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학회지   2006;27:384-390
J Korean Acad Fam Med

가정의학회지384

서      론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 건강 행태의 하나로 온열 요법

이 사우나, 찜질방, 한증막 등의 형태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0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강관리 방법으

로 목욕, 사우나 또는 찜질을 이용하는 사람(15.1%)이 보

약이나 양제를 먹는 사람(12.7%)이나, 술이나 담배 절

제를 건강관리 방법으로 삼는 사람(12.2%)보다 많았다.
1)
 

  사우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에 1422년 도성 

내외에 한증소 1개씩을 설치하여 의원 2명씩을 이 곳에 

파견하게 하여 환자의 증세를 정확히 진단한 뒤에 땀을 

내게 하 다2)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온열 요법이 민간에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외국

의 경우 2000년 전부터 핀란드에서 사우나가 널리 이용

되어 왔으며3), 최근 다른 서구에서도 그 인기가 증가하

고 있다.
4)
 

  사우나 이용의 심혈관계 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

펴보면, 사우나 시 심박동수가 분당 100∼150회까지 상

승하고
5-8)

, 이에 따라 심박출량은 60∼70%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5), 혈압의 변화는 연구에 따라 다양

하게 보고되고 있다.6-8) 또한 장기간의 규칙적인 사우나 

이용이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음이 보

고된 바 있으나9), 이상의 연구는 80oC 이상 고온의 핀란

드식 사우나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그 결과를 국내

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찜질방과 같은 50∼60
o
C 원적

외선 방식의 저온 사우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1995년 일본에서 Tei 등
10)
은 32명의 심부전 환자를 대

상으로 15분 간의 60oC 원적외선 사우나의 혈역학적 

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사우나가 심부전 환자에서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전부하와 후부하를 줄여줌

으로써 혈역학적으로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 원  저 ◇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사우나 이용 후 맥파속도(Pulse Wave 
Velocity)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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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건강 행태의 하나로 사우나, 찜질방, 한증막 등의 온열 요법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우나가 심부전 

환자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을 회복시켜 혈역학적 인자와 임상증상을 호전시킴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 지역사

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우나가 혈관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인 맥파속도(pulse wave velocity)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경기도 일개 마을의 40세 이상의 지원자 43명(남자 11명, 여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15～20분간 60oC 

건식사우나에 머물게 한 후, 20～25oC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사우나 전과 사우나 후 30분, 60분에 상완-

발목 맥파속도(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와 혈압, 맥박수, 몸무게, 체온을 측정하여 이들의 평균 

차이를 반복 측정된 자료의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알아보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baPWV 변화

량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았다.

결과: 사우나 전에 비해 사우나 후 30분, 60분에 baPWV,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며(각각 P＜

0.001, P=0.003, P=0.011),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우나 전의 baPWV 값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병력이 baPWV 변화량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0.47, P=0.002; β=-0.36, P=0.013)

결론: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사우나 이용이 일시적으로 맥파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사우나 전의 맥파속도가 빠를수록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우나 이용이 맥파속도가 빠른 심혈관계질환의 고위

험군에서 혈관 기능을 호전시켜 심혈관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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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2년 Kihara 등
11)
은 2주 간의 규칙적인 사우

나가 심부전 환자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과 임상증상을 

호전시킴을 보고한 바 있으며, 햄스터를 이용한 동물 실

험에서 사우나 이용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기능의 호전

이 혈관내피세포의 Nitric oxide (NO) 분비 증가와 관련 

있음12)이 보고된 바 있다.

  대동맥 맥파속도(aortic pulse wave velocity)로 측정된 동

맥 경직도(arterial stiffness)는 고혈압13), 당뇨병14), 말기신

부전15)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구 

집단
16)
에서도 심혈관계질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이 

알려져 있으나 대동맥 맥파속도는 검사자가 목표 동맥

을 찾기가 쉽지 않고, 검사를 위해 환자가 서혜부를 노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동화 파형 분석기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완-발목 맥파속도(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는 2002년 대동맥 맥파속도와의 높

은 상관성과 검사의 재현성이 보고17)된 이래, 혈관의 구

조적 변화를 반 하는 경동맥 내막-중막 두께(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18)
와 복부 대동맥의 석회화 정도

19)
, 

혈관내피세포 기능을 반 하는 상완동맥의 혈류-연관 

혈관확장능(flow-mediated dilation)18)과 혈관내피세포의 

NO 분비
20)
, 전신 염증 상태를 반 하는 C-반응성 단백질

과의 관련성이 보고21)되어, 심혈관계 위험도를 반 하는 

혈관 기능의 통합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aPWV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서 

60oC 원적외선 사우나가 혈관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지 여부와, 어떠한 특성을 가진 대상에서 그러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1. 대상

  경기도의 일개 마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지원자 

43명(남자 11명, 여자 32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시행

하 다. 80세 이상의 노인과 병력상 심부전, 심근경색 등

의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있는 사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헬싱키 선언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 으며,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지원

자에게 연구 목적과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 동

의서를 받았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피험자에게 고혈압, 당뇨병, 고

지혈증, 심장질환의 병력, 음주력과 흡연력, 약물 복용

력, 운동 횟수,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는 횟수에 대해 문

진하 으며,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에 간편한 복장으로 

피험자의 키, 몸무게, 허리둘레를 측정하 고,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baPWV와 혈압, 맥박수, 체온을 측정하

다. 이후 피험자를 60
o
C 원적외선 건식사우나에 15∼20

분간 앉은 자세로 있도록 하 고, 사우나를 마친 후 지원

자는 20∼25oC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우나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30분, 60분에 baPWV와 혈압, 맥박수, 몸무

게, 체온을 반복 측정했다. 실험 기간 중 피험자에게 원

하는 양만큼의 물이나 음료가 제공되었으며, 흡연이나 

커피의 섭취는 제한하 다.

  허리둘레는 직립 자세에서 최하위 늑골 하부와 골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aselin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of 39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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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P value

†

(n=10)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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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 61.4±1.2  61.9±1.2 0.827
Height (cm) 166.1±2.1  153.8±1.1 ＜0.001
Weight (kg) 68.0±2.8   60.4±1.1 0.004
Body mass index (kg/m2) 24.6±0.8  25.5±0.4 0.260
Waist circumference (cm) 88.3±2.7  88.4±1.6 0.974 
Body temperature (oC) 36.3±0.15   36.3±0.08 0.966
Systolic BP‡ (mmHg) 135.7±7.1  133.6±3.4  0.770 
Diastolic BP (mmHg) 83.9±3.2  78.4±1.9  0.155 
Pulse pressure (LogmmHg) 1.70±0.03   1.73±0.02 0.403
Heart rate (beats/min) 72.9±3.1  70.8±1.9 0.574
baPWV§ (cm/s) 1,466.4±67.0  1,410.9±41.0 0.494
Hypertension (no (%)) 4 (40.0) 12 (55.2) 0.480
Diabetes mellitus (no (%)) 1 (10.0) 6 (20.7) 0.653
Hypercholesterolemia (no (%)) 0 (0.0) 7 (24.1) 0.158
Smoking habit (no (%))
 None 4 (40.0) 25 (86.2) 0.019 
 Ex-smoker 2 (20.0) 1 (3.5) 
 Current smoker 4 (40.0) 3 (10.3)
Alcohol habit (no (%))
 None  0 (0.0)   9 (31.0)  0.001 
 ＜20 g/day 5 (50.0) 19 (65.5)
 ≥20 g/day 5 (50.0) 1 (3.5)
Physical activity (no (%))
 Yes 6 (60.0) 14 (48.3)  0.716 
 No 4 (40.0) 15 (51.7)
Sauna bath (no (%))
 ＜2 times/month 8 (80.0) 15 (51.7)  0.152 
 ≥2 times/month 2 (20.0) 1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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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minus values are means±standard error, †The P value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test (continuous variables),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categorical variables), ‡BP denotes 
blood pressure, §BaPWV denotes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Moo Young Kim, et al: Acute Reduction of baPWV after Sauna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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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골릉과의 중간 부위에서 측정했으며, baPWV, 혈압, 맥

박수는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누운 자세에서 자동화 

파형 분석기인 VP-1000 (Colin Co., Japan)을 이용하여 측

정하 다.

  고혈압은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사우나 전

에 측정한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군으로 정의하

고,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병력상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

고 있는 군으로 정의하 다.

    3. 통계

  모든 연속변수에 대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고 좌측

으로 편향을 보 던 맥압에 대해서는 10을 밑으로 하는 

Log값을 취한 후 분석을 시행하 다.

  사우나 전후의 baPWV, 혈압, 맥박수, 맥압, 체온, 몸무

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된 자료의 분산분

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변수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으로 다중비교를 

실시하여 사우나 후 30분, 60분 중 어느 시간대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알아보았다. 다중비교 시 P값 

보정을 위해 Bonferroni 방법을 채택했다. 

  BaPWV 감소폭이 큰 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baPWV 

변화량을 사우나 전 baPWV 값에서 사우나 후 30분, 60

분의 baPWV 값의 평균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성별, 병력, 생활습관에 따라 baPWV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나이와 사우나 전

에 측정한 baPWV 값, 혈압 등과 baPWV 변화량과의 관

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후 다단계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baPWV 변화량에 독립적으로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았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

분석은 윈도우용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      과

  43명의 지원자 중 15분 이상 사우나를 하지 못한 2명

과, 사우나를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30분, 60분에 

측정을 받지 못한 2명을 제외한 39명(남자 10명, 여자 29

명)이 실험을 마쳤으며, 사우나 중이나 휴식기간에 호흡

곤란이나 협심증,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대상

은 없었다.

    1. 대상자의 특성(표 1)

  39명의 대상 중 남자는 10명(25.6%)이었으며, 평균 나

이는 61.7±0.9세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

녀간의 신체 계측치와 혈역학적 인자, baPWV, 병력, 생

활습관의 비교에서 남자에서 높은 흡연과 음주 빈도를 

보 다.

    2. 사우나 전후의 baPWV와 혈역학적 인자의 변화(표 

2, 그림 1)

  사우나 전에 비해 사우나 후 30분, 60분에 baPWV, 수

축기, 이완기 혈압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며(각각 P＜

0.001, P=0.003, P=0.011), 심박동수는 사우나 후 60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2). 맥압, 체

온, 몸무게는 사우나 전후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Table 2. Variability analysis of baPWV, blood pressure, pulse pressure, heart rate, body temperature and body weight before and after 
sauna bath*.

ꠧꠧꠧꠧꠧꠧꠧꠧꠧꠧꠧꠧꠧꠧꠧꠧꠧꠧꠧꠧꠧꠧꠧꠧꠧꠧꠧꠧꠧꠧꠧꠧꠧꠧꠧꠧꠧꠧꠧꠧꠧꠧꠧꠧꠧꠧꠧꠧꠧꠧꠧꠧꠧꠧꠧꠧꠧꠧꠧꠧꠧꠧꠧꠧꠧꠧꠧꠧꠧꠧꠧꠧꠧꠧꠧꠧꠧꠧꠧꠧꠧꠧꠧꠧꠧꠧꠧꠧꠧꠧꠧꠧꠧꠧꠧꠧꠧꠧꠧꠧꠧꠧꠧꠧꠧꠧꠧꠧꠧꠧꠧꠧꠧꠧꠧ

After sauna bath  
Baseli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value

†

30 minutes 60 minut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aPWV§ (cm/s) 1,425.2±34.8 1,368.7±30.7‡ 1,376.1±31.4‡ ＜0.001
Systolic BP∥ (mmHg) 134.2±3.0 127.0±2.5‡ 129.1±2.5‡  0.003
Diastolic BP (mmHg)  79.8±1.7  75.0±1.6‡  76.3±1.4‡  0.011
Pulse pressure (LogmmHg)   1.72±0.02  1.71±0.02  1.71±0.01  0.162
Heart rate (beats/min)  71.4±1.6 70.5±1.5  68.8±1.5‡  0.012
Body temperature (oC)   36.3±0.07  36.4±0.06  36.4±0.06  0.289
Body weight (kg)  62.4±1.2 62.3±1.2 62.3±1.2  0.1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lus-minus values are means±standard error, 
†
The P value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repeated measures ANOVA, 

‡
P＜0.05 

compared with baseline by 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 §BaPWV denotes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P denotes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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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aPWV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표 5)

  사우나 전후 baPWV 변화량은 평균 -52.8±12.1 

Cm/sec 이었으며, 이는 대상의 성별, 고혈압, 당뇨병, 고

콜레스테롤혈증의 병력 유무나 흡연, 음주, 운동, 사우나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대상의 나이와 사우나 전에 측정한 baPWV 값, 혈압 등

과 baPWV 변화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분석에서 나

이가 많고(r=-0.34, P=0.035), 사우나 전의 baPWV가 빠

를수록(r=-0.50, P=0.001) baPWV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우나 전의 혈압, 맥박수, 체질량지수 

등은 baPWV 변화량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4). 

다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우나 전의 baPWV 값과 고

콜레스테롤혈증 병력 유무가 baPWV 변화량에 독립적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0.47, P= 

0.002; β=-0.36, P=0.013).

고      찰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사우나 이용이 

혈관 기능을 반 하는 지표인 맥파속도에 미치는 향

을 알아 본 최초의 연구이며, 실험에 찜질방과 유사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원적외선 방식의 60oC 건식사우나

를 이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최근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

고 있는 찜질방에 적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우나 이용 후 맥파속도와 혈압, 맥박수

가 감소함을 확인함으로써 사우나 이용이 혈관 기능을 

호전시켜 혈역학적으로 긍정적인 향을 미치며, 이러

한 향이 사우나 후 60분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우나 전후 baPWV 변화량에 독립적으로 향을 미

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다단계 다중회귀분

Figure 1. The changes in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 (A), blood pressure (B, D) and heart rate (C) before and after 

sauna bath. Note that baPWV, blood pressure, heart rat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sauna bath (except heart rate after 30 minutes 

of sauna bath). The P value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multiple comparison with before sauna. The I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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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사우나 전의 baPWV가 빠를수록, 또한 고콜레스

테롤혈증의 병력이 있는 대상에서 사우나 전후 baPWV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빠른 맥파속도와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임을 감

안할 때16,22), 혈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심혈관계질환의 

고위험군에서 사우나의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우나 후 30분, 60분에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심부전 환자에서 원적

외선 사우나의 효과를 알아 본 Tei 등10)의 연구에서는 사

우나 30분 후에 이완기 혈압은 감소했으나, 수축기 혈압

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은 정상

인과 고혈압 환자(51.3%)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Tei 등의 연구에서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부

분의 대상자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이뇨제 

등의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적외선 

사우나의 강압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향후 원적외선 사우나의 강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대

규모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물 실험에서 사우나 이용이 

혈관내피세포의 NO 분비를 증가시킴이 보고된 바 있는 

데12), 이는 사우나 시 증가하는 심박출량으로 인해5), 혈류

가 혈관에 미치는 엇갈림힘(shear stress)이 증가하고, 이러

한 변화가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의 발현을 촉진
23)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Kinlay 등20)의 연

구에서 NG-monomethyl-L-arginine (L-NMMA)으로 혈관내

피세포의 NO 분비를 억제할 경우 맥파속도가 증가하고, 

Table 3. Comparison of the amount of baPWV change after sauna 
bath according to the sex, medical history and health 
behavior*.

ꠧꠧꠧꠧꠧꠧꠧꠧꠧꠧꠧꠧꠧꠧꠧꠧꠧꠧꠧꠧꠧꠧꠧꠧꠧꠧꠧꠧꠧꠧꠧꠧꠧꠧꠧꠧꠧꠧꠧꠧꠧꠧꠧꠧꠧꠧꠧꠧꠧꠧꠧꠧꠧꠧꠧ

Change of baPWV
†

Characteristics P-value‡
(Cm/se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ale -36.8±19.8 0.446
 Female -58.3±14.8
Hypertension
 Yes -36.7±17.3 0.176
 No -69.7±16.5
Diabetes mellitus 
 Yes -79.0±27.1 0.317
 No -47.0±13.5
Hypercholesterolemia
 Yes -97.2±37.8 0.086
 No -43.0±11.9
Smoking habit
 None -58.2±14.7 0.464
 Ex-smoker  -0.5±31.3
 Current smoker  -52.6±25.2
Alcohol habit
 None -76.6±30.4 0.565
 ＜20 g/day  -44.6±14.3
 ≥20 g/day  -49.9±31.7
Physical activity 
 Yes  -48.6±18.8 0.728
 No  -57.2±15.5
Sauna bath 
 ＜2 times/month  -56.0±14.8 0.753
 ≥2 times/month  -48.1±20.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lus-minus values are means±standard error and minus values 
mean the decrease of baPWV, †BaPWV denotes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The P value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test and ANOVA.

Table 4. Simpl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amount of 
baPWV change and age, baPWV and other measure-
ments before sauna bath.

ꠧꠧꠧꠧꠧꠧꠧꠧꠧꠧꠧꠧꠧꠧꠧꠧꠧꠧꠧꠧꠧꠧꠧꠧꠧꠧꠧꠧꠧꠧꠧꠧꠧꠧꠧꠧꠧꠧꠧꠧꠧꠧꠧꠧꠧꠧꠧꠧꠧꠧꠧꠧꠧꠧꠧ

Variables　 R*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aseline baPWV† -0.50 0.001
Age -0.34 0.035
Height 0.11 0.493
Weight 0.01 0.967
Body mass index 0.12 0.463
Waist circumference -0.24 0.146
Body temperature 0.03 0.848
Systolic BP‡ -0.20 0.225
Diastolic BP -0.16 0.331
Pulse pressure -0.19 0.248
Heart rate 0.02 0.9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r’ 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BaPWV denotes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P denotes blood pressure.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change and clinical variables*.

ꠧꠧꠧꠧꠧꠧꠧꠧꠧꠧꠧꠧꠧꠧꠧꠧꠧꠧꠧꠧꠧꠧꠧꠧꠧꠧꠧꠧꠧꠧꠧꠧꠧꠧꠧꠧꠧꠧꠧꠧꠧꠧꠧꠧꠧꠧꠧꠧꠧꠧꠧꠧꠧꠧꠧ

Regression Standard
Variables β† P value

coefficient erro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aseline baPWV‡  -0.16  0.05 -0.47 0.002
Hypercholesterolemia§ -69.24 26.60 -0.36 0.013
Waist circumference  -2.04  1.25 -0.23 0.1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2=0.385, adjusted R2=0.332, 
†
The ‘β’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
BaPWV denotes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History of hypercholesterolemia=1, No history of 
hypercholesterolemia=0.



김무영 외: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사우나 이용 후 맥파속도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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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의 원료인 니트로 리세린(nitroglycerin)을 투여할 경

우 맥파속도가 감소함이 보고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우나 이용으로 인해 증가된 심박출량으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의 NO 분비 증가가 baPWV의 감소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1회의 사우나 전후의 

baPWV와 혈역학적 인자의 변화를 조사했기 때문에 연

구 결과가 장기간 규칙적으로 사우나를 이용했을 경우

의 효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두번

째로 설문에 의존해서 과거 병력을 조사한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대상의 수가 적고(n=39), 경기도의 일개 마

을 주민에서 모집하 으며, 대상 중 남자의 비율(25.6%)

이 낮아 일반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 하는 데 한계가 있

다는 것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일반 인구집단에서 장기간 규칙적인 사우나 이

용이 맥파속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향적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되며, 또한 적정한 사우나 온도와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찜질방과 같은 원적외선 방식의 저온 사

우나와 고온의 전통 핀란드식 사우나의 심혈관계 효과

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40세 이상의 지역사회 주

민에서 60oC 원적외선 사우나 이용이 일시적으로 맥파

속도를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사

우나 전의 맥파속도가 빠를수록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사우나 이용이 맥파속도가 빠른 심혈관계질환

의 고위험군에서 혈관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하며, 향후 장기간 규칙적인 사우나 이용의 심혈관계 효

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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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cute Reduction of Pulse Wave Velocity after 
Sauna in Adults in a Community

Moo Young Kim, M.D., Shin Jung Oh, M.D., Ah Reum Han, 
M.D., Hye Ree Lee, M.D., Jae Yong Shim, M.D., Duk Chul 
Lee,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Recently, thermal therapy such as sauna 

and sweating room is popular as a health behavior.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sauna treatment improves 

hemodynamic data and clinical symptoms by restoring 

endothelial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at sauna bath could decrease pulse wave 

velocity reflecting vascular function of people in the 

community.

Methods: A total of 43 volunteers (11 male, 32 female) 

older than 40 years old were kept in 60˚C dry sauna 

for 15 to 20 minutes. We measured th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 blood pressure, heart 

rate, body weight and body temperature before and, 

30 and 60 minutes after sauna bath and assessed the 

differences of the means of these measurements with 

repeated measures of ANOVA. Then, we pe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factor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baPWV 

change.

Results: The BaPWV an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decreased significantly 30 and 60 minutes 

after sauna bath comparing to those before (P＜0.001, 

P=0.003, P=0.011, respective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aseline baPWV and history of 

hypercholesterolemia independently influenced on the 

amount of baPWV change (β=-0.47, P=0.002; β=-

0.36, P=0.013, respectively).

Conclusion: We studied the acute reduction of pulse 

wave velocity after sauna bath in adults over 40 years 

old. This change was striking in the subjects with 

faster baseline baPWV. This result suggests that sauna 

bath can improve vascular function in the high risk 

group of cardiovascular diseases. (J Korean Acad Fam 

Med 2006;27:384-39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sauna bath, pulse wave velocity, vascular 

function, cardi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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