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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 압 단계 남자 학생들이 단순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운동강도를 달리하여 압, 지질, 섬유소 
용해 인자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 총 6명이 최종 실험 참가자로 선정되어 일회성 달리기 운동을 강도(50-60% 
여유심박수(Heart rate reserve(HRR)), 강도(60-70%HRR), 고강도(70-80%HRR)로 실시하 다. 압(수축기와 이완기), 
지질(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TC), 고 도단백질 콜 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 섬유소 용해 
인자(tissue plasminogen activator(tPA) and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PAI-1))는 운동 과 후 그리고 운동 후 60분 각각
의 강도마다 측정되었다. 실험결과는 강도 그룹의 수축기 압은 운동 후에 유의하게 상승하 다(p=0.013). 하지만 강도
와 고강도 그룹의 수축기 압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효과크기로 분석시 운동 후 60분에 –1.33과 –1.23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낮아졌다. HDL-C는 강도(p=0.003)와 고강도 그룹(p=0.002)에서 운동 후 60분에 유의하게 증하 다. tPA는 강
(p=0.021)와 고강도 그룹이(p=0.042) 운동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리하여 일회성 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후 압이 나타나고 HDL-C가 높아지고 한 tPA 농도가 높아져서 고 압  단계 은 남자들이 지속 인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고 압과 심 질환을 방하고 지연시킬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cute aerobic exercise at different intensities on 
the blood pressure, blood lipids and fibrinolytic markers in pre-hypertension college-aged males. Six subjects 
performed an acute running exercise at three different intensities(low intensity(LI): 50-60% heart rate reserve(HRR), 
moderate intensity(MI): 60-70%HRR, and high intensity(HI): 70-80%HRR). The blood pressure(systolic(SBP) and 
diastolic blood pressure(DBP), blood lipids(total cholesterol(TC)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 and
fibrinolytic markers(tissue plasminogen activator(tPA) and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PAI-1)) were determined 
before(PRE), immediately after(POST) and 60minutes after the exercise(60 POST). Results: the SBP in the LI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POST(p=0.013). The ES levels for the SBP in the MI and HI groups were reduced
(-1.33 and -1.23, respectively), though the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The HDL in the MI(p=0.003) and 
HI(p=0.002) group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t 60 POST. Also, the tPA in the MI(p=0.021) and HI(p=0.042) 
group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t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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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고 압은 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뇌졸 (stroke), 울 성심부 증(congestive 
heart failure) 등에 심 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과 말기 신장질환(end-stage renal disease)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험 요인이다[1]. 한 이 고 압은  

세계 으로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고[2]약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향을 주어 건강에 련한 보험의 사용을 

증가 시키고 있다[3]. 이런 고 압은  손상(endothelial 
damage)으로 생리학   운동 활성(physiological 
vasomotor activity)을 상실시켜 심 계 질환의 요한 

발생 요인  하나인 이상지 증(dyslipidemia)을 유발
하기도 한다[4]. 이러한 고 압과 심 계 질환의 험

성은 신체활동으로 증 로 인하여 낮출 수 있다[5]. 게다
가 단순 일회성 운동 후에도 압이 낮아지는 운동 후 

압이 발생하여[6]운동은 압에 정 인 역할을 

한다. 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한 유산소 훈련을 통한 압
의 하의 기 은 심박출량(cardiac output)은 유지된 상
태에서 심 계의 항성(systemic vascular resistance)
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훈련으로 인하여 자율신경계

의 활성이 하되어 안정시 심박수(heart rate)가 약 
9.3% 낮아지고 이와 동시에 심장의 1회 박출량(stroke 
volume)은 15.4% 상승하 기 때문이다[7]. 
그리고 지질은 심  질환과 한 계가 있

는데 도 지단백 콜 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과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으로 구성 
되어있는 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허 성 심

장질환(ischaemia heart disease)과 높은 상 계가 있

는데 이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이 낮을 경우 허

성 심방질환 발생률이 낮아지고[8], 한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이 상승을 하면 고 압 발생의 험을 일 

수 있다고 하 다[4]. 고 도 지단백은 신체활동과 련

이 있는데 운동과 고 도지단백에 한 메타연구를 보면 

일반 건강한 남자뿐만 아니라 심 계 질환이 있는 환

자들 한 유산소운동으로 인하여 고 도 지단백 콜 스

테롤이 증가하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이 하 된다

고 보고 하 다[9, 10]. 더욱이 심 계 질환 환자들 경

우 유산소 운동  강도가 높은 운동이 더 많은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의 증가를 이룬다고 하 다[10].

한 일반 인 신체활동이 어떠한 기 으로 심 계 

질환을 방하는지 아직 충분히 밝 지지는 않았지만 아

마도 액응고(coagulation)와 섬유소 용해(fibrinolysis)
의 균형이 요한 역할을 한다[11]. 그  섬유소 용해 
억제제인 라즈미노겐 활성인자 억제자-1(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PAI-1))와 섬유소 용해 인자인 조직 
라스미노겐 활성인자(tissue plasminogen activator(tPA))
의 작용이 요한데 신체활동량이 을수록 그리고 나이

가 많아질수록 PAI-1은 상승하고 tPA는 감소한다고 보
고하 다[12]. 이 높은 PAI-1은 을 형성을 진시키

고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의 발생 가능성을 나
타내지만, 평소에 신체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낮은 PAI-1 
수치를 보이고 한 운동을 하게 되면 PAI-1의 수치가 
낮아져서 섬유소 용해 능력이 향상 된다[11]. tPA는 당
단백질(glycoprotein)  하나로 주로  내피세포

(vascular endothelial cells)에서 분비가 되는데 섬유소 
용해를 상향조 (up-regulation)하여서 액응고 용해

(clot dissolution)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계질병의 발

생을 낮춘다[13]. 그리하여 tPA의 분비는 증

(thrombosis)의 방지를 의미하는데 tPA의 분비가 증가는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14]. 
이러한 이유로 고 압의 방과 치료로써 그리고 고

압 인한 심  질환의 험성을 낮추는데 운동이 권

장이 되는데, 이는 활동 인 사람이 비활동 인 사람보

다 고 압의 험이 고 더불어 단순 일회성 운동 후 

휴식기에 평소보다 압이 떨어지며, 장기 인 유산소 

운동은 고 압 환자의 압을 낮추어 정 인 향을 

미친다[15]. 하지만 어떠한 운동 강도로 운동을 실시하
을 때 고 압 는 고 압  단계 환자들에게 심  

질환의 험성을 이면서 가장 정 인 효과를 미치는

가에 한 연구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ACSM))
에서는 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30분이상의 강도 운
동(40-60% peak oxygen consumption(VO2peak)을 추천
하 는데 선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좀 더 강도 있는 운동

(60-75 VO2peak)이 휴식기 압 하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 다[16].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을 보면 어떠한 
운동 강도가 고 압 는 고 압  단계 환자들에게 가

장 효과 인지에 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므로 
단순 일회성 운동시 다른 강도의 따라서 압,  지

질,  섬유소 용해 인자들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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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바탕으로 고 압이나 고 압  단계 환자들을 

한 운동 로그램 설계 시 가장 효과 인 강도를 설정

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최 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압  단계 학생들을 

상으로 단순 일회성 유산소운동을 다른 강도로 실시하여 

압이나  지질,  섬유소 용해 인자들의 효과를 

살펴보아 고 압  단계 상자들에게 어떠한 운동 강

도가 가장 효과 인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G 역시와 그 근교에 거주하는 고

압 단계인(수축기 120 mmHg 과 - 140 mmHg 미
만, 이완기 80 mmHg 과-90 mmHg 미만) 남자 학
생들을 11명을 선별하 다. 실험 참가자 수의 계산은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0.05, 검정
력(1-β) 80%, 효과크기(effect size) 0.625[17] 계산한 결
과 각 그룹 당 4명이 필요한데 탈락자를 고려하여 학
생 11명을 선정하 으나 운동 로그램 참여율이 80% 
미만인 3명, 참여거부 2명 총 5명의 상자를 제외하고 
각 그룹 6명의 인원이 최종 실험 참가자로 선정되었다. 
총 6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모든 · ·고 강도 단순 일회
성 유산소 운동을 일정한 날짜 간격(1주일)을 두고 실시
하 다. 실험 참가자들 모집 시에 유산소 운동  항성 
운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참가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

시켰으며, 실험에 동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시킨 후에 실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실험참가자들의 신체  특성은<Table 
1>과 같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고 압 단계의 학생들을 상

으로 단순 일회성 유산소 운동 시 다른 운동 강도 에 따

라 압, 지질,  염증 인자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에 하여 실시하 다. 실험참가자들은 총 3회의 
운동을 다른 강도로 실시하 고 운동 간의 간격은 일주

일로 설정하여 그 에 운동이 차후 운동에 향이 미치

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하 다.

2.3 실험방법 및 절차

2.3.1 단순 일회성 운동 

운동 강도의 설정은 유효심박수(heart rate reserve(HRR)) 
공식을 이용하여서 강도(50-60%HRR), 강도

(60-70%HRR), 고강도(70-80%HRR)로 설정하 다. 운
동시간은 비운동 10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 
총 60분으로 설정되었고 운동은 트 드 에서 실시하

다. 실험 장소의 일 성과 안정성을 하여 실험 시 온도

를 22±2℃, 습도는 60±5%로 설정하여 매 실험 시 동일
한 조건을 형성 하도록 노력 하 다. 측정 변인인 수축기 
압(systolic blood pressure(SBP)), 이완기 압(diastolic 

blood pressure(DBP)),  지질(TC & HDL-C), 섬유
소 용해 인자(tPA & PAI-1)를 분석하기 하여 각 운동 
시작 , 운동 후, 운동 후 60분에 측정하 다.

2.3.2 측정 및 채혈방법

실험참가자들은 실험측정 날 음주와 과격한 운동 

활동을 피하고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overnight 
fasting)를 유지 한 후 실험 시작 에 미리 도착 하여 의
자에서 안정을 충분히 취한 후 실험 차를 듣고 측정을 

실시하 다. 

2.3.3 안정시 심박수 및 혈압 측정

실험참가자의 안정시 심박수 측정을 하여 polar 
heart rate monitor를 실험 참가자 가슴 명치부 에 치

시킨 후 모니터에 보여지는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

다. 그 후 실험참가자가 안정을 충분히 취한 후에 숙련된 
측정자가 청진기와 수은 압계를 이용하여 압을 측정

하 다. 실험 후 압 측정은 모든 운동을 끝마친 후 실
험자가 의자에 앉으면 사 측정 방법 마찬가지로 숙련자

가 청진기와 수은 압계를 이용하여 압을 측정하 고 

운동 후 60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압을 측정 하
다.

2.3.4 채혈

액분석 시 변인들이 다른 환경 인 향을 최소로 

받기 하여 최소한 8시간의 공복 상태를 실시 한 후 
액채 을 실시하 다. 실험참가자들이 실험  실험실에 
미리 도착하여 충분한 안정을 취한 후 첫 번째 채 을 

실시하 는데 팔오 간정맥에서 액(10ml)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 하 다. 두 번째 채 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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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모든 운동을 마친 후 채 되었고 세 번째 채

은 운동 후 60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채 을 실시

하 다. 채 한 액은 5분간 원심분리기에서 3000rpm
으로 원심분리를 한 후 청만 -70~-80℃ 온도에 동결 

보  되었고 그 후에 성분분석은 임상센터에 의뢰하 다.

2.3.5 혈액성분분석

성분 분석   지질(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TC)),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HDL)))은 액분석기(VITROS DT 60Ⅱ, 
Johnson & Hohnson C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tPA와 PAI-1의 분석은 효소결합 면역흡수 분석법(ELISA 
: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으로 kit 
(Asserachrom tPA; American Diagnostica, Greenwich, 
CT, USA)와 Kit (Immubind PAI-1; American 
Diagnostica, Greenwich, CT, USA))로 분석하 다. 

2.4 자료처리

모든 자료의 분석은 통계 로그램(SPSS version 21.0)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운동 로그램 사  측정값의 

동질성 분석을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를 이용하 다. 운동 로그램 ( · ·고강도) 간에 동질
성이 확보되었을 시에 Two-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상호작용(interaction: 
운동 로그램 (3) x 시기(3))을 분석하 다. 사후 검증방
법은 One-way ANOVA와 비검증방법(contrast)방법
을 이용하 다.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 편차로 표 되

었고 자료 분석시 유의 수 은 α=0.05로 설정하 다. 효
과크기(effect size (ES))는 공식에 입되어서 계산 되었
다[18]. 효과크기 공식: (사 값–사후값)/(사 값의 표

편차). 

3. 연구결과 

3.1 혈압의 변화 

· ·고강도의 단순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
과 수축기와 이완기 압의 변화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수축기 압의 변화  상호작용(interaction) 분석 
결과는 F(4, 20) = 1.157, p = 0.178로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비검증 결과에 의하면 LI 집단이 시기간 

분석 결과에서 사 측정과 사후 측정에 수축기 압이 

유의(p = 0.013)하게 증가 하 고 사후측정과 사후 60분 
후 측정시 유의(p = 0.012)하게 감소하 다. 하지만 MI 
집단과 HI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리고 집단간 분석결과에서 사후측정시와 사후 60분 측
정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통계 으

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효과 크기로 분석하 을 시 MI
집단과 HI집단은 사후 60분 측정시 수축기 압의 효과 
크기가 각각 -1.33와 -1.23으로 상당이 큰 효과를 보이며 
낮아졌다. 그리고 이완기 압의 변화  상호작용

(interaction) 분석 결과는 F(4, 20) = 1.159, p = 0.358
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검증 결과에 의하

면 LI 집단이 시기간 분석 결과에서 사 측정과 사후 측

정에 이완기 압이 유의(p = 0.027)하게 증가 하 다, 
하지만 MI 집단과 HI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간 분석결과에서 사후측정 시와 사
후 60분 측정 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효과 크기로 분석

하 을 시 LI집단은 사후 60분 측정 시 이완기 압이 
효과 크기가 .77로 상당이 큰 효과를 보이며 높아졌다. 

3.2 혈중지질의 변화

· ·고강도의 단순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
과 TC와 HDL의 변화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C의 
변화  상호작용(interaction) 분석 결과는 F(4, 20) = 
4.118, p = 0.014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비검증 

결과에 의하면 HI 집단이 시기간 분석 결과에서 TC가 
사 측정과 사후 측정(p = 0.048)과 사후측정과 사후 60
분 후 측정시(p = 0.014)로 유의 하게 증가, 하 지만 LI 
집단과 MI 집단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간 분석결과에서 사후측정시와 사후 60분 
측정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HDL의 변화  상호작용(interaction) 분석 결과는 F(4, 
20) = 0.606, p = 0.663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검증 결과에 의하면 MI 집단(p = 0.003)과 HI 집단 

(p = 0.002)이 시기 간 분석 결과에서 사 측정과 사후 

측정에 HDL-C가 유의 하게 증가 하 다, 하지만 LI 집
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간 분석
결과에서 사후 측정시와 사후 60분 측정시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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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lood Pressure Responses
Variables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Group LI (n = 6) MI (n = 6) HI (n = 6) LI (n = 6) MI (n = 6) HI (n = 6)
PREa 132.00±3.58 137.00±8.92 132.33±11.62 82.33±8.89 81.33±9.75 78.33±8.64

POSTb 140.00±1.79 130.67±19.37 130.83±19.97 87.17±10.74 82.67±12.64 78.50±10.84
60POSTc 130.83±5.00 125.17±12.97 118.00±7.80 89.17±9.00 79.17±8.04 74.67±2.25
Post-hoc a<b,c; a,b>c a<b,c
ES (a-b) 2.23 -0.71 -0.13 0.54 0.14 0.02
ES (a-c) -0.33 -1.33 -1.23 0.77 -0.22 -0.42

Table 4. Blood Lipids Responses
Variables TC (mg/dl) HDL-C (mg/dl)

Group LI (n = 6) MI (n = 6) HI (n = 6) LI (n = 6) MI (n = 6) HI (n = 6)
PREa 172.83±30.37 173.83±29.47 174.50±29.49 47.83±10.07 48.83±12.38 48.83±10.57

POSTb 173.83±29.47 174.00±25.35 184.00±28.40 50.00±10.60 51.00±12.68 50.50±10.52
60POSTc 174.50±29.49 174.17±28.76 186.50±29.08 49.50±9.85 51.00±11.93 50.83±10.53
Post-hoc a<bc a<c,b a<c,b
ES (a-b) 0.03 0.01 0.32 0.22 0.18 0.16
ES (a-c) 0.05 0.01 0.41 0.17 0.18 0.19

Table 5. Inflammatory Marker Responses
Variables tPA (ng/ml) PAI-1 (ng/ml)

Group LI (n = 6) MI (n = 6) HI (n = 6) LI (n = 6) MI (n = 6) HI (n = 6)
PREa 1.67±2.27 1.60±2.26 1.66±2.37 23.57±15.91 21.35±10.52 21.42±3.86

POSTb 2.00±2.68 2.70±2.29 3.36±2.57 12.25±5.92 18.73±10.24 17.00±13.22
60POSTc 1.81±2.43 1.73±2.15 1.83±2.32 17.37±8.64 16.02±6.37 14.20±6.70
Post-hoc a<b,c; a,b>c a<b, c
ES (a-b) 0.15 0.46 0.72 -0.71 -0.25 -1.15

3.3 염증인자의 변화

· ·고강도의 단순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
과 t-PA와 PAI의 변화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PA
의 변화  상호작용(interaction) 분석 결과는 F(4, 20) 
= 6.114, p = 0.002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비검증 
결과에 의하면 MI 집단이 시기간 분석 결과에서 t-PA가 
사 측정과 사후 측정간 유의(p = 0.021)하게 증가 하
고 사후측정과 사후 60분 후 측정간 유의(p = 0.029)하
게 감소하 다. 한 HI 집단은 사 측정과 사후 측정간 

유의(p = 0.042)하게 증가 하지만 LI 집단은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간 분석결과에서 사후
측정시와 사후 60분 측정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그리고 PAI-1의 변화  상호작용

(interaction) 분석 결과는 F(4, 20) = 0.730, p = 0.582
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검증 결과에 의하

면 LI집단, MI 집단과 HI 집단 모두 시기간  집단간 
분석결과에서 PAI-1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
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효과 크기(ES)로 분석
하 을 시 모든 집단이 사후 측정시와 사후 60분 측정시 
PAI-1에 효과 크기가 상당이 큰 효과를 보이며 낮아졌다.

4. 논의

본 연구는 단순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 ·고강도로 
실시하여 압, 지질, 섬유 용해 인자들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알아보고 이를 유산소 운

동 훈련 로그램 설계 시 가장 효과 인 강도인지를 권

장하기 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여 고 압 

 단계 학생들을 상으로 단순 일회성 유산소운동을 

다른 강도로 실시하여 압이나  지질,  섬유소 

용해 인자들을 운동 , 운동 후, 그리고 운동 후 60분에 
측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효과는 LI 그룹에서 SBP
가 운동 후 유의하게 증가하 다가 운동 60분 후에 유의
하게 감소하여 평상시 상태로 되돌아왔고 DBP가 운동 
후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리하여 강도 운동은 고
압  단계 학생들에게 부정 인 향을 주었다. 하지
만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효과크기로 분석시 

MI와 HI 그룹의 운동 후 60분에 SBP가 -1.33과 -1.22로 
큰 효과를 보이며 낮아져서 운동 후 안정시에 압 상

태를 나타내어 정 인 효과를 보 다. 선행연구에서 
고 압을 가지고 있는 장년 비만 남자를 상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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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섭취량의 70%의 강도로 45분의 달리기 운동을 
처치한 결과 SBP와 DBP가 운동 후 운동을 하지 않은 
통제 세션 보다 하되었다[19].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은 남성들을 상으로 30%, 50%, 그리고 75% 
VO2peak강도로 일회성 자 거 에르고미터 운동(45분) 
하여서 50%와 75% VO2peak강도에서 SBP와 DBP가 
운동 후 30 – 90 분 동안 하되었다고 보고 하 고 이

러한 이유는 강도가 높은 운동일수록 운동 후 압이 오

랫동안 더 낮게 형성되는데 이는 고강도 운동 일수록 운

동 후 안정시에 1회 심박출량(SV)이 더욱 감소하고 심
박수(HR)는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17]. 한 

고 압 단계와 고 압인 년남성을 상으로 40%와 
60% V̇O2max의 강도로 일회성 자 거 에르고미터 운동

(30분) 하여 두 강도(40%와 60% V̇O2max) 모두 운동 
후 45분 까지 SBP가 압 상태를 보 는데 강도가 더 

강한 60% V̇O2max가 더 낮은 압 상태를 보 고 모

든 집단이 운동 후 5시간 동안 평균 SBP가 높아졌는데 
그  60% V̇O2max가 40% V̇O2max 집단에 비하여 낮
은 상승을 보 다[20].  다른 연구를 보면 고 압  

단계와 고 압인 년남자들을 상으로 40%, 60%, (30
분)그리고 100% VO2peak 강도의 자 거 에르고미터 운

동을 실시하여 40%와 60% VO2peak 강도는 SBP가 운
동 후 45분까지 압이 낮아졌고 60% VO2peak 강도가 
40% VO2peak보다 더 낮게 압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운동 후 9시간 동안 평균 SBP가 상승 했는데 강도가 높
을수록 더 낮은 압의 상승을(100% < 60% <40%) 보
다[16]. 이 연구에서 100% V̇O2max 강도는 운동 후 
압 상태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강도가 무 

높아서 운동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라고 하 고 운동 

후 9시간 동안 SBP에 변화는 가장 정 인 결과를 보

다[16].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보면 본 연구
와 마찬가지로 강도가 높을수록 운동 후 휴식기에 압

에 더욱 정 인 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는 운동을 
하면 강화된 단응력(shear stress)이 내 세포

(endothelium)를 자극 하여 산화질소(nitric oxide(NO))
를 생산하고 이 NO가 평활근(smooth muscle)을 이완시
키고 평상시 상태를 유지시켜서 성 항(vascular 
resistance)에 강한 향을 주는데[21] 운동의 강도가 강
할수록 NO가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22]. 그리하여 
강도가 높을수록 압에 정 인 효과를 미친다.  
본 연구에서 TC는 HI 그룹만 운동 후와 운동 후 60

분에 유의하게 증가하 고 HDL-C는 MI와 HI 그룹에서 
운동 후 60분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 선행연구를 보면 
20  남자를 상으로 최 심박수에 50%(141.33±14.05 
minutes)와 85%(78.67±7.53 minutes) 강도로 트 드

에서 운동을 하여 운동 후 50% 강도는 TC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 85% 강도는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 다, 그리고 HDL-C는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 증가하 다

[23]. 한 은 남자 달리기 선수를 상으로 최 심박

수의 65% ± 6의 강도에 단순 일회성 달리기 운동(90분) 
후 TC는 유의하게 증가하 고 HDL-C 유의하지 않지만 
증가하 다[24]. 한 남자 학생들을 상으로 최 심

박수의 ~50%-90%의 운동 강도로 일회성 자 거 에르고

미터 운동(300kcal 소비, ~25–~40분) 운동 후 HDL-C
는 거의 모든 집단이 감소하 다가 휴식기 30분과 90분
에는 운동  수 이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TC는 모든 집단이 운동 후 감소하 다가 휴식기에 운동 

 수 으로 회복이 되었다[25]. 하지만 한 선행연구에
서 은 여자 학생들을 상으로 60-70% VO2max의 
45분간 달리기 후에 TC와 HDL-C은 유의하지 않게 감
소하 다[26]. 기존의 연구들 에서 여자를 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면 HDL-C의 반응은 본 연구와 비슷하
게 모든 강도의 훈련 후 증가 되는 추세를 보 다. 이러
한 일회성 운동 후 증가된 HDL-C가 장기간 훈련으로 
이어져 반복 으로 일어나서 응이 되면 HDL-C의 증
가 폭을 넓힐 것이다[25]. 
본 연구에서 tPA는 MI와 HI 그룹에서 운동 후에 유

의 하게 증가되었고 PAI-1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그룹이 큰 효과크기를 보이며 운동 후와 

운동 후 60분에 감소하 다. 선행연구에서 은 남성을 
상으로 젖산 역치  이상과 이하(75.7±9.4%(>LT) 혹
은 41.3%±9.1%(<LT))의 강도로 일회성 자 거 에르고

미터 운동을 한 후 두 집단 모두 tPA가 운동 직후 유의
하게 상승 하 지만 젖산역치 이상 강도 집단이 젖산역

치 이하 강도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운동 후 60분에
는 두 집단 모두 다시 운동  상태로 돌아왔다. 그리고 
PAI-1은 두 집단 모두 운동 후와 운동 후 60분에 유의하
지 않지만 감소를 하 다[27]. 그리고 과체 이나 비만 

년 여성을 상으로 70%VO2peak에 강도로 일회성 
달리기 운동(30분)을 한 후 tPA은 유의하게 증가하 고 

PAI-1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조  감소하 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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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 남자 학생들을 상으로 증최 부하운동

(graded maximal exercise test)을 트 드 에서 실시 한 

후 2분 간격으로 10분 동안 채 하여 tPA와 PAI-1을 분
석하 는데 tPA 10분 동안 유의하게 높았고 PAI-1은 10
분 동안 유의하게 낮았다[29]. 은 남자들을 상으로 

68±4%와 83±5%VO2max의 강도로 달리기 운동 후 두 
집단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  강도가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 보다 더 많이 증가 고 운동 후 60분 후에
는 두 집단 모두 운동  상태로 돌아왔다[30].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형태를 보 는데, 운
동 직후 증가한 tPA는 휴식기가 지나면 다시 운동  상

태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tPA가 빠른 류를 타고 간
(liver)으로 가서 분해가 된다고 하 다[29]. tPA는 섬유
소 용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tPA의 증가로 인하여 
라즈미노겐(plasminogen)을 라즈민(plasmin)으로 변
화시키고 PAI-1도 낮추는 역할을 한다[27]. 이러한 이유
로 강도 이상의 운동은 tPA의 향상을 이끌어내어 
액응고를 하 시키고 섬유소 용해를 향상시켜 심  

질환의 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 인 변화 결과를 보면, 강도와 고강

도 일회성 운동 후 압의 상태의 발 과 지질  

HDL-C의 증가 섬유소 용해 인자(tPA)의 정 인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운동 후 압의 상승을 
가져온 강도 운동 보다는 강도 이상의 운동이 고

압 단계의 사람들에 유익하다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앞

으로 강도의 정 역치를 찾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 압  단계 남자 학생들에게 강도

가 다른 달리기 운동을 처치하여 압, 지질, 섬유소 
용해 인자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해 알아보기 

하여 수행 되었다. 이를 하여 실험 참가자들은 다른 운
동 강도[( 강도 50-60% heart rate reserve(HRR), 강

도(60–70% HRR), 고강도(70-80% HRR)]로 단순 일회
성 달리기 운동을 실시하여 압(SBP와 DBP), 지

질(TC와 HDL-C) 그리고 섬유소 용해 인자(tPA와 
PAI-1)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강도와 고강도 운동 후 SBP가 휴식시에 압 상태

를 유지하 고, HDL-C가 상승하고, tPA가 상승하여 고
압  단계 상의 남자 학생들은 강도와 고강도 

운동이 한 효과를 이끌어내어 추후 지속 으로 운동

을 실시한다면 정 으로 변화된 인자들이 더욱 자극이 

되어 압의 정상화와 심  질환의 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은 남성 고 압  단계 는 고 압 환자들의 운동 

로그램 설계 시 알맞은 운동 강도를 권고 하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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