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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o evaluate the effects of low-load resistance exercise (RE) with intermittent blood flow restriction (BFR) on the muscle
thickness, blood lactate, creatine kinase (CK) and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 (TBARS) levels in male.
METHODS: The study included 10 male college students aged 23.5±1.0 years who underwent the following experimental protocols in
random order on separate days (72 hour): 3 sessions at a 30% one-repetition maximum (1RM) RE with BFR (individual systolic blood
pressure, 150% systolic blood pressure and 200% systolic blood pressure); 1 session at 60% 1RM RE without BFR (CON). The thigh
circumference, TBARS and CK levels were measured before exercise (pre-exercise) and post-exercise and lactate, heart rate (HR), systolic (SP)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ere measured pre-, post-exercise, 5-, 15- and 30-minutes recovery.
RESULTS: Thigh circumference significantly increased following 30% 1RM with SP (p=.10) and SP 200% (p=.36) BFR compared to
60% 1RM without BFR but there was an increasing tendency in 30% 1RM with SP 150% (p=.83) BFR. Additionally,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TBARS (p<.05) and CK (p<.05) in the all protocols post-exercise samples compared with the pre-exercise samples
but no significant group (p=.113, p=.870, respectively) or interaction (p=.385, p=.132, respectively) effect.
CONCLUSIONS: 30% 1-RM with BFR may effectively increase the circumference of the thigh muscle compared to 60% 1RM without BFR. Although both 30% 1RM with BFR (SP, SP 150%, SP 200%) and 60% 1RM without BFR temporarily increased TBARS
production and CK, It does not caus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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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크기와 근력의 증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저항성 운동은 테스토스테론(testos-

최근 국내에서도 근감소증(sarcopenia)이 질환으로 인식되면서 근육

terone)과 insulin like growth factor-1 (IGF-1)과 같은 단백질 합성 관련

량뿐만 아니라 근력 증가에 대한 다양한 운동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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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으며[1], 이러한 작용에 의해 골격근의 성장과 비대를 유발시켜

사용과 대상자의 부상의 위험을 줄이면서 고강도 저항성 운동의 대안

근육량 및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으로써 근력과 근비대 향상을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ACSM [3]에서는 근비대를 위한 강도로써 one-repetition maxi-

있다는 것이다[5,13].

mum (1RM)의 70-85%의 강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강도로 실시

일반적으로 운동은 근육내의 대사체의 축적과 저산소증을 유발하

하는 근비대를 위한 전통적 방식의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성장을 도

고,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를 통해 ROS 생성을 증가시킨다.

울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몸이 완전하지 않

지구성 운동에 의한 ROS 생성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

은 재활 중인 환자들 또는 노인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

ceptor gamma coactivator (PGC-1α)와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인 체력수준과 운동능력이 낮은 여성이나, 어린이와 같은 대상자들에

kinase (p38MAPK)를 자극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적응에 긍정적 영

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강도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상자들

향을 미친다[14]. 더욱이, 대사적 자극은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혈관재

의 경우 부상 위험요소가 높고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연구

생뿐 아니라 근비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저항운동은 대사체의

들에서는 대상자의 상태나 여건에 따라 고강도 근력 트레이닝을 제한

축적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형태의 운동이다. 이러한 대사체의 증가는

하기도 한다[4]. 반면, 너무 낮은 저강도의 운동은 인체의 기능향상을

호르몬의 분비, 저산소증, ROS의 생성 및 세포 부종을 유발한다. 이러

초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 또한

한 모든 과정은 동화작용을 위한 신호로 단백질 합성과 위성세포의

원하는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노인, 여성,

활성을 자극한다[15]. 특히, 혈류제한 처치는 근육의 혈류 이동을 감소

재활환자 등과 같은 특수 대상자들은 근력트레이닝의 효율적인 효과

또는 차단함으로써 근육내의 대사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을

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 운동트레이닝이 필요하며, 이러한

더 크게 유발하며 운동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재관류(reperfusion)로 인

근력운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최근 근육의 자극 부담

한 ROS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적당 수준의 활성산소 생

을 줄이고 부상의 위험을 낮추면서 근력향상 효과가 고강도 저항성

성은 세포가 건강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장과 분화를 돕는 역

운동과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

할[16]을 하지만 지나친 ROS 생성에 의한 산화스트레스는 생리적 노

으로써 혈류제한(blood flow restriction, BFR) 운동 혹은 KAATSU (가

화를 일으켜 면역 반응에 손상을 주게 된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

압) 운동이 소개되고 있다[5].

류제한 운동과 ROS 생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

혈류제한 운동은 공압식 전용벨트를 사용하여 사지의 말단에 적당

문 실정이다.

한 강도로 압박을 가한 상태에서 단시간 동안 저강도 근력훈련을 실시

더욱이 전통적인 저항운동의 강도와 같이 혈류제한 운동의 운동강

하는 압박훈련(pressurization training)방법이다. 주로 일본과 국내에서

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류제한 압력 설정에 대한 연구 역

는 ‘KAATSU (가압) 운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영어권인 나라들은 ‘혈

시 미비한 실정이다. 그 예로, 수축기압력의 130% (1.3배) 또는 160

류제한(BFR)’ 운동이라 표현하고 있다[5]. 혈류제한 운동은 단시간에

mmHg의 처치[6,7,9,10,12] 또는 약 300 mmHg [8,11,18]의 처치가 대부

저강도로 실시되며, 말초신경계에서의 근수축이 일어나는 동안 활동

분으로 혈류제한 압력의 기준이나 어느 정도의 압력에서 효과적인지

근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돌아오기 어렵게 혹은 완전히 제한하는 것으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임의적으

로써 활동근과 활동근 주변조직에서 혈액순환 동태의 큰 변화를 일으

로 외국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압력을 설정하여 사

켜 대사작용들을 더욱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특징이 있다[6].

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다양한

현재까지 혈류제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압력들 중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압력범위(수축기혈압에서 300

으며[6-11], 그 예로 최근 Freitas et al. [12]은 10명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

mmHg)에서 수축기혈압을 기준으로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

로 80% 1RM의 고강도 저항운동, 20% 1RM의 저강도 혈류제한 운동

sure, SBP), 수축기혈압의 1.5배(SP 150%)와 2배(SP 200%)를 설정하여

(160 mmHg) 그리고 통제집단(no exercise or BFR)을 구성하여 근부종

ROS를 포함한 다양한 생리적 변인의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효과

과 혈장량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저강도 혈류제한 운동으로도 고강

적인 혈류제한의 압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의 저항 운동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들을 통해 혈류제한 운동이 저강도의 근력 트레이닝임에도 불구하
고 고강도 운동 효과와 유사한 근력과 근비대 증가가 가능함을 나타
냄으로써 혈류제한 운동이 고강도 저항성 운동의 제한점과 단점을 극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5]. 즉, 저강도 혈류제한 저항성

본 연구의 대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고 심혈관계질환이 없는 신체 건

(Low Intensity Blood Flow Restriction, LI-BFR) 운동은 근육의 과도한

강한 남자 대학생 1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 전 피험자들에게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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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들을 인지시키고 실험에 대한 목적과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

은 뒤 무릎 관절선(joint line)에서 18 cm에 해당하는 대퇴부위를 표시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하고 그 부위를 줄자를 이용하여 둘레를 감아서 1 cm 단위로 측정하

의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였다.
체지방을 포함한 체성분 분석은 인피던스 방식의 체성분 분석기(in-

2. 실험 설계

body 4.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체지방률(% fat)

본 실험은 처치방법에 따라 통제군(Control; CON 비혈류제한군), 혈

을 측정하였다.

류제한 개인별 수축기혈압군(systolic pressure, SP), 개인별 수축기혈압
의 1.5배 처치군(SP 150%), 개인별 수축기혈압의 2배 처치군(SP 200%)으

2) 레그익스텐션 운동 및 최대근력 측정

로 구성하였다. 피험자들의 운동방법에 따른 실시 순서는 무선표집 방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항성 운동은 일반적인 하체운동기구인 레그

법에 근거(counter-balanced design)하여 실시하였으며, 4일 간격으로

익스텐션을 이용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기구에 앉아 등받이 길이와 의

총 4회의 반복측정에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은 처치 방법별 측정 전 최

자높이를 적당히 맞추고 발목을 롤 패드에 맞춘 후 손잡이를 잡고 본

소 12시간 동안 공복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측정 전날 과도한 운동 그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중 강하게 쥐어짜주는 듯한 느낌으로 다리

리고 음주 등을 금지시켰다. 참여자는 측정 당일 실험실에 도착하여 5

를 올리고, 최고 위치에 올라갔을 때 무릎 관절의 운동을 멈추어 최대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약 10 mL의 혈액 채혈을 받았다. 이후 개인별 혈

근수축을 유도하였으며, 내릴 때에는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내려오면

압과 대퇴둘레 측정을 실시한 후 저항성 운동을 20회 3세트 실시하였

서 발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11자로 자연스럽게 놓도록 하였

다. 근비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대퇴근 운동기구인 레그익스

다. 이때, 상체의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연구자의 구령에 맞

텐션(leg extension)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저항성 운동 강도의 경

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 통제군은 1RM의 60%, 혈류제한군(SP, SP 150%, SP 200%)은 1RM

1RM 측정은 대상자들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1RM 간접법을 통해

의 30%로 20회, 3세트로써 각 세트간 1분 30초의 휴식시간을 부여하

대상자들의 최대근력(1RM)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벼운

였다. 모든 처치별 저항성 운동이 종료된 직후 개인별 혈압과 대퇴둘레

무게로 준비운동을 한 뒤 5-7회 정도의 반복횟수를 최대로 수행한 후

및 채혈을 실시하였다. 혈중 젖산 농도는 안정 시, 운동 직후, 회복기 5

더 이상 실시하지 못했을 때의 증량을 측정하였다. 이후 O’Shea et al.

분, 회복 기 15분, 회복기 30분(총 30분)까지 총 5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19]의 1RM 간접추정식을 이용하여 1RM을 산출하였다.
W1=Weight × 0.025 × Repetition

3. 측정방법

1RM=Weight+W1

1) 체격 및 신체조성

신장과 체중은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측정기기(TBF2002.
Tanita Co., Japan)를 이용하여 각각 0.1 cm와 0.1 kg 단위까지 계측하였
다. 또한 허리와 엉덩이 둘레 모두 0.1 c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3) 혈압, 심박수, 평균동맥압 측정

자동 혈압계(247 BP device, USA)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안정 시,
운동 직후, 휴식기 5분, 15분 및 30분까지 총 5회의 수축기와 이완기혈

대퇴부의 둘레 측정은 대상자가 서 있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다리의

압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격렬한 활동,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시켰으

사이를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벌리고 다리의 무게중심을 동일하게 잡

며, 측정 시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한 후 상완의 높이를 심장높이로 유
지한 후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심박수, 평균 동맥압을 측정하였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ge (yr)
Height (cm)
Weight (kg)
Lean body mass (kg)
Fat mass (kg)
BMI (kg/m2)
Fat (%)
SBP (mmHg)
DBP (mmHg)

N

Mean±SD

Range

10
10
10
10
10
10
10
10
10

23.5±1.0
176.3±6.2
74.9±8.5
35.1±3.9
13.1±5.2
24.0±1.9
17.2±5.8
131.8±8.5
79.6±12.0

22.8-24.2
168.0-191.0
67.1-92.1
31.2-43.8
5.3-25.4
21.7-27.8
7.9-30.6
112.3-141.5
57.3-92.5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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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적 통증사상척도

가압적 혈류제한 운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임상적 통증정도를 평가하
기 위해서 Cole et al. [20]이 제시한 시각적 통증사상척도(Visual Ana-

Fig. 1. Visual Analogue Scale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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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객관성을 더

으로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보관하였다. 원심분리된 혈장은

높인 수정된 시각적 통증사상척도를 사용하였다(Fig. 1). 또한 대상자

TBARS Assay kit (CELL BIOLABS, INC)와 MDA Quantitation (USA)

들의 운동의 힘듦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운동자각도를 이용하여 각

를 이용하여 혈중 활성산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분리된 혈액의 상층액

처치별 운동의 힘듦 수준을 측정하였다. 운동자각도는 현재 가장 널리

을 마이크로 튜브에 50 μL씩 나누어 담은 후, 100X BHT (cellbiolabs,

사용되고 있는 Borg 척도(6-20)를 이용하였다[21].

USA)를 0.5 μL씩 넣어 혈장의 산화를 방지하였다. 37℃로 녹인 SDS lysis buffer (cellbiolabs, USA)를 50 μL 추가로 넣어준 후, 실온에서 5분간

5) 혈류제한 적용

incubation하고, Thiobarbituric acid (TBA, cellbiolabs, USA) 5.2 mg/mL

본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약 5분간 혈류제한 적응 훈련을 시행한 후 본

를 넣고 섞어주었다. 95℃에서 45분간 끓인 후, 얼음에 5분간 식히고,

운동을 실시하였다. 혈류제한 운동 기구인 KAATSU Master (KAATSU

마이크로 원심분리기(micro-centrifuge)에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Global Inc., USA)의 공기압벨트(air band, 50 cm length)를 대퇴근과 고

분리하였다. 이후, 96 well plates에 200 μL씩 넣고 spectrophotometric

관절 사이에 착용하여 압력을 설정하였다. 압력은 대상자의 안정 시

plate reader 장비를 이용하여, 532 nm로 농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정량

수축기혈압을 기준(SP, SP 150%, SP 200%)으로 계산하여 설정하였다.

화하기 위해 스탠다드는 MDA standard (cellbiolabs, USA)를 사용하였

운동 직전 벨트 압력을 적용한 후 운동을 실시하였고, 1세트 운동 종

으며, 혈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료 직후 1분 30초의 휴식시간 동안에는 압력을 제거하고 운동 직전 다

혈중 젖산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모세혈관에서의 채혈 방법

시 압력을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혈류제한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운

보다 채혈이 편리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손가락 끝의 모세혈관

동 시 피험자가 최대능력을 발휘하도록 측정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으로부터 채혈을 하는 finger-tip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실험설계 기준

설명하였고 운동 중 연구자의 구령으로 피험자를 최대한 독려하였다.

으로 안정 시, 운동 직후, 회복기 5분, 15분 및 30분까지 총 5회 혈액을

운동이 끝날 때마다 참여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어지러움

채취하여 자동젖산분석기(YSI1500-L, USA)를 사용하여 혈중 젖산 농

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측정을 즉시 중단한 후 휴식을 취하게 하거

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크레아틴 키나제 분석은 UV assay 방법을 이용

나 참여자의 상태에 따라 압력을 감소(10 mmHg)시켜 운동을 다시 실

하였다. 이를 위하여 CK 전용시약을 이용하였고 Cobas C702 (Roche,

시하도록 하였다.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 혈액변인

4. 자료처리방법

활성 산소(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 TBARS)의 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8.0)을 이용해 자료를

위하여 혈장(plasma)전용 EDTA 튜브를 이용하여 실험설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측정 변인들에 대한 모든 결과는 평균(M)과 표준편차

안정 시와 운동 직후 총 2회 5 mL씩의 혈액을 각각 채취하고 채혈을

(SD)로 표시하였다. 네 가지의 압박강도별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통해 수집된 혈액은 혈액원심분리기(centrifuge)를 이용하여 1,500 rpm

위하여 two-way repeated-measures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Fig. 2. The equipment of blood flow restriction (KAATSU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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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을 위하여 시기(2회, 5회)의 차이에 따라

운동 전에 비해 운동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SP 150% 집단에서는

one-way ANOVA의 Bonferroni correction 및 종속 t-test 그리고 자료의

증가하는 경향만 나타났다(p =.083).

정규성 검증을 통해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대응 t-test 대신

젖산의 경우, 집단 및 시기에 대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비모수 검정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다(p <.05). 이에 대한 사후분석을 위하여 CON vs. SP, CON vs. SP

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150%, CON vs. SP 200%, SP vs. SP 150%, SP vs. SP 200% 그리고 SP
150% vs. SP 200%에 대한 두 집단과 시기의 이원변량반복 ANOVA를

연구결과

실시하였고 CON vs. SP, CON vs. SP 150%, CON vs. SP 200%에서 유의
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CON에 비해 SP, SP

본 연구는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비혈류제한군(CON, 60%
1RM)과 세 그룹의 혈류제한(SP, SP 150%, SP 200% =30% 1RM with

150%와 SP 200%이 운동 직후의 젖산 농도가 낮게 증가하는 패턴의 차
이가 나타났다.

BFR)으로 처치를 구분하였으며, 하체 운동기구인 Leg extension을 이

심박수도 집단 및 시기에 대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용하여 처치별 운동을 실시한 후 대퇴둘레, CK, 활성산소 생성, 혈중

(p <.05). 마찬가지로, 사후분석을 위하여 두 집단과 시기의 이원변량반

젖산 농도, 기타변인 등을 측정한 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결

복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CON vs. SP에서만 상호작용효과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ON에 비해 SP의 운동 직후의 심박수가

ROS의 경우 집단 및 집단 ×시기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유의한 차

낮게 증가하는 패턴의 차이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축기혈압, 이완기혈

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기(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압 및 평균동맥압에서는 집단과 시기의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사후검증결과, CON (p =.013), SP (p =.050), SP 150% (p =.024), SP 200%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p =.048) 집단 모두 운동 전에 비해 운동 직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편 VAS와 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RPE)의 경우는 시기와 상

증가하였다. CK 역시 집단(p >.05) 및 집단 ×시기에 대한 유의한 상호

호작용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작용효과(p>.05)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p =.000)에 대한 주효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VAS의 경우는 운동 직후에서 CON에 비해 SP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Con (p =.000), SP (p =.014),

(p <.01), SP 150% (p <.01)와 SP 200% (p <.01)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SP 150% (p =.001), SP 200% (p =.000)의 집단 모두 운동 전에 비해 운동

나타났고, 회복기 15분과 30분에서 각각 CON에 비해 SP (p <.01)와 SP

직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우 평균 대퇴둘레의 경우,

200% (p <.01) 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PE는 운동 직

집단(p>.05) 및 집단 ×시기(p>.05)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

후와 회복기 5분에서 CON에 비해 SP (p <.01), SP 150% (p <.05) 및 SP

았으나 시기에 의한 주효과가 있었다(p <.05). 사후분석 결과, CON 집

200% (p <.01)에서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p =.752)과는 달리 SP 집단(p =.010)과 SP 200% 집단(p =.036)에서는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ROS, creatine kinase and thigh circumference among groups
Variables
TBARS (MDA/protein, mg)

Creatine kinase (U/L)

Thigh circumference (cm)ф

Group (n=10)

Pre-exercise

Post-exercise

CON
SP
SP 150%
SP 200%
CON
SP
SP 150%
SP 200%
CON
SP
SP 150%
SP 200%

6.0± 2.6
5.9± 2.4
6.5± 2.2
6.8± 2.3
191.4 ± 99.6
272.4 ± 171.1
287.6 ± 169.2
214.4 ± 102.0
56.9 ± 3.6
55.9 ± .2.5
56.4 ± 3.1
55.8 ± 2.7

8.0± 3.1
6.5± 2.2a,*
7.9± 2.1a,*
8.6± 3.5a,*
210.5 ± 106.8a,**
294.4 ± 190.7a,*
310.7 ± 180.8a,**
230.9 ± 109.0a,**
57.0 ± 3.3
56.6 ± 2.9a,**
56.9 ± 3.0
57.2 ± 3.8a,*
a,*

△Diff. (%)

p

33.3
10.2
23.4
26.5
10.0
8.1
8.0
7.7
0.2
1.1
0.9
2.5

G:.113
T:.001
G ´T:.385
G:.870
T:.048
G ´T:.123
G:.831
T:.004
G ´T:.132

Values are mean and SD. 							
CON, Control (60% 1RM without BFR); SP, 30% 1RM with individual systolic pressure treatment; SP 150%, 30% 1RM with Individual 1.5 times systolic blood
pressure treatment; SP 200%, 30% 1RM with Individual 2.0 times systolic blood pressure treatment; △Diff.(%), differences (%) to the pre-exercise.
ф
Average of Left and right thigh circumference;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exercise; *p <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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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observational variables among groups over time							
Variables
Lactate

Heat rate

Systolic pressure

Diastolic pressure

Mean arterial
pressure

VAS

RPE

Group

Pre-exercise

CON
SP
SP 150%

1.2±0.7
1.0±0.4b,**,d,**
1.1±0.4b,**,c,**

SP 200%
CON
SP
SP 150%
SP 200%
CON
SP
SP 150%
SP 200%
CON
SP
SP 150%
SP 200%
CON
SP
SP 150%
SP 200%
CON
SP
SP 150%
SP 200%
CON
SP
SP 150%
SP 200%

1.1±0.4b,**,d,*
68.8±12.1b,**,c,**
71.8±11.9
66.3±11.0
67.6±13.1
134.9±15.5
131.4±8.9
133.2±8.8
125.6±9.6
80.1±5.8
78.9±2.9
79.3±3.6
74.2±5.2
99.0±4.8
97.1±2.6
98.1±2.9
93.5±4.4
0.2±0.7
0.0±0.0
0.2±0.7
0.0±0.0
9.9±2.3
9.4±1.7
9.2±2.3
8.3±2.0

b,**,c,**

Rec. 5 min

Rec. 15 min

Rec. 30 min

p

d,**,e,**

6.4±1.6
4.0±1.2A,*,c,**
3.8±1.0A,**,d,**

d,**,e,**

4.8± 1.0
2.5± 1.0A,**,a,**
3.0± 1.0A,**,e,**

3.1± 0.8
2.2± 1.0b,**
2.2± 1.0b,**

1.7± 1.1
1.7± 0.6b,**
1.5± 0.4b,**

G: .007
T: .000
G×T: .002 (CON vs. SP,
CON vs. SP 150%, CON
vs. SP 200%)

4.4±1.1c,**,d,**
94.4± 19.1c,**
77.3±13.5
73.2±13.4e,*
78.9±13.1e,*
141.3±17.8
138.1± 117
140.1±10.7
137.6±15.0
81.0±4.1
78.9±2.9
78.0±4.3
80.8±6.3
101.0±4.1
99.1±2.8
94.4±4.9
99.9± 5.1
4.0±2.2
2.0±2.0A,**
2.2±2.5A,**
1.8±1.6A,**
14.1±2.0
11.9±1.5A,**
11.4± 2.4A,*
11.0±1.7A,**

2.8± 0.9A,**,a,**
82.8 ± 15.8e,**
72.6 ± 9.7
68.4 ± 7.0
73.4 ± 12.3e,*
135.2 ± 14.5
126.3 ± 9.9
127.6 ± 9.5
128.6 ± 15.0
78.3 ± 5.5
77.1 ± 3.7
80.1 ± 2.4
74.2 ± 4.1
97.3 ± 4.4
94.0 ± 2.9
92.3 ± 4.1
93.4 ± 3.4
1.8± 1.9
0.7± 1.4
0.9± 1.5
0.7± 1.0
12.6 ± 1.3
10.3 ± 1.4A,**
10.3 ± 2.0A,**
10.1 ± 1.5A,**

2.1± 0.8
78.4 ± 13.4
75.1 ± 7.9
68.9 ± 7.3
73.6 ± 12.7
133.9 ± 10.1
134.2 ± 9.7
130.3 ± 9.1
130.0 ± 9.8
77.0 ± 4.1
79.1 ± 2.2
79.6 ± 1.9
74.8 ± 3.9
96.0 ± 3.2
97.4 ± 2.0
86.9 ± 9.8
94.5 ± 3.4
1.8± 1.6
0.2± 0.7A,**
0.9± 1.5
0.2± 0.7A,**
10.8 ± 1.9
10.3 ± 1.7
9.9± 1.8
10.3 ± 1.0

Post-exercise

a,**,e,**

1.7± 0.6b,**
72.8 ± 12.9b,**
70.0 ± 8.7
65.1 ± 10.6
68.2 ± 11.1
134.2 ± 9.3
135.1 ± 15.1
126.1 ± 8.5
127.0 ± 8.4
77.8 ± 4.1
75.7 ± 4.5
77.2 ± 3.6
73.9 ± 4.9
96.7 ± 3.3
96.0 ± 3.9
84.1 ± 9.6
92.1 ± 3.6
1.6± 1.3
0.0± 0.0A,**
0.4± 0.9
0.0± 0.0A,**
9.9± 2.0
9.7± 1.7
9.9± 1.8
9.7± 1.7

G: .148
T: .015
G×T: .014 (CON vs. SP)
G: .337
T: .174
G × T: .464
G: .717
T: .593
G × T: .785
G: .466
T: .137
G × T: .411
G: .040
T: .115
G × T: .139
G: .015
T: .096
G × T: .064

Values are mean and SD. 							
VAS, Visual Analogue Scale; RPE;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CON, Control; SP, individual systolic pressure treatment; SP 150%, Individual 1.5 times systolic
blood pressure treatment; SP 200%, Individual 2.0 times systolic blood pressure treatment. 							
a
Significantly different f rom Pre-exercise;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ost-exercise; c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ecovery 5-minute; d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ecovery 15-minute; e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ecovery 30-minute;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group;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P group;
C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P 150%; D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P 200%; *p < .05; **p < .01.

논

의

1. 혈류제한 운동과 활성산소, CK 및 젖산 반응
혈류제한 압력에 따른 활성산소 생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최근까지 저강도의 운동강도로 단기간 트레이닝을 통하여 근력의

시기(p =.001)에 의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나 집

증가와 근비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운동방법으로써 혈류제한

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혈류제한 처치는 근육의 혈류 이동을 감소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또는 차단함으로써 근육내의 대사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임의적인 혈류제

더 크게 유발하여 운동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재관류(reperfusion)로 인

한 압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한 ROS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적당 수준의 활성산소 생성

않은 혈류제한 압력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은 세포가 건강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장과 분화를 돕는 역할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혈류제한 운동을 위한 방법으로써 다양한 혈류

[16]을 하지만 지나친 ROS 생성에 의한 산화스트레스는 생리적 노화

제한의 압력강도를 설정하여 압력강도별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

를 일으켜 면역 반응에 손상을 주게 된다[17].

의 혈류제한 압력을 찾고자 하였다.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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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2]의 연구가 유일하다. Neto et al. [22]의 연구에서는 군인들을

구성하여 활성산소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치압력을 찾아 보

대상(19 ± 0.82세)으로 지속적인 혈류제한 운동(20% 1RM with contin-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uous BFR), 간헐적인 혈류제한 운동(20% 1RM with intermittent BFR)

Creatine kinase (CK)는 시기(p =.000)에 의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

그리고 고강도 저항운동(80% 1RM without BFR)에 따른 산화스트레

났지만 상호작용효과나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

스 반응을 검토하였고,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산화스트레스 마커로

로 근육의 손상은 저항성 운동 시 근육의 수축을 동반하는 과정에서

TBARS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는 집단 간 및 집단 × 시

초래하게 된다. 특히 처음 운동을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운동 후에 나

기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시기

타나는 근육의 통증은 근육의 손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CK는 급성

간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혹은 만성적 근육 손상에 따른 조직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들의 규칙적인 저항운동의 참여 여부와 체력적 특성으로 기인한 것으

알려져 있으며[25], 익숙하지 않은 갑작스런 신장성 운동뿐만 아니라

로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매일같이 훈련에 참여

저항운동의 운동강도 또는 운동량에 따라 혈중 CK와 마이오글로빈

하는 군인들과는 달리 낮은 체력 수준과 규칙적인 저항운동에 참여하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이러한 근육의 손상은 염증반

지 않은 대상자들로 군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Lee [23]는 성인남

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육의 손상과 염증은 서로 관련되어

자 10명을 대상으로 무산소성 운동인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이와 관련하여 Neto et al. [22]은 군인

일회성 측정으로 활성산소 생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운동 전과 직후

들을 대상(19 ± 0.82세)으로, 혈류제한 운동(20% 1RM with BFR)과 고

미세한 농도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강도 저항운동(80% 1RM without BFR) 후 CK의 반응을 검토하였고,

며, 운동 후 120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활성산소의 유의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Uchida et al. [28]은 운동

증가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는 운동

량을 동일하게 설정한 후 다양한 강도의 저항운동(4 set 50% 1RM, 5

형태나 운동강도 및 운동소요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set 75% 1RM, 10 set 90% 1RM, 8 set 110% RM)을 실시하였을 때 75%

Lee [23]의 연구에서는 운동형태와 강도로써 윈게이트 테스트 프로토

1RM을 제외하고 운동 후 CK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콜을 변형하여 10초간 전력 페달링 운동을 50초간의 정적 휴식시간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피험자의 체력적 특성 또는 규칙적인 운

두고 연속적으로 5회 실시하여 운동시간 50초의 운동처치와 3분 20초

동참여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예로, Uchida et al. [28]의 연

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총 4분 10초의 시간이 제공된 반면 본 연구

구 참여자는 군인으로 최소 1년 이상 주당 3회 이상 유산소(60분 이

는 1RM을 기준으로 세트 사이 1분 30초의 휴식시간과 함께 3세트를

상/1회)와 저항운동(30분 이상/1회)을 규칙적으로 실시한 사람들을 대

실시하여 처치 시간은 유사하나 실제 운동소요시간이 길고 운동형태

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 대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었기

(무산소성 vs. 저항)가 달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혈류제한

때문이다.

운동과 활성산소 생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운동처치에서 운동 직후 CK의 증가가 관찰됨

교는 할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운동처치를 사용했던 선행연구에서는

으로써 평상시 익숙하지 않은 저항성 운동은 근육 손상과 밀접한 관

처치방법에 따라 운동 직후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달라질 수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모든 운동처치에서 유사한 수준

있음을 보고하였다[24]. 본 연구에서도 혈류제한 압력의 차이에 따라

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운동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상대적 운동강도의 차이가 발생되어 혈류제한 방법에 따라 운동 직후

던 것은 활성산소의 결과와 유사하게 혈류를 제한함으로써 발생 또는

활성산소의 농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설을 세웠지만 이와 달리 혈

증가되는 상대적 운동강도 또는 운동량(한 종목, leg extension)이 근손

류제한 방법 간 활성산소 농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 측면에 있어 유의한 수 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본 연구에서 높은 압력강도(SP 200%, 개인별 수축기혈압의 2배)

Schumann & Klauke [29]는 일반적인 CK의 정상한계치가 남성은 350

의 혈류제한을 설정하여 운동처치를 하거나 낮은 압력강도(개인별 수

U/L 이하, 여성은 200 U/L 이하라고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축기혈압)의 혈류제한을 설정하여 운동처치를 하더라도 처치별 활성

는 운동 직후 310 U/L의 CK 농도를 보임으로써 Schumann & Klauke

산소 생성 정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29]가 제시한 CK 정상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

서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일반적인 저항운동에 비해 혈류제한 압력

에서 설정한 일반적인 60% 1RM과 혈류제한을 위한 30% 1RM의 운동

을 개별 수축기혈압의 두 배까지 높여도 활성산소의 생성에 큰 영향을

중량으로 개인별 수축기혈압의 2배(200%)에 해당하는 혈류제한을 실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저항운동에서 5-8가지 종목

시하여도 CK의 농도는 정상범위를 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의 운동강도

의 상하체 저항운동을 1회기(session)에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연구에서는 leg extension 한 종목이 아닌 상하체의 다양한 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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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나타났다(p =.05). 최근 혈중 젖산은 새롭게 해석되고 있으며,

날수록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이 증가되는데, 이는 근육의 크기 증가

특히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써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hypertrophy)나 근섬유 수의 증가로 나타난다[33]. Sato et al. [34]은 일

젖산의 생성은 근육의 연료와 간에서의 당신생(glyconeogenesis) 물질

시적인 가압트레이닝을 통해 대퇴둘레가 56.0 cm에서 58.0 cm로 2 cm

을 제공하는 역할[30]뿐 아니라 운동의 강도와 피로도를 평가하는 주

증가(3.6% 증가)하였고, Wilson et al. [35]의 연구에서도 30% 1RM으로

요 지표로도 이용된다. 특히, 고강도 운동 중 혈중 젖산 농도가 지나치

레그 프레스 30회, 15회, 15회, 15회 4세트 처치 후 비혈류제한 처치와

게 증가될 경우 신체 내 pH가 낮아져 세포 내 효소 활성뿐 아니라 운

는 달리 혈류제한처치에서 유의하게 대퇴부위의 두께가 증가하였음

동에 필요한 에너지 합성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운동수행능력을 저

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하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Neto et al. [31]은 통제집단(고강도 저항운동,

일반적으로 근비대는 최소 8주 이상의 훈련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80% 1RM)과 두 집단의 혈류제한 운동으로, 저강도 지속 혈류제한

있으며[3] 근력훈련에 의한 근비대는 GH-IGF-1 axis를 통한 단백질 합

(20% 1RM, 수축기혈압의 1.3배)과 저강도 간헐적 혈류제한(20% 1RM,

성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축기혈압의 1.3배) 처치를 실시하여 집단 간 혈중 젖산 농도를 비교

본 연구보다 낮은 강도에 해당하는 최대자발적 수축(maximum volun-

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고강도 저항운동이 저강도 간헐적 혈류제한

tary contraction)의 20%의 강도로 혈류제한 운동[8]을 수행했을 때 전

보다 젖산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젖산 농

통적인 70% 1RM의 저항운동 강도와 비교하여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도 변화와 유사한 결과로써 혈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운동강도가 높

유사하거나 더 많이 분비되었고, 근력의 향상 정도 역시 유사하다는

았던(60% 1RM) 비혈류제한 방법에서 가장 높은 젖산 농도를 보였으

연구결과들[2,9]은 혈류제한 운동이 필요(노인, 아동, 여성, 우주비행사

며, 혈류를 제한하였지만 운동강도가 낮았던 모든 혈류제한 처치에서

등)에 따라 전통적인 고강도 근력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운동 직후와 회복기 5분에서 유의하게 낮은 젖산 농도가 관찰되었다.

방법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회성 운

즉,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운동강도 1RM의 60%인 비혈류제한 방법보다

동처치로 나타난 결과로 혈류제한군에서 혈류를 제한하지 않은 운동

1RM의 30%인 혈류제한 방법이 상대적 운동강도가 더 낮았음을 의미

군보다 더 높은 대퇴둘레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단백질의 합성 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라기 보다는 근육 내의 일시적인 대사체의 증가에 의한 부종(swelling)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비대는 반복적인 근육

2. 혈류제한 운동과 대퇴둘레, 심박수, 혈압, 통증 및 운동자각도

의 활성과 부종으로 유발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대퇴둘레는 CON 집단(60% 1RM, 0.2% 증가, p =.752)과는 달리 SP

비록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혈류제한 운동

집단(1.1% 증가, p =.010)과 SP 200% 집단(2.5% 증가, p =.036)에서는 운

의 압력처치에 따른 효과를 규명할 수는 없었으나 SP 200% (수축기압

동 전에 비해 운동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SP 150% 집단에서는 증

의 2배)에서 대퇴둘레가 더 크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가하는 경향만 나타났다(0.9% 증가, p =.083). 특히, 본 연구에서는 60%

처치가 일회성이라는 관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혈류제한 처치압력

1RM 전통적인 근력운동에서는 대퇴둘레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SP와

의 차이에 따른 장기간의 처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SP 200% 처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SP 150%에서

판단된다. 더욱이, 아직까지 혈류제한 운동에 대한 안전성과 방법에 대

는 증가하는 경향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30% 1RM의 혈

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추후 혈류제한에 따른 다양한 운동 강

류제한 운동이 70% 1RM의 비혈류제한 운동과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

도, 압력 및 압력처치 시간 등을 설정하여 처치 효과에 대한 규명이 필

는 Hollander et al. [32]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서 결과를 해석하면, 상대적으로 30% 1RM의 혈류제한 운동처치가

심박수의 경우,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CON

60% 1RM의 비혈류제한 운동에 비해 근육 내의 대사체(metabolites)의

vs. SP의 차이로 운동 직후 CON에 비해 SP 처치에서 혈압이 낮게 증가

축적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SP 150% 처치(0.9% 증

하는 패턴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Neto et al. [31]은 23명을 대상으로

가)가 SP 처치(1.1% 증가)와 유사한 정도의 대퇴둘레의 증가임에도 불

1RM의 80% 고강도 저항성 운동군(HI =3 set, 16회/1 set, 각각 8회 bi-

구하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ceps curl + knee extension/1 set), 1RM의 20% 저강도 저항성 운동군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SP 처치와 SP 150%의 처

(LI =3 set, 30회/1 set, 각각 15회 biceps curl+knee extension/1 set), 1RM

치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의 20% (30회/1 set, 각각 15회 biceps curl+knee extension/1 set) 저강도

근육의 크기(muscle size)는 근육 내 일어나는 동화작용이나 이화작

혈류제한 운동군(LI-BFR)으로 설정하여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

용을 유도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에 의해 조절된다. 또한, 근육 내

과 방법과 방법×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는

에서의 단백질 분해보다 합성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반응이 많이 일어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는 운동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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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그 예로, 본 연구는 모든 집단을 동일하게 반복횟수를 20회로

저항성 운동(LI), 1RM의 20% 혈류제한 운동(LI-BFR)과 통제군(CON)

고정하여 대퇴부위에 혈류제한 처치를 실시하였다면, Neto et al. [31]의

을 설정하여 혈압의 일회성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집단 간의

연구에서는 운동 시 상하지 혈류제한과 저항운동의 반복횟수를 달리

차이는 없었으나, 통제군을 제외한 운동그룹에서 수축기, 이완기혈압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모두 운동 후 10분, 20분, 30분, 60분까지 계속 감소하여 안정 시 보다

편, 시기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안정 시의 심박수보다 운동

낮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특히, 임상적인 관점에서 2 mmHg의 수축기

후, 운동 후 10분, 20분, 30분의 심박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와 이완기혈압의 작은 감소가 뇌졸중(stroke)의 위험을 각각 14%와

수치를 살펴보면 모든 방법 간 운동 직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

17% 그리고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은 각각 9%와 6% 낮춘다는 점에서

며 운동 후 30분까지 계속해서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운동 후 혈압 감소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Poton et al. [36]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 차이는 아마도 운동량의 차이에 의

에 혈류제한적용 후 운동(15 repetitions, 20% 1RM, 45-second rest in-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로, Neto et al. [31]의 연구에서는 상하체를

terval between sets)을 실시하였을 때 비혈류제한 통제군(8 repetitions;

운동처치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연구에 비해 운동량이 많았다. 일반적

80% 1RM; 1-minute rest interval between sets)에 비해서 비혈류제한군

으로 운동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중재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회성

에서 심박수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더

운동으로 나타나는 안정 시보다 낮은 혈압감소 현상을 운동 후 저혈

욱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CON에 비해 SP 집단에서만 나타

압(post-exercise hypotension, PEH)이라 한다[38]. 하지만 이러한 PEH

났다는 점에서 SP 150%와 SP 200%는 CON과 유사한 심장의 혈류역학

현상은 운동량과 강도 그리고 유산소 운동[39]과 저항운동의 순서[40]

적 부담을 제공하지만 SP (수축기혈압)의 처치는 심장 부담을 적게 부

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는 운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동 후 혈압을 낮출 정도의 운동량 또는 강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

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혈류제한 운동방법이

로 판단된다.

운동 직후 상대적으로 비혈류제한 운동방법보다 낮은 심박수를 보였

한편, 일반적으로 심혈관계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고혈

다. 이는 통제군의 경우 혈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저항운동의 실시 여부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

운동강도(1RM의 60%)로 운동을 진행한 반면 혈류제한 방법에서는

른 실정이다. 그 중 Motykie et al. [40]과 Loenneke et al. [42]은 고혈압환

1RM의 30%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량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판단

자 (>140/90 mmHg)에게 혈류제한 운동을 처치할 경우 위험이 크다고

된다. 한편,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혈류제한

판단하여 사전검사 시 고혈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저히 제외시켜야

운동방법 중에서는 SP 200%의 운동방법에서 가장 높은 심박수 증가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Neto et al. [3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류

경향을 보임으로써 혈류제한 압력이 높아질수록 심박수의 상승을 유

제한 운동이 오히려 고혈압환자들에게 심혈관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운동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별 수축기와 이완기혈압 및 평균동맥압 모두 시기와 집단 그리
고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혈압이란 혈액

혈류제한 운동의 운동량에 따른 혈압 반응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으로써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서 대동맥으로 박

시각적 통증 사상척도(VAS)와 운동자각도(RPE) 모두 상호작용효과

출되어 혈액의 일부가 즉시 동맥을 통해 말초로 이동되나 나머지는 미

와 시기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치방법에 따른 주효과는 차

처 말초로 운반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대동맥으로 잔류하게 되고, 그

이가 있었다. VAS의 경우는 CON에 비해 혈류제한 처치 집단들이 운

자체의 용적보다 많은 혈액량을 수용하기 때문에 동맥 혈관 내에는

동 직후, 안정 시 15분과 30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 생기는데 이를 동맥압이라 한다. Maior et al. [37]은 남성 15명

VAS는 대표적인 통증자각도 검사로써 실험 대상자 본인 스스로 기입

을 대상으로 고강도 저항성 운동(80% 1RM), 저강도 혈류제한 운동

하는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통증자각도에 비해 신뢰도가

(40% 1RM with BFR)으로 두 그룹을 설정하여, 일회성 운동처치 시 혈

우수하지만 실험대상자의 주관적 수치를 나타내므로 객관적이지 못

압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운동 전과 직후의

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43]. 그러나 통증의 경우에는 주관적 증상에 의

수축기와 이완기혈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 판정 역시도 그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도 네 가지의 처치에 따른 개인별 수축기와 이완기혈압 및

에서는 운동 직후, 안정 시 15분과 30분에서 통제군이 혈류제한처지보

평균동맥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Maior et al. [37]

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치 강도(60% 1RM vs. 30% 1RM)에

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Neto et al. [31]은 정상혈압의 남성 24명

서 비롯된 것으로써 혈류제한 방법에서는 통제군보다 낮은 중량강도

을 대상으로 1RM의 80% 고강도 저항성 운동(HI), 1RM의 20% 저강도

(30% 1RM)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수축기혈압의 2배(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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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220-280 mmHg)에 해당하는 강한 혈류제한 압력이 가해짐에도 불

인 저항운동에 비해 대퇴근육의 둘레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같

구하고 그로 인한 국부적인 통증이 유의하게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

다. 비록 저강도(30% 1RM)의 혈류제한처치(SP, SP 150%, SP 200%)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30% 1RM의 혈류제한 운동은 혈류제한

비혈류제한처치(60% 1RM) 모두 운동 직후에 활성산소의 생성과 CK

압력이 수축기혈압의 두 배에서도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산화스트레스와 근손상은 유발시키지

것을 의미한다.

않는다. 더욱이 젖산과 심박수 그리고 VAS와 RPE 반응을 고려할 때,

또한, 시각적 통증척도와 함께 운동 중 상태를 대상자의 주관적인 의

혈류제한처치를 이용한 저강도 저항운동(30% 1RM with BFR)은 전통

견으로 측정하는 운동자각도(RPE)가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적인 저항운동(60% 1RM without BFR)에 비해 대사적 및 혈류역학적

RPE 역시 상호작용효과와 시기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치방

부담을 낮추어 덜 힘들게 느끼면서 근비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동

법에 따른 주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RPE의 경우는 CON에 비해 혈류제

이라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 가지 종목(leg extension)이 아닌 다

한 처치집단들이 운동 직후와 안정 시 5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양한 종목의 확대(5-8개)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혈류제한처치 운

나타났다. 이는 앞선 시각적 통증 사상척도의 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동에 대한 산화스트레스 및 다양한 대사적, 혈류역학적 분석이 이루어

RPE가 운동 강도가 높았던 CON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은 통증과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함께 운동 처치강도에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Vieira et al. [44]은 혈류제한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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