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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acute effects of different types (treadmill vs. cycle) of moderate-intensity aerobic exercise
on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in young adults.
METHODS: By a randomized crossover study design, ten participants were initially assigned to either treadmill exercise (TE; n=5) or
cycle ergometer exercise (CE; n=5) and then they performed the other with seven-day wash-out period. Both exercises were implemented at the target heart rate corresponding to 70% of heart rate reserve for 30 minutes. Cognitive function was assessed by the
Stroop Color-Word test at pre- and post-exercise. Cerebral blood flow was continuously monitored using near-infrared spectroscopy
technique during rest, cognitive function test (CFT), and exercise.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group by time interaction in tissue saturation index (TSI) (p=.046). Post-hoc analysis presented that
TSI at post-exercise CFT was higher than during exercise in TE (p =.02). In both exercises, TSI at pre-exercise CFT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resting value (p=.001). Cerebral oxyhemoglobin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exercise and at
post-exercise CFT compared to the resting value in both exercises (p<.001). The reaction time for certain cognitive tasks such as color,
word with matched color, word with color interference, and color with word interference was improved after both exercises (p<.05).
CONCLUSIONS: One-bout of moderate-intensity aerobic exercise acutely improves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even in
healthy young adults. Exercise types with the same intensity do not seem to make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positive effects of aerobic exercise.
Key words: Aerobic exercise, Cerebral blood flow, Cognitive function, NIRS, Stroop Color-Word test

서 론

켜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1,2]. 운동으로 촉진된 뇌신경성장인자는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뇌신경세포가 뇌의 에너지 대

운동은 뇌신경세포와 혈관의 생성, 뇌신경성장인자와 신경전달물질

사 및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켜 결국 뇌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증가시킨

의 증가, 시냅스 연결 촉진 등을 통해 뇌를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시

다[3-5]. 따라서 뇌 혈류량의 증가는 대뇌 산소화(cerebral oxyg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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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활성화된 뇌기능과[3,4] 인지기능의 향상을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반영한다[6].

Variables

Mean ± SE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Muscle mass (kg)
Fat mass (kg)
Body fat (%)
Resting heart rate (beats/min)
Brachial SBP (mmHg)
Brachial DBP (mmHg)

23 ± 1
167.6 ± 1.7
61.8 ± 2.2
21.9 ± 0.4
27.4 ± 1.1
12.9 ± 0.7
20.8 ± 0.9
57 ± 2
118± 2
70 ± 2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
이며[6,7], 일회성 유산소 운동 수행만으로도 인지기능 개선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비침습적으로 대뇌 전전두
엽 혈류량를 측정하는 근적외선분광법(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을 이용한 연구들은, 운동이 대뇌 혈류량 및 산소화된 헤모글로
빈의 농도를 증가시켜 대뇌 전전두엽 활성화 및 인지기능 개선에 관여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5,9-11].
인지기능과 뇌 혈류량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는 연령, 운동형태, 운
동강도, 운동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아동
및 노인의 경우 일회성 유산소 운동 후 인지기능의 개선 효과가 일관

Values are mean ± S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되게 나타난 반면[12-14],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는 운동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16]. 운동강도와 관련

2. 연구 절차 및 측정 방법

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저, 중강도의 운동은 대뇌 산소화 및 인

본 연구는 교차설계(cross-over design)를 적용하여 일회성 중강도

지기능을 개선시키지만, 피로를 유발하는 수준의 고강도 운동은 대뇌

유산소 운동유형에 따른 뇌 혈류량과 인지기능의 변화를 비교, 분석

에서 산소화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감소시켜 일시적인 뇌기능 저하

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측정 전 최소 12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4,5,17,18]. 이와 같이

하였으며, 과격한 운동, 카페인, 음주, 흡연을 제한한 상태에서 오전에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노인과 아동의 뇌 혈류량과 인지기능 개선에

실험실을 방문하였다. 실험 시작 전, 연구참여자의 신장, 체중 및 신체

도움을 주는 것은 어느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건강한 젊은 성인의

구성을 측정하였으며, 누워서 10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정 시

뇌 혈류량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

혈압과 심박수를 평가하였다. 기본 측정을 마친 연구참여자는 좌측 전

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유산소 운동형태가

전두엽 부위에 NIRS 장비를 착용한 후 앉은 상태에서 안정 시 전전두

고정식 자전거이기 때문에,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젊은 성인의 뇌 혈

엽의 뇌 혈류량 측정 및 인지기능 평가에 참여하였다. 1차 실험 시 연

류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하체

구참여자는 트레드밀 운동(TE) 또는 고정식 에르고미터 운동(CE)에

를 위주로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과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형

무작위 순서로 배정되어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였고, 선

태 간에 운동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

행연구에서 일회성 운동이 뇌혈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

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중

키기 위해 최소 휴식시간으로 제시한 운동 종료 5분 후 연구참여자는

강도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후 운동이 뇌 혈류량과 인지기능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전전두엽 뇌 혈류량 측정 및 인지기능 평가에

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뇌 혈류량의 변화와 인지기능 간의

참여하였다[4]. 운동의 급성 효과가 생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는 일주일의 휴식기를 가진 후 2차 실험
에 참여하였으며[19], 2차 실험 시 연구참여자는 1차 실험에서 수행했

연구 방법

던 운동유형이 아닌 다른 운동유형에 배정되어 동일 강도의 일회성

1. 연구 대상

운동 후 동일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주요 생리적 변인이 측정되었다.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였다. 1차와 2차 실험 방문 시, 일회성 운동 전과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질환 및 근골격계 기능 장애가 없는 건강한 20
대 성인 남녀 10명(남성 5명, 여성 5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개시 전, 모

1) 일회성 운동 프로토콜

든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트레드밀(T150, h/p/cosmos, Germa-

적으로 참여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대학교 기관생

ny)과 고정식 자전거(Fluid Ergometer, First degree Fitness, USA)를 사용

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수행되었다(7007971-201801-009).

하여 실시하였다. 운동강도는 ACSM의 권고지침[20]과 선행연구[7,21]

연구대상자의 기본적인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를 참고하여 개인별 최대능력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심박수를
Karvonen 공식[22]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운동 시작 전 무선 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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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Polar)를 착용하여 운동 중 심박수의 변화 및 운동강도를 실시

된 상태에서 단어읽기(Word-Color Interference, Word-I), 단어의 간섭

간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트레드밀 운동의 경우 경사와 속도를 조절

이 부여된 상태에서 색채읽기(Color-Word Interference, Color-I)의 순서

하여, 고정식 자전거 운동의 경우 페달링 속도와 페달 부하를 조절하

로 총 5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검사마다 4열 5행으로 이루

여 연구참여자가 설정된 목표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

어진 20개의 단어가 화면에 제시된다. 전통적인 스트룹 색채-단어 검

시작과 함께 3분간의 준비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심박수를 올린 후

사방법과 유사하게[23], 첫 번째 단어읽기 검사는 화면에 검정색으로

목표심박수에 도달하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본 운동을 실시

제시된 글자들의 단어를 읽고, 두 번째 색채읽기 검사는 화면에 제시

하였다. 정리운동은 본 운동 종료 후 약 3분 동안 수행되었다.

된 색깔막대의 색상을 읽는다. 세 번째 색채가 일치하는 단어읽기 검
사는 단어와 그 해당 단어의 색깔이 일치하는 글자의 단어를 읽는 반
면, 네 번째 색채의 간섭이 부여된 상태에서 단어읽기 검사는 단어와

2) 신체계측 및 신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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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당 단어의 색깔이 불일치하게 제시되지만 색깔에 상관없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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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간섭이 부여된 상태에서 색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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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단어와 그 해당 단어의 색깔이 불일치하게 제시되지만 단어에

량(kg), 체질량지수(kg/m ), 체지방률(%)을 평가하였다.

상관없이 그 단어에 입혀진 색깔을 읽어야 한다. 측정은 각각의 검사

2

에 대하여 연구참여자가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도록 하였으며 기
3) 뇌혈류 측정

연구참여자의 대뇌 혈류량과 산소포화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근적외선 분광법(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을 이용한 장

록된 정답반응시간(reaction time)을 인지기능 평가에 사용하였다. 학
습효과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스트룹 색채-단
어 검사에 익숙해지도록 본 측정 전 2회의 연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인 PortaLite (Artinis Medical Systems BV, Zetten, Netherlands)를 사
용하였다. NIRS 센서를 좌측 눈썹 위 1-2 cm 정도 지점인 대뇌 전전두

3. 자료처리 방법

엽 부위에 위치시키고 접착 테이프를 붙인 후, 검은색 헤어 두건을 씌

본 연구에서 통계적 자료 분석을 위해 Window용 SPSS version 25를

워 운동 중 움직임이나 땀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시켰으며 주

사용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mean)과 표준오차(SE)로 표시하였

변의 빛 침투를 제한하였다. 측정은 크게 4단계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 유산소 운동형태와 시점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

안정 시, 운동 전 인지기능 검사 시, 운동 수행 중, 운동 후 인지기능 검

여 반복측정분산분석(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고,

사 시 동안에 실시되었으며, 측정 중 750-850 nm의 다양한 깊이의 파

사후검증은 Bonferroni’s method를 이용하였다. 부가적으로 그룹별 운

장으로부터 획득된 정보에 의해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Oxyhemoglo-

동중재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correc-

bin, O2Hb)와 조직의 산소포화 지수(Tissue Saturation Index, TSI)가 평

tion을 적용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시점별 그룹 간 차이

가되었다. 측정된 값은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로 전달되고 자동화된

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뇌 혈류와 인

소프트웨어(Oxysoft, Artinis Medical Systems, Zetten, Nethelands)를 통

지기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

해 10 Hz의 출력 주파수로 1초당 변화되는 평균값으로 기록되었다. 시

으며 정규성이 나타나지 않은 변인의 경우 자연로그(LN) 치환 후 상관

점 별 마지막 60초 동안의 평균값을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안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한 분석

정 시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운동 전 인지기능 검사 시(CFT_pre), 운동

을 제외한 나머지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다.

수행 중(Ex), 운동 후 인지기능 검사 시(CFT_post)의 산소화헤모글로
빈 농도 및 조직의 산소포화 지수의 변화량의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4) 인지기능 평가

1. 뇌 혈류 변인

인지기능 평가는 기존의 신경인지기능 평가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유형에 따른 대뇌 혈류량의 변화는 Fig.

여 개발된 전산화된 한국형 종합 신경인지기능 평가(Comprehensiv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TSI에서 그룹과 시점간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CNFT, Medise, Korea) 소프트웨어를 사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p =.046), 사후검증 결과 TE에서만 운

용하여 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스트룹 색채-단어

동 중과 운동 후 인지기능 검사 시 간 TSI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단어읽기(Word), 색채읽기(Color), 색채가

(p =.016). 또한 TE와 CE 모두 안정 시에 비해 인지기능 검사 시 TSI%가

일치하는 단어읽기(Word-Color Match, Word-M), 색채의 간섭이 부여

유의하게 증가했다(p <.05) (Fig. 1A). O2Hb는 그룹과 시점 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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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cerebral blood flow index according to exercise types during cognitive function test at pre- and post-exercise and one-bout of aerobic
exercise. Values are mean±SE. TSI%, tissue saturation index; O₂Hb, oxyhemoglobin; TE, treadmill exercise; CE, cycle ergometer exercise; CFT_pre, cognitive
function test before exercise; Ex, during exercise; CFT_post, cognitive function test after exercise. All values were expressed as changes from the baseline
value. §Significant time by group interaction (p<.05);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baseline value (*p<.05,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ertain time points in the same group (†p<.05, ††p<.001).
Table 2.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 after two different types of one-bout of aerobic exercise					
Reaction time

Variables

Group

Word (sec)

TE

10.48± 0.75

9.65 ± 0.39

Color (sec)

CE
TE

10.37± 0.47
12.34± 0.73

9.51 ± 0.40
10.77 ± 0.60*

Word-M (sec)

CE
TE

11.85± 0.44
9.63± 0.48

10.35 ± 0.38*
8.58 ± 0.42**

Word-I (sec)

CE
TE

9.98± 0.36
10.79± 0.53

8.45 ± 0.38**
8.89 ± 0.36*

Color-I (sec)

CE
TE

9.84± 0.35
16.03± 0.79

8.87 ± 0.38*
14.59 ± 0.59*

CE

17.60± 1.37

14.74 ± 1.00**

pre

F-value

post

Time
Group
Time *Group
Time
Group
Time*Group
Time
Group
Time*Group
Time
Group
Time*Group
Time
Group
Time*Group

7.050†
0.034
0.002
13.014††
0.474
0.007
37.658††
0.041
1.280
17.098††
1.075
1.803
20.590††
0.430
2.237

Values are mean±SE.
TE, treadmill exercise; CE, cycle ergometer exercise; Word, the task to read words; Color, the task to read colors; Word-M, the task to read words matched
with their colors; Word-I, the task to read words regardless of words’ color (words with color interference); Color-I, the task to read words’ color regardless of
words (colors with word interference).
†
Significant time effect (†p<.05,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p< .05, **p < .005).

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p <.001). TE와

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TE와 CE 모두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 Col-

CE 모두 안정 시에 비해 운동 중과 운동 후 인지기능 검사 시에 O2Hb

or, Word-M, Word-I, Color-I에서 정답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가 유의하게 증가했다(p <.001) (Fig. 1B).

다(p <.05).

2. 스트룹 색채-단어 검사

3. 뇌 혈류와 인지기능 간의 관련성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유형에 따른 스트룹 색채-단어 검사 결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에 따른 뇌 혈류량의 변화와 인지기능

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룹과 시

변화간 관련성은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운동 전 인지기능 검사 시

점 간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변인에서 시기에

와 운동 후 인지기능 검사 시 간 뇌 혈류량 변인의 변화와 스트룹 색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p <.05).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그룹별 종속요

채-단어 검사 결과의 변화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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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대뇌의 산소화를 증가시켜 인지기능 수행과 관련된 좌측 전전

r= -.433
p= .057

두엽 피질의 활성도를 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운동형태와 더불어
유산소 운동 강도 또한 대뇌의 산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0

으로 알려져 있는데, Ando et al. [27]의 연구는 중강도의 일회성 유산
소 운동만으로도 대뇌 산소화를 유의하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과학적

-0.50

으로 입증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안정 시에 비해 인지기능 검사 시 대뇌 전전두엽 산소화가 유의하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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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s between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TSI%, tissue saturation index; LN_Word-I, natural logarithm of the task value to read words regardless of words’ color (words with color interference).
All values were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exercise
intervention.

가되며, 중강도의 일회성 트레드밀 운동 후에 대뇌 전전두엽 산소화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연령과 관계없이 젊은 성인이
라도 인지기능 수행 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대뇌에서의 산소 이용
률과 산소화가 증가된다는 점과, 중강도 유산소 운동형태 중 전신을
사용하는 트레드밀 걷기 또는 달리기 운동이 국소적으로 하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고정식 자전거 운동에 비해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을 담
당하는 대뇌 전전두엽 산소화에 더욱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형태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운동 전, 후 자연로그로 치환
한 Word-I 값의 변화와 TSI% 변화 간에 중등도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r=.43, p =.057).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유형에 따른 혈중 산소화헤
모글로빈 농도(O2Hb)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트레드밀 운동과 고정식
자전거 운동에서 모두 안정 시에 비해 운동 중과 운동 후 인지기능 검

논 의

사 시에 O2Hb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일회성 중강도 유산
소 운동 동안에 대뇌 전전두엽의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된다

본 연구는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젊은 성인의 뇌 혈류와 인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4,18,21]. 산소화헤모

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뇌의 조직 산소포화 지수

글로빈 농도는 NIRS로 측정하는 뇌조직 부위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

(TSI%)와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O2Hb) 측정 및 스트룹 색채-단어 검

는 지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산소화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된

사를 실시하였으며, 뇌 혈류와 인지기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것은 대뇌 전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된 것을 의미한다[9]. 뇌의 주요 에

최근 대뇌 혈류량을 평가한 상당수의 연구에서 비침습적, 연속적,

너지원은 유산소성 대사에 의해 뇌신경세포에 ATP를 공급하기 때문

직접적으로 혈중 산소 농도의 변화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근적외선

에[28], 운동 중 활성화된 뇌는 뇌신경세포 대사 요구량을 증가시켜 활

분광법(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을 채택하고 있다[9-11,18,24].

동 중인 골격근과 함께 대뇌에도 산소 공급이 증가되게끔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도 NIRS를 활용하여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유형에

[29].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운동으로 인해 활성화된 뇌신경세포가 뇌

따른 뇌 혈류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TSI%에서 그룹과 시점간 유의

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대사 및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켜 결과적으

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트레드밀 운동에서는 운동

로 대뇌 전전두엽 혈류량과 조직 내 혈중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를 증

중에 비해 운동 후 인지기능 검사 시 TSI%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고

가시킨 것을 반영한다[3-5]. 또한 본 연구결과는 유산소 운동유형에 관

정식 자전거 운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트레드

계없이 일회성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운동 중과 운동 후 대뇌 전전두엽

밀과 고정식 자전거 운동 모두 안정 시 보다 인지기능 검사 시 TSI%가

의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의하게 증가했다. 대뇌 피질 중 전전두엽은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을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스트룹 색채-단어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시나 인지과제 수행 시

검사는 하나의 자극이 처리되는 동안 또다른 자극의 간섭효과가 부여

활성화되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5]. 전전두엽에서의 TSI%는 산소 가용

될 때, 전두엽의 인지 간섭을 억제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30]. 본

성(oxygen availability)과 산소 활용(oxygen utilization) 간의 균형을 반

연구에서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를 살펴

영하는 대뇌 산소화(cerebral oxygenation)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

본 결과, 유산소 운동유형에 관계없이 트레드밀 운동과 고정식 자전거

된다[25-27]. 따라서 증가된 대뇌 전전두엽 산소화는 활성화된 대뇌 인

운동에서 모두 운동 후 인지기능 검사 시 검사 항목 중 Color, Word-M,

지기능을 반영한다[3,4]. Yanagisawa et al. [10]은 인지기능과 관련된 과

Word-I, Color-I에서 정답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제 수행이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일회성 유산소

다. Kamijo et al. [31]은 젊은 성인과 노인 모두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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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후에 인지기능 검사의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

연구결과와 일회성 유산소 운동 후 대뇌 산소화가 증가할수록 인지

하였으며, Yanagisawa et al. [10]의 연구에서도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작업의 반응시간이 감소하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Mekari et al.

운동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스트룹 색채-단어 검사 시 반응시간을

[18]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선행연구와 비교하

유의하게 단축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

여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참여자 수는 중강도 일회성 유산소 운동에

도 유산소 운동 유형에 관계없이 일회성 중강도 운동 수행 후, 인지기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대뇌 전전두엽 혈류량의 변화와 인지기능의 변

능 검사 도구 중 하나인 스트룹 색채-단어 검사의 반응시간이 유의하

화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게 감소하였다.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한 Pearson’s cor-

운동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에 관여하는 생리적 기전으로 뇌 신경세

relation coefficient (r= -.433)는 변인 간 상당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기

포의 생존, 유지, 발달에 관여하고 뇌 신경세포간 시냅스 가소성을 증

때문에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젊은 성

진시키는 핵심 단백질인 뇌(-유도) 신경성장인자(brain-derived neuro-

인의 대뇌 혈류량 변화와 인지기능 변화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간주

trophic factor, BDNF), 인슐린 유사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IGF-1) 및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를 들 수 있다[32].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상당수의 관련 선행연
구에서도 운동을 통한 BDNF를 포함한 IGF-1 또는 VEGF의 증가를

결론 및 제언

보고하였으며[11,32-35], 특히 BDNF는 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해마 영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운동 후 일시적으로 젊은 성인의 대뇌

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어 인지기능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

전전두엽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를 증가시키고 인지기능을 개선시킨

려져 있다[1,2]. Cotman et al. [1]에 따르면, 운동 수행은 BDNF의 생성

다. 특히 국소적 유산소 운동인 고정식 자전거 운동에 비해 전신성 유

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내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뇌 기

산소 운동인 트레드밀 운동이 운동 후 대뇌 조직의 산소화 증가에 더

능을 개선시킨다. 특히, 운동은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및 IGF-1 분비의

효과적이며, 중강도 유산소 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대뇌 전전두

변화를 유발하여 대뇌 해마에서의 BDNF 생성 및 발현을 증가시키고,

엽 혈류량 증가가 운동 후 인지기능 개선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

IGF-1은 BDNF 및 VEGF와 함께 신경세포 및 혈관조직 생성에 관여함

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관련

으로써 시냅스 가소성을 향상시킨다. VEGF는 뇌신경세포에 영양을

생리적 기전을 직접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운동에 대한 반응을

공급하는 혈관 생성 및 확장을 촉진시켜 대뇌 혈류량 증가와 인지기능

운동 직후로 한정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36,37]. 그 외 운동을 통한 인지기능

는 다양한 운동강도, 운동종류, 운동기간을 적용하여 운동에 반응 또

개선을 설명하는 생리적 기전으로 각성 수준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운

는 적응하여 나타나는 대뇌 혈류량과 인지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

동은 카테콜라민,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뇌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

와 관련된 생리적 기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과

켜[38] 생체의 각성 수준은 높이고, 높아진 각성 수준이 인지 기능을

손상된 인지기능을 가진 대상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임상적 효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3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회성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통한 인지기능의 개선은 뇌 내부에서
나타나는 국소적 변화와 뇌를 포함한 전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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