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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baseline in order that individuals may 
exercise safely. Sixty healthy students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One group exercised both arms and legs at 60 rpm and the other 
at 90 rp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rm and leg exercise in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and time to target heart rate (tTHR). DBP decreased 
more in the upper (U!E) than the lower extremity (L!E) , but tTHR increased more 
in the L!E than the U!E (p < 0.05). Systolic blood pressure (SBP) was similar for 
both arm and leg exercise (p > 0.05).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60 rpm and 90 rpm in SBP, DBP or tTHR in either arm or leg exercise 
(p > 0.05) ‘ In conclusion, the slope of the linear increase in heart rate was steeper 
for U!E than L!E work. Therefore L!E exercise is safer than U/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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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생성된다. 운동속도가 일정하기 때문 

에 둥속성 운동기구가 공급하는 저항은 다 

양하게 변화한다. 즉 속도를 증가시키면 

저항이 더 커지게 되므로 이용하는 사랍들 

은 이를 조절하여 자신의 역량에 맞는 운 

동을 할 수 있다. 정상인뿐만 아니라 심혈 

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노인들도 직접 

자신의 맥박을 측정하면서 운동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저항을 올리면서 운동하므로써 

심혈관계가 운동에 적웅할 수 있는 기칸이 

충분해지므로 안전하다. 또한 운동할때 통 

증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도 스스로 속도 

를 조절하여 그에 맞는 저항을 선태하여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둥속성 운동에서는 분당회전율과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을 선택하여 운동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Pitetti 둥 (1987) 
은 운동시의 심혈관계 반옹은 주로 능동적 

1 . 서론 으로 수축하는 근육크기에 의존하며 운동 
에 의한 섬혈관계 반웅은 기구에 의존한다 

운동시에는 맥박수， 혈압， 호흡수의 증가 기보다 그 운동에 참여하는 근육의 크기에 

동 여러 가지 심호흡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Keyser 둥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하여 각 개 (1988)은 상지 측력계의 분당 회전율을 변 

인에게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화시켰을때 일어나는 심혈관계의 변화에 

이 정상인은 물론이고 심혈관계질환을 가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회전율이 빠를수록 

진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이다. 이 적절한 운 피로를 빨리 느끼고 심장에 미치는 부담 

동프로그랩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이 더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둥 

심혈관계의 반웅을 관찰할 수 있는 등속성 속성 운동시 분당회전율의 변화가 심혈관 

운동기구나 트레드밀을 사용하는데 본 실 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 

험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치료목적으로 사 기때문에 운동시 회전율 선택에 있어서 지 

용하고 있는 등속성 운동기구를 선택하였 침이 될만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다. 따 

다. 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할때 회전율의 변 

풍속성 운동에서는 일률을 미리 정해 놓 화가 심혈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 

은 기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역동적 운 는지 알아보고 상지와 하지를 각각 운동시 

동의 한 형태로서 근육이 수축 또는 이완 킨 경우 혈압과 목표심박수에 이르는 시간 

하는 속도가 기구에 의해서 조절된다. 환자 을 측정하여 섬혈관계의 반웅에 대한 차이 

가 신체를 잘 움직일 수 있고 최대의 일률 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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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방법 

l. 연구대상 

총 601갱의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의 건강 

한 남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에 심장병 진단을 받은 사람， 심장병 증 

상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사 

랍， 심혈관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제외하였고 

나이， 성별， 몸무게， 키， 위의 질병에 대한 

과거병력을 질문하여 기록하였다. 

2. 기구 

상지운동시 UBE, 하지 운동시 Fitron을 

사용하였다. 섬박동수는 손목에서 요골동맥 

을 촉지하여 1분동안 측정하였다. 혈압은 

수은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하여 상완동맥 

에서 청진하여 측정하였다. 

3. 운동절차 

대상자를 3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표1. 각 집단을 나누는 기준 

집단을 분당 60과 90의 회전율로 상하지 

운동을 시켰으며 두 집단 모두 하지 운동 

시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톰무게를 고려하여 다시 분류하 

였다. 우선 대상자가 활동적인지 비활동적 

인지 구분하였는데 활동적인 것은 지속적 

으로 3달 이상， 적어도 1주일에 3번， 한번 

에 15분정도 활동적인 운동을 한 경우를 

말하며 본 실험에서는 조깅이나 테니스를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활 

동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A집단은 폼 

무게 73 Kg미만으로 활동적， 비활동적인 

경우와 74 Kg이상에서 90 Kg미만이면서 

비활동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B집딴은 

74 Kg이상에서 90 Kg미만이면서 활동적인 
경우와 91 Kg이상이고 비활동적인 경우로， 
C집단은 91 Kg이상이면서 활동적인 경우 
로 분류하였다 (표1). 

대상자를 앉혀 10분동안 활동하지 않게 

한 뒤 운동전 혈압과 심박동수를 측정하였 

다. 상지 운동의 경우 대상자의 어깨와 크 

랭크의 축을 맞추어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 

였고 회전 운동시 어깨관절에서 과선전 

게
 

무
 

모
 
n 활동적 

73 Kg 미만 
74 - 90 Kg 
91 Kg 이상 

비활동적 

A 
A 
B 

A 
B 
C 

표2. 각 집단에서 단계마다 적용되는 일률 단위: kgrrνmin 

집 단 운동 단계(운동시간) 

1 (1분-2분) II (3분-4분) Ill (5분- 6분) N(7분-8분) 
A 150 300 450 600 
B 150 300 600 900 
C 300 600 9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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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tretching)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구로 

부터 의자까지의 길이와 크랭크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발받침은 개인에 따라 가장 편 

안한 자세가 될 수 있게 하였다. 하지 운동 

의 경우 발판을 끝까지 내렸을때 무릎이 

약갇 굴곡된 자세가 되도록 의자의 길이를 다. 

조절하였고 기구로 체중부하가 주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가볍게 잡도록 했으며 상체 

는 약간 앞으로 기울이게 하였다. 운동은 

각 단계를 1분， 3분， 5분， 7분으로 하였으며 

상지 운동시 150 kgrrνmin에서 시작하여 

단계가 올라갈때마다 150 kgm/min씩 일률 
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였다. 하지 운동 

시에는 A, B, C 각 집단별로 운동단계에서 

적용하는 일률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는데 

A의 경우에는 상지와 동일하게 시행하였으 

며 B집단은 2단계부터 한단계씩 올릴때마 

다 300 kgm/min씩 일률을 증가시켰고 C집 
단은 300 kgrrνmin에 서 운동을 시 작하여 

각 단계마다 300 kgm/min씩의 일률을 증 
가시켰다(표2). 

운동은 각 대상자의 목표섬박수에 이를 

때까지 실시했으며 이때까지의 시간을 측 

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동으로 섬박동수를 

측정하여 변화되는 양상을 보았다. 운동후 

1분 뒤에 다시 의자에 앉혀 혈압을 측정하 

였다. 이때 목표섬박수는 최대심박수(220-

나이)의 65-70 %에 해당하는 범위로 정하 

였으며 혈압은 운동전과 운동후에 측정하 

여 비교하였다. 상지 운동후 하지 운동은 

혈압과 심박동수가 안정상태로 돌아올만한 

충분한 휴식(적어도 30분 이상)후에 시행하 

였고 하지 운동을 먼저 시행한 경우도 마 

찬가지 방법으로 하였으며 오염효과 

(carry- over effect)를 방지 하기 위 하여 상 
지와 하지의 운동순서는 대상자들이 오는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하였다. 

4. 분석방법 

목표심박수에 이르는 시간과 수축기 빛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여 첫째， 상지와 하지 

를 각각 운동시킨 경우에는 짝비교를 하였 

고 둘째， 분당회전율을 변화시킨 경우는 군 

비교를 하였으며 유의수준을 0.05로 하였 

ill. 결과 

실험에 참가한 대상 인원은 모두 62명이 

었으나 이중 2명은 운동을 끝까지 수행하 

지 못하였다. 남자 51명과 여자 9명이 운동 

을 하였고 여자 9명중 4명이 90 rpm에서， 

5명이 60 rpm에서 운동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에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운동 결과 상하지운동시 나타나는 심혈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는 분당회전율의 변 

화에 상관없이 다만 상지와 하지만의 비교 

를 하였다. 이 때 하지 운동시 목표심 박수에 

이르는 시간이 더 길었고 운동 전후 이완 

기 혈 압의 변화논 더 작았다 (p < 0.05). 

수축기 혈압은 상하지 모두에서 증가하였 

는데 이 중가폭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 

었다 (p > 0.05). 
분당회전율의 변화에 대해 각 종속변수 

들은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둥속성 운동시 회전율의 변화는 목 

표심박수까지의 시간， 혈압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N. 고활 

운동시 지속적인 심혈관계의 반웅을 관 

찰할 수 있는 둥속성 운동기구나 트레드밀 

을 선태하여 운동할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어 각 연구자에 의하여 선태되는 양식이 

η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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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다르다. Jones와 Campbel1(1982)은 액이 흐르게 되어 수축기 혈압은 높아지고 

Scan버navian， Tri- ang띠a， Stage1 양식둥 또한 수축하는 근육은 산소룰 필요로 하므 

세가지의 하지 운동에 관한 양식을 연구하 로 혈액을 신속하게 근육으로 보내야 하기 

였고 Hellerstein과 Franklin (1984)은 상지 때문에 심박동수 또한 급격하게 중가할 것 

운동에 관한 양식을 연구하였으며 Amund- 이다. 본 실험 결과에서 상지 운동시 더 급 

sen(1980)와 Monga(1988)의 연구를 보면 격한 심박동수의 증가를 보였으나 수촉기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방법， 각 단계끝마다 혈압은 상지와 하지 운동집단 사이에 유의 

휴식시간을 주는 방법， 단계마다 일률을 중 한 차이가 없었고 이완기 혈압은 상지의 

가시키는 방법， 각 단계에서 대상자가 유지 경우 하지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이 

하는 시간둥을 다양하게 선돼하여 사용하 는 운동후 즉시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지 

였다. 본 실험에서는 하지운동시 몸무게를 않고 1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또 뒤에 기술 

고려한 방법인 Blair 둥(1986)의 양식을 션 한대로 대상자들의 운동전 상태가 안정시 

태하였으며 상지운동시 하지의 운동방법과 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Swaka 퉁(1983)의 한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지의 A집단과 통일 Keyser 둥(1988)은 상지 운동시 각 분당 

하게 시행하였다. 회전율을 30, 60, 70으로 변화시키면서 운 

DeVris와 Adams(1972)는 동일한 일을 동을 시킨 결과 수축기 혈압은 분당회전율 

할 경우 작은 근육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30에서보다 60과 70에서 더 높았고 60과 

큰 근육을 사용할 때에 혈압변화가 더 적 70의 회전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트레드밀과 여러 종 고 하였다. 또한 회전율이 30에서 60, 70으 

류의 상지 측력계를 사용하여 운동을 시킨 로 증가할수록 심박동수의 증가폭은 더 커 

경우 최고 산소 소모율과 심박동수의 측정 졌다. 그러므로 속도가 빠를수록 심장에 더 

치가 각각 비슷하다는 것을 Pitetti 둥 부담되는 운동이 될 것이라 예상하여 상하 

(1987)과 Blomqvist (1981)가 발견하였다. 지 운동시 모두 분당회전율 60보다는 90에 

이 결과는 운동시의 심혈관계 반웅이 주로 서 목표심박수에 이르는 시간이 더 짧고 

능동적으로 수축하는 근육크기에 의존하고 수축기 혈압의 변화도 클 것이라고 예측했 

운동에 의한 심혈관계 반웅은 기구에 의존 다. 그러나 실제 결과에서는 혈압이나 목표 

한다기 보다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근육의 심박수에 이르는 시간 동 모든 종속변수에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원언을 분석 

Keyser 둥(1989)은 하지 운동시 심박동수 하자면 우선 두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방법 

의 무산소역치 (anaerobic threshold)가 상지 이 달랐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일정 

운동시보다 높으며 심박동수와 수축기혈압 한 운동시간을 정해 놓고 각 분당회전율에 

도 상지 운동시 더 큰폭으로 변화했다고 따라 운동시킬때 할 수 있는 최대 얼률과 

하였다 (p < 0.05). 이는 같은 운동방법과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강도로 운동하였을 경우 하지 운동을 더 목표심박수를 정하여 운동시켰을 때 이에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일 이르는 시간과 섬박동수의 변화양상을 보 

률로 운동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하지보다 았다. 뜻 단계설정에 있어서도 선행연구에 

는 상지에 능동적으로 수축에 참여하는 근 서는 각 단계를 3분으로 하였으며 전체 운 

육이 더 많기 때문에 혈관으로 더 많은 혈 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였고 본 연구에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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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 단계를 1, 3, 5, 7분으로 하여 목표 

심박수에 이를때까지 운동을 시켰다. 이 경 

우 본 연구에서 선택한 방법이 단계를 올 

릴때마다 심혈관계가 적웅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가 생기므로 속도의 영향을 덜 받 

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실험 

결과는 여러가지 분당회전율 중 단지 두가 

지만을 비교했고 또 두 회전율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시 분당회전율의 

변화가 심혈관계의 반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혈압과 섬박동수를 두가지 다 수동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운동중에 맥박이 잘 잡 

히지 않아 측정이 힘들었고 개인간의 오차 

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한 사람이 계속 

측정하였다. 또한 이 변수들은 시간과 날 

씨， 그리고 식사 유무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실험시간이 오전 또는 오후로 일 

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였기 때문에 각 시간대별 

로 대상자들의 상태가 달랐다. 특히 오후 

실험을 할 때에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식사 

를 하고 오거나 운동을 하다 왔기때문에 

혈압이 많이 높아진 상태여서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했으므로 실험시간이 상당 

히 오래 걸렸다. 또한 실험기간이 여름이었 

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운동시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분당회전율에 있어서 60 

과 90의 두가지만을 선택하여 비교하였으 

나 더 다양하게 선택하여 각각 비교한다면 

분당회전율의 변화가 운동시 심혈관계의 

반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노인이나 심혈관계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어 안전하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V. 결론 

등속성 운동시 각 단계별로 일률을 점점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같은 일 

률로 운동할 경우， 상지의 운동보다는 하지 

운동시 심박동수가 천천히 증가하였고， 분 

당회전율의 변화에 대한 심혈관계 반웅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퇴행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노인이 

나 심혈관계 질환자들에게 이용할 경우 우 

선 상지 운동보다는 심장에 부하를 적게 

주는 하지 운동을 시키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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