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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3축 가속도센서를 사용한 보행 시 대사에너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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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etabolic energy expenditure with the computed kinetic energy for different speeds of

walking and running over the treadmill and to find the relevance for individual and group equation by performing a statistical

analysis, Bland-Altman plot. Seven male subjects participated, and they were required to walk and run on the treadmill with the gas

analyzer and triaxial accelerometer. Walking speeds were 3.0, 4.0, 5.0 and 6.0 km/h and running speeds were 7.0, 8.0 and 9.0 km/h

respectively. Kinetic energy was calculated by the integration of acceleration data and compared with the metabolic energy measured

by a gas analyzer. Correlation coefficients showed relatively good between the measured metabolic energy and the calculated kinetic

energy. In addition, a dramatic increase in kinetic energy was also observed at the transition speed of walking and running, and two

standard deviations in Bland-Altman plot, deriv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were 1.14, 2.53, 2.93,

1.80, 2.80, 0.60 and 2.48 respectively. It was show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for methods of how to predict the kinetic energy

expenditure for individual and group even though people had each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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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10대 이상 남녀의 30.5%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0이상인 비만으로 나타났으며(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8),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증 등의 대사관련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으로 밝혀지고 있다(Anderssen & Hjermann, 2000). 잘못된 생활

양식과 신체활동의 부족에 따른 비만이 대사관련 질병 등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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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규칙적인 신체활동

을 권장하고, 또한 신체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이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체활동과 에너지 소모량을 용이하

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호흡가스 분석기를 활용하여 심폐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한 후 최대운동능력을 고려하여 트레드밀

(treadmill)을 활용한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호흡가스 분석기는 

고가이고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

로 휴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크기가 작

고 휴대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인간의 

몸에 고정시켜 움직임을 감지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Song, 2005). 그 중 가속도 센서는 센서의 

출력 값과 에너지 소모량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증명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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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센서로 알려져 

있으며, 수 십 년 동안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ang, Choi, Mun과 

Tack(2008)은 속도에 따른 걷기와 뛰기 시 측정되는 가속도 축 방

향과 에너지 소비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모든 축 방향(x축, y

축, z축, xy축, xz축, yz축, xyz축) 중에서 xyz축의 값(signal vector

magnitude, SVM)이 에너지 소비량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성

별, BMI, SVM을 이용한 다중회귀식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예

측하는데 있어서 걷는 동작이 달리는 동작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ang, Choi, Mun, Bang과 Tack(2009)

은 가속도 센서의 부착위치에 따른 회귀식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

량의 예측에 있어서, 허리에 부착하는 것이 발등에 부착하는 것보

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Crouter, Clowers와 Bassett(2005)

은 앉아서 하는 일부터 활발한 운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하기 위해 10초당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METs를 예측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Freedson, Swartz, Hendelman

Lifestyle equation과 같은 단일 회귀식보다 에너지 소비량 예측이 

정확하다고 결론을 내었다. Nilsson et al.(2008)는 가속도 성분의 피

크 수를 측정하여 기존의 에너지 소모량을 추정하는 식들로부터 

예측하는 에너지 소모량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에너지 소

모량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en과 

Sun(1997)은 열량계(calor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에너지 소모량

과 하나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선형 방정식과 비선형 방정식

을 통한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하는 연구하여 가속도 센서와 열량계

의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서 수면시간을 제외한 모든 행동에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Leenders, Nelson과 Sherman(2002)

은 accelerometer, motion dectector, pedometer를 이용하여 1분당 

counts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하였고, 각 장비들의 에너지 

소모량 예측의 오차 범위에 대해 Bland-Altman을 수행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추정하였으나, 이는 실용성보다는 정확성에 초점

이 맞추어져 다양한 응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가속도 센서의 위치

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유선 처리 문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일

상생활에서의 응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편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앞서 한 개의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보행 시 대사에너지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와 뛰기 시 

획득된 가속도 신호와 대사에너지의 비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

고,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된 대사에너지와 실험 시 획득한 

대사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하여 개인별 추정식과 집단별 추정식을 

Bland-Altman 도표 분석을 이용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 대상

비정상적인 보행이나 나이차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의 변화

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이나 상해가 없고 정상적 보행을 하는 

건강한 20대 남성 7명의 피검자를 선정하였다. 피검자들의 평

균 연령은 25.4±0.8 year, 신장 170.9±5.6 cm, 체중 70.6±10.7 kg,

BMI 24.0±3.4이다(Table 1).

Subject
(n=7)

Age(years) Height(cm) Weight(kg) BMI

A 25 173 60 20.1

B 25 176 73 23.9

C 25 173 75 23.6

D 25 177 82 26.3

E 26 162 53.6 20.4

F 25 170 68.9 23.8

G 27 165 82 30.1

Mean 25.4 170.9 70.6 24.0

SD 0.8 5.6 10.7 3.4

Table 1. Subject parameters

2. 실험 장비

외부 환경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동작분석 실험실에서 실험

을 시작하기 전에, 호흡가스 분석기의 사용 준비 과정에서 압력,

부피, 가스를 보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3축 가속도센서

(CXL02LF3, Crossbow Technologies, Canada)를 양측 후상장골극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의 중간 지점에 부착하고 호흡

가스 분석기(Metamax 3X, Cortex Biophisik GmbH Co., Germany)를 

착용한 후 트레드밀(Gaitway, HP Cosmos, Germany) 위에서 피검

자의 보행을 진행하였다. 가속도 센서를 후상장골극에 부착한 

것은 체중심의 움직임을 보고자 했다. 3축 가속도 센서는 ±25 g

의 민감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는 LabVIEW(National

Instrument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50 Hz의 샘플링율

(sampling rate)로 저장되었다(Figure 1).

<front> <back>

Figure 1. Experimental equipments



Prediction of Energy Expenditure by Using a Tri-axial Accelerometer 255

3. 실험 방법

실험 실시 30분 전, 피검자들에게 실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실험 장비를 착용

한 후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와 뛰기 동작을 수행하였고, 피검

자로 하여금 3 km/h, 4 km/h, 5 km/h, 6 km/h에서 걷고, 7 km/h,

8 km/h, 9 km/h에서 뛰도록 지시하였다. 운동의 누적효과를 줄

이기 위해서 속도를 임의 순서대로 선정하였고, 서로 다른 날

에 각각 3회 수행하였다. 실험 순서는 보행 시작 전 1분의 워밍

업 시간과 5분의 보행 시간과 보행 완료 후 1분의 쿨다운 시간

으로 구성되었으며<Figure 2>, 매 실험 트라이얼의 소요 시간인 

7분 동안 호흡가스 분석기와 가속도 센서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았다. 하나의 실험 트라이얼이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박 수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다른 속도의 실험을 실시

하였다(Kang, 2009).

Figure 2. Procedure of experiment

4. 분석 방법

호흡가스 분석기를  데이터 획득 구간 중 5분 동안의 보행 

시간을 추출하였고, 그 중 운동시작 후 불안정한 에너지 소모

도 수치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VO2, VCO2가 정상상태

(steady-state)인 구간 2분을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였다(Traballesi,

Porcacchia, Averna & Brunelli, 2008). 호흡가스 분석기에서 10초

마다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일일 에너지 소모량(kcal/day) 값을 

운동에너지와의 비교를 위해 kcal로 변환하였다. 가속도 센서에

서 측정되는 원 데이터를 저역필터에 통과시키고 DC 성분을 0

으로 오프셋 한 후, 3축의 가속도 성분을 합성벡터의 크기

(signal vector magnitude, SVM)를 이용하여 하나의 가속도 성분 

으로 나타냈다(Choi, 2006). 이를 심프슨 공식(Simpson's rule)으

로 적분을 해서 속도 성분을 얻었다. 적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분상수는 실험 시작 전 정적 상태에서 측정하였던 오프셋 값

을 이용하여 고려하였다. 이렇게 얻은 시간에 따른 속도 성분

은 피검자의 몸무게를 고려한 운동방정식을 통해 운동에너지(J)

로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구간으로 사용한 2분 동안의 

Figure 3. Process to predict the energy expenditure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을 모두 더하여 각각 3~9 km/h에 대

한 값으로 나타내었다<Figure 3>. 이를 이용하여 피검자의 특성

을 고려한 개인별 회귀방정식과 고려하지 않은 집단별 회귀방

정식을 도출하고, 두 에너지 소모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또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녀 예측된 대사에너지 소모량과 

실험 시 획득한 대사에너지 소모량의 차이를 이용한 개인별 에

너지 추정식(방법 1)과 집단별 에너지 추정식(방법 2)에 대해 

Bland-Altman 도표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Bland & Altman, 1986).

Ⅲ. 결 과

1. 속도별 운동에너지와 대사에너지의 분포

운동에너지 소모량을 보면, 걷기에서는 3 km/h에서 0.29±0.18

kcal, 4 km/h에서 0.42±0.17 kcal, 5 km/h에서 0.64±0.22 kcal, 6

km/h에서 1.16±0.56 kcal로 계산되었고, 뛰기에서는 7 km/h에서 

4.65±1.18 kcal, 8 km/h에서 5.52±1.58 kcal, 9 km/h에서 6.26±1.27

kcal로 계산되었다. 이에 호흡가스 분석기에서 측정된 대사에너

지 소모량을 보면, 걷기에서는 3 km/h에서 7.46±1.36 kcal, 4

km/h에서 8.27±1.70 kcal, 5 km/h에서 9.96±1.85 kcal, 6 km/h에서

Figure 4. Comparison of energy expenditure in various speed
with walking an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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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2.97 kcal로 측정되었고, 뛰기에서는 7 km/h에서 16.95±2.26

kcal, 8 km/h에서 18.44±2.52 kcal, 9 km/h에서 19.85±2.95 kcal로 

측정되었다<Figure 4>. 측정된 대사에너지 소모량은 속도의 증

가에 따른 변화량이 크지 않은 반면, 계산된 운동에너지 값은 

걷기 동작인 3~6 km/h과 뛰기 동작인 7~9 km/h이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걷기(6 km/h)에서 뛰기(7 km/h)로 바뀌는 과도

기에서 운동에너지 값이 급증하는 것을 보였다(Menier, 1968).

2. 개인별 및 집단별 운동에너지와 대사에너지의 상관관계

<Figure 5-(a)> 는 7명의 피검자 개인별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

와 대사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피검자 A(좌상)부터

피검자 G(우하)의 그래프에서 운동에너지와 대사에너지 사이의 회

귀계수 및 상관계수를 보면, A는 약 3.084와 0.930, B는 약 5.177과 

0.936, C는 약 3.115와 0.869, D는 약 2.860과 0.896, E는 약 4.465와 

0.860, F는 약 3.463과 0.854, G는 약 1.364와 0.799를 보였다.

<Figure 5-(b)> 는 피검자의 구분 없이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

지와 대사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운동에너지와 

대사에너지 사이의 회귀계수 및 상관관계를 보면 약 3.489와 

0.788을 보였다.

(a)

(b)

Figure 5. Correlation between the kinetic energy and metabolic energy
with computed from (a) the individual's equations and (b) one
equation included whole data

3. 개인별 및 집단별 에너지 추정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gure 5-(a)> 와 <Figure 5-(b)>는 

가속도 센서로부터 계산된 운동에너지 소모량을 이용하여 대사

에너지 소모량을 추정하는 회귀식을 나타내고 있다. 각 피검자

에 대해, 가속도 센서로부터 계산된 운동에너지 값을 개인별 

에너지 소모량 추정식과 집단별 에너지 소모량 추정식에 대입

하여 추정식에 의한 대사에너지 값을 구하였다. 이 값과 측정

된 대사에너지와의 차이를 Bland-Altman 도표 분석에 쓰이는 

값으로서 나타내었다(Table 2).

또한 <Table 2>와 같이 운동에너지에 대한 개인별 및 집단별 

대사에너지 추정식의 차이 값을 이용한 개인별 에너지 소모량 

추정식과 집단별 에너지 소모량 추정식의 방법 비교를 위해  

Bland-Altman 도표 분석한 결과, 차이의 2 표준편차(mean

difference±2SD)가 각각 1.14, 2.53, 2.93, 1.80, 2.80, 0.60, 2.48을 

보였다(Figure 6).

Subject

Range(kcal)

Difference with kinetic
energy expenditure Average

(Individual
+ Group)/2

Difference
(Individual -

Group)Individual Group

A 0.02-1.21 0.61-2.76 0.32-1.81 (-1.98)-(-0.59)

B 0.06-2.75 0.44-4.31 0.25-3.53 (-3.38)-0.01

C 0.55-1.85 1.01-5.23 1.36-3.54 (-4.05)-0.70

D 0.00-1.42 0.10-1.79 0.33-1.35 (-1.52)-0.99

E 0.10-1.31 0.15-3.88 0.14-2.60 (-2.58)-0.00

F 0.15-0.69 1.47-2.60 0.93-1.65 (-1.86)-(-1.07)

G 0.80-2.05 0.26-3.31 0.86-2.20 (-2.22)-1.80

Note. The variables in the brackets indicate negative values

Table 2. Difference from prediction equation about kinetic energy
expenditure for individual and group

Figure 6. Bland-Altman plots to show the differences (kcal) between
measured metabolic energy expenditure and predicted metabolic
energy expenditure from calculated the kinetic energ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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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의 영점 통과 수, 피크 수,

축의 벡터 합 성분을 데이터로 사용하여 칼로리미터에서 측정되

는 에너지 소모량과 비교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

서에서 측정되는 가속도 성분 데이터 처리를 통해 호흡가스 분

석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소모량(kcal/day)과 비교 분석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속도별 운동에너지와 속도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걷기(6 km/h)에서 뛰기(7 km/h)로 바뀌는 과도기에서 

운동에너지 값이 급증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Meiner와 Pugh(1968)

의 연구에서 언급한 8 km/h 시점에서 에너지 소비가 비선형적

으로 증가한다는 부분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과는 달리,

Meiner과 Pugh의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얻은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의 차이에 따른 결과 반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최대 산소 소모량(VO2max)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을 8 km/h로 

언급한 것에 비해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의 값에 따라 에

너지 소모량이 걷기(6 km/h)에서 뛰기(7 km/h)로 동작이 바뀔 

때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뛰기 동작

에서 체중심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커지면서 가속

도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이 급증하기 때문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운동에너지와 대사에너지의 상관관계를 통해 개인별 

및 집단별 에너지 소모량 추정식이 얻어졌고 이를 비선형 회귀

식으로 표현하였는데, Chen과 Sun(1997)의 연구에서는 측정된 

에너지 소모량과 계산된 에너지 소모량을 선형 회귀식과 비선

형 회귀식으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 값을 보

면 걷기와 뛰기에서의 에너지 분포가 서로 경향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선형 회귀식

보다 비선형 회귀식의 정확도가 더 높다고 설명한 부분과 일치

한다(Kang, 2008). 또한, 호흡가스 분석기에서 측정된 대사에너

지 값과 운동에너지로부터 추정된 회귀식에 대입하여 나온 대

사에너지 값을 비교하여, 운동에너지에 대한 개인별 및 집단별 

대사에너지 추정식의 차이값을 나타내었고, 계산된 운동에너지

로부터 만들어진 두 가지 에너지 소모량 추정식(방법 1, 방법 

2)에 대해 Bland-Altman 도표 분석을 한 결과, 모든 데이터 값

이 2 표준편차 내에 분포하여 에너지를 추정하는 두 방법(1, 2)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방법 1과 방

법 2 중 계산된 운동에너지와의 차이가 작은 방법 1이 개인의 

성향을 고려해줌으로써 에너지 소모량을 반영하는데 유리하겠

으나, Bland-Altman 도표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에너

지 소모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방법 2를 

채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하나의 3축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서 운동했을 때의 에너지 소모량을 쉽게 측정하고 운동 관리를 

용이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

구로써, 트레드밀에서 다양한 보행속도에서의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호흡가스 분석기에서 측정된 대사에너지 소모량과 가속도 센

서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예측된 운동에너지 소모량의 상관관계

를 통해 운동에너지로 대사에너지를 추정하고자 한 것이다.

비록 운동에너지와 대사에너지의 비율이 같을 수는 없으나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근육들의 대사에너지 소모를 통해 COM

의 위치가 변한다고 생각되고 이를 가속도 신호로부터 계산되

는 값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통해 계산된 운동에너지 소모량과 측정된 대사에너지 소모량의 

값의 추이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추가실험

을 진행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향후 단일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운동에너지 

소모량 측정을 함으로써 운동 관리를 용이하게 지원해주는 시

스템에 적용한다면, 가볍고 값이 싸며 사용이 간편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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