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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physical activity level with arterial stiffness,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in young adults.
METHODS: Forty-six young adults participate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Physical activity levels were assessed for seven consecutive
days using accelerometers. To assess arterial stiffness, the carotid–femoral artery pulse wave velocity (cfPWV) and augmentation index
(AIx) were measured. Cognitive function was assessed using the Stroop Color-Word test, and cerebral blood flow was evaluated using
near-infrared spectroscopy devices during the cognitive function test.
RESULTS: AIx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axis-1 counts, vector magnitude counts,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MPA) time,
and moderate-to-vigorous intensity physical activity (MVPA) time (r≤-0.31, p≤.04). The AIx adjusted to the heart rate of 75 beats per
minute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axis-1 counts, vector magnitude counts, step counts, MPA time, and MVPA time (r ≤-0.33,
p≤.03).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cfPWV and physical activity level parameters (r≤0.10, p≥.51). The difference between oxygenated and deoxygenated hemoglobin levels was positively related to axis-1 counts, step counts, MPA time, and MVPA time (r≥0.31,
p≤.04). Regarding cognitive function, the response time for the presented word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tep counts (r=-0.42,
p<.01) and MPA time (r=-0.29, p=.048), and response time on the presented words with matched color was negatively related to step
counts (r=-0.31, p=.04).
CONCLUSIONS: More physically active adults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arterial stiffness, increased brain oxygenation, and better
cognitive function, even if they are young and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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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젊은 성인일지라도 동맥경직도가 증가할
수록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자동화와 편리함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

타난다[24].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젊은 성인의 동맥경직도를

동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시켰으며[1,2], 신체활동의 감소는 허혈성

완화시키고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중재 방법으로 효과성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대

이 입증되어 왔다[25,2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심뇌혈관 질환 예

표적인 위험인자이다[3-5].

방을 위해 젊은 성인기부터 활동적인 생활양식의 배양이 필요하다는

동맥경직도는 독립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체활동과 동맥경직도 그리고 인지

는 임상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6,7].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은 동맥

기능 간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성장기 아동, 노인 및 만성질환

경직도를 개선시켜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자에 주로 한정되어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8,9]. 평소 신체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은 동

[27]. 따라서 본 연구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 설문지형 방법보다

맥경직도를 보유한다는 점과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간 부적 상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3축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신체활동

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동맥경직도를 낮추는 행동 중재방

수준과 동맥경직도, 대뇌 혈류량,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

법으로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한다[10].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신체

신체활동과 운동은 뇌신경 및 뇌혈관 신생[11], 신경전달물질의 증

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며, 2) 신체활

가[12], 시냅스 가소성 개선[13] 등을 통해 인간의 인지기능 향상에 기

동 수준은 대뇌 혈류량 및 인지기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여하며, 일회성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전전두엽의 산소화된 헤모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빈 수준 증가와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4]. 인
지기능 감소는 알츠하이머 질환을 포함한 주요 뇌신경 및 뇌혈관 질환
의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비약리적인 중
재방법으로 신체활동과 운동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은 당뇨환자와 고혈압 환자는 인지

본 연구는 임상 질환이나 근골격계 기능 제한이 없는 건강한 젊은

기능 감소와 혈관성 인지장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15,16]. 같은 성별

성인 46명(남성 25명, 여성 21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행되었다. 흡연

과 유사한 연령을 가진 건강한 성인과 비교하여 고혈압 환자와 당뇨환

자나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이나 건강 보조제를 복용

자의 동맥경직도가 높다는 것은 동맥경직도와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하고 있는 지원자는 연구 참여를 제한하였다. 연구개시 전 모든 참여

암시한다[17,18]. 해부학적 구조상 대뇌로 유입되는 혈류는 대동맥과

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발적 동

경동맥을 경유하기 때문에 대동맥 및 경동맥의 경직도 증가가 대뇌로

의를 얻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유입되는 혈류를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감소 및 장애를 유발

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획득한 후 시작되었다(7007971-201910-004-01).

할 수 있다[19,20]. 하지만 대동맥 또는 경동맥 경직도와 인지기능 간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DC)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규칙

Variables

적인 운동 습관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강조
하고 있다[21,22].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신체활동 수준을 분석한 후 심
뇌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과거 회상에 기초한 설문지
형 신체활동 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신체활동 수준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었다[23]. 설
문지법은 응답자의 편견과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신체활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신체활동 수준을 정량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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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Muscle mass (kg)
Fat mass (kg)
Percent body fat (%)
Resting heart rate (beats/min)
Brachial SBP (mmHg)
Brachial DBP (mmHg)

Participants (n = 46)
23.2 ± 0.4
169.8 ± 1.2
66.7 ± 2.1
22.9 ± 0.5
29.1 ± 1.2
14.7 ± 0.8
22.5 ± 1.1
60.6 ± 1.1
110.8 ± 1.3
65.5 ± 1.0

Values are mean ± 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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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및 측정 방법

Table 2. Participants’ physical activity level assessed by 3-axial accelerometer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횡단연구설계(cross-sectional design)를 적용하여 객관적
으로 측정한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대뇌 혈류량,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3축 동작가속도계를 이용해 주말을 포함
한 연속 7일 동안 신체활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실
험 전 24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최소 12시간 동안 공복 상태
유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및 흡연을 제한한 상태에서 오전에 실험실
을 방문하도록 안내받았다. 여성의 생리주기가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Physical activity index
Axis-1 (counts/min)
Vector magnitude (counts/min)
Steps (counts/day)
Light intensity PA (min/day)
Moderate intensity PA (min/day)
Moderate to vigorous PA (min/day)

211.4 ± 11.0
393.5 ± 16.2
8,179.0 ±413.9
144.0 ± 5.0
51.9 ± 3.3
54.7 ± 3.7

Values are mean ± SE.
PA, physical activity.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여성 참여자는 초기 난포기에 모든 측
정을 완료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장, 체중, 신체구성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일 착용시간이 10시간 미만인 날

을 측정한 후 온도와 조도가 통제된 실험실에 10분간 누워서 안정을

을 제외한 최소 5일(평일 4일, 주말 1일)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취하게 하였다. 10분간의 침상 안정 후 혈압 및 동맥경직도가 측정되었

에 사용하였다[29].

으며, 동맥경직도 측정 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연구 참여자의 우측 전

연구 참여자의 신체활동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전두엽 부위에 뇌혈류 측정장비를 부착하여 전전두엽 혈류량 측정과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4) 동맥경직도

본 연구에서는 동맥경직도 평가를 위해 SphygmoCor Xcel 시스템
(AtCor Medical, Australia)을 사용하여 맥파증대지수(augmentation

2) 신체계측 및 신체구성

신장(cm)은 신장계(삼화계기, Korea)를 사용하여 소수점 첫 자리까

index, AIx)와 경동맥-대퇴동맥 간 맥파전달속도(carotid-femoral artery

지 계측하였으며, 신체구성은 맨발로 선 자세에서 생체전기저항법

pulse wave velocity, cfPWV)를 측정하였다. AIx 측정을 위해 혈압 커프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을 이용한 체성분분석기(Inbody 720,

를 사용하여 상완동맥의 혈압과 맥압의 파형을 측정했다. 측정된 혈압

Biospace,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구성 측정을 통해 체중

과 맥압의 파형은 SphygmoCor Xcel 시스템에 내장된 수학적 전환 함

(kg), 골격근량(kg), 체지방량(kg), 체질량지수(kg/m ), 체지방률(%)을

수(mathematical transfer function)에 의해 AIx를 추정, 산출하는 데 사

평가하였다.

용되었다. AIx는 심박수와 혈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

75회의 분당 심박수로 보정한 값인 AIx@75를 계산하여 부가적으로
3) 신체활동 수준

제시하였다[30]. AIx@75는 [AIx@75 ={-0.48*(75-심박수)}+AIx] 공식을

신체활동 수준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3축 동작가속도계(wGT3X-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fPWV는 경동맥과 대퇴동맥 간 거리를 두 지점

BT, ActiGraph, USA)를 사용하여 주말을 포함한 연속 7일 동안 측정하

에서 발생된 맥파의 시간차로 나누어 산출되었다. 두 지점 간 이동거리

였다. 연구 참여자는 3축 동작가속도계를 우측 장골능에 바닥과 평행

는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연구 참여자의 대퇴부에 혈압 커프를 채운

한 상태로 위치시켜 착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샤워 또는 물과 관

후, 경동맥-흉골절흔(A), 흉골절흔-압력 커프(B), 대퇴동맥-압력 커프

련된 활동을 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다.

(C)의 길이를 측정용 줄자로 측정한 후 B-(A+C)로 계산되었다. 맥파 간

신체활동량은 착용 기간 동안 감지된 움직임(active counts)을 일평균

시간차를 측정하기 위해 대퇴에 착용된 압력 커프가 대퇴동맥에서 맥

(daily average)으로 계산한 axis-1 (수직축)과 vector magnitude (수직축,

파 발생 시점을 감지, 측정하고, 동시에 연구자가 직접 tonometry probe

가로축, 세로축을 모두 고려한 수학적 벡터 값)를 사용하여 제시하였

를 사용하여 경동맥의 맥파를 측정하였다. 두 지점에서 동시에 7-10회

다. 신체활동 강도는 Freedson [28]이 axis-1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제시

연속적으로 측정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SphygmoCor Xcel 시스

한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100-1,951 counts/min), 중강도 신체활동 시

템이 cfPWV를 자동으로 산출하였다. 동맥경직도는 측정치 간 차이가

간(1,952-5,724 counts/min),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5,725-9,498 counts/

AIx는 3%, cfPWV는 0.3 m/s 이내인 연속된 2개 값의 평균으로 제시하

min)을 사용하였다. 건강한 성인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은 중강

였다.

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
동 시간을 결합한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1,952 counts/min)을 별
도로 제시하였다. 3축 동작가속도계를 이용한 신체활동 수준 평가 시
https://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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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scopy)을 기반으로 한 PortaLite (Artinis Medical Systems BV, Netherlands)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ortaLite는 3개의 송신기와 1개
의 수신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760-850 nm의 파장 대역에서 측정한 적
혈구 이동량을 기반으로 측정부위의 혈류량을 추정한다. 미세한 움직
임과 빛 노출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적외선분

연구 결과
1.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과 동맥경직도, 대뇌 혈류량, 인지기능 간 관련성은 Table
3과 같다.

광기는 우측 눈썹 위 10-20 mm 위에 위치시킨 후 접착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켰다. Oxysoft (version 3.0.103.3)를 사용해 10 Hz의 출력주파수

1) 신체활동량과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

로 데이터를 실시간 획득하였으며 수정된 비어-람베르트 법칙(modi-

신체활동량과 동맥경직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AIx는 axis-1

fied Beer-Lamber law)에 기초하여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oxygenated

counts (r= -0.37, p =.01) 및 vector magnitude counts (r= -0.38, p =.01)와

hemoglobin, O2Hb), 탈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deoxygenated hemoglo-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Ix@75는 신체활동량

bin, HHb), 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와 탈산소화헤모글로빈 농도의 차

의 모든 지표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axis-1 counts: r= -0.46, p <.01;

이(the difference between O2Hb and HHb, Hbdiff), 조직 내 산소포화

vector magnitude counts: r= -0.46, p <.01; steps counts: r= -0.33, p =.03).

도 지수(tissue saturation index, TSI)를 분석했다. 대뇌 전전두엽 혈류량

cfPWV는 신체활동량 지표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은 인지기능 검사 시 수행되었으며, 검사의 마지막 1분 동안 측정

(r ≤ 0.10, p≥.51).

된 혈류량의 평균값을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31].
2) 신체활동량과 대뇌 혈류량 간 관련성
6) 인지기능 평가

정규분포가 아닌 대뇌 혈류량 관련 생리적 지표들은 모두 자연로그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 한국형 종합 신경인지기능 평가(Comprehen-

치환 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사 시 측정된 Hbdiff는 자연로그 치

sive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Medise, Korea) 시스템 중 스트룹 색

환 후 axis-1 counts (r= 0.33, p =.03) 및 steps counts (r= 0.31, p =.04)와 정

채-단어 검사를 사용하였다. 스트룹 색채-단어 검사는 단어 읽기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TSI, O2Hb, HHb는 모두 자연로그 치환 후

(Word), 색채 읽기(Color), 색채가 일치하는 단어 읽기(Word-Color

에도 신체활동량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 ≤ 0.28,

Match, Word-M), 색채의 간섭이 부여된 상태에서 단어 읽기(Word-

p≥.06).

Color Interference, Word-I), 단어의 간섭이 부여된 상태에서 색채 읽기
(Color-Word Interference, Color-I)의 5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신체활동량과 인지기능 간 관련성

각 조건마다 20개의 단어 및 색채도형이 4열 5행으로 제시되었다. 연구

신체활동량의 지표 중 steps counts에서만 Word (r =-0.42, p <.01)와

참여자는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 내어

Word-M (r=-0.31, p =.04)의 정답 반응시간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읽어야 하며, 기록된 반응시간과 오답 개수를 인지기능 평가에 사용하
였다. 학습효과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에
게 본 측정 전 2회의 연습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공하였다.

2. 신체활동 강도
신체활동 강도와 동맥경직도, 대뇌 혈류량, 인지기능 간 관련성은
Table 3과 같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통계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프로그램(version 25,

1) 신체활동 강도와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

SPSS Inc., IBM, USA)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

신체활동 강도와 동맥경직도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AIx는 중강

로 제시하였다.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

도 신체활동 시간(r =-0.31, p =.04),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r =-0.33,

다.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대뇌 혈류량,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p =.0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Ix@75 또한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정규성이 나타나지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r=-0.41, p <.01) 및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r=

않은 변인들은 필요한 경우 자연로그 치환(natural log transformation)

-0.43, p <.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cfPWV는 신체활동 강도의 지

을 실시한 상태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기능 평가 시 단

표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r ≤.09, p≥.53).

어 읽기 조건과 색채가 일치하는 단어 읽기 조건에서 오답 개수가 없었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관관계 결과는 제외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은 p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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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검사 시 측정된 Hbdiff는 자연로그 치환 후 중강도 신체활

Ruda Lee, et al. • Associations Among Physical Activity, Arterial Stiffness,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https://www.ksep-es.org

https://doi.org/10.15857/ksep.2021.00619

Table 3. Correlations of physical activity level with arterial stiffness,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Physical activity quantity

Physical activity time by intensity

Axis-1
(counts/min)

Vector magnitude
(counts/min)

Steps
(counts/day)

Light intensity PA
(min/day)

-0.374*
-0.464*
0.099

-0.382*
-0.460*
0.032

-0.228
-0.327*
-0.077

-0.215
-0.255
0.013

-0.309*
-0.414*
0.083

-0.325*
-0.428*
0.094

-0.059
0.053
-0.109
0.329*

-0.05
0.119
-0.173
0.279

-0.166
-0.001
-0.166
0.307*

0.038
0.011
-0.122
-0.013

-0.086
0.085
-0.104
0.382*

-0.065
0.067
-0.119
0.366*

-0.241
-0.049
-0.118
-0.052
-0.016
0.202
-0.069
-0.054

-0.217
-0.071
-0.059
-0.034
0.008
0.079
-0.165
-0.002

-0.423*
-0.082
-0.310*
-0.220
-0.044
0.225
-0.151
-0.092

-0.229
-0.026
-0.226
-0.152
0.158
0.199
-0.275
0.173

-0.294*
-0.073
-0.180
-0.147
-0.021
0.192
-0.065
-0.083

-0.270
-0.059
-0.144
-0.103
-0.025
0.185
-0.055
-0.095

Arterial stiffness
AIx (%)
AIx@75 (%)
cfPWV (m/s)
Cerebral blood flow
LN TSI (%)
LN O2Hb (μm)
LN HHb (μm)
LN Hbdiff (μm)
Cognitive function
RT for Word (sec)
RT for Color (sec)
RT for Word-M (sec)
RT for Word-I (sec)
RT for Color-I (sec)
EA for Color
EA for Word-I
EA for Color-I

Moderate intensity Moderate to vigorous
PA (min/day)
PA (min/day)

PA, physical activity; AIx, augmentation index; AIx@75, AIx correlated for heart rate 75; cfPWV, carotid-femoral artery pulse wave velocity; LN, natural logarithm; TSI, tissue saturation index; O2Hb, oxygenated hemoglobin; HHb, deoxygenated hemoglobin; Hbdiff, the difference between O2Hb and HHb; RT,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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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color interference; Color-I, the task to read colors with word interference; EA, error answer.
*p <.05 fo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동 시간(r= 0.38, p =.01) 및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r= 0.37, p =.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TSI, O2Hb, HHb는 모두 자연로그 치환
후에도 신체활동 강도의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 ≥-0.12, p≥.42).
3) 신체활동 강도와 인지기능 간 관련성

인지기능의 지표 중 Word의 정답 반응시간에서만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0.29, p =.048).

3. 동맥경직도와 대뇌 혈류량 및 인지기능 간 관련성
동맥경직도와 대뇌 혈류량 및 인지기능 간 관련성은 Table 4에 제시
한 바와 같다. 인지기능 검사 시 측정된 HHb는 자연로그 치환 후 AIx
(r= 0.35, p =.02) 및 AIx@75 (r= 0.41, p <.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Hbdiff는 자연로그 치환 후 AIx (r= -0.46,
p <.01) 및 AIx@75 (r= -0.41, p <.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동맥
경직도 지표들과 인지기능 지표들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
지 않았다(r ≤ 0.24, p≥.10).

Table 4. Correlations of arterial stiffness with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LN TSI (%)
LN O2Hb (μm)
LN HHb (μm)
LN Hbdiff (μm)
RT for Word (sec)
RT for Color (sec)
RT for Word-M (sec)
RT for Word-I (sec)
RT for Color-I (sec)
EA for Color
EA for Word-I
EA for Color-I

AIx

AIx@75

cfPWV

-0.185
0.020
0.352*
-0.461*
0.245
0.138
0.195
0.159
-0.084
-0.003
-0.102
-0.181

-0.117
0.090
0.411*
-0.414*
0.241
0.102
0.176
0.100
-0.092
-0.022
0.052
-0.099

0.151
0.120
-0.033
0.14
0.031
-0.043
-0.052
-0.010
0.016
0.046
0.215
0.190

AIx, augmentation index; AIx@75, AIx correlated for heart rate 75; cfPWV,
carotid-femoral artery pulse wave velocity; LN, natural logarithm; TSI, tissue saturation index; O2Hb, Oxygenated hemoglobin; HHb, Deoxygenated
hemoglobin; Hbdiff, the difference between O2Hb and HHb; RT,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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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color interference; Color-I, the task to read colors with word interference; EA, error answer.
*p< .05 fo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대뇌 혈류량과 인지기능 간 관련성
대뇌 혈류량과 인지기능 간 관련성은 Table 5와 같다. 대뇌 혈류량과
https://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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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cerebral blood flow and cognitive function

RT for Word (sec)
RT for Color (sec)
RT for Word-M (sec)
RT for Word-I (sec)
RT for Color-I (sec)
EA for Color
EA for Word-I
EA for Color-I

LN TSI
(%)

LN O2Hb
(μm)

LN HHb
(μm)

LN Hbdiff
(μm)

0.235
0.013
0.195
0.235
0.089
-0.414*
0.179
-0.019

-0.029
-0.089
0.068
-0.058
-0.059
0.097
0.148
-0.082

0.121
-0.097
-0.094
0.018
-0.217
0.088
0.327*
-0.103

-0.225
-0.201
-0.132
-0.144
-0.135
0.029
0.107
-0.043

LN, natural logarithm; TSI, tissue saturation index; O2Hb, Oxygenated hemoglobin; HHb, Deoxygenated hemoglobin; Hbdiff, the difference between O2Hb and HHb; RT,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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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color interference;
Color-I, the task to read colors with word interference; EA, error answer.
*p<.05 fo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암시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혈관내피세포 기능 향상으로 인한 산화질소
생성 및 생이용률의 증가[36] 그리고 감소된 교감신경계 활동과 혈관
수축 물질로 인한 혈관벽 장력의 감소와 같은 다양한 생리적 기전을
통해 동맥경직도를 감소시킨다[20,37]. 동맥경직도는 동맥경화성 혈관
손상 및 심혈관 질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38], 젊은 성인의 동맥
경직도는 전통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와 같은 동맥경직도의 임상적 중요성
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보여준 젊은 성인의 신체활동과 동맥경직도
간 상관관계는 젊은 연령의 성인들도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발생 위험
이 증가하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AIx와 달리 cfPWV는 신체활동 수준과 어떠한 상관관
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Gando et al. [39]의 연구에서도 중년 성인과 노
인 집단은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cfPWV 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Color의 오답 개수와 자연로그로

났지만, 젊은 성인의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cfPWV 간 상관관계는

치환한 TSI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0.41,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젊은 성인의 신체활동 수준이 cfPWV에 영향

p <.01). Word-I의 오답 개수와 자연로그로 치환한 HHb는 정적 상관관

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cfPWV의 결과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0.33, p =.03).

AIx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대동맥에 한정된 경직도만을 보
여주는 cfPWV와 달리 AIx는 대동맥뿐만 아니라 말초 동맥의 기능을

논 의

일부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cfPWV보다 환경 및 행동 중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40].

본 연구는 젊은 성인의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대뇌 혈류량,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뇌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수적인 행동중재로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인 및 아동에 비해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

의 수행 결과, 젊은 성인의 신체활동 수준은 동맥경직도의 지표 중

활동과 대뇌 혈류량 및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

AIx 및 AIx@75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뇌 혈류량의 지표 중

이다. 이는 청년기가 뇌혈관 예비능(cerebrovascular reserve capacity)과

Hbdiff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기능 지표 중에선 Word와

두뇌발달의 절정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젊은 성인의 신체활동

Word-M의 정답 반응시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

수준과 심폐체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41].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가설을 모두 검증하였다.

동이 심폐체력과 뇌혈관 및 뇌신경계 기능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본 연구에서 젊은 성인의 AIx와 AIx@75가 axis-1 counts, vector magnitude counts, 그리고 중강도 및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통계적으

때문에 이제는 노인과 아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젊은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활동량 지표 중 하나인 steps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검사 중 측정한 뇌혈류량 지표인 Hbdiff가

counts는 AIx@75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활동

axis-1 counts, steps counts,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 중-고강도 신체활동

량과 AIx@75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Garcia-Ortiz et al. [32]과 Go-

시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eps counts는 인

mez-Marcos et al. [33]의 연구결과와 중강도 및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

지기능 검사 항목 중 Word와 Word-M의 정답 반응시간과 부적 상관

간과 AIx@75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O’Donovan et al. [34]의 연구

관계가 있었으며,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Word의 정답 반응시간

결과를 재확인해 주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부분 ACSM에서 권장

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gbangla et al. [42]의 연구에서 노인을

하는 최소 신체활동 수준을 충족하는 건강한 젊은 성인으로 구성되었

대상으로 신체활동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나누어 대뇌 혈류량

기 때문에[35], 본 연구의 결과는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활동적

과 인지기능을 비교했을 때, 높은 신체활동을 하는 그룹에서 인지기

인 젊은 성인일지라도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낮은 동맥경직

능 검사 시 더 높은 O2Hb 수준과 인지기능 정확도 점수가 나타난 것

도를 가질 수 있어 장기적인 심혈관계 건강 관리에 유리할 수 있음을

은 대뇌 활성화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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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oenarjo et al. [43]의 연구에서도 활동적인 젊은 성인이 상대적으

AIx@75가 인지기능 검사 시 측정된 HHb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로 비활동적인 젊은 성인보다 인지기능 검사 중 더 높은 수준의 O2Hb

Hbdiff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소된 HHb와 증가된 Hbdiff는

와 인지기능 과제에 대한 더 우수한 정답 반응시간을 보여주는 것으

대뇌 활성화 및 산소화의 지표이기 때문에, 젊은 성인일지라도 안정 시

로 나타났다.

AIx와 AIx@75가 낮을수록 인지기능 검사 시 대뇌의 활성화가 강화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준과 O2Hb 간 상관성

다는 것을 암시한다[55]. 이는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 cfPWV와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인지기능 검사 종류, 검사 방법, 검

AIx가 회백질의 대뇌 혈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사 소요시간이 선행연구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gbangla

를 뒷받침한다[56]. 노인 집단에서 동맥경직도와 인지기능 간의 상관성

et al. [42]는 n-back task를 이용해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검

을 보여준 선행연구[57]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동맥경직도와 인지기능

사는 총 4개의 조건으로 각 조건마다 140초가 소요되었으며, 검사 시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작부터 종료까지 O2Hb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참여자가 인지기능 발달의 절정에 해당하는 젊은 성인들로 구

Goenarjo et al. [43]의 연구도 인지기능 검사 시 각 조건마다 2-4분이

성되었기 때문에 인지기능의 감소나 개선의 폭이 통계적으로 입증 가

소요되는 총 3가지 조건으로 구성된 컴퓨터 기반의 수정된 스트룹 색

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기능 검사는 5

대뇌 산소화는 신체활동과 인지기능 간 관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개의 조건을 모두 완료하더라도 약 1분 정도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인

할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대뇌로의 충분한 혈류 공급은 뇌를 최적의 생

지기능 검사 중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O2Hb 수준을 추적하기에 충분

리적 상태로 유지시키고 신경 연결망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지

치 못한 시간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능 개선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58,59]. 본 연구에서 보여준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은 뇌혈관계와 신경계에 긍정적으로 작

TSI%와 Color 조건의 오답 개수 간 부적 상관관계와 HHb와 Word-I

용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44,45]. 뇌신경체계 성장인자로 알려진

조건의 오답 개수 간 정적 상관관계는 인지기능 발달의 절정기에 해당

뇌유래 신경성장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인슐린 유사

하는 젊은 성인일지라도 대뇌 산소화 수준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 1),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ascu-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대뇌 산소화

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는 신체활동 및 운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와 인지기능 검사 반응시간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있으며[11,46], 신체활동이나 운동으로 인해 증가된 체내 성장인자들

와도 일맥상통한다[60]. 이는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동 참여로 인해

은 뇌신경 세포를 활성화시킨다[47]. 일반적으로 뇌신경 세포가 활성화

증가된 대뇌 산소화 수준이 인지기능 개선을 이끄는 중요한 주춧돌

되면 세포 대사에 필수적인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corner stone)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뇌신경 세포 주변의 O2Hb는 증가하고 HHb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Hbdiff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48]. 따라서, 자극에 반응한 O2Hb,
HHb, Hbdiff의 수준 변화는 대뇌 활성화 및 산소화를 반영하는 생리

결 론

적 지표로 간주된다[49,50].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이 높은 젊은 성인일

본 연구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동맥경직도, 대

수록 인지기능 검사 시 증가된 Hbdiff 수준과 감소된 검사 반응시간이

뇌 혈류량, 인지기능 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결론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젊은 성인일지라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적으로 본 연구는 건강한 젊은 성인일지라도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

참여함으로써 뇌혈관계 건강과 인지기능 개선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

록 낮은 동맥경직도와 높은 수준의 대뇌 혈류량 및 인지기능을 보유

다는 것을 암시함과 더불어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발생 시점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부가적으로 낮은 동맥경직도를 가진 젊은 성

늦추고 저하 수준을 낮추는 예방 전략으로서 젊은 성인기부터의 규칙

인일수록 높은 수준의 대뇌 혈류량을 보유한다는 것과 높은 수준의

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뇌 혈류량을 가진 젊은 성인일수록 높은 인지기능 점수를 획득했다

동맥경직도는 뇌졸중 발생 및 뇌졸중 관련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는 점은 신체활동-동맥경직도-대뇌 혈류량-인지기능 간의 추상적인 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선행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결고리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신체

cfPWV와 AIx가 질환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활동 수준에 따른 심폐체력 수준, 혈관내피세포 기능, 자율신경계 기

보고된다[52]. 또한 노화로 인해 증가된 동맥경직도는 인지기능 저하

능의 차이를 측정,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생리적 기전을 추론,

[53] 및 뇌내 미세출혈[54]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

암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요 생리적 변인 간 상관관계만을 분석하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맥경직도와 대뇌 혈류량 및 인지기능 간 상관관

였기 때문에 생리적 인과관계를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선

계를 부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맥경직도 지표 중 AIx와

적절한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젊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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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관련 생리적 기전 규명이 가능한 대단위의 후속 연
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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