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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운동이 여대생의 근육-뼈 Crosstalk 인자에 미치는 

영향

김창선

동덕여자대학교�체육학과

서 론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은 노화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서로 높

은 관련성이 있다[1]. 우리나라 노인의 수명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질병의 치료에 드는 경제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대처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운동에 대

한 효과로서 근육과 골대사 조절 인자들의 독립적 작용 기전에 대해

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근육과 뼈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예로부터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GH)

과 인슐린유사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 1, IGF-1), 활성형 비

타민D (vitamin D)는 근육과 뼈의 발달과 유지에 동시에 작용하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GH 결핍은 근육량과 골량

의 감소와 함께 지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 IGF-1

도 근육량과 골량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이 밝혀져 있다[3]. 또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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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effect of combined exercise on muscle-bone crosstalk factors, which co-regu-
latory muscle and bone metabolic interact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24 female college students and divided into two groups; non-exercise group (Con, n=12) and combined 
exercise group (Ex, n=12) by random sampling. This study evaluated changes in bone mineral density (BMD), muscle mass, muscle 
strength, physical fitness index, and muscle-bone crosstalk factors b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SULTS: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ime on total body BMD and muscle mass. Combined exercise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of pelvis BMD (p<.01), total exercise time at VO2max (p<.01), back muscle strength (p<.05), standing long jump 
(p<.05), standing vertical jump (p<.05), trunk flexion (p<.05), isokinetic right knee extension strength (p<.05), and serum osteonec-
tin (p<.05).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12 weeks combined exercise did not improve muscle mass, it increases several 
basal physical fitness with the increase of serum osteonectin concentration. It’s probably indicate that osteonectin is highly sensitive to 
exercise among muscle-bone crosstal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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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골격근에는 비타민D수용체(vitamin D receptor, VDR)가 존재하

고 비타민D는 골밀도와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밝혀져 있다[4]. 

Bonjour et al. [5]도 성인의 근육과 뼈의 건강을 위한 영양소의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에서 칼슘과 인,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D 섭취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또한, Tanaka et al. [4]은 비타민D 결핍과 최종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AGEs)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의 

병인임을 밝히면서 활성형 비타민D가 근육과 뼈에 유용한 효과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중 근육에서 생산되어 뼈의 분화와 성

장에 작용하는 오스테오넥틴(osteonectin), 오스테오글리신(osteoglycin)

과 뼈에서 생산되어 근육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스클레로스틴(scleros-

tin)과 오스테오칼신(osteocalcin)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즉 근육과 뼈의 상호 관련성(근육-뼈 crosstalk) 인자의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Hamrick [6]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은 

내분비(endocrine)와 주변분비(paracrine) 장기(organ)로, 근육에서 분비

되는 일부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cytokine)들과 함께 osteonectin은 골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Kawao & Kaji [7]의 연

구에서도 osteonectin은 마이오스타틴(myostatin)과 IGF-1과 함께 근육

에서 생산되어 뼈의 분화와 성장에 작용하는 것이 밝혀져 있으며, 근육

에서 유래된 osteoglycin은 체액성의 골형성 인자로서의 작용을 보고하

고 있다. Tanaka et al. [4]도 osteoglycin은 근아세포(myoblasts)에서 분비

되며 골아세포 분화를 자극하고, 근육-뼈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osteonectin, osteoglycin은 근육

에서 생산되어 뼈의 분화와 성장에 작용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골세포에서 발현되어 미세중력에 의한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밝혀졌던 sclerostin [8]은 최근의 연구에서 근육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모델 흰쥐(G93A transgenic 

mouse model)를 사용하여 근위축과 골대사를 검토한 Zhu et al. [9]의 

연구에 의하면 근 위축과 함께 해면골과 피질골에서의 급격한 골밀도

의 감소를 발견하였고, 이때 sclerostin과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RANKL)의 관여를 밝히고 있다. Szulc et al. [8]도 

20세에서 87세의 1,13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와 골격근의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뼈의 미세구조 형성과 혈청 scleros-

tin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근육-뼈 crosstalk 인

자의 기능과 역할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운동 효과

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복합운동이 근육-뼈 crosstalk 인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Avin et al. [10]은 근육-뼈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전 및 분자생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서, 특히 근육-뼈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한 모델로 운동과 같은 

기계적인 부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복합운동을 부

하하여 각종 체력 지표 및 부위별 근육량, 골밀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근육 관련 인자와 골대사 인자를 혈액 레벨에서 관찰하는 한편, 근육

성장인자의 mRNA 발현 등을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운동

이 근육-뼈 crosstalk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사전 건강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자율적으로 

실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20-24세의 여대생 24명(22.3 ±1.2 years)을 대

상자로 하였다. 각 집단별 최소 필요한 대상자 수는 통계분석소프트인 

G*Power calculator (ver. 3.1)에 의해 분석되어 집단별로 12명씩 총 24명

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최종 선발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D대학교의 

실험에 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에 따라, 실험내용 및 피해점, 실험중지의 자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

명하고, 각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P01-201511-13-001). 집단의 구

분은 무선할당 방식을 통해 각각 12명의 대상자를 복합운동집단(Ex, 

n =12)과 대조집단(Con, n =12)으로 분류하여 Ex집단에 12주 운동프

로그램을 부하하고 운동 전후에 측정하는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

연구대상자들은 실험 시작 1주일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시, 실험실에 도착하여 3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전문 의료인을 통

해 상완정맥에서 채혈을 하였으며, 체성분 분석 및 골밀도 분석, 최대

산소섭취량, 기초체력 등을 측정하였다. 실험 전 두 집단의 신체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Con집단은 12주의 연구기간 동안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식이요법 및 정기적인 운동을 금지하였다. Ex집단

은 12주 동안 주 3회, 1일 60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12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Group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SMM (kg) fat (%) T-BMD (g/cm2)

Con (n=12) 22.7±1.4 161.3±5.1 54.3±4.0 20.9±1.7 20.9±1.2 28.5±6.2 1.103±0.05
Ex (n=12) 22.0±1.0 161.6±5.0 53.3±6.6 20.4±2.6 20.7±2.1 27.7±5.4 1.101±0.06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Con, control group; Ex, exercise group; BMI, body mass index; SMM, skeletal muscl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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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구기간 종료 후 다시 실험실에 방문하여 사전과 동일한 방법으

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과 사후에 채혈한 혈액은 D대학의 실

험실에서 근육-뼈 crosstalk 인자 및 골대사 관련 인자들의 혈중 농도

와 mRNA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혈액은 

전문 혈액기관(씨젠의료재단, Seoul, Korea)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3. 운동 부하 방법

Ex집단은 1일 각각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을 30분씩, 주 3회, 총 12

주간 실시하였다(Table 2). 이를 위해 사전에 VO2max와 사용하는 각 

기기별 1RM (repetition maximum)을 측정하여 복합운동부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이용하였다. 유산소운동 강도는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사

전에 측정한 VO2max를 기준으로 50%VO2max 강도로 시작하여 4주

간격으로 운동강도를 높여 70%VO2max 강도로 운동을 실시하였다. 

저항운동은 고정식 웨이트머신을 이용하여 레그 익스텐션(leg exten-

sion), 레그 컬(leg curl), 레그 프레스(leg press), 업도미널 컬(abdominal 

curl), 체스트 프레스(chest press), 숄더 프레스(shoulder press), 렛 풀 다

운(lat pull down), 암 컬(arm curl), 트라이셉 익스텐션(triceps extension)

의 9종목을 실시하였다. 각 종목은 8-12회 반복을 1세트로 하여 각 2

세트씩 실시하며, 사전에 측정한 1RM을 기준으로 60%1RM 강도로 시

작하여 4주 간격으로 운동강도를 높여 85%1RM 강도까지 운동을 실

시하였다(Fig. 1). 운동실시 전후에 각각 10분씩의 준비운동 및 정리운

동을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실시하였다. 

4. 체력 요인별 측정

등속성근력은 Isokinetic dynamometer Cybex (Norm system 770,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부위는 팔꿉관절과 무릎관절로 각

속도 60°/sec에서 굴근 및 신근력을 측정하여 최대힘효율(peak torque)

을 분석하였다. 기초체력으로 배근력과 악력은 각각 디지털 배근력계 

(TKK-5402, Takei, Japan)와 디지털 악력기(TKK-5401, Take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윗몸 일으키기, 체전굴, 체후굴, 눈감고외

발서기, 전신반응, 사이드스텝, 제자리멀리뛰기, 제자리높이뛰기를 측

정하였다. VO2max측정은 Bruce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트레드밀 에르

고미터(T170 DE, Cosmed, Italy)와 가스분석기(Quark CPET, Cosmed, 

Italy)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5. 근육량 및 골밀도 측정

신체전기저항법(BIA)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

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근육량 및 체지방량 등을 측정하였으며, 

이중에너지 X레이흡수법(Dual energy X-ray apsorptionmetry, DEXA

법)에 의한 골밀도측정기(DPX-L, LUNAR, USA)를 사용하여 골밀도

와 근육량 등을 측정하였다. 

Table 2. Program of combined exercise training       

Exercise  Type Time (min) Frequency Intensity

Endurance Treadmill running 30 3 times/week 50-70% VO₂max
Resistance leg extension, leg curl, leg press, abdominal curl, chest press, shoulder press, 

 lat pull down, arm curl, triceps extension
30 8-12 rep/set, 

   2 sets/time, 
   3 times/week

60-85% 1RM (kg)

Fig. 1. Composition of the combined ex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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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액 처리 및 분석

채혈은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12주간의 운동프로그램 종

료 후, 총 2회 실시하였다. 채혈은 식사와 운동에 의한 일시적인 혈액변

인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혈 전 24시간 동안 일상생활 이외의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일정한 식사패턴을 유지하게 하여 실시하였다. 

채혈된 혈액으로부터 일부는 혈청을 분리하여 근육과 뼈 관련 인자의 

농도를 분석하고, 혈액 일부는 말초혈단핵구(peripheral blood mono-

nuclear cell, PBMC)를 분리 추출하여 GH와 IGF-1의 mRNA 발현을 검

토하였다. 혈청 중 칼슘 대사의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Albumin과 Ca, 

P, Mg을 전문 혈액 분석회사인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검사기관기호 

NO: 11370319)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혈청 중 근육 성장인자로서 

GH와 IGF-1, vitamin D를, 골흡수 표지자로서는 carboxy-terminal col-

lagen crosslinks (CTX)를 동일하게 의뢰하여 ELISA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타깃인 osteonectin과 osteocalcin, osteoglycin, sclerostin

은 각각의 전용 측정용 ELISA 킷(Human Osteonectin ELISA kit, Fine 

Test, China; Human Osteocalcin ELISA kit, Fine Test, Human Osteo-

glycin ELISA kit, Fine Test, China; Human Sclerostin [SOST] ELISA kit, 

Fine Test, Chin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7. PBMC로부터의 근육성장인자 mRNA 발현량 분석

채혈한 혈액의 약 4 mL는 PBMC에서 총RNA의 추출을 위하여 헤

파린 튜브(BD Franklin Lakes NJ, USA)에 처리하여 채혈 직후 3시간 

이내에 RNA 추출을 하였으며, NucleoSpin RNA blood kit (macherey-

nagel, Germany)을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총 RNA를 추출하였다. 추

출된 RNA로부터 cDNA의 합성은 AccuPower RocketScriptTM Cycle 

RT PreMix (Bioneer. KR)를 사용하였으며, 분광광도계(spectrophotom-

eter, ASP-2680, CellTA Gen, KR)를 이용하여 A260/A280비율에서 

DNA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근육-뼈 crosstalk 인자 및 근육 성장인자 

mRNA의 분석은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이용하여 cDNA를 증폭시켜 측

정하였다. 역전사반응을 통하여 합성된 cDNA와 반응하는 앞쪽 프라

이머(forward primer, +) 및 뒤쪽 프라이머(reverse primer, -)는 Primer 

ExpressTM (Applied Biosystems, Foster, CA, USA)을 이용하여 디자인하

였다. 사이버 그린(SYBR Green) 분석은 C1000 Thermal Cycler (CFX96 

real-time system, Bio-Rad, US) 기계를 사용하였으며, 정량을 위하여 하

우스키핑 유전자(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mRNA에 대한 상대량을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 mRNA분석에 사용한 

프라이머 염기서열(Primer sequences)은 다음과 같다. GH(+) GAA 

GAA GCC TAT ATC CCA, GH(-) TCG GAA TAG ACT CTG AGA, 

IGF-1(+) GTG GAT GAG TGC TGC TTC, IGF-1(-) CTT CCT TCT 

GGG TCT TGG, GAPDH(+) AGA GAT GGC CAC GGC TGC TT, 

GAPDH(-) ATT TGC GGT GGA CGA TGG AG. 

8. 자료분석 및 통계방법

모든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별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통계처리는 이원변량반복분산분석(2-way re-

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여 집단(2종류: Con 및 Ex집단)에 

따른 시기 간(2시기: 운동 전 및 운동 후)의 차이(2 by 2)를 분석하였다. 

ANOVA 검사 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사로 시기 간은 

paired t-test, 집단 간에는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5% 미만(p< .05) 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신체조성의 변화

Con 및 Ex집단의 12주간 실험 전후의 신체조성 변화는 Table 3에 나

타냈다. 신체조성은 BIA법과 DEXA법을 이용하여 제지방중량 및 근

육량,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등을 측정했으나 모든 항목에 있

어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2. 골밀도의 변화

골밀도는 DEXA법을 이용하여 전신 및 머리, 다리, 팔, 골반, 요추 부

위를 측정했으며, Ex집단의 골반 골밀도가 운동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p< .01). 전신골염량을 포함하여 다른 부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3. 심폐지구력의 변화

심폐지구력 지표에 있어서는 Ex집단의 총운동시간이 운동 후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 .01). 그 외 VO2max 및 HRmax, Maximal METs 등

의 지표에 있어서 실험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상호작용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4. 기초체력의 변화

기초체력 지표에 있어서는 Ex집단의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제자

리높이뛰기, 윗몸앞으로굽히기가 운동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5, 

p< .01). 그 외 좌우 악력 및 윗몸일으키기, 전신반응, 사이드스텝, 눈감

고외발서기 등의 지표에 있어서 시기 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상호작

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5. 등속성 근력의 변화

등속성 근력 지표에 있어서는 Ex집단의 오른쪽무릎 신전최대근력

이 운동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1). 그 외 다른 지표에 있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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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 

6. 근육-뼈 crosstalk 인자의 변화

근육-뼈 crosstalk 인자에 있어서는 Ex집단의 혈청 osteonectin 농도

가 운동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혈청 osteocalcin 및 osteo-

glycin 등의 지표에 있어서 시기 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상

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7. 무기질 및 근육성장인자의 변화

혈청 Alb에서는 집단 간, 혈청 vitamin D 및 GH, IGF-1 mRNA 발현에

서는 시기 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지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논 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 운동부족은 뼈에 있어서는 골형성과 골미네랄화를 억제시

Table 3.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measured by bio-impedance and DEXA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b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Inbody 720) 
Weight (kg) Con 54.3±4.0 54.4±4.7 G .540 .478

T 1.288 .281
Ex 53.3±6.6 52.5±6.0 G×T 1.305 .278

FFM (kg) Con 38.7±2.1 38.9±2.5 G .010 .922
T .498 .495

Ex 39.5±4.6 38.4±3.5 G×T 1.252 .287
TMM (kg) Con 36.4±2.0 36.6±2.3 G .377 .552

T 1.600 .232
Ex 35.6±3.7 36.1±3.3 G×T .176 .683

SMM (kg) Con 20.9±1.2 21.0±1.4 G .218 .650
T .438 .522

Ex 20.7±2.1 20.7±2.2 G×T .195 .667
BFM (kg) Con 15.6±4.3 15.5±4.8 G .565 .468

T .028 .870
Ex 13.8±5.8 14.1±3.9 G×T .103 .754

TFR (%) Con 28.5±6.2 28.1±6.8 G .524 .484
T .138 .718

Ex 25.4±8.8 26.6±4.9 G×T .405 .538
AFR (%) Con 0.83±0.05 0.83±0.05 G 2.065 .179

T .002 .967
Ex 0.80±0.07 0.81±0.03 G×T .495 .496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Lunar Prodigy Advance, USA) 
TMM (kg) Con 34.5±2.2 34.3±2.5 G .430 .526

T .106 .751
Ex 33.4±3.1 33.8±3.2 G×T 3.052 .108

FFM (kg) Con 36.7±2.3 36.5±2.6 G .430 .526
T .079 .784

Ex 35.6±3.4 35.9±3.5 G×T 2.824 .121
TFM (kg) Con 16.7±4.7 17.7±4.9* G .299 .595

T .644 .439
Ex 16.3±5.1 15.7±4.4 G×T 4.044 .069

BMI (kg/m2) Con 20.9±1.7 20.9±1.9 G .429 .526
T 1.265 .285

Ex 20.4±2.6 20.1±2.2 G×T 1.113 .314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by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Con, Control group; Ex, combined exercise group; Before, before-exercise period; After, after-exercise period; G, group; T, time; G×T, group×time; FFM, 
Free Fat Mass; TMM, Total muscle mass; SMM, Skeletal Muscle Mass; BFM, Body Fat Mass; TFR, Total Fat Ratio; AFR, Abdominal Fat Ratio; BMI, Body Mass In-
dex.  *p<.05 v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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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hanges of total body BMD and BMC measured by DEXA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Head BMD (g/cm2) Con 2.158±0.148 2.166±0.182 G .055 .819
T .065 .803

Ex 2.152±0.186 2.137±0.205 G×T 2.754 .125
Legs BMD (g/cm2) Con 1.193±0.073 1.196±0.074 G .164 .694

T .000 1.000
Ex 1.180±0.090 1.177±0.095 G×T .806 .389

Arms BMD (g/cm2) Con 0.784±0.037 0.787±0.040 G .026 .874
T 1.719 .217

Ex 0.780±0.053 0.785±0.051 G×T .078 .785
Pelvis BMD (g/cm2) Con 1.082±0.082 1.079±0.067 G .571 .466

T 1.984 .187
Ex 1.048±0.086 1.065±0.083** G×T 6.812 .024

Lumbar BMD (g/cm2) Con 1.000±0.067 1.010±0.072 G .019 .893
T .047 .832

Ex 1.004±0.100 0.996±0.100 G×T 5.062 .061
Total BMD (g/cm2) Con 1.102±0.051 1.106±0.053 G .027 .873

T .111 .745
Ex 1.101±0.065 1.099±0.068 G×T 4.472 .069

Total BMC (kg) Con 2.171±0.250 2.181±0.243 G .254 .624
T .520 .486

Ex 2.125±0.402 2.100±0.369 G×T 3.745 .079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by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Con, control group; Ex, combined exercise group; Before, before-exercise period; After, after-exercise period; G, group; T, time; G×T, group×time; BMD, 
bone mineral density; BMC, bone mineral content. 
**p<.01 vs. Before. 

Table 5. The changes of indexes of maximal oxygen consumption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VO2max (ml/kg/min) Con 39.8±4.8 37.3±5.2* G 2.405 .149
T 13.145 .004

Ex 41.7±4.5 40.4±3.5 G×T .918 .359
HRmax (bpm) Con 191.3±6.9 181.7±13.2* G .989 .341

T 4.841 .050
Ex 194.8±9.5 187.7±26.5 G×T .158 .698

Maximal METs (ratio) Con 11.4±1.4 9.9±3.2 G 2.762 .125
T 5.853 .034

Ex 11.9±1.3 11.5±1.0 G×T 1.681 .221
Maximal RER (ratio) Con 1.19±0.07 1.22±0.10 G 1.440 .255

T .173 .685
Ex 1.19±0.08 1.19±0.06 G×T .877 .369

Maximal VE (L/min) Con 82.5±15.5 78.9±12.4 G .014 .909
T .908 .361

Ex 81.8±13.5 80.9±10.5 G×T .405 .538
Total exercise times (sec) Con 599.2±71.4 560.0±52.7 G .500 .494

T .092 .767
Ex 579.2±56.8 610.8±45.1** G×T 1.522 .008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by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Con, Control group; Ex, combined exercise group; Before, before-exercise period; After, after-exercise period; G, group; T, time; G×T, group×time; VO2max, 
maximal oxygen consumption; HRmax, maximal heart rate; METs, Metabolic Equivalents of Task; RER, respiratory exchange ratio; VE, ventilation.  
*p<.05, **p<.01 v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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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11], 골흡수를 촉진하여 골밀도와 골강도를 저하시키는[12] 한편, 

근육에 있어서는 근육량과 근력[13], 근신경 기능[14], 근육 밸런스[15]

를 저하시키고, 근육제어 능력을 감소시켜 낙상위험을 증가시키고[16] 

결국에는 골절위험률을 증가시킨다. 근육은 신체 내에서 움직임이 가

능한 모든 부분에 위치하며, 수축에 의한 관절의 움직임을 통하여 운

동을 일으킨다[17]. 또한 뼈는 몸을 지탱하여 운동기능을 수행하는 중

요한 기관이다[18]. 근육과 뼈는 운동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운동에 반응하고 적응한다. 그러나 운동이 근육과 뼈에 각각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근육과 뼈에 동시

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 Abou-Khalil et al. [19]의 골

격 재건에 있어서의 근육 stem cell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에서 뼈의 재

건에 있어서 근육이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염색

체인 X염색체 부족에 의하여 난소 형성 부전과 함께 저신장증을 포함

한 다양한 신체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유전 질환인 터너 증후군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육량 감소와 함께 골량감소를 나타낸다

고 보고하면서 근육-뼈 crosstalk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20]. Bonjour 

et al. [5]도 성인의 근육과 뼈의 건강을 위한 영양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칼슘과 인, 비타민D와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타

민D 결핍과 최종당화산물(AGEs)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의 병인으로 

Table 6. The changes of basic physical fitness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R-grip strength (kg) Con 24.4±4.4 26.5±5.5* G 1.464 .252
T 16.992 .002

Ex 26.3±3.7 28.6±3.4** G×T .012 .914
L-grip strength (kg) Con 24.5±4.4 25.6±5.4 G 1.489 .248

T 4.431 .020
Ex 25.4±3.9 28.0±3.1* G×T 1.372 .266

Back strength (kg) Con 67.7±14.6 68.4±15.9 G 1.187 .299
T 9.795 .010

Ex 68.3±10.1 78.4±13.1** G×T 6.761 .025
Sit-up (times/min) Con 24.0±13.1 27.7±13.1* G 1.207 .295

T 16.876 .002
Ex 28.6±13.6 33.0±14.2* G×T .100 .757

Standing long jump (cm) Con 163.2±22.7 161.4±25.7 G .213 .653
T 3.578 .085

Ex 161.9±23.2 171.3±20.8* G×T 8.078 .016
Standing vertical jump (cm) Con 35.1±5.7 33.1±6.4 G .654 .436

T .271 .613
Ex 34.7±4.1 35.7±3.9 G×T 5.482 .039

Body reaction time (sec) Con 0.34±0.07 0.30±0.05* G 1.174 .302
T 25.372 .000

Ex 0.33±0.05 0.27±0.02** G×T 1.317 .275
Side-step (times/20sec) Con 32.7±5.2 33.7±4.7 G 1.222 .293

T 7.612 .019
Ex 33.8±3.1 36.3±3.7*** G×T 4.714 .053

Standing on one leg with eyes closed test (sec) Con 27.6±38.7 34.2±40.7 G .152 .704
T 14.727 .003

Ex 17.2±13.9 35.1±27.3 G×T .871 .371
Trunk flexion (cm) Con 21.2±8.3 20.3±10.2 G .209 .656

T .776 .397
Ex 17.9±9.3 19.8±9.4** G×T 1.849 .007

Trunk extension (cm) Con 55.3±12.9 60.7±6.2 G .231 .640
T 3.993 .071

Ex 55.0±10.8 57.9±7.0 G×T .218 .650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by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Con, Control group; Ex, combined exercise group; Before, before-exercise period; After, after-exercise period; G, group; T, time; G×T, group×time; R, right; 
L, left.  
*p<.05, **p<.01, ***p<.001 v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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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hanges of serum concentration in muscle-bone crosstalk factors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Serum bone-muscle crosstalk markers
CTx (ng/mL) Con 0.349±0.110 0.407±0.127 G .379 .551

T .830 .382
Ex 0.356±0.116 0.357±0.091 G×T 1.011 .336

Osteocalcin (pg/mL) Con 1,533.8±807.7 1,633.9±1,343.8 G 6.748 .025
T .015 .905

Ex 752.7±434.5## 697.6±387.4# G×T .175 .684
Osteonectin (pg/mL) Con 784.5±457.2 578.2±485.7 G 2.617 .134

T .002 .966
Ex 329.4±187.5## 546.3±486.2 G×T 5.052 .046

Osteoglycin (pg/mL) Con 2,329.1±1,386.4 1,993.2±2401.6 G .770 .399
T 11.384 .006

Ex 2,401.6±1,385.6 1,778.3±684.0** G×T 4.057 .070
Sclerostin (pg/mL) Con 220.7±113.3 195.2±74.3 G 4.106 .068

T 2.032 .182
Ex 434.5±276.0 336.1±318.0 G×T 1.031 .332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by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Con, Control group; Ex, combined exercise group; Before, before-exercise period; After, after-exercise period; G, group; T, time; G×T, group×time; Ca, calci-
um; P, inorganic phosphate; Mg, magnesium; CTx, C-terminal cross linking telopeptide of type 1 collagen.  
**p<.01 vs. Before; #p<.05, ##p<.01 between groups.  

Table 7. The changes of isokinetic peak muscle strength levels of knee and elbow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Elbow (60˚/sec, 3 rep, Nm)
PT-RE Con 19.2±4.5 17.8±2.8 G .086 .775

T 1.867 .199
Ex 19.2±5.0 18.5±4.0 G×T .153 .703

PT-LE Con 17.3±3.3 16.1±3.2 G 1.545 .240
T .004 .953

Ex 17.2±6.2 18.3±4.0 G×T 1.814 .205
PT-RF Con 16.6±4.4 16.7±3.5 G .050 .827

T .027 .872
Ex 16.4±4.3 16.4±2.0 G×T .013 .912

PT-LF Con 17.4±2.5 16.5±2.8 G .632 .443
T 1.715 .217

Ex 17.8±3.9 17.5±2.3 G×T .263 .618
Knee (60˚/sec, 3 rep, Nm)

PT-RE Con 114.5±13.2 110.4±11.3 G .003 .959
T .372 .554

Ex 109.8±14.6 115.6±14.1** G×T 6.377 .028
PT-LE Con 108.4±14.5 107.2±11.8 G .062 .808

T .431 .525
Ex 106.8±16.5 111.3±14.8 G×T 1.496 .247

PT-RF Con 54.6±10.8 54.1±7.8 G .003 .958
T .001 .979

Ex 54.3±10.3 54.8±8.4 G×T .154 .702
PT-LF Con 51.0±9.8 51.9±9.4 G 1.079 .321

T 1.896 .196
Ex 53.2±6.4 55.7±6.9 G×T .560 .470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by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Con, Control group; Ex, combined exercise group; Before, before-exercise period; After, after-exercise period; G, group; T, time; G×T, group×time; PT, peak 
torque; RE, right extension; RF, right flexion; LE, left extension; LF, left flexion; F, flexion; E, extension. 
**p<.01 v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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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되며, Tanaka et al. [4]은 활성 vitamin D가 근육-뼈 crosstalk에 유

용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근육과 뼈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내분비나 영양 분야에서 조금씩 진행

되고 있으나,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양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Delecluse et al. [21]은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신 

진동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 골밀도 및 근육량이 동시에 증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Sung et al. [22]의 배드민턴 동호인의 운동경

력을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의 배드민턴 운동이 하지의 골밀도

와 근육량을 동시에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Ireland et al. 

[23]의 테니스선수의 주동팔과 비주동팔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근

육활동과 뼈의 적응에 있어 강한 관련성을 보고하면서, 주동팔에 있

어서 국소 근육 사이즈와 뼈의 강도 간의 차에 의하여 근육-뼈의 비대

칭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 

운동에 의한 근육량과 뼈에 있어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가 있으나, 근육과 뼈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crosstalk 인자에 미치는 운동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대조시험법(randomized controlled trial)

으로 건강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유산소와 저항성으로 구성

된 복합운동을 부하하여, 체력 및 부위별 근육량 및 골밀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혈액 레벨에서의 근육 관련 인자와 골대사 인자와 함께 근

육-뼈 crosstalk 인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편, PBMC 레벨에서의 근육

성장인자의 mRNA 발현을 분석하여 운동이 근육-뼈 crosstalk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신골밀도 및 근육량

에서는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골반 부위 골밀도의 개선과 함

께 체력지표에 있어서 VO2max 측정 시의 총 운동시간 및 배근력, 제자

리멀리뛰기, 제자리높이뛰기, 윗몸앞으로굽히기 등의 기초체력 지표에 

Table 9. The changes of mineral and muscle metabolism markers serum concentration and mRNA expression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Source F p

Serum mineral markers
Alb (g/dL) Con 4.71±0.17 4.70±0.20 G 6.195 .030

T 1.222 .293
Ex 4.93±0.20 4.83±0.23 G×T .884 .367

Ca (mg/dL) Con 9.65±0.23 9.58±0.33 G .001 .970
T .886 .367

Ex 9.67±0.23 9.57±0.40 G×T .034 .856
P (mg/dL) Con 4.22±0.65 4.19±0.46 G 1.819 .204

T .001 .970
Ex 3.89±0.40 3.91±0.51 G×T .027 .871

Mg (mg/dL) Con 2.15±0.10 2012±0.14 G .235 .637
T .659 .434

Ex 2.12±0.11 2.11±0.12 G×T .585 .460
Serum muscle metabolism markers

25 (OH) Vitamin D (ng/mL) Con 1.5±2.38 13.0±2.82 G .584 .461
T 8.004 .016

Ex 12.4±6.2 13.8±6.0 G×T .854 .375
GH (ng/mL) Con 6.67±6.02 3.10±3.47 G .006 .941

T .966 .347
Ex 4.52±3.34 5.07±4.26 G×T 2.965 .113

IGF-1 (ng/mL) Con 29.6±89.4 298.3±84.1 G 4.310 .062
T .009 .927

Ex 353.1±7.39 342.6±73.6 G×T .371 .555
mRNA expression of muscle metabolism markers from PBMC

GH mRNA (Ratio*) Con 1.5±9.3 1.4±3.1 G 3.936 .073
T 16.163 .002

Ex 5.2±3.9 0.9±0.7 G×T 3.338 .095
IGF-1 mRNA (Ratio) Con 8.63±8.24 2.29±4.86 G 1.493 .247

T 8.886 .013
Ex 5.60±5.48 1.46±1.01 G×T .631 .444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by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Con, Control group; Ex, combined exercise group; Before, before-exercise period; After, after-exercise period; G, group; T, time; G×T, group×time; Alb, Albu-
min; Ca, calcium; P, inorganic phosphate; Mg, magnesium; 25(OH)Vitamin D, 25-hydroxy vitamin D; GH, Growth Hormone; IGF-1, Insulin like growth fac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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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등속성 근력 지표에 있어서 오른

쪽무릎 신전최대근력의 유의한 증가가 밝혀졌다. 그러나 근육-뼈 

crosstalk 인자에서는 Ex집단의 혈청 osteonectin 농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을 뿐 그 외 인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고, 근육성장인자

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근육-뼈 cross-

talk 인자의 미비한 변화는 본 실험 결과에서 전신 골밀도와 근육량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Malarkey et al. [24]은 노인들의 PBMC로부터

의 GH mRNA의 발현과 만성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

으며, Wu et al. [25]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PBMC로부터의 T-cell과 

B-cell을 분리하여 GH mRNA의 발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Naka-

mura et al. [26]은 IgA nephropathy (IgAN) 환자의 PBMC로부터의 

IGF-I mRNA의 발현은 IgAN을 가진 환자의 신장 조직에서의 병리학

적 발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PBMC로부터의 GH와 

IGF-1의 mRNA의 발현 검토는 생리적 변화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의

미 있다고 판단하여 본 실험에서도 검토하였다. 즉 근육량이나 골밀도

처럼  형태적인  변화와  함께  대사적인  차원에서  PBMC로부터의 

mRNA 레벨에서의 근육성장인자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

어 검토하였으나 혈청 농도와 마찬가지로 운동에 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운동 방법은 주 3회 각각 30분의 유산소(50-70% 

VO2max)와 저항성(60-85%1RM) 운동 1시간씩을 12주간 시행하였다. 

몇몇 연구와 같이 이 운동은 여대생의 골밀도와 근육량 증가에 효과

적일 것이라 생각되었지만[27], 일부 부위 골밀도 증가와 일부 체력 개

선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전문체력이라고 평가되는 등속성 근력에서

도 미비했던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운동 방법은 일부 기초체력의 개선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기에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장기적인 운동은 여러 신체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뇨병[28], 심혈관[29], 고혈압[30]등의 대사성 

질환자들[31]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상자들에 있어서 많은 논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골밀도를 개선시키는 위해서는 운동부

하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Sanudo et al. [32]의 systematic review에 의

하면 폐경 및 폐경 이후 여성의 골밀도 개선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는 

진동이나 근력 운동과 같은 impact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면서, 

부하 강도와 빈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4세에서 18세의 남녀 청

소년을 대상으로 각 30분씩 1주일 3회의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병행하는 운동을 1년 동안 실시하여도 골염량의 증가는 보였지만 골

밀도의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보고[33]도 있는 것처럼, 같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운동형태와 강도, 빈도, 기간 등에 따라서 골밀도의 개선 효

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을 건강한 여

대생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위의 질환자들의 경우처럼 그 효과가 드라

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한 

운동에 대한 근육-뼈 crosstalk의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골밀도와 함

께 근육량도 변화한 상태에서 각 체력인자와 혈중인자들의 관련성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추가 연

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있어서 근육-뼈 crosstalk 인자 중 혈

청 osteonectin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점은 주목할 점이라 생각

된다. osteonectin은 osteoblasts, endothelial cells에서 생산되는 접착성 

당단백질(adhesive glycoprotein)로[34], 최근 근육세포에서도 발현되어 

근육 및 뼈의 분화와 성장에 작용하고[7], 미네랄화되는 조직에서 가

장 풍부하게 발현되는 비콜라겐성 단백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35]. 

LDL산화(oxidized low-density lipoprotein)가 osteonectin의 발현을 증

가시켜 혈관 석회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36] 등이 있지만, 운동과 os-

teonectin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다. 또한, Amaral et 

al. [37]의 골수 종양(bone neoplasm)에서의 vimentin, oleonectin 및 

oleocalcin의 발현량을 검토한 연구에서 oleocalcin에 비하여 oleonectin

의 발현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osteonectin은 osteopontin과 

focal adhesion kinase의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논문[38]과 같이, 운동에 

의한 반응으로써 osteonectin이 다른 인자에 비하여 빠르게 반응하여 

초기 골대사에 촉진제 역할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근육-뼈 crosstalk 

인자에 있어서 osteonectin은 민감하게 운동에 반응하는 인자일 가능

성이 있다. 

결 론

건강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복합운동을 부하하여 근육-뼈 

crosstalk 인자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골반 골밀도 및 총 운동시간, 배

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제자리높이뛰기, 윗몸앞으로굽히기, 오른쪽무

릎 신전최대근력의 증가와 함께 혈청 osteonectin의 유의한 증가가 밝

혀졌다. 이 결과로부터 osteonectin은 근육-뼈 crosstalk 인자 중에서 운

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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