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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성인 여성의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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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혈관계 질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사망자 수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2]. 증가된 

중심 동맥경직도는 중심 동맥압과 혈관벽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고, 좌

심실 비대 및 관상동맥 관류 저하에 관여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성을 증가시킨다[3]. 대동맥 맥파전달속도(aortic pulse wave velocity)와 

맥파증대지수(augmentation index)는 비침습적으로 중심 동맥경직도

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빨라진 대동맥 맥파전달속도와 증가

된 맥파증대지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상대적으로 건강한 젊은 성인의 동맥

경직도는 체중, 혈압, 혈당, LDL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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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rterial stiffness is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events and mortality. Regular physical activity contributes to decrease in 
arterial stiff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level, as objectively assessed by a 
3-axial accelerometer, and central artery stiffness in young female adults. 

METHODS: Twenty-six young adults without overt clinical disease participate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Physical activity level was 
assessed during three consecutive weekdays using ActiGraph wGT3X-BT accelerometer.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either 
higher or lower activity group based on physical activity quantity and physical activity time with moderate to vigorous intensity 
(MVPA). Central artery stiffness was assessed by aortic pulse wave velocity (aortic PWV), augmentation index (AIx) and augmentation 
index adjusted at 75 beats per minute of heart rate (AIx@75) using SphygmoCor Xcel System.    

RESULTS: AIx and AIx@75 were lower in the group with higher physical activity quantity (counts/min) compared with the group with 
lower physical activity quantity (p<.05). AIx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vector magnitude (r=-.412, p=.036) and AIx@75 was 
inversely related to axis-1 counts (r=-.421, p=.032), vector magnitude (r=-.466, p=.016), step counts (r=-.499, p=.021). Regarding 
MVPA, there were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on central artery stiffness measures. However light-intensity physical activity time 
(r=-.398, p=.044) and MVPA time (r=-.403, p=.041)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Ix@75.

CONCLUSIONS: Augmented physical activity level is associated with reduced central artery stiffness in healthy you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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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sterol)과 같은 전통적인 심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6].

자동화, 현대화된 사회에서 신체활동량의 감소는 운동부족증(hy-

pokinetic disease)이라는 새로운 건강문제를 유발시켰으며[7,8], 부족한 

신체활동은 심폐체력 감소 및 혈관 경화 가속화에 기여하여 관상동맥

질환을 포함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9,10]. 하지

만 증가된 신체활동은 체지방 감소와 같은 신체구성의 변화와 동맥경

직도를 개선시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11,12]. 현재까

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이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영향

을 긍정적으로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13-15], 젊

은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을 평가한 

선행연구가 없으며, 설문지가 아닌 가속도계 기반의 신체활동 측정기

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와의 상

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설문지에 기반한 신체활

동 수준 평가는 설문하는 대상자의 편견과 오류를 배제할 수 없는 한

계를 지니고 있고 신체활동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 간의 관련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16] 객관적인 신체활동 측정을 통해 신

체활동 수준을 다양하게 정량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객관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3

축 가속도계를 활용하여 측정한 신체활동 수준과 중심 동맥경직도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임상 질환 및 근골격계 기능 장애가 없고 다양한 신체활

동 수준을 가진 만 18-23세의 비흡연 젊은 여성 26명을 모집하였다. 연

구 개시 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실시

되었다(7007971-201612-005-0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절차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횡단면 연구로 객관적으로 측정한 신체활동 수준에 따

른 동맥경직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3축 동작가속도계를 이용

해 평일 3일 동안 신체활동 자료를 수집한 후 동맥경직도를 측정하였

다. 동맥경직도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모

든 연구 참여자는 측정 전 최소 12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했으며 과

격한 운동, 카페인, 음주, 흡연을 제한한 상태에서 오전 8시에 실험실을 

방문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누워서 약 20분간 안정을 취한 후 동맥경

직도를 측정하였다.

2) 신체계측 

신장(cm)은 신장계(삼화계기, Korea)를 사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신

체구성은 생체전기임피던스법(Inbody 720, Biospace, Korea)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신체구성 측정을 통해 체중(kg), 골격근량(kg), 체지방

량(kg), 체질량지수(kg/m2), 체지방률(%)을 평가하였다.

3) 신체활동 수준 

신체활동 수준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3축 동작가속도계(wGT3X-

BT, ActiGraph,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3축 동

작가속도계를 우측 장골능에 위치시켜 착용하였고, 샤워 또는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 연속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착

용을 유지시켜 신체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신체활동량은 30 Hz로 

샘플링된 가속도를 정량화한 활동 카운트(active counts)를 1분 동안 

합산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신체활동 강도는 Freedson [1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좌업생활 시간,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강도 신체

활동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중강도와 고강도의 신체활동 시간을 

합친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을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활동량을 나타내는 axis-1 counts와 중-고강도 신체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n±SE

Age (yr) 20.0±0.3
Height (cm) 164.8±1.3
Weight (kg) 59.8±1.8
Body mass index (kg/m2) 22.0±0.5
Muscle mass (kg) 24.2±0.6
Fat mass (kg) 16.0±1.2
Percent body fat (%) 26.2±1.2
Resting heart rate (beats/min) 56.3±1.9
Brachial SBP (mmHg) 111.3±1.1
Brachial DBP (mmHg) 66.1±1.3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2. Classification of physical activity intensity 

Intensity classification Range

Sedentary physical activity 0-9 counts/min
Light physical activity 100-1,951 counts/min
Moderate physical activity 1,952-5,724 counts/min
Vigorous physical activity 5,725-9,498 counts/min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1,952 counts/min

Physical activity intensity was referred to Freedson’s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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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간의 백분위수에서 중위수(median)를 기준으로 Higher 

(n =13)와 Lower (n =13)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신체활동 수준 분류는 Table 2와 같다.

 4) 대동맥 맥파전달속도

대동맥 경직도 평가를 위해 SphygmoCor Xcel (AtCor Medical, Aus-

tralia) 시스템을 사용하여 경동맥-대퇴동맥 간 맥파전달속도(carotid-

femoral artery pulse wave velocity or aortic pulse wave velocity, aortic 

PWV)를 측정하였다. 맥파전달속도는 경동맥과 대퇴동맥 간 거리를 

두 지점 간 맥파 발생의 시간차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면 연구자가 대퇴부에 혈압 커프를 채운 후, 

맥파 이동거리 측정을 위해 경동맥-흉골절흔(A), 흉골절흔-압력커프

(B), 대퇴동맥-압력커프(C) 3곳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경동맥과 대퇴동

맥 사이의 길이는 B-(A+C)로 계산하였다. 두 지점 간 맥파가 전달되는 

시간차는 대퇴에 착용된 압력커프를 통해 감지된 대퇴동맥의 맥파와 

동시에 연구자가 직접 tonometry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동맥의 

맥파 간 발생하는 시간차로 측정하였다. 맥파전달속도는 연속적으로 2

회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5) 맥파증대지수 

맥파증대지수(augmentation index, AIx)는 SphygmoCor Xcel (AtCor 

Medical, Australia)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좌심실의 수축

으로 생성된 전진성 맥파에 반사적 맥파가 합쳐지면서 증대된 대동맥

압을 맥압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

서 상완에 혈압 커프를 착용하여 상완동맥의 혈압과 압력 파형을 측

정하였다. 측정된 상완동맥의 혈압과 압력 파형은 SphygmoCor Xcel 

시스템에 내장된 mathematical transfer function에 의해 중심 대동맥 

혈압과 맥파증대지수를 추정,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맥파증대지수

는 심박수와 혈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맥파증대지수

를 심박수 75회로 보정한 값인 AIx@75를 부가적으로 계산하여 제시

하였다. AIx@75는 다음의 수학적 공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AIx@75 = {-0.48×(75-HR)}+AIx]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통계적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5를 사용하였

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 오차로 표시하였다. 총 신체활동량(상

위 vs. 하위)과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상위 vs. 하위)에 따른 동맥경

직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총 신

체활동량 및 강도별 신체활동 시간과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을 분석하

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고 모수검정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Spearman’s correlation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 분석 시 체지방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

의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신체활동 수준 

연구 참여자를 모두 포함시킨 신체활동량 평균치는 401.9 counts/min

이었으며,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86.6 min/day이었다. 그룹별 신

체활동량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상위그룹은 560.0 counts/min, 하

위그룹은 243.8 counts/min으로 나타났다.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의 

경우, 상위그룹은 119.6 min/day, 하위그룹은 53.6 min/day으로 나타났

다. 자세한 신체활동 수준 측정치는 Table 3과 같다.

2.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신체 특성의 차이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이 낮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보다 

안정 시 심박수(52 vs. 60 beats/min, p=.02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신체적 특성에선 두 그룹 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에 따른 신체적 특성

의 차이는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은 근육량(25 

vs. 23 kg, p= 0.039)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측정 변인들은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신체활동량에 따른 중심 동맥경직도 차이

연구 참여자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중심 동맥경직도 차이는 Fig. 1과 

같다. 신체활동량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그룹으로 13명씩 나눠 그룹 

간 중심 동맥경직도를 비교한 결과,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이 

낮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보다 AIx (3 vs. 13%, p=.041)와 AIx@75 

(-8 vs. 6%, p=.01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aortic PWV에서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5.0 vs. 

5.2 min/sec, p=.192).

Table 3. Participants’ physical activity level assessed by 3-axial accelerometer 

Physical activity index Mean±SE

Axis-1 (counts/min) 401.9±42.3
Vector magnitude (counts/min) 721.9±61.8
Steps (counts/day) 12,705.4±805.6
Sedentary (min/day) 939.9±41.6
Light intensity activity (min/day) 179.6±7.5
Moderate intensity activity (min/day) 73.9±5.6
Vigorous intensity activity (min/day) 9.4±2.6
Average MVPA (min/day) 86.6±8.7

MVPA, moderate to very vigorous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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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에 따른 중심 동맥경직도 차이

연구 참여자의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에 따른 중심 동맥경직도 

차이는 Fig. 2와 같다.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

위 그룹으로 나눠 그룹 간 중심 동맥경직도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신체활동 수준과 중심 동맥경직도 및 신체구성 간 관련성

연구 참여자의 신체활동 수준과 중심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은 Ta-

ble 4와 같다. 신체활동 수준과 중심 동맥경직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AIx는 신체활동량 지표 중 하나인 vector magnitude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 -.412, p=.036). AIx@75는 신체

Fig. 1. Difference in arterial stiffness measures between higher and lower physical activity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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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fference in arterial stiffness measures between higher and lower MVP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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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hysical activity level and arterial stiffness and body composition measures 

Axis-1 
(counts/min)

Vector 
magnitude 

(counts/min)

Steps 
(counts/day)

Sedentary 
(min/day)

Light 
intensity 
activity 

(min/day)

Moderate 
intensity 
activity 

(min/day)

Vigorous  
intensity  
activity  

(min/day)

Average 
MVPA 

(min/day)

AIx -0.355 -0.412† -0.358 0.092 -0.336 -0.277 -0.284 -0.363
AIx@75 -0.421† -0.466† -0.449* 0.042 -0.398* -0.351 -0.207 -0.403†

Aortic PWV -0.313 -0.378 -0.242 0.210 -0.145 -0.159 -0.203 -0.285
FFM 0.301 0.216 0.299 0.132 0.068 0.410* 0.163 0.416†

Muscle mass 0.290 0.223 0.317 0.146 0.077 0.419* 0.169 0.404†

Fat mass -0.111 -0.203 -0.199 0.144 -0.421† 0.030 -0.189 -0.005
% body fat -0.281 -0.361 -0.353 0.130 -0.493† -0.172 -0.286 -0.210

MVPA, moderate to very vigorous physical activity; AIx, augmentation index; AIx@75, AIx corrected at heart rate 75; PWV, pulse wave velocity; FFM, fat free 
mass. 
*p<.05 fo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5 for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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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의 또 다른 지표인 axis-1 counts (r= -.421, p=.032), vector magni-

tude (r= -.466, p=.016), steps (r= -.449, p=.021),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r=  

-.398, p=.044),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r= -.403, p=.041)과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수준과 aortic PWV 간에는 어

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활동 수준과 신체구성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체지방량(r= -.421, 

p=.032) 및 체지방률(r= -.493, p=.010)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강

도 신체활동 시간은 전신의 제지방량(r=.410, p=.037) 및 근육량(r=.419, 

p=.033)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강도 신체활

동 시간은 전신의 제지방량(r=.416, p=.034) 및 근육량(r=.404, p=.04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동맥경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체지방량 및 체지방률의 영향을 통제하고 신

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간 편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변인 

간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젊은 성인 여성의 신체활동 수준이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과거 신체활동이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선행연구가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가 신체활동 수준을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여 분석 자료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다소 미흡했으며 연구

결과의 해석 또한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3축 가속도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신체활동을 측정하여 중심 동맥경직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

구 자료의 분석 결과,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이 낮은 신체활동

량을 가진 그룹보다 유의하게 낮은 AIx와 AIx@75를 보였다. AIx는 

vector magnitude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AIx@75는 axis-1 

counts, vector magnitude, steps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고강

도 신체활동 시간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중심 동맥경

직도를 비교한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AIx@75가 저강

도 신체활동 시간 및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미래의 심혈관계 질환 발병

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신

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중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18]. 본 연구의 결과는 젊은 성인일지라도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 수록 낮은 동맥경직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

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성인일지라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체활동 중재 요법의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

고 있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동맥경직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젊은 성인을 대상으

로 객관적으로 측정한 신체활동 수준과 중심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García-Ortiz et al. [19]의 연구에

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량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한 

후 AIx@75를 비교했을 때,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이 더 낮은 

AIx@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wards et al. [20]의 연구에

서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동맥경직도를 비교했을 때,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이 더 낮

은 AIx@75와 aortic PWV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도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진 그룹이 더 낮은 AIx@75를 보여 선행연

구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신체활동량이 aortic PWV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 10세인 아동

의 경우 높은 신체활동을 가진 그룹이 더 낮은 aortic PWV를 가지고 

있었지만[21,22], 성인의 경우 신체활동량에 따른 aortic PWV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23]. 본 연구에서도 신체활동랑에 따른 aortic 

PWV의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 

Table 5.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physical activity level and arterial stiffness after adjusting fat mass or % body fat   

Axis-1 
(counts/min)

Vector 
magnitude 

(counts/min)

Steps 
(counts/day)

Sedentary 
(min/day)

Light intensity 
activity 

(min/day)

Moderate 
intensity 
activity

 (min/day)

Vigorous  
intensity  
activity  

(min/day)

Average 
MVPA 

(min/day)

Fat mass-adjusted
   AIx -0.296 -0.301 -0.289 0.091 -0.250 -0.261 -0.269 -0.294
   AIx@75 -0.319 -0.320 -0.392 0.038 -0.322 -0.340 -0.248 -0.336
   Aortic PWV -0.182 -0.153 -0.129 0.228 0.014 -0.129 -0.098 -0.129
% body fat-adjusted
   AIx -0.265 -0.278 -0.265 0.095 -0.234 -0.226 -0.243 -0.261
   AIx@75 -0.285 -0.298 -0.366 0.042 -0.301 -0.305 -0.219 -0.302
   Aortic PWV -0.111 -0.084 -0.047 0.243 0.094 -0.060 -0.035 -0.056

MVPA, moderate to very vigorous physical activity; AIx, augmentation index; AIx@75, AIx corrected at heart rate 75; PWV, pulse wa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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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질환보유 여부 및 신체활동량 측정 방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체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측정 기간을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7일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

일 3일만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신체활동 패턴은 개인차가 

있고 한 개인에 있어서도 평일과 주말에 완전히 다른 신체활동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측정 시 자료 획득 기간 및 요

일 특성의 차이가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신체활동량과 AIx 그리고 AIx@75 간 부적 

상관관계는 신체활동량과 AIx@75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García-

Ortiz et al. [19]과 Gomez-Marcos et al. [23]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해 주

었으며, 이는 성인의 신체활동량이 많을 수록 동맥경직도가 더욱 감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정맥혈 회귀량 증가를 유

도하고 이는 심박출량의 증가로 이어져 혈관의 내피세포에 적절한 생리

적 자극인 shear stress를 유발한다[24]. 또한 증가된 신체활동량은 혈관

내피세포 내 산화질소(nitric oxide) 생성 및 생이용률(bioavailability)의 

증가[25]를 통한 혈관내피세포 기능부전 예방[26], 혈관세포 내 염증 감

소[27] 등 다양한 생리적 기전을 경유해 동맥경직도를 감소시킬 수 있

으며, 이는 결국 신체활동량의 증가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ando et al. [28]의 연구에서 연령과 신체활동 강도를 세부적으로 분

류해 동맥경직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년 성인은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aortic PWV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은 저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aortic PWV와 부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젊은 성인에서는 신체활

동 강도와 동맥경직도 간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AIx@75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

이 많을수록 낮은 동맥경직도를 보인다는 Hawkins et al. [29]과 Horta 

et al. [3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동맥경직도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Gomez-Marcos 

et al. [23]과 Van De Laar et al. [31]의 선행연구에서는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 증가가 중심 동맥경직도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중심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

는 모집된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신체활동 수준 및 안정 시 동맥경직도

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젊

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양성을 모두 포함

하고 있었으며, 젊은 성인일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신체활동 

수준의 차이[32]가 있고 동맥경직도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 결

과[33]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의 차이 발생은 예

측 가능한 수준에서 수용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AIx@75와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젊은 성인 여성의 

동맥경직도를 향상시키는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체활

동이 체지방 감소와 같은 신체조성에 유익한 영향을 주어 동맥경직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34,35].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강도 신체활동이 체지방량 및 체지방률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체지방의 변화는 동맥경직도 변화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427, p=.029). 또한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AIx@75의 상관관계에서 체지방량의 효과를 통제한 

편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저강도 신체활동이 젊은 여성의 체지방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체지

방의 변화가 동맥경직도를 감소시킨 것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동맥경직도 지표 중 aortic PWV는 여성의 생리주기

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AIx는 생리주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36,37]. AIx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의 생리주기를 통제하

지 못한 점,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은 점, 식이 통제를 실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젊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체활동량이 많은 

젊은 여성일수록 중심 동맥경직도 중 맥파증대지수가 낮게 나타났으

며, 특정 신체활동 강도와 상관없이 저강도와 중-고강도 모두 신체활

동 시간이 많을수록 맥파증대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연령대와 남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신

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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