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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4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첫 번째 중년여성의 2주간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신체활동 강도)을 조사하여 정상인과 비만인 간에 차이를 비교하고, 두 번째 정상인과 비만인을 대상으로 계획
된 24주간 주당 3회 500kcal 소모를 목표로 하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실시하여 주 3일의 운동일과 주 4일의 비운
동일, 그리고 일주일 평균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신체활동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 프로그램 적용 2주전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운동 강도)에 있어 정상인과 
비만인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융복합적인 웰니스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24주간 주당 3회 
500kcal 소모를 목표로 하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정상 집단에서는 3일의 운동 한 날과 4일의 운동 하지 
않는 날, 그리고 일주일 평균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운동 강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비만인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 운동 강도(level 0)를 제외한 모든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운동 강도)

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신체활동, 비만, 걷기 운동, 건강증진, 중년여성, 융복합적인 웰니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1) to compare the physical activity between the normal(NO) and obese 
(OB) group at baseline and 2) to investigate responses of the physical activity to a 24-week walking exercise 
program in both groups. A total of 29 middle-aged women was classified NO and OB group based on the 
BMI(25 kg/m2). Walking exercise was designed to energy expenditure of 500 kcal per day, with a frequence of 
3 days per week for 24 weeks. Body composition(Weight, BMI, BF(%), Hip, WHR) were measured at the 
baseline and after the walking exercise program(24 week). Physical activity were measured during 24 week for 
wellness convergence in the digital age. In conclusion, the current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1) 
physical activity is not difference in both groups at baseline 2) 24-week walking exercise program is an 
effective means of improving physical activity in both NO and OB groups.

Key Words : Physical activity, Obese, Walking exercise, Health promotion, Middle-aged women,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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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와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좌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인들의 신체활동

은 하게 어들고 있으며, 여기에 만성 인 운동 부

족, 잘못된 식습 , 고칼로리 섭취에 따른 양과다  과

도한 스트 스로 인하여 비만, 고 압, 동맥경화증, 심

증, 심근경색증, 당뇨병 등의 생활습 병의 험도는 증

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국외는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과 운동(exercise)

에 하여 뚜렷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는 신

체활동과 운동에 하여 뚜렷하게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국내에서는 걷기, 집안 일, 세차, 계단 오르기, 산

보 등과 같은 낮은 강도의 신체활동은 신체 건강에 효과

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헬스장에서 하는 근력 운동, 달

리기, 테니스, 배드민턴 등 계획된 고강도의 신체활동만

이 신체의 건강함을 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

은 하나이상의 체력 구성요소를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해 계획 , 구조 , 반복 으로 수행되는 신체활동[1]

이라는 제한 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활동은 골격

근 수축으로 에 지 소비를 야기시키는 인간의 모든 움

직임을 포함[16]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여러 분야에서 심

 질환  비만 등의 각종 건강 련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운동보다 일상생활  신체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지

고 있다[10]. 한 일정한 신체활동은 신체의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동시에 만성  질환 방, 사망률 

감소, 비만, 당뇨 감소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고[3, 7, 26], 신체활동  운동이 인체 건강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외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재 국내에서는 2014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  신체활동 황을 살펴보면, 국민의료비, 

신체활동의 질병비용 기여도, 신체활동 실천율 그리고 

신체활동 비실천 이유에 해서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인 신체활동 정도에 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17]. 따

라서 우리나라 성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의 하루 

혹은 일주일의 신체활동(시간, 강도)이 어느 정도인지 조

사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단된다. 한 신체활동에 

한 국내연구에서도 단지 신체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신체활동에 련하여 신체활동 측정 기술, 그리

고 측정 기술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 등에 한 연구들

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0, 12].  

근 화 이후 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심 계 질환 

련 사망률의 주된 험요인은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이며[15],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령

에서 비활동 인 것으로 보고되고[4] 있어 이러한 험

요인에 남성에 비해 더욱 노출되어 있다. 국내 통계청에 

의한 조사도 신체활동 부족과 가장 련이 깊은 순환기 

계통의 질환과 사 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남성

에 비해 여성에서 8.4%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2]. 

그리고 좌업 생활양식으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은 성별에 

계없이 사망원인의 주된 험요인[27]이라는 에서 

좌업 생활을 많이 하는 여성이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미국질병통제 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미국 스포츠의학회(America College 

of Sports Medicine)는 비만  심 질환 등의 각종 만

성질환을 방하고 치료하기 한 신체활동 권장량은 최

소 주 5회, 일일 30분의 강도 신체활동을 제안하고 있

고[25],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24]의 경우 성인은 최소 주 150분의 강도 신

체활동 는 주 75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13]에서는 주 3회의 운동이 건강증진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고 국민생활체육 의

회는 주당 최소 3일 일일 30분의 운동참여를 권장하는 

7330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활동의 권장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실제 인 하

루 혹은 주당 신체활동(시간, 강도)을 정확하게 악하고 

나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국내는 좌업 생활

을 많이 하는 여성이 하루 어느 정도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신체활동 강도)을 하는지 한 정상 체 의 

여성과 비만 여성 간에 신체활동이 다른지 그리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기 해 계획된 운동 로그램이 하루 

혹은 일주일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0  년여성을 상으로 첫 번째 

년여성의 2주간 신체활동을 조사하여 정상인과 비만인 

간에 차이를 비교하고, 두 번째 정상인과 비만인을 상

으로 계획된 24주간 주당 3회 500kcal 소모를 목표로 하

는 규칙 인 걷기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주 3일의 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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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 4일의 비운동일, 그리고 일주일 평균 신체활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피험자는 40 의 년 여성 총 29명의 자발  참여자

로 구성하 다. 본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자료 수집 차에 해 문서와 구두로 자

세히 설명을 한 후 실험 참여 동의서에 서약을 받고 본 

연구에 참여시켰다. 집단 구분을 해 비만 지표인 BMI 

25 kg/m
2를 기 으로 정상 집단(Normal group: NO)과 

비만 집단(Obese group: OB)으로 구분하 다. 정상 집단

과 비만 집단 간에 피험자 특성  연령과 신장은 두 집

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 ,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허리둘 , 엉덩이 둘 , 허리

-엉덩이 둘  비율은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운동 로그

램  2주간의 평균 신체활동을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의 

지표  보행 수는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칼로리 소모는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

체활동의 모든 강도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selection criterion between 
groups

Variable NO group (n=12) OB group (n=17) p value

Age (yrs) 43.8 ± 5.1 42.4 ± 5.4 .478

Height (cm) 157.8 ± 4.7 161.3 ± 4.4 .053

Weight (kg) 56.0 ± 5.7 81.2 ± 12.9 .001

BMI (kg/m2) 22.5 ± 1.6 31.1 ± 4.3 .001

BF (%) 29.3 ± 2.5 37.8 ± 4.0 .001

Waist (cm) 84.5 ± 5.8 102.6 ± 12.0 .001

Hip (cm) 94.4 ± 3.5 108.9 ± 9.4 .001

WHR 0.90 ± 0.05 0.94 ± 0.05 .018

Steps (step/day) 9437.1 ± 3786.2 9275.3 ± 2934.8 .898

Energy expenditure (Kcal) 1706.4 ± 147.1 2010.5 ± 247.1 .001

Physical 

activity

Level 0 (sec) 33473.8 ± 5491.9 34820.7 ± 7429.1 .599

Level 0.5 (sec)  46913.4 ± 4934.0 45623.8 ± 6718.1 .577

Low level 

(Level 1-3) (sec)
4507.1 ± 1108.6 4135.4 ± 986.1 .351

Moderate level 

(Level 4-6) (sec)
1357.9 ± 1182.1 1671.8 ± 978.6 .442

Vigorous level 

(Level 7-9) (sec)
147.8 ± 172.6 148.4 ± 92.8 .990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WHR: waist-to-hip ratio; NO: 

normal; OB: obese

2.2 운동 프로그램 

사  심폐체력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최  

산소섭취량의 65%에 해당되는 심박수와 일일 500kcal을 

소비할 수 있는 개인별 운동 시간을 산출하 다. 운동 

로그램 시작 후 6주마다 심폐체력을 검사하여 향상된 체

력에 맞는 운동 로그램을 다시 제시하 다. 정확한 운

동량을 소비하 는지 실시간 확인하기 한 목표 심박수 

도달여부는 자동심박동측정기(Polar heart Monitor, 

Polar S610i, Polar Electro, Fin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운동 목표 심박수와 운동 시간 

그리고 운동시 평균 심박수와 소비 칼로리는 <Table 2>

와 같다. 두 집단 모두 24주간 주당 3회, 1회 운동시 500 

kcal 소비를 목표로 설정한 24주간의 운동 로그램에서 

정상 집단은 평균 485.1kcal, 비만 집단은 평균 504.1kcal

를 소비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앞서 제시한 1회 운동시 

500 kcal 소비에 근 한 것으로 단되며, 따라서 운동 

로그램이 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mean values in target 

heart rate, exercise heart rate, exercise 
duration, and energy expenditure 
between groups

Variable Group 1-5th 6-11th 12-17th 18-24th Average

Target heart 

rate

(beat/min)

NO 

(n=12)

127.2 

± 6.5

117.6 

± 8.8

116.2 

± 13.9

116.0 

± 14.1

119.2 

± 11.9

OB 

(n=17)

126.0 

± 11.1

121.8 

± 12.0

132.5 

± 10.8

137.3 

± 13.7

129.4 

± 13.1

Exercise 

time 

(min)

NO 

(n=12)

94.1 

± 11.9

95.5 

± 9.4

88.5 

± 9.9

84.6 

± 6.9

90.7 

± 10.4

OB 

(n=17)

76.6 

± 17.7

76.4 

± 15.1

67.9 

± 10.3

65.9 

± 9.0

71.7 

± 14.1

Average 

exercise 

heart rate 

(beat/min)

NO 

(n=12)

126.7 

± 8.5

123.5 

± 7.4

122.0 

± 7.6

121.2 

± 8.7

123.3 

± 8.1

OB 

(n=17)

131.5 

± 9.0

129.2 

± 7.0

130.6 

± 6.0

129.9 

± 6.5

130.3 

± 7.1

Kcal 

expenditure

(kcal)

NO 

(n=12)

470.1 

± 35.7

500.9 

± 34.5

492.5 

± 59.4

476.9 

± 63.6

485.1 

± 50.0

OB 

(n=17)

505.9 

± 55.6

521.1 

± 51.0

513.2 

± 60.4

476.1 

± 87.6

504.1 

± 66.0

NO: normal; OB: obese

2.3 분석항목 및 방법

2.3.1 신체구성

신장(cm)과 체 (kg)은 자동측정기(DS-102, Jenix,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BMI = 체 (kg)/신장(m2)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고, %BF은 X-Scan Body 

Composition Analyzer(JAWON Medical Co.,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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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허리둘 (waist circumference)

는 자를 이용하여 바닥과 수평을 이루고 배꼽부 를 

평행으로 지나도록 하고, 직립 자세에서 호기 말에 측정

하 다. 엉덩이 둘 는 에서 보았을 때 가장 볼록한 부

를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 다. 허리-엉덩이 

둘 비율은 허리둘 를 엉덩이 둘 로 나  값으로 하

다.

2.3.2 신체활동 강도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속도계(Lifecorder EX, 2006, 

Suzuken, Japan)는 상자들의 오른쪽 허리부 (배꼽과 

선의 앙)에 쉽게 착용하여 운동과 일상생활을 포함

한 체 인 신체활동을 측정할 수 있지만, 수면, 샤워시

간, 수 할 때 등은 제외하도록 하 으며, 연속 으로 7

일 동안 착용 후 일주일 단 로 데이터를 24주간 수집하

다. 단축 가속도계(uniaxial accelerometer)는 보행 수

(steps/day), 칼로리 소모(kcal/day) 뿐만 아니라 4 간격

의 MET 개념에 상응되는 신체활동의 강도(11단계)도 측

정할 수 있다[14, 2]<Table 3>.

<Table 3> MET estimates from a uniaxial 
accelerometer according to the 
physical activity level  

Activity levels Estimated MET

Sedentary activity
0 0.9

0.5 1.6

Light intensity

1 1.8

2 2.3

3 2.9

Moderate intensity

4 3.6

5 4.3

6 5.2

Vigorous intensity

7 6.1

8 7.1

9 8.3

2.4 자료처리

모든 측정변인들은 평균과 표 편차로 표기하 다. 운

동 로그램 2주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의 신체구성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신체활동 강도)에 련

된 측정 변인들은 독립 T-test를 이용하 고, 한  24주

간 걷기 운동 로그램 후 집단 간과 집단 내 신체구성

과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신체활동 강도)의 차

이를 검증하기 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 다. 모든 통

계분석은 PASW-PC(version 18.0)을 이용하 고, 모든 

통계  유의 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3. 연구 결과 

3.1 신체 구성

체 , BMI, 그리고 Hip은 집단 × 측정시기 간의 상호

작용 효과(p=.004, p=.005, p=.02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BF(%), WC 그리고 WHR은 측정시기 간

(p=.001, p=.001, p=.002)과 집단 간(p=.001, p=.001 p=.006)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responses to the 24 week walking 
program between groups  

Variable Group Baseline 24 week p value

Weight 

(kg)

NO (n=12) 56.0 ± 5.7 53.8 ± 5.9 a: .001

b: .001

a×b: .004OB (n=17) 81.2 ± 12.9 74.7 ± 13.0

BMI

(kg/m2)

NO (n=12) 22.5 ± 1.6 21.6 ± 1.5 a: .001

b: .001

a×b: .005OB (n=17) 31.1 ± 4.3 28.6 ± 4.4

BF

(%)

NO (n=12) 29.3 ± 2.5 26.8 ± 3.0 a: .001

b: .001

a×b: .367OB (n=17) 37.8 ± 4.0 34.6 ± 4.1

WC

(cm)

NO (n=12) 84.5 ± 5.8 78.7 ± 6.7 a: .001

b: .001

a×b: .294OB (n=17) 102.6 ± 12.0 95.0 ± 11.6

Hip

(cm)

NO (n=12) 94.4 ± 3.5 91.5 ± 4.1 a: .001

b: .001

a×b: .023OB (n=17) 108.9 ± 9.4 103.0 ± 8.9

WHR
NO (n=12) 0.90 ± 0.05 0.86 ± 0.05 a: .002

b: .006

a×b: .495OB (n=17) 0.94 ± 0.05 0.92 ± 0.05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to-hip ratio; NO: normal; OB: obese; a: time; b: 

group; a×b: time×group

3.2 신체활동량

3.2.1 보행 수 

보행 수는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간에서 운동 로그

램  2주, 운동 로그램  주 3일의 운동일, 운동 로

그램  주 4일의 비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일 

평균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내에서 운동 로

그램  2주, 운동 로그램  주 3일의 운동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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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energy expenditure to the 24 week walking program between groups
Variable Group

Baseline (1)

(Two-week)

Exercise days (2)

(3day/week)

Non-exercise days (3)

(4day/week)

One-week average (4)

(7day/week)
t Post-hoc

Energy 

expenditure 

(Kcal)

NO (n=12) 1706.4 ± 147.1 2196.9 ± 180.5 1786.5 ± 140.3 1962.4 ± 152.2 23.361
***

1-2, 1-4, 

2-3, 2-4, 

3-4

OB (n=17) 2010.5 ± 247.1 2589.0 ± 311.1 2021.4 ± 216.8 2264.6 ± 249.9 18.784***
1-2, 1-4, 

2-3, 2-4, 

3-4

t 14.461*** 15.316*** 10.816*** 13.836***

NO: normal; OB: obese; *: p<.05; **: p<.01; ***: p<.001

<Table 5> Comparison of step to the 24 week walking program between groups
Variable Group

Baseline (1)

(Two-week)

Exercise days (2)

(3day/week)

Non-exercise days (3)

(4day/week)

One-week average (4)

(7day/week)
t Post-hoc

Step 

(steps/day)

NO (n=12) 9437.1 ± 3786.2 22805.6 ± 5496.3 11935.2 ± 5340.4 16593.9 ± 5298.5 16.399***

1-2, 1-4, 

2-3, 2-4,

3-4

OB (n=17) 9275.3 ± 2934.8 20496.3 ± 2585.2 10467.4 ± 2743.0 14765.5 ± 2433.7 60.992***

1-2, 1-4, 

2-3, 2-4, 

3-4

t .017 2.306 .943 1.573

NO: normal; OB: obese; *: p<.05; **: p<.01; ***: p<.001

로그램  주 4회의 비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

일 평균에 있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2.2 칼로리 소모 

칼로리 소모는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간에서 운동 

로그램  2주, 운동 로그램  주 3일의 운동일, 운동 

로그램  주 4일의 비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

주일 평균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내에서 

운동 로그램  2주, 운동 로그램  주 3일의 운동

일, 운동 로그램  주 4일의 비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일 평균에 있어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2.3 신체활동 강도 

신체활동 강도  드러눕기(level 0)와 좌식생활(level 

0.5)는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간에서 운동 로그램  

2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운동 로

그램  주 3일의 운동일, 운동 로그램  주 4일의 비

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일 평균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신체활동의 low(Level 1-3), moderate(Level 4-6),  

vigorous(Level 7-9) level에서는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간에서 운동 로그램  2주, 운동 로그램  주 3일

의 운동일, 운동 로그램  주 4일의 비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일 평균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내

에서 level 0과 low level은 운동 로그램  2주, 운동 

로그램  주 3일의 운동일, 운동 로그램  주 4일

의 비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일 평균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el 

0.5는 정상 집단 내에서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비만 집단 내에서는 운동 로그램  2

주, 운동 로그램  주 3일의 운동일, 운동 로그램  

주 4일의 비운동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일 평균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Moderate level과 vigorous level은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내에서 운동 로그램  2주, 운동 로그램 

 주 3일의 운동일, 운동 로그램  주 4일의 비운동

일 그리고 운동 로그램 일주일 평균에 있어 통계 으

로 유의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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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to the 24 week walking program between groups
Variable Group

Baseline (1)

(Two-week)

Exercise days (2)

(3day/week)

Non-exercise days (3)

(4day/week)

One-week average (4)

(7day/week)
t Post-hoc

Physical 

activity

Level 0 

(sec)

NO 

(n=12)
33473.8± 5491.9 31506.3± 8062.0 32482.2± 6332.8 32063.9 ± 7002.2 .180

OB

(n=17)
34820.7± 7429.1 38490.6± 6865.7 38686.6± 5871.5 38602.6 ± 6177.7 1.385

t .284 6.306
*

7.365
*

7.061
*

Level 0.5 

(sec)

NO 

(n=12)
46913.4 ± 4934.0 42769.5 ± 7314.6 46688.5 ± 6109.9 45008.9 ± 6514.6 1.118

OB

(n=17)
45623.8± 6718.1 36581.3 ± 6665.8 41263.7 ± 5914.2 39256.9 ± 6140.3 6.092***

1-2, 1-4

2-3

t .319 5.597
*

5.761
*

5.872
*

Low level

 (Level 1-3) 

(sec)

NO 

(n=12)
4507.1± 1108.6 5109.4 ± 876.0 4848.2 ± 885.1 4960.1 ± 797.8 .922

OB

(n=17)
4135.4 ± 986.1 4696.8± 845.4 4326.3 ± 836.6 4485.1 ± 744.1 1.313

t .902 1.626 2.611 2.702

Moderate level 

(Level 4-6) 

(sec)

NO 

(n=12)
1357.9 ± 1182.1 5117.9 ± 1560.2 2094.0 ± 1926.3 3389.9 ± 1629.2 12.796***

1-2, 1-4, 

2-3, 2-4, 

3-4

OB

(n=17)
1671.8 ± 978.6 4903.0 ± 1061.4 1854.2 ± 739.0 3160.8 ± 716.1 48.190***

1-2, 1-4, 

2-3, 2-4, 

3-4

t .610 .196 .220 .267

Vigorous level 

(Level 7-9) 

(sec)

NO 

(n=12)
147.8 ± 172.6 1896.9 ± 1403.8 287.1 ± 251.5 977.0± 705.1 11.996***

1-2, 1-4, 

2-3, 2-4, 

3-4

OB

(n=17)
148.4 ± 92.8 1728.3 ± 1025.1 269.2 ± 147.9 894.5 ± 489.4 26.955***

1-2, 1-4, 

2-3, 2-4, 

3-4

t .001 .140 .058 .139

NO: normal; OB: obese; a: time; b: group; a×b: time×group;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40  년여성을 상으로 첫 번째 년여

성의 2주간 신체활동을 조사하여 정상 집단과 비만집단 

간에 차이를 비교하고, 두 번째 계획된 24주간 주당 3회 

500kcal 소모를 목표로 하는 규칙 인 걷기 운동을 실시

하는 동안 정상 집단과 비만 집단 간에 주 3일의 운동일

과 주 4일의 비운동, 그리고 일주일 평균 신체활동에 미

치는 향이 다른지를 조사하 다. 

첫 번째로 <Table 1>에서 보듯 정상 집단과 비만 집

단의 피험자 특성  연령과 신장은 차이가 없었지만 모

든 비만 지표들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집단 구분이 명확하게 된 것으

로 사료된다. 2주간의 신체활동을 측정한 결과, 일주일 

평균 보행 수는 비만 집단(9275보)에 비해 정상 집단

(9437보)에서 165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좌업여성을 상으로 일주일 

보행 수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 일주일 평균 7145보[21]

와 미국 여성을 상으로 일주일 보행 수를 조사한 선행

연구 결과일주일 평균 7029보[5]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보행 수를 보 다. 일주일 평균 칼로리 소모는 정상 집 

단에 비해 비만 집단에서 304kcal을 더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체활동 수 (시간, 강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상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비만 집

단의 기 사량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기 사량은 

신체 크기가 클수록, 제지방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18]. 한 일주일 평균 하

루 신체활동 강도별 시간을 살펴보면, 드러눕기에 해당

하는 level 0(정상 집단은 9시간 17분 54 , 비만 집단은 

9시간 40분 21 ), 좌식행동에 해당하는 level 0.5(정상 집

단은 13시간 1분 53 , 비만 집단은 12시간 40분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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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인 low level(정상 집단 1시간 15분 7 , 비만 집단 

1시간 8분 55 ), 강도인 moderate level(정상 집단 22

분 38 , 비만 집단 27분 52 ), 고강도인 vigorous level

(정상 집단 2분 28 , 비만 집단 2분 28 )의 모든 신체활

동 강도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은 하루  반 이상을 좌식행동

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8]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udor-Locke 등[23]이 미국 성인 여

성(정상 집단: 555명, 비만 집단: 680명)을 상으로 신체

활동을 조사한 결과, 드러눕기에 해당하는 level 0(정상 

집단은 10시간 3분 5 , 비만 집단은 10시간 15분 4 ), 

좌식행동에 해당하는 level 0.5(정상 집단은 11시간 18분 

5 , 비만 집단은 11시간 22분 7 ), 강도인 low level

(정상 집단 2시간 17분 3 , 비만 집단 2시간 9분 2 ), 

강도인 moderate level(정상 집단 19분 9 , 비만 집단 13

분), 고강도인 vigorous level(정상 집단 8분 7 , 비만 집

단 2분 5 )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도 일

치되는 것으로 단된다. 한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24]의 경우 성인은 최소 주 

150분의 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미국 성인 

여성인 경우 정상 집단은 주 133분, 비만 집단은 91분의 

강도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반면 본 연구의 정상 집단

은 주 158분, 비만 집단은 주 195분의 강도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본 연구의 상자들은 정 인 신체활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종, 국가, 지역, 

상에 따라 신체활동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됨에 따라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두 번째로 신체활동 증가를 해 계획된 24주간의 규

칙 인 걷기 운동 로그램 후 신체구성 변인  체 , 

체질량지수 그리고 엉덩이 둘 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에서 24주간의 규칙 인 걷기 운

동 로그램 후 체 , 체질량지수 그리고 엉덩이 둘 가 

개선되었지만 정상 집단에 비해 비만 집단에서 개선 효

과가 더욱 정 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체지방

률, 허리둘 , 허리-엉덩이 둘 는 집단에 상 없이 24주

간의 운동 로그램에 의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이러한 신체구성 변인의 정 인 변화는 규

칙  걷기 운동 로그램에 따른 에 지 소비량의 증가, 

지방 조직의 지질분해율의 증가  활동근육으로의 지방

산 유입 증가  지방기질의 이용 증가[9]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 Park과 Choi[19]가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 ,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이 감소하 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 다.   

24주간 주당 3회 일회 500kcal 소모를 목표로 하는 규

칙 인 걷기 운동은 보행 수(정상 집단 13400보, 비만 집

단 11200보)와 칼로리 소모(정상 집단 490kcal, 비만 집단 

579kcal)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에 상

없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Table 

5～6>. 하지만 신체활동 강도(level 0, level 0.5, low 

level, moderate level, vigorous level)의 변화를 살펴보

면, 정상 집단인 경우 level 0(32분 47  감소), level 0.5(1

시간 9분 3  감소), low level(10분 2  증가), moderate 

level(1시간 2분 증가), vigorous level(29분 9  증가)의 

변화를 나타낸 반면 비만 집단인 경우는 level 0(1시간 1

분 9  증가), level 0.5(2시간 30분 42  감소), low 

level(9분 21  증가), moderate level(53분 52  증가), 

vigorous level(24분 40  증가)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24주간 주당 3회의 규칙 인 걷기 운동이 정상 집단인 경

우 드러눕기에 해당되는 level 0와 좌식행동에 해당되는 

level 0.5의 시간을 감소(약 1시간 41분)시킨 반면 low 

level, moderate level 그리고 vigorous level의 시간을 증

가(약 1시간 41분)시킴에 따라 신체활동 증가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만 집

단인 경우 드러눕기에 해당되는 level 0의 시간을 오히려 

증가(1시간 1분)시키고 좌식행동에 해당되는 level 0.5의 

시간만 감소(약 2시간 31분)시켰으며, low level, 

moderate level 그리고 vigorous level의 시간을 증가(약 

1시간 29분)시킴에 따라 신체활동 증가에 정 인 향

뿐만 아니라 부정 인 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1].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명확하게 밝

히기는 어렵지만, 비만인은 인체의 하 으로 인해 더 느

린 속도, 더 짧은 보폭, 두 배로 늘어난 체공시간, 어든 

무릎의 움직임의 범 를 갖고 있어[6], 평지 보행 시 정상 

집단에 비해 비만 집단에서 하지 근육의 피로도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20]와, 체지방이 지구성 수행

력에 부정  향을 미치며 실제로 체 부하 운동일 경

우 더욱 클 수 있고, 걷기 속도가 6.5km/hr 이상부터는 

달리기에 비해 에 지 소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젖산, 

심박수, 근피로 등이 달리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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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intensity to the 24 week walking program between groups

피험자가 느끼는 운동자각은 달리기보다 높았다는 보고

[28, 29]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걷기 운동 

강도(최 산소 섭취량의 65%)는 두 집단 같지만 정상 집

단에 비해 비만 집단에서 더 많은 피로가 유발되어 수면

시간의 증가 혹은 드러 워 휴식하는 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럼으로, 비만인들은 걷기 운

동시 최 산소 섭취량의 65% 강도보다 낮은 강도로 장

시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40  년여성을 상으로 규칙 인 걷기 

운동 로그램 용 2주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

모, 운동 강도)에 있어 정상인과 비만인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 으로 설정된 24주간 주당 3

회 500kcal 소모를 목표로 하는 규칙 인 걷기 운동 로

그램은 정상 집단에서는 3일의 운동 한 날과 4일의 운동 

하지 않는 날, 그리고 일주일 평균 신체활동(보행 수, 칼

로리 소모, 운동 강도)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만인에서는 부정 인 효과를 보인 운동 

강도(level 0)를 제외한 신체활동(보행 수, 칼로리 소모, 

운동 강도)에서 정 인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걷기 운동 로그램은 계획된 활동으로 신

체  건강이 증진되었지만 일상생활의 걷기나 가사활동 

등 낮은 활동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만성질활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 짐에

[7, 26, 3]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의 변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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