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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전립선 비대 유도 마우스의 혈중 염증반응 지표 및 전립선 

조직의 IL-6, NF-kb, COX-2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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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성 전립선 비대증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BPH)은 대표적인 

남성 비뇨기과 질환으로, 전립선 조직의 증식(proliferation), 확대(en-

largement) 및 하부요로증상(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과 

관련된 진행성 병적 상태이다[1,2]. BPH는 중 ·장년층 남성에서 흔히 나

타나는 필연적인 생리적 과정으로, 50대 이후 남성의 50% 이상에서 

BPH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3]. 전립선 기질 및 상피

세포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 발생되는 BPH는 향후 배뇨지연, 절박뇨

(urgency), 빈뇨, 잔뇨감, 세뇨, 야간빈뇨 등을 포함한 LUTS 증상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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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BPH) is a common finding in older men and a frequent cause of lower urinary tract symp-
toms. The efficacy of exercise in the management of BPH-related inflammation is not fully understood. Thu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ercise on inflammatory markers in a mouse model of BPH.

METHODS: A total of 36 male C57BL/6 mic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ON (sham control, n=12), BPH-CON (received testos-
terone propionate [TP] control, n=12), and BPH-EXE (TP+aerobic exercise group, n=12). For BPH induction, mice were castrated and 
testosterone propionate (3 mg/kg/day) was administered by subcutaneous injection. The exercise group was forced to run on a treadmill 
for 30 minutes 3 times per week for 12 weeks. 

RESULTS: The BPH-C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blood pro-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interleukin-6, -1β, and TNF-α 
compared with CON (p<.05). Furthermore, NF-kb and COX-2 mRNA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rostate tissue 
(p<.05). In contrast, the BPH-EXE group exhibi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IL-1β and TNF-α cytokines and NF-kb and COX-2 mRNA, 
but a significant increase in SOD activity when compared to the BPH-CON group (p<.05).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flammation may b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BPH, and 
that exercise may contribute to the alleviation of inflammation in the blood and prostate tissues of men with B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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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함으로써 남성 노년기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4,5]. 

이전까지 증가된 교감신경활동, 호르몬 변화, 대사증후군 및 노화와 

관련된 조직 리모델링[6]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BPH의 병인 및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밝혀

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립선 조직 내 만성적 염증은 BPH의 발달 및 진

행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된다[7,8]. 특히, BPH에서 전립

선 부피 및 무게 증가는 염증에 매개된 전립선 과증식(hyperprolifera-

tion)의 결과임이 입증됨에 따라 일부 연구는 BPH가 염증성 질환임을 

제안한 바 있으며[9], 실제로 BPH 환자의 전립선 조직에서는 증가된 염

증 반응 및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발현(overexpression)이 관찰

된다[10]. 

특히, 종양괴사인자-α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인터루킨-1

β (interleukin-1β, IL-1β)는 염증 연쇄 반응의 ‘alarm cytokine’로 BPH 발

생 및 진행에 관여하는 주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전사인자의 발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서 Nunez et al. [11]은 정상 조직과 비교하여 BPH 환자의 전립선 조직

에서는 TNF-α를 비롯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높게 발현되고, 이에 따

른 nuclear factor-kb (NF-kb)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NF-kb는 면역 반응과 세포 증식(cell proliferation)에 관여하는 전사 인

자로 피나스테리드 효소(finasteride enzyme)인 cyclooxygenase-2 (COX-

2)의 발현을 조절하고, 전립선 상피세포와 기질 세포에서 성장인자로 

작용하는 인터루킨-6 (interleukin-6, IL-6)와 인터루킨-8 (interleukin-8, 

IL-8)의 발현을 조절한다[12]. 또한, Penna et al. [13]은 BPH 기질 세포에

서 IL-6, IL-8 및 IL-10의 분비로 인한 염증세포의 증식이 관찰됨을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이, 염증 세포로부터 방출된 다양한 염증성(pro-in-

flammatory)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국부적 성장인자(growth factor) 및 

신생혈관 생성(angiogenesis)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상피 및 기질 세

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초래한다[14,15]. 이러한 이유로 염증은 전립

선 조직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는데,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에

서 염증은 BPH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된다[16].

최근까지 염증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항염증제 및 statin과 

같은 약리적 치료에 기반한 염증 경로의 차단 및 억제가 BPH 위험을 

잠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이[17,18] 보고되고 있지만, 약리적 치료

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

체 중재 전략의 모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식습관 및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요인은 BPH 및 LUTS 증상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제안된다[19]. 특히, 활발한 신체

활동 및 운동은 BPH 및 LUTS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된다. 적정한 신체활동 및 운동은 BPH 및 LUTS 위험을 최대 

25%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0,21]. 적정 수준의 높은 신체활동은 BPH 발

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이 BPH 환자에서 야

간 빈뇨 (nocturia)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2]. 동물 실험에

서, Wang et al. [23]은 유산소 운동이 AR/안드로겐/PI3K/AKT 신호 전

달 경로의 조절을 통해 비만 마우스의 BPH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Nian et al. [24]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유산소성 운동은 인

슐린 저항성을 지닌 마우스의 전립선 조직에서 IGF-1R, ERK 및 AKT 

발현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BPH의 개선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전립선 부피 및 전립선 무게 완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PH 발생이 다요인적 특성에 매개된 결과이며 이와 동시에 국

소 전립선 염증 및 전신 염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됨을 

감안할 때, 운동을 통한 전신 염증 및 전립선 조직 내 염증 조절 효과 

연구는 BPH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지 모른다. 

특히,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코호트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외적

으로 BPH에 대한 운동 중재 전략 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

이다. 이에 BPH에 대한 병인 이해 및 위험 요소를 조기 식별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중재 및 표적화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BPH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12주간의 

유산소 운동이 혈청 염증 지표와 전립선 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운동 매개 염증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실험 동물은 20주령의 C57BL/6J 수컷 생쥐(Damul Science, Daejeon, 

Korea) 36마리를 대상으로 사육케이지(42 × 28 cm)를 이용해 실험실 

온도 22-24°C, 습도 60 ± 5%가 유지되며, 명암주기(12시간 light/12시간 

dark)가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 조절되는 사육실에서 1주간 예비 사육 

후 전립선 비대증 모델을 제작한 뒤, 무선할당을 통하여 통제집단 

(CON, n =12), 전립선 비대 집단(BPH-CON, n =12), 전립선 비대+운동 

집단(BPH+EXE, n =12)으로 구분하였다. 전 실험 기간 동안 고형사료

(단백질 22.5%, 지방 3.5%, 저섬유 7.5%, 회분 9.0%, 칼슘 0.7%, 인 0.5%)

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전립선 비대 유도

내재성 테스토스테론(Intrinsic testosterone)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한 거세(castration)를 시행한 후 전립선 비대 동물 모델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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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을 마취시킨 후 음낭 끝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좌우 고환 

및 부고환을 잘라낸 후 절개면을 봉합하여 수술을 실시하였다. 염증 

반응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cafazo-lin 50 mg/kg)를 투여하

였다. 완전한 회복을 위한 10일 동안의 안정화 기간을 두었다. 이후 거

세된 마우스(castrated-mice)에 testosterone propionate (TP)를 투여하

여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동물은 전립선 비대 유도를 위하여 TP를 3 

mg/kg BW/day로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 하였다.

3. 트레드밀 운동

실험동물의 운동은 선행연구[25]를 참고하여 12주간 실시하였다. 운

동 집단은 동물용 소형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1주간 12 m/min 속도로 

20분간 트레드밀 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1-4주 동안은 14 m/min (0% 

grade) 속도로 30분, 5-8주 동안은 20 m/min (0% grade) 속도로 40분, 

9-12주 동안은 25 m/min (0% grade) 속도로 40분 실시하였다. 총 운동 

기간 동안 운동 빈도는 주 3회로 설정하였다. 

4. 염증반응지표 분석

실험 종료 후 24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

하여,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분석 시

까지 -80°C에 보관하였다. 혈청 염증반응 지표인 IL-1β, IL-6 및 TNF-α

는 효소면역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미리 희석한 

혈청을 항체가 코팅된 96 well plate에 넣어주고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방

치한 후 시료를 넣었던 well을 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5번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well에 conjugate 용액을 넣고 2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5회 반복 세척하였다. 기질 용액을 넣

고 빛을 피해 다시 30분간 반응시킨 후 반응을 멈추기 위해서 stop so-

lution을 첨가하고 분광광도계(iMarkTM Microplate reader,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전립선 조직 IL-6, NF-kb, COX-2 mRNA 발현 분석

1) Total RNA 추출

적출한 조직에 Trizol 500 μL를 첨가한 후 syringe를 이용하여 세포

를 균질화 시키고 15-30°C에서 5분간 방치한 후 chloroform 100 μL를 

첨가하여 부드럽게 inverted mix 하였다. 4°C에서 12,000 g로 15분간 원

심분리한 후 채취한 상층액을 새 tube에 옮겨 동량의 isopropanol과 혼

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침전시킨 후 12,000 g로 10분간 원심분리 하

여 RNA pellet을 얻었다. 여기에 75% ethanol 500 μL를 넣어 7,500 g로 5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방치하여 RNA pel-

let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Diethylpyrocarbonate (DECP) 용액으로 

RNA pellet을 녹였다. 녹인 RNA는 분광광도계인 DU 530 (Beckman 

instrument, CA, USA)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정량하였다. 

2)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반응은 준비된 total RNA 2 μg을 DN-

ase I (10 U/μL) 2 U/tube를 37°C heating block에서 30분간 반응한 후 

75°C에서 10분 동안 변성시키고, 이에 2.5 μL 10 mM dNTPs mix, 1 μL 

random sequence hexanucleotides (25 pmole/25 μL), RNA inhibitor로써 

1 μL RNase inhibitor (20 U/μL), 1 μL 100 mM DTT, 4.5 μL 5X RT buf-

fer (250 mM Tris-HCL, pH 8.3, 375 mM KCL, 15 mM MgCL2)를 가한 

후, 1 μL의 M-MLV RT (moloney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

scriptase, Promega, USA)에 200 U/μL를 다시 가하고 DEPC 처리된 증

류수로서 최종 부피가 20 μL가 되도록 하였다. 이 20 μL의 반응 혼합

액을 잘 섞은 뒤 2,000 rpm에서 5초간 원심 침강하여 37°C heating 

block에서 60분 동안 반응시켜 first-strand cDNA를 합성한 다음, 95°C

에서 5분 동안 방치하고 M-MLV RT를 불활성화 시킨 후 cDNA를 합

성하였다. IL-6의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primer 5́ -AGA GGA 

GAC TTC ACA GAG GA-3́ 와 5́ -ATC TCT CTG AAG GAC TCT 

GG-3́를 사용하였고, NF-kb는 5́ -AAG ACC CAC CCC ACC AA-3́ 와 

5́ -AAA CTG TGG ATG CAG CGG TC-3́을 사용하였으며, COX-2는 

5́ -GGA ACT ATC AAG ATA GTA-3́와 5́ -ATG GTC AGT AGA CTT 

TTA CA-3´를 사용하였다. RT-PCR은 7500 Real-time PCR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이용하였으며 반응 조건은 pre-dena-

turation은 50°C에서 2분, 94°C에서 10분, 그리고 95°C에서 0.15분, 60°

C에서 1분간 40 cycles을 수행하였다. 

6. 항산화 효소 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 활성측정은 효소원 제조 방법에 따라 분리된 

cytosolic fraction에 EtOH-CHCl3 (5:3) 혼합액 0.4배량을 가하여 잘 혼

합한 다음 10,000 ×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며 상층액을 얻고 이것을 

superoxide dismutase 활성측정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반응액은 50 

mM K.R buffer (pH 7.5, EDTA 0.1 mM) 일정량에 5 mM hematoxylin 

효소액의 용량을 달리하여 첨가하고 최종 반응액이 3.0 m/가 되게 한

다. 이 반응액을 250°C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550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며 효소 활성을 산정하였다. 

7. 자료처리

모든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그룹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 변인들에 대한 그룹 간 평균 차이 검증

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룹 간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 사후검정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계적 유의수

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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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운동이 혈중 염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

12주간 운동 중재에 따른 혈중 염증 인자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는 Fig. 1과 같다. 혈중 IL-1β 농도를 비교한 결과, Fig. 1A와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BPH-CON 집단은 CON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반면에 BPH-EXE 집단은 BPH-CON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 .05). IL-6 농도는 BPH-CON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반면 BPH-EXE 집단은 BPH-CON 집

단과 비교하여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Fig. 1B 또한, 혈중 TNF-α 농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Fig. 1C와 

같이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BPH-EXE 

집단이 BPH-CON 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 .05).

2.  운동이 전립선 조직 내 염증 관련 인자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12주간 트레드밀 운동 후 전립선 조직 내 mRNA에 대한 분석 결과

는 Fig. 2와 같다. BPH-CON 집단과 비교하여 IL-6 mRNA 발현 수준

은 BPH-EXE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Fig. 2A). NF-κb 및 COX-2 mRNA 발현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Fig. 

2B, C와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사후 검증 결과, 

두 요인 모두 BPH-EXE 집단이 BPH-CON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발현을 나타내었다(p< .05).

3. 운동이 전립선 조직 내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12주간 트레드밀 운동 후 SOD 활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BPH-EXE 집단이 

BPH-CON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 .05).

Fig. 1. Comparison of pro-inflammatory markers in BPH mice. CON, sham control; BPH-CON, received testosterone propionate (TP) control; BPH-EXE, 
TP+treadmill exercise.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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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inflammation mRNA expression in BPH mice. CON, sham control; BPH-CON, received testosterone propionate (TP) control; BPH-EXE, 
TP+treadmill exercise.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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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antioxidant enzyme activity in BPH mice.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CON, sham control; BPH-CON, received 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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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염증은 일반적으로 내부 및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의 일

부이지만 이것이 만성화되면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및 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병리를 유발하고 질병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26]. 노화, 대

사증후군 및 자가면역 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자극은 염증성 침윤물

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분자 경로를 통해 전립선 면역계 조절 장애

를 초래한다[27]. 전립선은 요로에 축적된 노폐물과 미생물, 폐쇄성 요

로결석으로 인해 염증에 매우 취약한 조직[28]이며, 전립선의 지속적인 

염증은 T 림프구와 대식세포를 포함한 주요 immunocompetent 세포

의 작용을 수반한다. 대식세포 사이토카인은 정상 전립선 상피세포의 

증식을 향상시키고, 침윤된 대식세포에 의해 방출되는 사이토카인은 

전립선 기질 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29,30]. 따라서, 만성적 염증은 

BPH의 치료 및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

된다[31]. 본 연구 결과, TP로 유도된 BPH 모델은 IL-1ß, IL-6 및 TNF-α

를 포함한 염증 매개체와 NF-kb 및 COX-2 전사 인자가 유의하게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칙적인 운동은 혈중 사이토카인 수준 

감소, 전립선 조직 내 COX-2 및 NF-kb mRNA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

시키고 SOD 효소 활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운동의 염증 억제 및 항산화 효과는 선행연구

를 통해 입증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IL-6, TNF-α의 낮은 수준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adiponection, IL-4, IL-10과 같은 항-염증 인

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또한, Chen et al. [33]은 전립선 

비대증을 유도한 쥐를 대상으로 6주간의 트레드밀 운동을 시킨 결과, 

전립선 비대증 대조군에 비하여 운동군에서 전립선 조직 내 IL-6 발현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고, Peng et al. [34]은 장기간의 유

산소 운동은 BPH 모델의 혈중 IL-1 농도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 Williams et al. [35]은 식습관에 관계없이 BPH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운동은 최적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운

동 효과는 운동량 및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하

였다. 또한, NF-kb 신호 경로의 활성화는 염증성 인자 IL-1β, IL-6, 

TNF-α 및 COX-2의 동시 상향조절을 유도하는 한편 세포 생존 향상을 

위한 Bcl2/Bax 발현 비율을 증가시켜 BPH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한다. 

이에 NF-kb 신호 경로의 억제를 통한 감소된 염증 반응 및 세포 생존

은 BPH 개선에 대한 주요 기전으로 제안된다[36,37]. 

염증 외에도 산화스트레스는 세포 및 분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BPH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6,38]. ROS에 의한 산화 손

상의 정도는 항산화 방어 메커니즘의 효율성 감소에 의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BPH는 GSH, GSH-Px 및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의 하향 조절을 동반한다[39]. SOD와 GSH-Px는 증가된 ROS에 

대한 내인성 방어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항산화 효소이며, 특히 SOD

는 BPH 환자에서 항산화 활성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40]. 선행연구에서 운동은 세포 항산화 전사 조절 인자 Nrf2의 발현 

및 활성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항산화 메커니즘을 향상시키고 이와는 

반대로 염증 반응 매개 인자인 NF-kB의 발현 및 활성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본 연구에서, BPH-EXE는 BPH-

CON과 비교하여 SOD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활성 산소 및 산화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산

화 방어 체계의 향상은 운동을 통해 유도될 수 있음을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된다. BPH 발병 예방 및 진행을 억제함에 있어 전통적

인 화학요법제의 대안으로서 부작용이 없는 항산화제 및 항염증 활성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42,43], 본 연구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이 BPH와 관련된 일부 염증 인자의 개선 및 항산화 효소 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운동이 다양한 

질병상태에서 염증 매개체의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4]를 지지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비록 전립선 조

직 및 혈중 염증 biomarker 수준이 BPH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안될 순 있지만, 운동에 매개된 일부 염증 

인자의 개선 효과가 실제로 BPH의 예방 및 치료 효과에 어느정도 기

여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아직까지 BPH 상태에서 염증 조절에 대한 운동의 직접적

인 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다각적인 논의를 제

시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BPH의 예방을 위한 중재전략으로서 운동의 효과성

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규칙적인 운동은 BPH 발생 및 진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염

증성 인자의 개선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규

칙적인 운동을 통한 항염증 효과 및 항산화 효소 활성은 BPH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되며 이는 BPH에 동반되는 

LUTS의 증상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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