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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 저항성 운동이 고환절제 흰쥐의 혈중 Testosterone, DHT 

및 골 대사에 미치는 영향

백경아1 PhD, 박세환2 PhD, 윤진환1 PhD 

¹한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서 론

골다공증(osteoporosis)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공중보건 문제이다. 골다공증은 골 취약성(bone fragility)과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사성 골 장애로, 낮은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및 골 미세구조의 악화를 특징으로 한다. 흔히, 골다공증은 폐

경기 여성의 전형적 증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성선기능저하증

(late-onset hypogonadism)으로 알려진 남성 갱년기(andropause)에 대

한 사회적 인식 및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남성 

노화와 골다공증은 불가분의 관계로 간주된다[1]. 

특히, 남성의 골 손실 및 골밀도 감소는 testosterone 및 testosterone 

생체이용률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3]. 선행연구에서, 퇴행성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남성의 70%는 tes-

tosterone 결핍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비록 남성의 골다공증성 골절 위

험이 여성의 1/3 수준이지만 골절 후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Bliuc et al. [5]은 낮은 수준의 혈청 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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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terone 농도는 근육량 감소, 골감소증 및 골절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Laurent et al. [6]은 65세 이상 남성의 골

다공증 발생은 낙상 및 주요 관절의 골절 위험을 증가시켜 여성에 비

해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골 대사과정에서 골 리모델링(bone remodeling)은 조골세포(osteo-

blast)와 파골세포(osteoclast)의 기능적 균형에 매개되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데, 골 교체율(bone turnover)에서 이 두 세포의 결함은 섬유

이형성증, 관절염, 골다공증 및 취약성 골절과 같은 다양한 골 질환을 

초래한다. 한편, 골 형성 및 골 흡수에 관여하는 두 세포의 발달과 기

능은 사이토카인, 미네랄 및 호르몬 등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전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7-9]. 남성의 주요 androgen인, testosterone과 dihy-

drotestosterone (DHT)은 androgen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결합하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방향화(aromatization)를 통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골 리모델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ndrogen 수

용체를 통한 testosterone 신호전달은 조골세포 분화와 골 형성을 촉진

하는 반면 파골세포 형성과 골 흡수를 억제한다. 특히, androgens은 파

골세포 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로 해면골을 보존할 수 있으며, 또한 

조골세포 세포사멸에 대항하고 파골세포 세포사멸을 자극할 수 있다

[10]. 

흥미롭게도, 호르몬 결핍에 따른 골다공증 관련 골 대사의 불균형은 

성별에 따른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고[11], Compston 

et al. [12]은 성호르몬 결핍에 따른 골 대사의 불균형은 여성의 경우 골 

재흡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남성은 골 형성 및 골교체율(bone 

turnover) 감소에 연관됨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골세포에 의

해 합성되는 대표적 골 형성 지표인 osteocalcin은 골 기질내에서 가장 

풍부한 noncollagenous 단백질로, 골광화(bone mineralization)를 조절

한다. Osteocalcin의 혈청 농도는 50대 남성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

내며, 성호르몬 결핍에 따라 감소된 osteocalcin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13]. 최근에는 osteocalcin이 

수컷 쥐 Ledydig 세포에서 testosterone 합성을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

졌으며, 또한 testosterone은 osteocalcin의 osteoblastic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testosterone과 osteocalcin의 상호작용은 최근 남성 

골다공증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주요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14-16].  

한편, 남성 연령 증가에 따른 testosterone의 감소는 연간 0.5-1% 수준

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부 연구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20-40

대 연령 수준의 농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17,18]. 또한, 폐경

에 따른 급격한 골 손실 단계를 경험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의 전반적

인 근골격계 건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된다[19]. 이에 

비추어 볼 때, testosterone 감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예방적 중재전략은 

남성의 전반적인 골격계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testosterone 결핍으로 인한 남성 골다공증은 testos-

terone 대체요법으로도 치료되지만, 이러한 약리적 중재전략은 전문가

의 진단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전립선 

질환 및 HDL 콜레스테롤 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이 일부 연구[20-22]에서 제기되는바, 부작용 없이 증상을 예방하

거나 호전시킬 수 있는 대체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운동은 노화에 따른 전신의 생리적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운동은 여성의 연령과 관

련된 골 손실과 골다공증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다[23].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은 폐

경기 여성 골다공증에 비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골다공

증성 골절이 있는 남성은 동일 연령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testosterone 농도를 나타냄[24]을 보고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testosterone과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 사이의 연관성

은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25,26]. 이처럼 남성 골다공증 

발생에 있어 testosterone의 역할과 이에 매개된 골밀도 및 골 대사 지

표 변화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예방적 중재전략으로

써 운동 중재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환절제

술에 따른 혈청 testosterone 및 골 대사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중재전략으로써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실험동물은 다물사이언스(Daejeon, Korea)에서 공급받은 20주령 수

컷 Sprague-Dawley (SD)계열 흰쥐 30마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동

물은 사육케이지(42 × 28 cm)를 이용해 실험실 온도 22-24°C, 습도 60

± 5%가 유지되며, 명암주기(12시간 light/ 12시간 dark)가 자동조절장치

에 의해 조절되는 사육실에서 1주간 예비 사육 후, 무작위 표본법을 

이용하여 정상대조군(CON, n =10), 고환절제 대조군(ORX-CON, 

n =10), 고환절제+저항성 운동군(ORX-RE, n =10)으로 그룹을 선정하

였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는 고형사료(단백질 22.5%, 지방 3.5%, 저섬유 

7.5%, 회분 9.0%, 칼슘 0.7%, 인 0.5%)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였으

며, 실험기간에 동물의 고통 및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연구절차

1) 고환절제술

고환절제술은 선행연구[27]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고환절제군은 

zoletil 50 (Virbac, France)을 1 mL/kg의 용량으로 rat의 tail vein을 통해 

마취시킨 다음 쥐의 음낭피부를 절개한 후 고환 상위부위의 정관(vas 

deferense), 혈관 및 신경조직을 봉합사로 묶은 후 고환과 부고환을 절

제하였다. 고환절제 후 음낭피부를 봉합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



https://www.ksep-es.org140 |  Kyung A Back, et al.  •  Resistance Exercise and Bone Health in Male

Vol.29, No. 2, May 2020: 138-145

(cafazolin 50 mg/kg)를 근육에 주사하였으며, 수술 후 3일 동안은 피하

에 주사하였다. 시술 후 약 1주간의 충분한 회복기를 거쳐 정상 회복된 

쥐에 한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운동프로토콜

저항성 운동은 kido et al. [28] 연구를 참고하여 사다리 등반(ladder 

climbing) 운동을 12주동안 주 3회(1일 8회 반복) 실시하였다. 실험의 1

주일 동안은 사다리 운동 적응기간으로 실험동물은 무부하 상태에서 

사다리 오르기를 수행하였으며, 경사면 상부에 사료를 두어 자발적 운

동을 유도하였다. 적응기간 종료 후 쥐의 운동량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최대부하강도(1RM, repetition maximum)를 측정하고 무

게부하에 반영하였다. 사다리 오르기에서 1RM은 쥐의 꼬리에 추를 

달고 1회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중량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결정하

기 위해서 체중의 50% 무게의 추를 꼬리에 달고, 135 cm 길이에 80° 경

사도의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였다. 쥐가 이를 완료하면 그 추의 무게에 

25%의 중량을 더하여 다시 올라가게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여 

각 쥐들의 1RM을 평가하였다. 본격적인 저항성 운동방법은 각 개채별 

사전에 결정된 1RM의 50%에 해당되는 무게의 추를 이용하여 꼬리에 

달고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였다. 만약 이 추를 꼬리에 달고 완전히 올

라가면, 2분의 휴식을 제공한 후에 이전에 완료한 무게에 25%의 무게

를 증가시켜, 다시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였다. 만약 쥐가 1RM 이상의 

추를 달고 사다리를 올라가면, 1RM에 30 g의 무게를 추가하였다. 각 

단계별 운동이 끝나면 2분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3) 체중 및 Grip strength 측정

체중 측정은 실험 개시일에 최초로 측정하고, 이후 매주 1회씩과 실

험종료일 마지막 sampling 전까지 측정하였다. 체중 측정은 아침 사료 

공급 전에 일괄적으로 전자저울(CAS 2.5D, Korea)을 이용하여 시행하

고, 측정 시 rat의 움직임을 따른 체중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

틱 bowl에 rat을 올려놓고, rat이 안정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체중을 기

록하였다. 악력의 측정은 쥐 실험용 악력측정기(BIO-GS3 Grip strength 

test,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실험자가 rat의 몸통

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에서 꼬리를 잡고 바닥에서 10 cm 위에 설치된 

근력측정기의 bar를 잡도록 유도한 후, 일정한 속도로 꼬리를 잡아당

겨 rat이 양쪽 앞발을 모두 놓을 때의 측정값을 기록하였다. 총 3회 측

정 중 가장 높은 장력을 grip strength (g)로 간주하였다. 

4) 혈청 testosterone 및 골 대사 지표 

실험 종료 후, 1일간의 공복상태를 유지한 채 실험동물을 희생시키

고, 심장으로부터 8 mL의 혈액을 채혈하였다. 채취된 혈액을 4°C에서 

25,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80°C에 보관하였다. 혈청 testosterone은 

Testosterone-3-(Ocarboxymethyl) oximino-(2-[125I]iodohistamine)을 

이용하여 gamma counter (Cobra 5005, PackardInstruments, Meriden, 

USA)로 방사선 활성을 정량화한 후 Riasmart program (Packard)을 이

용하여 산출(ng/mL)하였다. 혈중 dihydrotestosterone (DHT) 측정은 

DHT ELISA kit (ALPCO Diagnostics, Salem, NH, USA)를 이용하였다. 

Kit manual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

say (ELISA)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골 형성 지표 osteocalcin은 one-step 

solid phase를 이용한 competitiveradioimmun-assay에 기초한 OSTEO-

CALCIN MYRIA kit (Technogenetics Srl, Milan, Italy)로 radioimmu-

noassay를 한 후, gamma-counter를 이용하여 항원 항체 결합 정도를 

측정하였다. 골 흡수 지표인 C-telopeptide (CTx-1)는 NovoCalcin (Met-

ro Biosystems, Germany)를 이용하여 EIA법으로 측정하였다.

5) 골밀도 및 골강도(breaking force) 측정

실험 종료 후, 적출한 골격(대퇴골)에 붙어있는 근육, 인대 및 지방을 

제거하고 50°C에서 건조한 후, 골밀도 및 골미네랄 함량을 방사선 골

밀도 측정기(pDEXA X-ray bone densitometer, Norland Co., USA)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해상도는 1.0 ×1.0 mm, 스피드는 20 mm/sec, 샘플

의 길이는 1.60 cm, 폭(너비)은 3.90 cm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뼈가 

부러지는 순간의 최대응력을 의미하는 breaking force는 종합물성측정

기(Rheo Meter CR-500DX, SUN SCIENTIFIC Co. Ltd.,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구부림 강도 측정, 진입 깊이는 5.0 mm, 

인장/압축은 압축, 테이블(헤드)스피드는 60 mm/min, 로드셀 최대 응

력은 10 kg, 샘플의 어댑터 거리는 0.0 mm, 아답터와 지지대의 간격은 

10 mm로 설정하며, 샘플 타입은 원통형(눕힘), 길이와 높이 설정은 각 

샘플의 해당되는 mm를 설정조건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처리

측정된 결과분석은 Graph pad Prism 8.0 프로그램(GraphPad Soft-

ware, Inc., La Jolla, CA, USA)을 이용하여 각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그룹 간 차이 검증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s mul-

tiple comparison 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체중 및 악력 비교

실험 종료 후 그룹 간 체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Fig. 1A와 같이, 고환

절제술에  따른  체중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반면, 그룹 간 악력 비교에서(Fig. 1B), 고환절제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p< .05), 저항성 운동군은 고환절제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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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된 악력을 보였다(p< .05).

2. 혈청 testosterone 및 DHT 농도

실험 종료 후 그룹 간 호르몬 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

다. 혈청 testosterone (Fig. 2A) 및 DHT (Fig. 2B) 농도 모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저항성 운동군이 고환절제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p< .05).

3. 골 대사 지표: Osteocalcin, CTx-1

골 대사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골 형성 지표인 

osteocalin 농도(Fig. 3A)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저항성 운동군은 고환절제군과의 비교에서 유의하게 증가(p< .05)된 

농도 수준을 보였다. 골 흡수 지표 CTx-1 농도(Fig. 3B) 비교에서 저항

성 운동군은 고환절제군에 비해 다소 낮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1. Comparisons of body weight and grip strength.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05; Significantly differ-
ent from ORX-C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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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of serum testosterone and DHT level.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01;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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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밀도 및 골강도

대퇴골 골밀도 및 골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골밀

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사후검증 결과, 저항성 

운동군은 고환절제군과 비교하여 높은 골밀도를 나타내었다. 골절 예

측을 위한 골강도 비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사후검증 결과, 고환절제군은 가장 낮은 골강도 수치를 보였으며, 저항

성 운동군은 고환절제군에 비해 높은 골강도를 나타내었으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정상적인 남성 노화에서, testosterone 생성의 점진적 감소는 후기발

현 성선기능저하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폐경기 estrogen 감소와 

유사하게 남성의 낮은 testosterone 수준은 골밀도 감소 및 골절 위험 

증가에 직접적 요인임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남성 골다공증 연구를 위

한 전임상 모델로 널리 이용되는 orchidectomized rat은 cancellou와 

endocortical 표면에서 골 흡수 증가 및 생체 내 골막 형성이 감소되고, 

고환절제 2개월 후에는 혈청 testosterone 수준이 약 80% 가량 감소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본 연구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고환절

제그룹은 유의하게 감소된 악력, 낮은 혈청 testosterone, 골밀도 및 골

강도를 나타냄으로써, 고환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중재전략으로써 12주간의 

저항성 운동은 일부 변인들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testosterone 결핍이 남성의 근골격계 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남성 노화 과정에서 tes-

tosterone의 점차적인 감소와 성 호르몬 결합글로불린(sex hormone-

binding globulin, SHBG) 증가에 따른 testosterone 생체이용률 저하는 

근육량 및 근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골다공증을 초래하고 또한 이들 환

자의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30]. 

흔히, 저항성 운동은 동화작용 호르몬 활성에 관여함으로써 근비대 

및 근파워 증가에 효율적인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 Parastesh et al. [31]은 저항성 운동이 수컷 당뇨모델 쥐의 혈중 

testosterone 및 황체형성 호르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고령의 수컷 마우스를 대상으로 testosterone 투여와 함께 

6주간의 운동 처치는 악력, 자발적 움직임 및 호흡활동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또한 Gharahdaghi et al. [33]은 

65-75세 남성을 대상으로 testosterone요법과 병행한 저항성 운동은 근

육량 및 근 기능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임을 보고하였고, Sellami et 

al. [34]은 저항성 운동이 중년 남성의 steroid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total 

testosterone 및 free testosterone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testoster-

one 결핍에 따른 근골격계의 악화를 개선함에 있어 운동이 상당한 시

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고환절제에 

따른 감소된 testosterone 농도 및 악력은 12주간의 저항성 운동처치를 

통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저항성 운동이 고환절제 후 testos-

terone의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골격

계에서 수축 자극을 통한 testosterone 및 DHT 합성 증가가 혈중 스테

로이드 호르몬 농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35]와 일치되

는 결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Potikanond et al. [36]은 고환절제에 따른 testosterone 

결핍이 조골세포 증식 및 인슐린 신호 손상을 초래하고 조골세포 생존

(survival)을 감소시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조골

세포의 증식 및 기능은 고환절제 쥐에서 현저히 감소될 수 있는데 반

해, 운동은 조골세포에서 osteocalcin, Runx2, osterix, alkaline phospha-

tase (ALP), BMP2 및 콜라겐 type 1과 같은 일부 골 형성 마커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이 보고된다. Laster et al. [37]은 골 형성 마커 ALP 및 

osteocalcin 증가와 골 흡수 마커인 TRAP 및 CTx-1의 감소는 규칙적인 

Fig. 4. Comparisons of bone mineral density and breaking force.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05, ##p<.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RX-C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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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매개된 일반적인 골 대사반응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도 12

주간의 저항성 운동이 혈청 osteocalcin 농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을 통한 근육 및 골격으로의 지속적인 물

리적 자극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전달되어 골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38]와, 8주간의 저항성 운동은 골 흡수 마커의 실질적 

변화없이 골 형성을 나타내는 biomarker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고한[39]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낮은 골밀도는 향후 골다공증 발생 및 골절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

성을 지닌다. 골 성장 및 유지에 있어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으

며, 특히 골밀도에 대한 저항성 운동의 효과는 폐경기성 골다공증 선

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40]. 선행연구들에서, 폐경기 여

성을 대상으로 적정 강도의 운동은 estradiol 및 testosterone의 혈청 수

준을 증가시켜 조골세포 증식 및 활성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골량 및 

골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41,42]. 또한 동물

실험에서, Sun et al. [43]은 난소절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한 6주간의 

유산소 운동이 혈중 osteocalcin 농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킴으로써 골

밀도 개선에 기여함을 보고하였다. Marques et al. [44]은 규칙적인 저항

성 운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노인의 골밀도, 근력, 균형성 및 염증반응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특히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androgen deprivation therapy) 후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

이 높은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저항성 운동중재가 척추 및 대퇴골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최신 연구결과[45-47]는 본 연

구 결과에서 저항성 운동에 매개된 골밀도의 유의한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또한 골다공증 관련 동물실험에서 골 관련 변수 및 골밀도 

측정은 orchiectomy 후 8-10주 사이가 가장 적절한 시기임[48]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골밀도 감소에 대한 예방적 전략으로서 저항

성 운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결 론 

종합해보면, testosterone 결핍 상태에서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은 근

력 향상 및 골 형성 인자의 증가를 통해 골밀도 개선 및 유지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항성 운동은 남

성 노화 과정에서 호르몬 결핍에 연관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개선

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으로 제안될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운동효과 선행연구가 희소한 

실정이므로 다각적인 논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가 지니는 제

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다양한 운동효과 기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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