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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의 맥파전도속도 분석

이한영
비영리법인 제주해녀문화보존회

The Analysis of Pulse Wave Velocity of Jeju female divers

Han-Young Lee

Nonprofit Organization of Jeju Haenyeo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는 평균 연령이 높은 제주 해녀의 경-대퇴 맥파 전도 속도와 발목–상완지표를 측정하여 
찬물에서 산소의 보조 없이 채취활동을 하는 제주 해녀의 동맥 혈관의 경직도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대퇴 맥파 전도 속도는 동연령대의 일반여성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발목-상완지표(ABI)는 해녀
와 일반여성 모두 정상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반여성보다 해녀집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침수활동을 통해 신체의 적응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써 저온 및 높은 수압환경에 
대한 적응이 완료된 신체상태이며, 아울러 높은 신체활동 수준으로 인하여 말초혈관저항이 고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연령 여성들보다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녀들의 고령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기에 동맥혈관경직도에 대한 관심과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는 반드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제주해녀, 맥파전도속도, 동맥혈관경직, 말초혈관저항, 융복합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arterial stiffness of Jeju female divers who diver into cold water 
without the assistance of oxygen.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pulse wave velocity and ankle-brachial index 
of Jeju female divers and same aged females who didn't have any cardiovascular risk for comparing the 
vascular stiffness.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 : First, the light-femoral pulse wave velocity of Jeju female 
div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normal women of the same ages. Second, Jeju female divers's ABI showed 
higher tendency than normal same aged women. These result showed that Jeju female divers' body had been 
completed for adaptation to low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water environment through a long-term 
immersion activities in old age, as well as due to higher physical activity levels of Jeju female divers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 was not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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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맥 경직(arterial stiffness)은 동맥의 탄력성 감

소를 말하며  노화와 동맥경화에 임상  유용성을 

갖는다[1]. 동맥  경직도의 측정은 경동맥- 퇴동맥 

맥  도속도(Carotido-femoral artery Pul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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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이하 경- 퇴맥 도속도)를 이용한 유추방법

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발목-상완지표 (ABI, 

Ankle-brachial index) 측정도 동맥경화도 단에 이용

되고 있다[2]. 맥 도속도는 동맥의 일정구간을 통과하

는 류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최근에는 상완-

발목 맥 속도를 이용하여 비침습 이며 동시에 압측

정이 가능한 상완-발목 맥 속도를 이용한다[3]. 

일반 으로 경직도가 높을수록 맥  속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며, 특히 경직으로 인하여 맥  도 속

도가 4 m/sec 증가하면 뇌졸 으로 사망할 상  험

도가 40% 높아진다[4]. 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

축기 압과 맥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한 경직

도와 마찬가지로 심  사망률과 한 련이 있다

[5]. 그러므로 동맥 내 경직도의 증가는 심 계 질

환에 한 발병률을 증가시키며, 한 뇌졸 으로 인해 

유발되는 편마비 장애도 유발하는 등 동맥 경직도는  

심 질환과 뇌 질환을 측하는 인자로 활용된다

[4, 6].

보통 연령에 따라 경직도는 증가한다는 것이 일

반 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에 체 으로 고르게 

분포되기보다는 비교  일부분에서 나타나고, 말  

보다는 주로 심 에서 나타난다[6]. 경직도는 

동맥벽의 elastin 섬유와 collagen 섬유가 어느 정도 있느

냐에 따라 결정된다[7]. 큰 동맥에는 탄성(elastin)섬유가 

많아서 탄성이 높은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탄성섬유가 

변성되고,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의 경직도가 높

아진다[8]. 이러한  탄력의 감소, 경직도의 증가

는 심  험인자 즉, 연령, 고 압, 빈맥, 흡연, 당뇨병, 

좌심실비 , 고지 증, 신부  등과 련이 있으며, 심

 질환의 독립  인자로도 알려져 있다[9, 10].

최근 여가 스포츠 활동으로 참여인구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은 수 호흡기를 착용하고 

참여하는 수  스포츠로써  세계 으로 리 보편화된 

스포츠이다. 하지만 부작용으로써 스쿠버 다이빙과 

련된 사망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등 참여에 한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침수활동은 수압이나 수온이 지

상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압, 심박수, 호르몬과 

같은 생리  반응[11, 12, 13]  구, 백 구와 같은 

액성분의 변화가 발생되며[14], 한 수심 증가에 다른 

수 압력 증가와 수온 하 상은 근 수축의 활성화와 

장력을 증가시키고[15]  젖산농도를 증가시킨다[16]. 

아울러  산소분압, 액 산성도,  이산화탄소 농

도,  젖산 농도의 증가는 헤모 로빈 산소포화도를 

감소시켜 감압병을 유발[17]하는 등 해수면에서의 활동

과 다른 생리  반응을 유발시킨다.

특히, Marnnovic et al[7]은 스쿠버다이빙을 오래기간  

참여할 할 경우 심장-폐- 의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 

동맥 경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 으며, Boutouyrie 

et al[18]  Edwards et al[19]도 수 에서의 체온상태

의 환경자극이 동맥 경직을 보다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오랜기간 침수활동은 동맥 경직을 더욱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매일 주업으로 침수활동에 참여하는 해녀의 경우 이러한 

여가수 의 스쿠버다이버들보다 오랜 기간 침수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  경직에 한 수 이 높

을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지 까지의 국내연구에서는 

해녀를 상으로 경직도에 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으며, 더욱이 해녀라는 직업이 특정국가에만 존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외국연구에서도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까지도 제주 해녀의 평균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맥경직도  그에 따른 건강 등에 한 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는 평균 연령이 높은 제주 해

녀의 경- 퇴맥 도 속도와 발목–상완지표를 측정하

여 찬물에서 산소의 보조 없이 채취활동을 하는 제주 해

녀의 잠수 형태와 동맥 의 경직도 그리고 말 동맥 

류의 연 성을 찰해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재 제주도  지역에서 해녀직업

에 종사하고 있는 15명을 상으로 하 으며, 재 해녀 

본업을 지속 으로 하고 있는 상자를 선정하 다. 아

울러 해녀들과의 경직도를 비교하기 하여 동일 연

령 의 심  혹은 말   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재 일상 인 생활에  문제가 없는 일반 여성 15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동일한 측정에 참여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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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측정  본 연구의 목 을 달하 으며, 참여를 한 

동의서를 작성하 다. 구체 인 상자들의 신체  특징

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MI

BP

(mmHg)

Exp(15) 62.99±8.51 155.31±5.71 58.88±9.56 24.54±4.39 133.90±6.13

Con(15) 61.85±7.71 154.58±6.08 60.08±11.91 24.95±5.18 130.99±7.23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2.2 혈관경직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경직도를 측정하기 

하여 제주시내에 치한 H병원에서 경- 퇴 맥  도 

속도와 발목-상완지표를 측정하 다. 검사는 산소의 보

조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채취하는 어업활동을 하고 난 

다음날 오 (09:00∼12:00)에 시행하 다. 통제집단인 일

반여성 집단의 경우 해녀집단과 동일한 시간 에 측정을 

하여 해녀집단의 측정이 완료된 이 후 개인별 일정을 

맞춰 동일한 오 시간(09:00∼12:00)에 측정토록 하 다. 

경- 퇴 맥  도 속도  발목-상완지표는 VP1000 

(automated oscillometric 방식, OMRON사, 일본)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맥  도 속도의 측정은 비 침습 인 방법으로 압력

측정센서 (tonometry sensor) 를 이용해 기록이 용이한 

경동맥- 퇴동맥, 경동맥-요골동맥, 퇴동맥-족부동맥 

등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동맥- 퇴 동

맥 맥  도 속도 (carotido-femoral PWV)의 측정값을 

이용하 다.

2.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 으며, 모든 항목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집단간 경- 퇴 맥 도속도  발목-상완간 맥 도

속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

으며, 모든 통계처리에 한 유의수 은 p<.05로 설정

하 다.

3. 연구결과

3.1 경-대퇴 맥파전도속도 비교

<table 2>에서와 같이 경- 퇴 맥  도 속도의 경

우 실험집단인 해녀의 오른쪽 왼쪽 결과가 각 각  

1512.625±160.117, 1501.125±172.56로써 일반 여성

(1873.373±161.234, 1909.118±171.842)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5). 한 양 쪽의 평균 수치에 있어서도 해

녀가 일반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5).

factors group M±SD(m/sec) p

PWV right
Exp 1512.625±160.117

.019*
Con 1873.373±161.234

PWV left
Exp 1501.125±172.560

.013*
Con 1909.118±171.842

PWV total
Exp 1506.875±166.339

.016*
Con 1891.2455±166.538

<Table 2> Comparison of PWV

[Fig. 1] Comparison of PWV-right

[Fig. 2] Comparison of PWV-left

3.2 발목-상완 지표(ABI) 비교

<Table 3>에서와 같이 말 동맥 폐쇄 평가에 활용되

는 ABI의 경우 해녀와 일반여성 모두 정상범 에 포함되

어 있었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05). 하지만 해녀의 ABI가 일반 여성보다 좌우측 모

두 높은 경향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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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group M±SD p

ABI right
Exp 1.121±0.036

.208
Con 1.090±0.026

ABI left
Exp 1.102±0.032

.146
Con 1.064±0.028

ABI total
Exp 1.111±0.034

.197
Con 1.077±0.027

<Table 3> Comparison of ABI

[Fig. 3] Comparison of ABI-right

[Fig. 4] Comparison of ABI-left

4. 논의

맥  도 속도는 은 사람에서는 동맥이 탄력 이

므로 비교  낮고 노인에서는 흉부 동맥이 경직됨에 따

라 그 값이 높아진다[1].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에서 발

생된 압력 는 동맥을 따라서 말  동맥으로 달된다

[1, 20]. 를 들어 근 부에서 말 부 까지 0.8m 의 거

리를 맥 가 도달하는데 0.25 가 걸렸다고 하면 3.2m/s 

가 되는 것이다[1].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연령, 압, 

성별, 맥박수, 염분섭취, 유  요인, 호흡과 류의 

향, 그리고 인종  요소가 있다[6, 21]. 맥  도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반사압 가 조기에 심장 쪽으로 돌아와 

상동맥의 류가 감소하며 수축기 압을 더욱 상승시

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수축기압의 추가 상승은 심

장비 와 심부 을 유발할 수 있어 맥  도 속도는 심

계 험을 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2].

유럽심장학회/유럽고 압학회의 지침에서도 고 압

과 함께 맥  도 속도의 상승 즉 동맥 의 경직이, 

증상 없는 장기의 손상을 일으키는 인자임을 명시하고 

있다[22]. 2013년 유럽심장학회/유럽고 압학회의 지침

에서 고 압에 의한 subclinical organ damage 의 범주 

 경- 퇴동맥 맥  도 속도(Carotid-femoral PWV)

는 > 12m/s로, 발목-상완지표Ankle-brachial index 

(ABI)는 <0.9로 소개하 다[22]. 특히 경- 퇴동맥 맥  

도 속도가 12m/s 이상인 경우의 주요 장기손상 가능성

을 부각시켰고, 2013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것을 10m/s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 다[22]. 2004년 4393명의 일반인

을 상으로 8년간 연구한 The Strong Heart study 에서

도 말  동맥의 폐쇄 정도를 단하는 지표인 발목-상완

지표가 0.6보다 낮거나 1.4 보다 높은 경우 심  사망률

이 증가함을 보여  바 있다[23].

찬물에 얼굴을 담그면 심박수가 감소하고 심폐로 가

능 류량을 증가시키면서 사지 말단으로 가는 류는 

감소되어  산소에서도 뇌와 심장과 폐의 산소소모를 

우선 으로 공 하는 잠수반사가 일어남이 이미 알려져 

있다[11, 12, 13]. Gole et al[24]의 연구에서도 잠수가 동

맥 의 순환을 변화시킴을 동맥 압 측정과 맥  도 

속도 측정을 통해 보여주었다. Gole et al[24]은 비슷한 

키와 연령의 잠수인과 비 잠수인에서 안정시의 심박수와 

경- 퇴동맥 맥  도 속도를 측정하여 잠수인들이 더 

높은 aerobic capacity를 가졌으며, 안정시의 심박수와 맥

 도 속도가 일반인들보다 더 낮았음을 보고하 다. 

한 Marinovic et al[7]  Gole et al[24]는 잠수 연습 후 

양측 상지와 하지에서 맥압이 감소하 지만 경- 퇴동

맥 맥  도 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반복

인 잠수가 central arterial compliance를 증가시키는 

vascular modification 역할을 할 것이며, 반복되는 잠수

로 인해 유발되는 arterial alteration 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Marinovic et al[7]의 연

구에서는 질소와 산소를 섞은 공기로 호흡하는 경우와 

일반 공기 모두 동맥의 경직도 증가가 찰되었다. 즉, 산

소와 질소를 혼합한 공기의 보조를 받는 잠수에서 일반 

공기로 하는 잠수보다 맥 도속도가 6% 증가되었으

며, 이는 동맥 경직도의 증가를 반 한 것으로 단된다. 

이 외에도  Marinovic et al[7]과 Gole et al[25]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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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잠수 의 활동은 말  의 항을 감소시

키는 결과도 보인다고 보고하 다. 즉 잠수  산소 소모

를 이기 해 말 로 가는 류의 양은 어들지만 신

체  활동은 말  의 항을 감소시키도록  

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맥경직도

는 고 압  당뇨, 고지 증, 만성 심부 , 흡연, 비만으

로도 증가하지만, 이  연령이 가장 요한 인자이다[6].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산소공  없이 침수작업을 수

행하는 제주해녀의 경우 일반 동 연령 의 여성들보다 

맥  도 속도는 오히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의 나이이며, 온에서의 침수작업을 오랜 기간 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  경직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해녀들의 경우 평균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잠

수 어업과 함께 꾸 한 식사조 과 함께 체 을 리했

으며, 하루 평균 4시간의 농사를 포함한 신체활동을 지속

해온 상자들의 특성이 반 된 결과로 단된다. 아울

러 오랜 기간 온  침수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동맥 경직이 낮았던 것은 해녀의 경우 잠수  

산소 소모를 이기 해 말 로 가는 류의 양은 어

들지만 신체  활동은 말  의 항을 감소시키도록 

 응을 일으켰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

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는 평균 연령이 높은 제주 해녀의 

경- 퇴맥 도 속도와 발목–상완지표를 측정하여 찬

물에서 산소의 보조 없이 채취활동을 하는 제주 해녀의 

동맥 의 경직도를 측정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경- 퇴 맥 도속도는 동연령 의 일반여성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발목-상완지표(ABI)는 해녀와 일반여성 모두 

정상범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반여성보다 해녀집

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침수활동을 통해 신체의 응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써 

온  높은 수압환경에 한 응이 완료된 신체상태

이며, 아울러 높은 신체활동 수 으로 인하여 말  

항이 고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았으며, 오히

려 동연령 여성들보다 양호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해녀들의 고령화는 여 히 진행되고 있는 

요한 상이기에 동맥 경직도에 한 심과 함께  

아울러 한국해녀들의 무호흡 잠수작업으로 인한 높은 수

압에서의 폐순환계에 한 주기별 진단  평가에 한 

향후의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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