에
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체중이 BMC 및 BMD와 정

39)

적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또한 ALP는 골아세포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
6)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체구성에 대한 12주 운동

그러나 본 연구결과 osteocalcin 및

효과를 확인한 결과 체중과 BMI는 요가그룹과 실버댄스그

ALP와 체중이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룹에서 유의하게(P < 0.05) 운동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것은 폐경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관련

으며, 체지방률도 요가그룹과 실버댄스그룹은 12주 운동 후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폐경 후 여성에서 나타나는 골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저항성 운

도의 감소는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고

동그룹은 대퇴둘레 및 허리둘레가 유의하게(P < 0.05) 감소

표로 알려져 있다.

40)

본 연구에서는 요가 및 실버댄스그룹에서 체중이

하였다. 또한 실버댄스와 탄성 저항성 운동은 BMC에서 유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osteocalcin 농도는 유의

의하게(P < 0.05) 증가하여 노인들의 골다공증 개선에 긍정

있다.

한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폐경 전후를 기점으로

적인 운동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복부 피하지

osteocalcin과 ALP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것은 증가된 골 흡

방두께와 허리둘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구성 항목과 골

수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어기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연구

대사지표들은 그룹 및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

41)

결과 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도 골 흡수를 지연시키기 위한

타나지 않음으로서 요가를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된 운

방어기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유형 간의 차이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tALP는 대표적인 골형성 지표이며, 조골세포는 ALP를
생성하여 조골세포막의 소포에 저장하며 일부가 혈액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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