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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의 간헐적 좌식차단의 혈관기능 개선 효과

박수현, 윤은선, 제세영

서울시립대학교�스포츠과학과

서 론

현대인들에게 매우 일반적이고 습관화된 장시간의 좌식(prolonged 

sitting)은 대사질환의 위험요인,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그리고 사

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특히, 

장시간의 좌식이 활발한 강도의 신체활동이나 총 신체활동량을 보정

하고서도 심·대사질환의 위험요인,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및 사

망률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4,5]는 

현대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뿐만 아

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움직임 즉 좌식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

어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소

적인 혈역학적 힘의 변성을 들 수 있다[6]. 죽상동맥경화증의 시작은 

낮은 전단응력(shear stress)에 의해 특징된 동맥에서부터 발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7], 실제로,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

펴보면 낮은 전단응력은 내피세포 기능을 손상시키고 중상동맥경화

증을 부추기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8-11]. 특히, 앉아있는 동안 하지

의 동맥들은 혈류량과 전단응력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이런 환경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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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Days Breaking Up Prolonged Sitting Improves Systemic Endothelial Function 
in Sedentary Men
Soo Hyun Park, Eun Sun Yoon, Sae Young Jae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PURPOSE: To examine the cumulative (7 days) effect of breaking up prolonged sitting on systemic endothelial function in sedentary 
men. 

METHODS: Thirty sedentary men (33.93±5.72 years) participated in two randomized 7 days sitting trial (Sit group (control) vs. Breaks 
group). The protocol of Breaks group is as follows: 4-minute of moderate-intensity marching in place (walking) every 1 hour during 
business hour (total: 8 breaks/day). Assessment of brachial artery endothelial function using flow-mediated dilation (FMD) and arterial 
stiffness indices (augmentation index, arterial pressure and pulse wave velocity)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7 days treatment. 

RESULTS: Brachial artery FMD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7 days breaking up prolonged sitting treatment (Breaks groups, 9.65±2.61 
to 9.62±2.6%) compared with 7 days prolonged sitting (Sit group, 8.37±3.41 to 10.11±3.75%) (interaction effect, p=.004). Arterial 
pressure (AP)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eatment (Breaks group, 2.75±2.19 to 2.38±1.63 mmHg, p=.002) in Sit group but there 
was no change (Sit group, 1.00±3.18 to 2.50±9.23 mmHg) in Breaks groups (interaction effect, p=.008).

CONCLUSIONS: These finding show that 7 days regular breaking up prolonged sitting improve in FMD, compared with prolonged sit-
ting. Therefore, regular breaking up prolonged sitting may improve systemic endothelial function in sedentary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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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내피세포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12,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좌식 1시간 후 하지(대퇴동맥)의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f low 

mediated dilation, FMD)이 손상되었으며, 3시간 후에는 하지뿐만 아니

라 상지(상완동맥)의 전단 패턴(shear pattern)에도 손상이 일어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14]. 종합하자면, 앉아있는 동안 하지의 맥관구조(vas-

culature)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혈역학적 환경에 노출되며, 시

간이 지나면 상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좌식 차단; breaking up pro-

longed sitting) 횟수가 많은 사람은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및 

내당능장애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 및 유병률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15]. 좌식차단의 건강학적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연

구를 살펴보면, 7시간의 일시적 좌식(sitting)동안 저강도와 중강도의 

좌식차단(20분 간격으로 일어나 2분동안 강도에 맞는 트레드밀 걷기)

이 식후의 혈중의 당과 인슐린의 증가를 억제시킨다고 보고하였다[16]. 

또한 Howard et al. [17]은 통제 군에 비해 피브리노겐의 증가와 헤마토

크리트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혈장량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17]. 

흥미롭게도 4일동안 1시간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한 집단보다 좌식

차단 집단에서 혈중 지질과 인슐린 민감도의 개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8].

내피세포 기능장애가 심혈관계질환 위험의 중요한 예측인자임이 밝

혀진 이래 몇몇 연구에서 내피세포 기능장애를 혈중지질, 혈당 그리고 

인슐린과 같은 전통적인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를 통해 제시하고 있

다[19]. 그러나 실제로, 내피세포 기능은 전통적인 심혈관계질환 위험

인자들 전에 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맥경화 조기 예측인자들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능(FMD)와 동맥경직도를 살펴본 결과 3시간 좌식 동안 1시

간 간격으로 5분간의 저강도의 걷기의 좌식차단이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능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 Park et al. [21]

의 연구에서도 6시간동안 앉아 있었던 통제집단에 비해 1시간 간격으

로 10분간의 트레드밀 중강도의 걷기를 실시한 간헐적 좌식처치 집단

과 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standing 집단에서 하지의 맥파전파 속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시적이지만 간헐적 좌식차단이 혈관기

능에 유익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든 

연구에서 일시적인 좌식차단의 효과는 하지의 동맥으로 한정되어 있

다. 신체활동으로 인한 혈관기능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국소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

봤을 때[22-24] 일시적 중재 연구는 중심동맥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

가 있으며, 좀 더 오랜 시간 좌식차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재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의 좌식차단의 모델은 트레드밀 걷기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런 좌식차단 모델은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

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좌식차단 수정모델을 다각적으로 개

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좌식차단이 아닌 일주일간의 규칙적

인 좌식차단 중재를 통해 혈관 기능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가설은 일주일간 좌식차단의 방법으로써 지속적인 중강

도 제자리 걷기 활동이 혈관기능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건강한 성인 남성 30명(범위; 24-41세)으로 하였

으나, 실험 중 2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하였다. 선정 기준은 일일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Variables Sit G (n=12) Breaks G (n=16) p

Age (yr) 31.83±7.2 35.50±3.83 .093
Height (kg) 174.5±4.7 176.0±5.8 .455
Weight (kg) 72.57±9.18 76.13±8.90 .316
BMI (kg/m2) 28.18±11.72 24.55±2.56 .237
%Body fat (%) 21.38±5.61 20.98±2.95 .805
SBP (mmHg) 124.33±9.92 122.5±10.34 .639
DBP (mmHg) 78.00±11.97 78.38±6.73 .917
Glucose (mL/dL) 88.20±5.87 89.00±4.35 .693
Total cholesterol (mL/dL) 185.20±30.53 182.63±27.60 .826
Triglyceride (mL/dL) 115.40±82.94 140.14±118.38 .538
HDL-C (mL/dL) 54.40±5.52 57.13±15.83 .607
Physical activity (MET-min/week) 1,462.1±1,360.2 725.1±1,119.7 .141
Smoking 33.30% 37.50%
Drink 100% 100%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number (%) where specified.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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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sitting time이 8시간 이상 되는 자,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

지 않는 자(주당 30분 이내의 중등도 정도의 운동), 최근 몇 달간 급격

한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없는 자 그리고 특정 질환이나 특정한 약(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등)을 복용하지 않는 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은 충분히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본 실험에 참

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절차

1)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혼란변수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피험자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실험 조건을 유

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처치 기간은 Birk et al. [25]의 연구를 근

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좌식생활집단(통제집단)과 간헐적 좌식차

단 집단을 나두어 실시하였다. 좌식생활집단(12명)은 7일 동안 평소 생

활하던 대로 좌업 생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간헐적 좌식 차

단집단(16명)은 7일 동안 근무시간을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매 시간마다 4분간 총 8번의 좌식차단(breaking up prolonged sit-

ting) 실시하였다(Fig. 1). 그 외 시간은 평소대로 생활하였다. 좌식차단

의 방법은 근무시간 중 좌식차단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

를 하였으며, 제자리 걷기의 방법은 무릎이 90° 각도가 되도록 걸었다. 

본 처치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핸드폰에 메트로

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걷는 속도와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

한 후 참여하였다. 걷기의 강도는 최대심박수의 50-60%로 하였으며, 4

분 좌식 차단이 끝나면 각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한 좌식 차단 일지에 

본인의 심박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좌식 처치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으로 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2014년 건

강통계 환경부에서 제시한 한국 성인의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

(남성 7.7시간, 20대 8.7시간, 30대 7.6시간)과 실험환경을 고려하여 설정

하였다[25]. 처치 하루 전(1일)과 7일간의 처치(2-7일) 후 다음날(9일)에 

혈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변인을 측정하였다.

2) 신체구성 및 혈액변인 측정

연구 참여자의 체중,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과 체지방

률(percent body fat, %BF)은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하는 장비를 사용

하였으며(Inbody 3.0, Biospace, Korea), 신장은 신장계를 이용하였다. 신

체활동량은 한국어판 국제신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

tivity Questionnaires, IPAQ)을 이용하였다. 혈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연

구 참여자는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전완정맥에서 채혈 한 후 헤파

린 처리된 튜브에 약 4 mL 정도의 혈액을 채취하여 즉시 샘플 전형 

450 μL를 분석 전용 디스크에 주입하여 원심분리 방식의 임상화학 자

동분석 장치(IVD-A10A, Samsung, Korea)로 혈중 지질(중성지방, 총콜

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분석하였다.

3) 혈역학적 반응 및 혈관기능 측정

(1)�혈압측정�측정

상완 동맥 혈압은 15분간 누운 상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자

동혈압계(HEM-7080IC, Omron,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압

은 총 2회 측정하여 낮은 값을 이용하였으며, 측정 시간은 2분 간격으

로 하였다. 중심동맥 혈압은 SphygmoCor (AtCor Medical, Austraila) 

장비를 이용하여 요골동맥에서 검출된 맥파에서 generalized transfer 

function 공식에 상완동맥 혈압을 대입하여 측정하였다.

(2)�중심�및�말초의�동맥경직도와�경동맥�내중막�두께

파형증가지수(augmentation Index; AIx), 동맥압력(Arterial Pressure; 

AP), 그리고 경동맥-대퇴동맥(중심)과 대퇴동맥과 경골동맥(말초)의 맥

파전파속도(Pulse Wave Velocity, PWV)는 SphygmoCor (AtCor Medi-

cal, Austraila)를 이용하였으며, Clincal Application of Arterial Stiffness, 

Task Force III의 지침[27]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맥파전파속도는 두 동맥간의 거리(D)를 두 동맥 사이에 맥파가 전이

되는 시간차(∆t)로 나누어 속도를 구하는 방식이다( PWV= D/(∆t) (m/s).

경동맥 내중막 두께(Carotid Intima Media Thickness, cIMT)는 연구 

참여자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윈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12.4 MHz 이

상의 고해상도 초음파(Acuson X300, Siemens, USA)를 이용하여 우측 

총경동맥 팽대부에서 근위부 1 cm 부위를 반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경동맥 팽대부 1 cm 이내의 경동맥에서 1 cm 길이로 내중막 두께의 평

균값을 계산하였다.

(3)�상완동맥�내피세포�의존성�혈관�이완능

혈관내피세포 기능은 상완동맥에서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

(FMD)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장비(ACUSON X300, SI-

MENSE,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팔오금(antecubital fossa)의 3 

cm 상반에서 고해상도 초음파와 11.4 MHz 종축 탐촉자(liner probe)

를 이용하여 B-mode로 상완동맥 혈관의 내경을 측정하였다. 이 후 전

완에 감은 혈압계의 커프를 >200 mmHg까지 압력을 올려 5분간 혈Fig. 1.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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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차단하고, 5분 후 혈압계를 0 mmHg로 감압한 후 2분 동안 상완

동맥의 내경 변화를 측정하였다[28]. 상완동맥 내경거리는 혈관 중벽

과 대비되는 중벽사이의 거리로 하였으며, 심장의 수축기와 이완기시 

혈관내경이 달라지므로 심전도상 R wave (이완기 말)에 상응하는 영상

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혈류의존성 혈관확장능(%)은 기전 상태의 혈

관 내경과 과혈류 때 최고 이완된 혈관 내경을 이용하여 혈관 내경 증

가비율(%)을 구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모든 자료는 IBM SPSS version 21를 이용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로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자료는 정규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로그 치환(log transformation)을 한 후 

분석하였다. 각 집단 간의 특성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test

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 간 측정변인(종속변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으며, Bonferroni’s method로 사후 

검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α)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혈역학적 반응 변화

일주일간의 좌식생활(통제집단) 집단과 좌식차단 집단의 혈역학적 

반응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안정시 심박수 및 상완(말

초)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그리고 맥압은 일주인간의 처치 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심 동맥 혈압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경동맥 내중막 두께 및 동맥경직도 변화

일주일간의 좌식생활집단과 좌식차단 집단의 동맥경직도의 변화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심 동맥 압력(arterial pressure, AP)은 일

주일간의 좌식생활집단에서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에 높아진(p =  

.002) 반면, 좌식차단집단에서는 처치 전과 후에 변화가 없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008). 중심맥파전파

속도(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 cfPWV)은 좌식차단집단

(p< .001)과 좌식생활집단(p< .001) 모두에서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37),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말초맥파전파속도(femoral-distal pulse wave velocity, fdP-

WV)는 좌식차단집단(p=.002)과 좌식생활집단(p=.033) 모두에서 처

치 전에 비해 처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처치에 따른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659).

Table 3. Vascular function before (Day 1) and Day 9 after treatment (7days) each group        

Sit G Breaks G p

Day 1 Day 9 Day 1 Day 9 Group Time Interaction

cIMT (mm) .45±.68 .45±.53 .46±.10 .47±.09 .631 .624 .659
AP (mmHg) 1.00±3.18 2.50±9.23 2.75±2.19 2.38±1.63 .022 .395 .008
Alx (%) 6.08±7.83 7.83±9.23 10.06±8.85 7.25±4.08 .225 .482 .157
Alx@75 (%) 6.40±6.32 4.80±8.79 5.69±8.54 3.44±5.10 .184 .684 .820
cfPWV (m/s) 8.30±1.06 8.25±1.05 8.05±0.75 7.90±0.60 .361 .037 .273
fdPWV (m/s) 16.07±3.19 14.77± 3.50 16.12±1.89 13.99±2.75 .833 .001 .358

cIMT, central intima-media thickness; AP, arterial pressure; Alx, augmentation; Alx@75, augmentation heart rate; cfPWV, 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
ty; femoral-distal pulse wave velocity.         

Table 2. Hemodynamic responses before (Day 1) and Day 9 after treatment (7 days) each group        

Sit G Breaks G p

Day 1 Day 9 Day 1 Day 9 Group Time Interaction

Resting HR (bpm) 65.00±2.34 64.67±5.93 65.38±9.38 63.38±6.20 .850 .211 .368
bSBP (mmHg) 124.3±9.92 122.7±9.92 122.5±10.34 121.0±8.70 .620 .221 .948
bDBP (mmHg) 78.0±11.97 75.3±8.28 78.4±6.73 77.5±4.87 .670 .510 .309
bPP (mmHg) 46.3±6.60 47.3±5.25 45.0±7.75 44.5±5.98 .351 .835 .533
cSBP (mmHg) 107.2±11.85 106.2±9.79 107.5±8.2 106.5±6.85 .921 .347 1.00
cDBP (mmHg) 78.7±12.19 76.2±8.30 78.9±6.90 78.3±4.61 .703 .082 .287
cPP (mmHg) 28.5±4.34 30.0±2.83 28.6±3.96 28.3±3.82 .495 .514 .280

Resting HR, resting heart rate; bSBP, brachial systolic blood pressure; bDBP, brachial systolic blood pressure; bPP, brachial pulse pressure; cSBP, central sys-
tolic blood pressure; cDBP, central diastolic blood pressure; cPP, central puls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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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관기능의 변화

일주일간의 좌식생활집단과 좌식차단집단의 혈관기능(내피세포 의

존성 혈관이완능)의 변화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완의 내피세

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FMD)은 좌식생활집단은 처치 전(9.65 ± 2.61%)

과 후(9.62 ± 2.6%)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좌식차단집단은 처

치 전(8.37± 3.41%)에 비해 처치 후(10.11 ± 3.75%)에 통계적으로 증가

(p=.005)하여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004).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주일간의 규칙적인 간헐적 좌식차단 중재가 혈

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었으며, 연구의 가설은 일주일

간 간헐적인 중강도의 제자리 걷기가 혈관기능(systemic endothelial 

function)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일주일

간의 규칙적인 중등도 강도의 제자리 걷기 형태의 좌식차단은 상완의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을 20.8% (처치 전 8.37% vs. 처치 후 

10.1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주일간 규칙적인 좌식

차단이 상완의 혈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첫 번째 실험연구이

며, 특히 좌식차단 모델을 장비의 구애 없이 쉽고 어느 누구나 용이하

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대인의 좌식생활은 너무나도 대중화되어 있는 생활문화이다. 특히 

직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고, 이동 시에도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문화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학적 문

제들은 많은 나라에서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

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장시간의 좌식습관은 당뇨병, 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의 위

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4,5], 규칙적인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좌식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좌업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

한 혈관기능의 효과를 제시한 첫 번째 시도로써, 이는 향후 공공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일시적 좌식차단 효과에 관한 몇몇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or-

ishima et al. [29]은 3시간 동안 앉은 자세에서 양쪽 다리 중 통제한 다

리는 3시간 후에 하지의 FMD가 손상되었으나, 다른 쪽 다리는 뒷꿈치

를 3 cm 정도 들어 올리는 행동(다리 떨기)을 시간당 3분간 분당 -250 

taps를 총 세 번 실시한 결과 FMD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9]. 또

한 Thosar et al. [20]은 좌식처치 집단에서는 3시간 좌식 후 전단비율

(shear rate)과 하지의 FMD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좌식차단 

집단(시간당 5분간 2 mph의 속도로 트레드밀 걷기)은 좌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지의 내피세포 기능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20]. Morishi-

ma et al. [29]과 Thosar et al. [20]의 연구에서는 단 3시간의 일시적인 좌

식으로도 하지의 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며, 간헐적인 좌식차

단이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의 손상을 억제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국소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소적인 혈관기능의 좌식차단 효과가 아닌 전신의 혈

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인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 안정시 혈압은 좌식생활 집단과 좌식

차단 집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짧은 기간

(short-term)의 비신체활동(4-8 weeks)은 혈압, 비만, BMI 또는 콜레스

테롤 수준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30-33], 운동이 전통적인 위험인

자들(혈압, 혈중지질 및 혈당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약물 치료에 의해 성

취되는 이점 보다 적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

다고 판단된다[34]. 실로, Women’s Health Study에서 27,000명의 피험

자를 통한 연구에서 운동과 관련하여 상대적 심혈관계 위험 인자의 

감소는 50%정도 설명된다고 보고하였다[35]. 반면, Hamburg et al. [36]

은 2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5일간의 침상생활을 통하여 상완 

동맥 혈관 기능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 하지에서 20%, 상완에서 30%정

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혈관의 기능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

에 변화하며,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보다 먼저 진

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활습관에 따라 동맥혈관

의 빠른 구조적 리모델링은 어느 쪽으로든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좌식차단 집단에서 상완의 FMD의 개선뿐만 아니라 

동맥 압력이 좌식생활 집단에 비해 좌식차단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

되었으며,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전파속도에서 좌식생활 집단에 비해 

감소의 폭이 많은 경향을 보여 일주일간의 좌식차단이 국소의 혈관뿐

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기능을 개선시킨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Fig. 2. Change in brachial flow mediated dilation between Day 1 and Day 
9 each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ay 1 each group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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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결과는 일주일간의 허혈성 전처치(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가 국소 아니라 전신의 혈관 기능을 향상한다고 제시한 Jones et al. [37]

의 연구결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일주일간의 규

칙적인 간헐적 좌식차단 처치는 Jones et al. [37]의 연구에서와 같이 동

맥의 전단응력 증가[38], 전단 속도의 증가로 인한 혈관의 내피세포 성

장 인자와 내피세포 전구 세포 등의 증가[39] 등으로 인한 systemic한 경

로를 통한 혈관의 보호 작용의 효과와 유사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주일간의 지속적인 좌식차단의 혈관기능 개선의 효과에 관한 가

능 기전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좌식차단은 낮게 유지하던 전단속도를 높여 내피세포 기능 저하를 보

호 할 것이다[40]. 이는 하지의 국소적인 내피세포 기능뿐만 아니라 말

초의 내피세포 기능 개선을 통해 말초의 저항을 감소시켜 결국 심장으

로 돌아오는 후부하를 감소시켜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좌식차단은 좌식으로 인한 혈액 점성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41]. 좌식 2시간 후 하지의 혈액 점성도가 증가된다고 알

려져 있다[42]. 증가된 혈액 점성은 혈액 응고와 염증 인자들을 증가시

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인자들은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손

상시키는 강력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43]. 반면에 걷기를 통한 좌식차

단은 혈액의 점성, 혈액응고 인자들의 증가를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내

피세포 기능 장애를 보호할 것이다[17]. 마지막으로 좌식차단은 좌식

으로 인한 근육의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감소시켜 장시간의 좌식 동안 

교감신경의 유출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지 않도록 정맥혈 회기의 증가

로 내피세포기능 저하를 억제하고 개선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44].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신체활동과 좌식차단을 객관적으로 모니터 하지 못하

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타당도가 검

증된 신체활동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일주일간의 좌식차단 일지를 

매시간 마다 작성하게 하고 잘 수행 하였는지 매일 전화로 확인하였다. 

허나 추후 연구에는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혈관기능을 알 수 있는 산화스트레스 바이오마커

를 측정 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좌식차단 

효과만을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자가 비교적 건강한 남성을 대상

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추후 노인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 혹은 질환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일시적 효과만을 다룬 반면에 본 

연구는 일주일간의 좌식차단이 혈관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검증

하여, 규칙적인 좌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조기 동맥경화 예측인자인 내

피세포 기능 장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주일간의 규칙적인 좌식차단(매일 8시간 

동안 시간당 4분간의 중등도 제자리 걷기) 집단은 좌식생활집단과 비

교하여 상완의 FMD가 증가하였으며, 동맥의 압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평균 좌식시간을 

근거로 설정한 8시간의 좌식 동안 규칙적인 간헐적인 좌식차단의 혈관

기능 개선 효과를 제시한 첫 번째 연구로써 운동의 형태가 아닌 좌식

생활 수정을 통한 동맥경화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는 장시간의 좌식습관의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좌식생활 

수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 보건의 가이드라인 및 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추후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좌식생활 습관의 행동 수정 모델의 개발과 장

기간의 중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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