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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effectsofbicycleergometerexerciseonmiddlecerebral
artery blood flow velocity and blood gas saturation in basketballplayer.Although cerebral
autoregulationappearswellmaintainedduringmildtomoderateintensitydynamicexerciseinyoung
subjects,itispresentlyunclearhow eliteathletesinfluencestheregulationofcerebralbloodflow
duringphysicalactivity.Therefore,toaddressthisquestion,middlecerebralarterybloodvelocity
(MCAV),meanarterialpressure(MAP),andthepartialpressureofarterialcarbondioxide(PaCO2)
wereassessedatrestandpostexercise.Subjectswereconsistedofcollegebasketballathletes
(n=12)asaexperimentalgroupandnon-athleticcollegestudents(n=12)asacontrolgroup.The
statisticaltechniquesfordataanalysisweretwo-wayANOVA todeterminethedifferenceamong
groups.The5% levelsofsignificancewereusedasthecriticallevelforacceptanceofhypotheses
forthestudy.Theobtainedresultsasfollows:1.Bicycleergometerexercisesignificantlyincreased
middlecerebralarterybloodvelocityinbothcontrolandexperimentalgroups.Theposthoc,MCAV
andSCAV(systolicpressurecerebralarterybloodvelocity) ofpost-exerciseandrecoveryphase
30minuteinathletesgroupshowedasignificantlylowerthancontrolgroup.Also,DCAV(diast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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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cerebralarterybloodvelocity)ofpost-exerciseinathletesgroupshowedasignificantly
lowerthancontrolgroup.2.ThereactionofpO2andpCO2weresignificantdifferencesbetween
controlgroupandathletesgroup.Theposthoc,pO2andpCO2inpre-exercise,post-exerciseand
recoveryphase30minutewasnosignificantdifferences.
Inconclusion,thepresentdataprovideanewevidencethatbicycleergometerexercisedecreased

middlecerebralarterybloodflowvelocityandbloodgassaturationinbasketball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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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운동 시 발생되는 뇌의 혈역학 반응의 원인은 복잡하며 뇌순환계는 정상상태에서
지속적인 혈관 저항의 적응,즉 자기조절(autoregulation)을 통해 혈압의 변화와 다
양한 뇌활성의 요구량에 맞춰 상대적으로 일정한 뇌혈류(cerebralblood flow:
CBF)흐름을 유지하게 된다(Aaslidetal.,1989;paulsonetal.,1990).자기조절의
작용기전은 확실치 않지만(GotohandTanak,1988),근원성 조절인자,신경성인자,
대사적인자를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Paulsonetal.,1990;BevanandHwa,1985;WahlandSchilling,1993).특히,
점증적 최대 신체 활동시,뇌관류는 혈압과 심박수 증가뿐만 아니라 교감활성증가
와 PO2와 PCO2에 변화를 가져오는 근대사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근대사
증가로 O2요구량증가와 CO2생성증가를 보상하는 환기가 충분치 못한 경우 혈
중 PO2는 감소하는 반면에,PCO2는 증가하게 된다(Hellstrom andWahlgren,
1993;O'SiullivanandBell,2000;VatnerandPagani,1976).따라서 뇌의 자기조
절은 신체 활동시 심혈관 그리고 대사적 반응을 모두 완충시켜야 한다.중뇌동맥
이 협착,폐쇄된 경우 동맥의 협착 정도,병변의 위치 및 연수막 측부 순환로의 존
재여부가 혈류 역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Schumacher et al..,
2004).일부 연구에서 뇌혈류나 뇌혈속도가 신체 활동시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다른 대부분 연구에서는 운동시 국부적 또는 뇌 전체의 혈류량
뿐만 아니라 뇌혈류속도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운동중에 산소섭취량은 안정시 3.5ml/kg.min에서 최대운동시에는 45ml/kg.min로
약 15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운동중에 심박출량이 산소섭취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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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증가하지 않고 산소섭취량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바로 동정맥 산소분압
차이(a-vO2)가 증가하기 때문이다(BlomQvist,1983).
안정시의 동맥혈의 PO2는 100mmHg이고 혈색소 산소포화도는(Hbo2saturation)
약 98%이므로 동맥혈액은 100ml당 산소를 19.6ml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정맥혈의
Po2는 40mmhg이고 산소를 75% 포화시키기 때문에 정맥혈액은 약 15ml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여기서 나타나는 동정맥 산소차인 4.6ml가 조직속으로 이동하여 이
용되는 것이다.
운동중에 이 동정맥 산소분압 차이가 증가하게 되는데,이는 바로 조직이 산소를
많이 이용함을 의미 한다.최대운동시는 동정맥 산소분압 차이가 15ml나 된다.운
동중에 동정맥 산소분압 차이가 큰 것은 운동으로 인한 체온의 증가,Co2의 증
가,pH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산소해리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며,정맥
혈의 PO2가 운동중에는 40mmHg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직이 더 많은 산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탈진시 까지 운동을 하게 되면 정맥혈의 PO2가 무려
5mmHg까지 감소하여 동정맥 산소의 차가 증가하여 더 많은 산소를 조직속으로
공급하게 된다(Coyle등,1984).
운동중에 동정맥 산소분압차이는 Niinimaa와 Shephard(1978)의 보고와 같이 동맥
내에 산소의 함량과 모세혈관의 산소이용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위승두 와 강석훈(2008)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암에르고메타 운동시 중뇌동맥
의 평균혈류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정일규 등(2005)은 일
반학생을 대상으로 중대뇌동맥에서 혈류속도를 측정한 결과 덤벨운동에 비하여 암
에르고메타 운동시 수축기 및 이완기 뇌혈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뇌혈류속도 변화는 운동의 형태나 방법,뇌동맥 부위별 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남을 알 수있다.
현재 운동과 관련하여 이들 두 변인 즉,뇌혈류와 정맥혈액가스 변화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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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두 변인을 동시에 측정한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bicycleergometer최 대 운동시
중뇌동맥에서 혈류속도와 정맥혈액 내 산소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관찰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bicycleergometer최대운동 시 뇌혈류 변인과 혈액가스 변인을 관찰
하여 운동처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33...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농구선수와 일반학생간의 bicycle ergometer최대운동시 중뇌동맥의 평균혈
류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농구선수와 일반학생간의 bicycle ergometer최대운동시 중뇌동맥의 수축기
혈류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농구선수와 일반학생간의 bicycle ergometer최대운동시 중뇌동맥의 이완기
기혈류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농구선수와 일반학생간의 bicycle ergometer최대운동시 산소분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농구선수와 일반학생간의 bicycle ergometer최대운동시 이산화탄소 분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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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뇌뇌뇌혈혈혈류류류 조조조절절절과과과 중중중뇌뇌뇌동동동맥맥맥

뇌는 인체 산소소비량의 20%를 소모하는 중추로서 자체적으로는 산소와 포도당의
비축능력이 없어 심장으로 부터 지속적인 혈액을 공급받아 인체의 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뇌조직에는 분당 700-840ml의 뇌혈류가 흐르고 있으며,뇌혈류량은
뇌관류압에 비레하고 뇌혈관저항에 반비례한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1996).중추신
경계에서 혈류를 조절하는 것은 활력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중추신
경계의 효과적인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전이 이용되고 있다.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뇌혈류에 직접적이고,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주요
요인은 이산화탄소 농도,수소이온 농도,산소농도의 증가이다.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수소이온 농도의 상승을 초래한다.수소이온의 농도가 상승하면 뇌혈관은
확장된다.중뇌동맥(middle cerebralartery;MCA)중뇌동맥은 3mm의 직경과
18-26mm길이를 가진 가장 큰 뇌동맥으로 중뇌동맥의 혈류속도는 뇌혈류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게 된다(Glleretal.,1993;Serradoretal.,2000).특히 다른 뇌동맥
에 비해 상대적으로 혈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뇌혈관 이상으로 가장크게 영
향 받게 된다.중뇌동맥은 전중심회와 후중심회,측두엽,두정엽 그리고 전두엽에
중요한 혈액공급원이다. 전뇌동맥들은 기저신경절의 미(caudate)와 피각핵
(putamennuclei),내포(internalcapsule)의 부분,뇌량(corpuscallosum)그리고 전
두엽과 두정엽의 부분에 혈액을 공급한다.
뇌는 신체 산소 공급의 약 20%를 사용하며,하루에 약 400Kcal정도의 당분
(glucose)을 필요로 한다.평균 뇌혈류량은 일분당 약 750ml이다.
뇌간과 시상의 망상영역은 혈관운동의 흥분과 억제의 두 가지효과를 모두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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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상도 역시 혈관운동중추에 대해서 흥분과 억제를 조절함으로써 혈관수축에
영향을 미친다.또한 신체의 체액조절을 돕고 나아가서는 항이뇨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데,혈압이 50mmHg내외로 급격하게 감
소되면 혈관운동중추에 허혈상태가 초래되며 그 결과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국소적
으로 증가되면 교감신경계는 심하게 자극받는다.이러한 현상은 혈관을 수축시키
고 심한 경우에는 폐색시킬 수 있다.이러한 허혈반응은 중추신경계로 가는 혈류
가 다른 길로 흐르게 됨을 의미한다.쿠싱현상(Cushing’sphenomenon)은 뇌척수액
의 압력이 상승할 때 뇌혈관에도 똑같이 압력이 상승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
하여 발생한다.이때,중추신경계 허혈반응은 중추신경계 혈압을 뇌척수압보다 높
게 상승시켜 뇌혈류를 촉진시킨다.
안정시 평균 뇌혈류가 분당 20-30ml이하로 떨어지면 뇌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며 운동마비나 지각마비 등을 포함한 신경소실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대한
병리학회,1994).

222...뇌뇌뇌혈혈혈류류류 검검검사사사

TCD는 TransCranialDoppler의 준말로서 두개골 관통 도플러인 뇌혈류 진단기를
말하며 TCD는 TransCranialDoppler는 인체의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머리의
두개골을 열지 않고 두개골 위에 위치한 창을 통하여 초음파를 발사하여,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두개골 외부의 동맥인 총경동맥,내경동맥 및 척수골 동맥과 두
개골 내부의 기저동맥,중대뇌동맥,전대뇌동맥 및 후대뇌동맥과 경동맥 씨이 폰
지역의 혈관과 혈류 흐름의 상태(협착,폐쇄,경색,동맥류,출혈등)를 측정한다.
TranscranialDopplerultrasound(TCD):TCD는 처음 Aaslidetal.(1982)에 의해
소개된 이후 특정한 자극조건하에서 뇌혈류 속도를 검사하는데 폭넓게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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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TCD ultrasonography는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하는 기구,즉 TCD가 음파를
방출하면,이 음파는 음파진로로 움직이는 혈구세포들에 의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를 탐지하여 뇌혈류의 속도를 측정케 한다(Aaslid,1992).다른 positron
emissiontomography(PET)나 singlephotoncomputedtomography(SPECT)검
사 방법과는 다르게 TCD는 비침습적이고 시간경과에 따른 뇌의 자기조절 반응,
즉 beat-to-beat뇌혈류속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에 의한 뇌혈류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Duschek and Schandry,2003;Newelland
Aaslid,1992).

333...혈혈혈액액액에에에서서서 산산산소소소와와와 이이이산산산화화화탄탄탄소소소의의의 운운운반반반

혈액의 단위부피당 운반되는 산소의 양은 헤모글로빈의 농도에 의한다.건강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는 혈액 1ℓ당 각각 150g과 130g정도이
다.헤모글로빈이 산소로 완전히 포화되었을 때,헤모글로빈 1g당 1.34ml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Levitzky,1999).그러므로 헤모글로빈이 산소로 완전 포화되어 있다
면 건강한 남자와 여자는 해수면 수준에서의 각 혈액 1ℓ당 약 200ml와 174ml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
폐(폐포모세혈관)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주로 포화(loading)라

부르며 조직에서의 헤모글로빈의 산소방출을 해리(unloading)라 한다.포화와 해리
는 가역적 반응을 한다.
이러한 반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1)혈중 산소의 분압,(2)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친화도와 결합력이다.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반응은 우측으로 이동하
게 되고 압력이 낮아지거나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친화력이 감소하면 반응은 좌
측으로 이동하게 된다.예를 들면,폐에서 산소의 압력이 높으면 동맥 내의 산소의



- 6 -

분압을 증가시켜 산화형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게 된다.이와는 반대로 산소의 분압
이 낮은 조직에서는 모세혈관에서의 산소분압도 감소해서 조직에서 사용하게 될
산소의 해리가 일어난다.
산화형 헤모글로빈의 반응 형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산소를 운반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곡선의 상대적으로 편평한 부분(산소분압이 90mmHg
이상)은 동맥 내의 산소의 분압이 %HbO2의 큰 하강없이 90~100mmHg사이로 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이러한 사실은 나이를 먹거나 고지에 오를 때 동맥
의 산소분압이 감소하므로 매우 중요하다.곡선의 경사가 급한부분(0~40mmHg)은
산소분압의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도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를 다량 방출한다.
이것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는 운동 중에 매우 중요하다.
신체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대략 산소저장량 보다 10배 높으며,여러가지
형태로 혈액에서 운반된다(Jones,1987).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한다.
이러한 반응은 탄산무수화 효소에 의해 촉매되는 적혈구세포 내에서 일어난다.탄
산이 형성된 후에는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분리된다.수소이온은 헤모글로빈
과 결합하고 중탄산이온은 적혈구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혈장으로 들어간다

혈액이 폐모세혈관에 도달하면 혈중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폐포의 분압보다 커
지고 혈액과 가스의 접촉면을 통하여 이산화탄소가 혈액 밖으로 확산된다.
산소분압이 증가하면 헤모글로빈과 이산화탄소 간의 친화성은 감소하고 이산화탄
소는 헤모글로빈에서 떨어지는데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해 혈액의 능력
에 미치는 산소분압효과를 Haldane효과라고 한다(Torre-Bueono등,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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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운운운동동동 시시시 호호호흡흡흡과과과 혈혈혈액액액가가가스스스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운동초기에는 호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곧 서서히 증가하여 정상 상태
에 도달하게 된다(Doddetal.1988).

동맥의 산소분압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안정시에서 평형 상태 운동
에 도달할 때까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Dempsey,1985).이러한 사실을 운동
초기 폐포환기량의 증가는 대사의 증가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고온환경하에서 지속적인 운동 중에는 호흡량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작업
중 이러한 호기호흡량의 증가원인을 설명하면 운동 중 발생하는 열은 체온을 증가
시키고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 호흡 조절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Power,1982).
선선한 온도 환경에서의 운동과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운동을 비교했을

때의 호흡량은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운동시에 크지만 동맥혈에서 이산화탄
소의 분압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더운 지역에서 운동시 환
기량의 증가는 호흡 빈도수와 사강의 환기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Dempsey,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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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C대학 농구선수 12명,체육학과에 재학중인 일반학생 12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모든 대상자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건
강한 상태였고 이들 대상자들은 실험에 대한 목적과 절차,실험시 주의사항 및 위
험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구두로 참가를 동의한 대상자들로 하였으며, 신
체적 특성 <표 1>과 같다.

표 1.연구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

그그그 룹룹룹

일반학생 ± ± ± ․

농구선수 ± ± ± ±

Valuesaremean±S.D

222...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본 실험에서는 사이클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점증적 최대 운동부하를 적용하였다.



- 9 -

운동검사방법은 5watt에서 3분간 warming-up을 실시한 후 10분간을 휴식을 취
한 다음 최대 운동검사를 실시하였다.사이클 에르고미터의 운동부하는 10watt의
poweroutput으로 시작하여 매 3분마다 5watt씩 탈진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증
가시켰으며,분당 회전수는 60rpm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333...뇌뇌뇌혈혈혈류류류 속속속도도도 및및및 혈혈혈관관관저저저항항항 측측측정정정

본 실험에서 뇌혈류속도의 측정에 사용된 TranscranialDoppler ultrasound
(TCD)장비는 TC22(EME,Germany)로 2MHZ를 이용하였다.뇌혈류속도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 위치한 하나의 중뇌동맥 (middlecerebralartery;MCA)을 선택해
서 측정된다. 중뇌동맥은 transtemporalapproach의 방법을 이용하여,TCD
mapping을 위한 headpiece에 부착된 2MHZ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flow
direction,depth및 mappingdisplay상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어느 혈관인
지를 판정한 후,중뇌동맥의 평균속도는 최대 그리고 최소 TCD 횟수로 빈도수에
의해 나누어지고,cm/sec로 나타난다.

444...채채채혈혈혈 및및및 검검검사사사방방방법법법

모든 실험의 피험자들을 상완정맥에서 혈액가스 측정 전용주사기(contains
approx.50unitsoflyophilizedlithium 헤파린,22gauge)를 이용하여 채혈을 실
시하였다.채혈은 안정시,운동 직후,운동 30분 후,총 3차례로 각 시기별로 1분
이내에 채혈하였다.채혈의 방법은 전완의 cephalic vein에 3-way cock(V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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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pectramed,Denmark)가 부속된 카데터(I.V.Cannula,Sweden)을 정맥 내에
삽입하고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 2ml의 saline용액을 주입하였다.채혈
시마다 saline에 의한 분석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3ml의 혼합액(혈액 +saline)을
빼낸 후 매회 10ml의 정맥혈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555...정정정맥맥맥혈혈혈액액액가가가스스스 분분분압압압 측측측정정정

혈액가스 측정은 Heparinized혈액가스 측정 전용주사기(containsapprox.50
unitsoflyophilizedlithium heparin,22gauge)를 이용하여 전주정맥(antecubital
vein)부터 카페인 섭취 전,운동직후,회복기 30분에서 각 시기별로 총 10ml의 혈
액을 채취하여 즉시 혈액 중 약 270㎕의 전혈(wholeblood)을 혈액가스분석기(Ⅱ
Synthesis20,U.S.A)에 주입하여 산소분압(pO2)은 polarographicclark type
electrode법,이산화탄소분압(pCO2)은 severinhaustypeelectrodeglass법으로
정량화하였다.

666...자자자료료료 처처처리리리

측정된 결과들은 SPSSWin13.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운동경과 시간에 따른 각 항목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변량분석(two-wayrepeatedANOVA)을 실시하였다.또한 운동시기별 상호
작용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모든 통계적 유
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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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본 실험은 bicycleergometer최대운동이 중뇌동맥의 혈류 속도와 혈액가스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11...bbbiiicccyyycccllleeeeeerrrgggooommmeeettteeerrr최최최대대대운운운동동동이이이 중중중뇌뇌뇌동동동맥맥맥 평평평균균균혈혈혈류류류속속속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bicycleergometer운동전과 후에 측정된 중뇌동맥의 평균 혈류의 속도의 변화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시 중뇌동맥의 평균혈류 속도는 운동종료 후 두
집단간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회복기에는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1).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111. . . .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평균혈류속도의 평균혈류속도의 평균혈류속도의 평균혈류속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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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2. 2. 2. 2. bicycle bicycle bicycle bicycle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평균혈류속도에 평균혈류속도에 평균혈류속도에 평균혈류속도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unit: (unit: (unit: (unit: cm/s)cm/s)cm/s)cm/s)

GroupGroupGroupGroup 안정시안정시안정시안정시 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일반군일반군일반군일반군aaaa 68.55±7.88 89.58±7.71 78.81±7.10

농구군농구군농구군농구군bbbb 68.21±8.61 81.34±6.00 72.54±6.74

post-hocpost-hocpost-hocpost-hoc ․․․․ a-b a-b

SourceSourceSourceSource SSSSSSSS dfdfdfdf MSMSMSMS F-valueF-valueF-valueF-value sig.sig.sig.sig.

시 시 시 시 간간간간 3525.126 2 1762.563 33.359 .000

그 그 그 그 룹룹룹룹 440.550 1 440.550 7.583 .012

시간시간시간시간****그룹그룹그룹그룹 202.504 2 101.252 1.916 .159

ErrorErrorErrorError 2324.777 44 52.836 ․․․․ ․․․․

All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 ≤ ≤

222... bbbiiicccyyycccllleeeeeerrrgggooommmeeettteeerrr최최최대대대운운운동동동이이이 중중중뇌뇌뇌동동동맥맥맥 수수수축축축기기기혈혈혈류류류속속속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bicycleergometer운동전과 후에 측정된 중뇌동맥의 수축기 혈류의 속도의 변화
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시 중뇌동맥의 평균혈류 속도는 운동종료 후
두 집단간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회복기에는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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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3.  3.  3.  3.  bicycle bicycle bicycle bicycle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수축기혈압 수축기혈압 수축기혈압 수축기혈압 혈류속도에 혈류속도에 혈류속도에 혈류속도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unit: (unit: (unit: (unit: cm/s)cm/s)cm/s)cm/s)

GroupGroupGroupGroup 안정시안정시안정시안정시 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일반군일반군일반군일반군
aaaa 101.04±11.49 134.25±7.71 114.21±7.10

농구군농구군농구군농구군bbbb 102.09±11.29 125.90±9.02 108.26±6.55

post-hocpost-hocpost-hocpost-hoc ․․․․ a-b a-b

SourceSourceSourceSource SSSSSSSS dfdfdfdf MSMSMSMS F-valueF-valueF-valueF-value sig.sig.sig.sig.

시 시 시 시 간간간간 10089.423 2 5044.712 74.283 .000

그 그 그 그 룹룹룹룹 351.125 1 351.125 23.202 .049

시간시간시간시간****그룹그룹그룹그룹 286.240 2 143.120 2.107 .134

ErrorErrorErrorError 2988.137 44 67.912 ․․․․ ․․․․

All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 . . .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수축기혈압 수축기혈압 수축기혈압 수축기혈압 혈류속도의 혈류속도의 혈류속도의 혈류속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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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bbbiiicccyyycccllleeeeeerrrgggooommmeeettteeerrr최최최대대대운운운동동동이이이 중중중뇌뇌뇌동동동맥맥맥 이이이완완완기기기혈혈혈류류류속속속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bicycleergometer운동전과 후에 측정된 중뇌동맥의 이완기 혈류의 속도의 변화
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시 중뇌동맥의 이완기 혈류 속도는 운동종료
후 두 집단간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회복기에는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p<.001).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33. . . .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이완기혈압 이완기혈압 이완기혈압 이완기혈압 혈류속도의 혈류속도의 혈류속도의 혈류속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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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4.   4.   4.   4.   bicycle bicycle bicycle bicycle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중뇌동맥 이완기혈압 이완기혈압 이완기혈압 이완기혈압 혈류속도에 혈류속도에 혈류속도에 혈류속도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unit: (unit: (unit: (unit: cm/s)cm/s)cm/s)cm/s)

GroupGroupGroupGroup 안정시안정시안정시안정시 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일반군일반군일반군일반군aaaa 49.24±8.07 62.69±6.63 54.62±7.83

농구군농구군농구군농구군
bbbb 50.53±5.58 55.59±8.60 51.36±3.91

post-hocpost-hocpost-hocpost-hoc ․․․․ a-b ․․․․

SourceSourceSourceSource SSSSSSSS dfdfdfdf MSMSMSMS F-valueF-valueF-valueF-value sig.sig.sig.sig.

시 시 시 시 간간간간 1065.811 2 532.905 9.077 .001

그 그 그 그 룹룹룹룹 164.711 1 164.711 5.892 .024

시간시간시간시간****그룹그룹그룹그룹 211.331 2 105.665 1.800 .177

ErrorErrorErrorError 2583.138 44 58.708 ․․․․ ․․․․

All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 ≤ ≤

444...bbbiiicccyyycccllleeeeeerrrgggooommmeeettteeerrr최최최대대대운운운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산산산소소소 분분분압압압(((pppOOO222)))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혈중 산소분압의 변화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간 최대산소분압에
대한 분석결과 시간경과에 대한 유의한 교호작용 효과가 있었다(p<.001).이러한
유의한 교호에 대한 사후 검증결과 운동전의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
직후에 두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회복기 30
분 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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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bicycle ergometer 최대운동이 산소분압에 미치는 영향                            

     (mmHg)

GroupGroupGroupGroup 안정시안정시안정시안정시 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일반군일반군일반군일반군aaaa 33.26±2.25 71.86±2.20 39.09±2.79

농구군농구군농구군농구군
bbbb 34.10±2.56 74.06±3.40 40.06±2.09

post-hocpost-hocpost-hocpost-hoc ․․․․ ․․․․ ․․․․

SourceSourceSourceSource SSSSSSSS dfdfdfdf MSMSMSMS F-valueF-valueF-valueF-value sig.sig.sig.sig.

시 시 시 시 간간간간 21536.486 2 10768.243 1507.723 .000

그 그 그 그 룹룹룹룹 32.133 1 32.133 4.030 .057

시간시간시간시간****그룹그룹그룹그룹 6.764 2 3.382 .474 626

ErrorErrorErrorError 314.251 44 7.142 ․․․․ ․․․․

All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44. . . . 산소분압의 산소분압의 산소분압의 산소분압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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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이이이산산산화화화탄탄탄소소소 분분분압압압(((pppCCCOOO222)))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혈중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간 이산화탄
소분압에 대한 분석결과 시간경과에 대한 유의한 교호작용 효과가 있었다(p<.001).
이러한 유의한 교호에 대한 사후 검증결과 운동전의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운동직후에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회복
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 . . . 이산화탄소분압의 이산화탄소분압의 이산화탄소분압의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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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6. 6. 6. 6. bicycle bicycle bicycle bicycle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ergometer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최대운동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분압에 분압에 분압에 분압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mmHg)(mmHg)(mmHg)(mmHg)

GroupGroupGroupGroup 안정시안정시안정시안정시 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운동직후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일반군일반군일반군일반군
aaaa 46.65±2.89 41.08±2.91 45.18±3.57

농구군농구군농구군농구군bbbb 45.18±2.86 40.53±2.51 43.14±3.36

post-hocpost-hocpost-hocpost-hoc ․․․․ ․․․․ ․․․․

SourceSourceSourceSource SSSSSSSS dfdfdfdf MSMSMSMS F-valueF-valueF-valueF-value sig.sig.sig.sig.

시 시 시 시 간간간간 323.839 2 161.919 16.523 .000

그 그 그 그 룹룹룹룹 32.940 1 32.940 4.061 .056

시간시간시간시간****그룹그룹그룹그룹 6.644 2 3.322 .339 .714

ErrorErrorErrorError 431.178 44 9.799 ․․․․ ․․․․

All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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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bicycleergometer최대 운동이 대학농구선수의 중뇌동맥 혈류속도와
정맥혈액가스 분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써,본 연구 결과 안정시와
최대 운동직후 TCD를 이용한 중뇌동맥의 혈류속도 측정결과에서 두 집단간 안정
시에 비해 최대운동 후 평균뇌혈류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bicycle
ergometer최대 운동이 뇌혈류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역동성 운동이 뇌혈류흐름을 증가시켰던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것이다. 싸이클 운동시 뇌혈류속도 증가가 운동강도 증가와 유사하게 증가
되었고,또한 뇌 전체 혈류흐름증가와 유사했음을 보고한 바 있다 (Jorgensenet
al.,1992).하지만 이완기 혈류속도에서는 안정시에 비해 운동종료 후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이완기 혈
류속도증가보다는 수축기 혈류속도 증가가 평균혈류속도 증가에 크게 원인이 되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인체내부의 여러 변화가운데에서도 그 항상성을 잘 유지시켜야 하

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특히 뇌의 자기조절에 이상은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을
수반하게 된다.따라서 정상적인 뇌혈액의 흐름이 뇌신경세포의 활동에 중요하다
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RoyandSherrington,1890).최대 신체 활동시,뇌
관류는 혈압과 심박수 증가뿐만 아니라 교감활성증가와 PO2와 PCO2에 변화를 가
져오는 근대사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근대사 증가로 O2요구량증가와
CO2생성증가를 보상하는 환기가 충분치 못한 경우 혈중 PO2는 감소하는 반면
에,PCO2는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뇌의 자기조절은 신체 활동시 심혈관 그리고
대사적 반응을 모두 완충시켜야 한다.중뇌동맥이 협착,폐쇄된 경우 동맥의 협착
정도,병변의 위치 및 연수막 측부 순환로의 존재여부가 혈류 역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이다(Schumacher et al,2004).일부 연구에서 뇌혈류나 뇌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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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신체 활동시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다른 대부분 연구
에서는 운동시 국부적 또는 뇌 전체의 혈류량뿐만 아니라 뇌혈류속도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운동 시 혈액가스 변인들은 호흡을 포함한 대사기능의 활성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운동 강도의 증가와 운동시간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산소운반능력의 제한현상
이 발생하면 혈액 가스변인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서 산소운반 능력이 활성화 된
다. 운동 시 산소공급이 근육에서의 산소요구량을 초과하면 혈중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는 운동 시 산소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혈중 산소함량이 증가되면서 산
소분압의 변화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데,이와 같은 변화는 서서히 나타
나는데(Kaijser,1970),일반적으로 운동 강도를 점증하는 운동에서는 동맥혈의 이
산화탄소분압,중탄산염,pH 등이 점차 감소하여,호흡상과 대사성 변화를 초래하
여 효율적인 기체 운반과 조직에서의 확산기능을 유도함으로써 적절한 산소운반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angeretal,1986),동맥혈의 pCO2와 pO2는
폐포 내의 산소분압과 이산화탄소분압의 수증기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현숙 등,
1987).산소운반 장애가 오면 조직 내 산화효소인 cytochromeoxidase3의 불활성
에 의해 조직 내 저산소증이 야기되고 생체 내 대사과정이 anaerobicpathway를
거쳐 lactate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대사성 산증에 빠지게 된다(Goldbaum,
1975).
본 연구에서 운동 시 농구선수에서의 산소분압의 증가는 호흡기능의 활성화와 혈
류량 증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Fox& Mahews,1973)산소요구량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간주된다.동맥혈 탄산가스 분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호흡조절을 실시한다면 CO2제거율은 일정하게 되어 혈중 내에 용해되는 CO2양
은 더욱 감소하므로 CO2 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paCO2도 감소한다고 한다
(Prakash,1987).혈중 이산화탄소는 무산소성역치 수준 이상의 운동을 하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출현한다.하나는 유산소성 대사과정에서 발생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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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이고,다른 하나는 젖산 중화로 인해 생겨난 이산화탄소이다(Wasserman
etal.,1973).
Killick등(1965)은 혈액 내 젖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수가 증가되며 동맥

혈의 pCO2가 감소하는데 이는 대사산증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라 하였다
(Norman,1966).본 연구에서 운동직후 농구선수 집단에서 일반학생잡단 보다 이
산화탄소분압의 감소는 운동이 점증되면서 혈중 젖산농도의 증가로 인해 대사성산
증에 의한 과호흡 현상의 결과로 생각된다.
고도로 트레이닝이 된 엘리트 선수와 그렇지 않은 일반 대학생이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할 때 동맥혈의 산소분압에 있어서 놀랄 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트레이
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피험자는 동맥 내 산소의 분압을 안정 상태의
10~12mmHg범위 내로 유지하지만 고도로 트레이닝이 된 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경우는 거의 최대강도의 운동에서 30~40mmHg정도의 산소분압을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로 훈련된 심폐지구력이 우수한 농구선
수 집단이 조직 내의 산소요구량 증가로 산소 운반능력이 활성화되어 산소분압증
가와 이산화탄소분압 감소를 나타냈다(Dempsey,1986;Dempsey등,1985).이 같은
동맥혈 내 산소분압의 하강은 가끔 건강한 트레이닝이 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지
만 심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운동 중에도 볼 수 있다.그러나 모든 건강한
엘리트 장거리 운동선수가 고강도의 운동 중 동맥혈의 산소분압이 낮게 되는 것은
아니다[산소분압이 낮다는 것을 저산소혈증(hypoxemia)이라 부른다].이러한 명확
한 저산소혈증은 고도로 트레이닝이 된 남자 지구력 운동선수(VO2max4.5ℓ /min
또는>68ml․ kg․ min-1)이상의 약 40~50%에서 나타난다(Powers etal,1992).
게다가 고강도의 운동 중 이러한 운동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저산소혈증의 정

도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Warren,etal,1991).피험자들마다 차이가 나는 이
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로 훈련된 심폐지구력이 우수한 농구선수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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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의 산소요구량 증가로 산소 운반능력이 활성화되어 산소분압증가와 이산화
탄소분압 감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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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bicycleergometer최대하 운동 시 대학농구선수들의 중뇌동맥의 혈류
속도와 정맥혈액가스 분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bicycleergometer최대하 운동 시 두 그룹 모두 단계에 따라 중뇌동맥의 평균
뇌혈류 속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운동직후와 회복기단계에서는 대
조군에 비해 농구선수군의 평균 뇌혈류 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2.bicycleergometer최대하 운동 시 두 그룹 모두 단계에 따라 중뇌동맥의 수축
기혈압 뇌혈류속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운동직후와 회복기단계에서
는 대조군에 비해 농구선수군의 수축기혈압 뇌혈류 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
다.

3.bicycleergometer최대하 운동 시 두 그룹 모두 단계에 따라 중뇌동맥의 이완
기혈압 뇌혈류속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운동직후단계에서는 대조
군에 비해 농구선수군의 이완기혈압 뇌혈류 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4.bicycleergometer최대하 운동 시 두 그룹 모두 단계에 따라 산소분압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나,단계별 두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
다.

5.bicycleergomete최대하 운동 시 두 그룹 모두 단계에 따라 이산화탄소분압
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단계별 두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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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운동 부하에 따른 조직 내 산소요구량
증가로 산소 운반능력이 활성화되어 혈류속도 및 혈류량이 증가되는데 농구선수그
룹에서 감소하였으며,산소분압과 이산화탄소분압에서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이는 심폐지구력이 우수한 농구선수 집단이 산소수송을 위한 순환
계 기능과 뇌혈관망이 개선되어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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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BicycleErgometer운동시 농구선수의 중뇌동맥 혈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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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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