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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energy expenditure of eight walking activities i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or obese high school students and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wo accelerometers worn on 
the ankle and waist. Thirty-five (male 17, female 18) healthy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classified into normal weight (n=21) and overweight or obese (n=14) groups. The subjects com-
pleted five treadmill walking activities (TW2.4, TW3.2, TW4.0, TW4.8, TW5.6), followed by three self-se-
lected hallway walking activities (walk as if walking and talking with a friend: HWL, walk as if hurrying 
across the street at a cross-walk: HWB, walk as fast as you can but do not run: HWF). Energy expenditure 
and metabolic equivalents (METs) were measured using a portable indirect calorimeter, and predicted energy 
expenditures and METs were derived from two accelerometers placed on the ankle and waist. Measured en-
ergy expenditures per body weight (kg) of eight walking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ormal 
weight group than in the obese group and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than male. The ankle accelerometer 
overestimated energy expenditures and METs (bias 49.4∼105.5%), whereas the waist accelerometer under-
estimated energy expenditures and METs (bias –30.3∼–85.8). Except for HWF (fast) activity, METs of seven 
activities were moderate intensity based on Compendium METs intensity categories. HWF (fast) activity was 
vigorous intensity. METs from the ankle accelerometer were vigorous intensity except TW2.4 activity 
(moderate intensity). METs from the waist accelerometer were low intensity (TW2.4, TW3.2, TW4.0, TW4.8, 
HWL) and moderate intensity (TW5.6, HWB, HWF).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were developed based on 
measured physical activity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Further studies should investigate the effects of body 
composition in larger subjects.

Key words : obesity, treadmill walking, self-selected walking,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energy expenditure



J Korean Diet Assoc 23(1):78-93, 2017 | 79

서 론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에서 보

고된 12∼18세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만 유병률은 

1998년에는 10.2%와 8.1%였으나, 2014년에는 19.6%

와 10.8%로 증가하였다.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 비

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Kim & 

Kim 2012)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대

사성질환의 발병 위험요인이 되므로(Park & An 2014) 

반드시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균

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성장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 섭취가 필요하므로 에너지 섭

취량의 제한보다는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켜 적절

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im & Kim 

2012; Park 등 2013). 또한 비만 학생의 경우, 정상체

중 학생에 비하여 신체활동이 저조하고 여가시간에

도 주로 정적인 활동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체활

동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eo 2009). 따라서 청

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신체활동량 및 에너지 소비

량을 파악하고 각각의 집단에 맞는 신체활동 지침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스포츠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014)는 소아청

소년의 경우, 1일 최소 60분 이상 중강도와 고강도

의 신체활동을 적절히 병행할 것을 권장하면서 추

가적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하거나 과체중 혹은 비만

인 경우 신체활동의 빈도와 시간을 증가시켜야 한

다고 권고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을 위

한 신체활동 지침에는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매일 1시간 이상 수행하고, 고강도 신체활동

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수행할 것을 권장하였

을 뿐 과체중 및 비만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지침

사항은 추가되어 있지 않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b).

신체활동량 및 에너지 소비량은 연령과 성별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체중, 비만도지수, 체

지방량 및 제지방량 등 신체조성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Kim & Kim 2012). 즉,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60∼70%를 차지하는 기초대사량(Basal energy expend-

iture, BEE)과 신체조성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Lee 등 2009; Son 등 

2014). 실제로 동일한 활동을 수행할지라도 기초대

사량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

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Kim & Kim 2012; Park 

& An 2014). 에너지 소비량은 기초대사량에 대한 

배수(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의 형태로 산

출되므로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할 경우 개인의 체

조성 또는 비만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비만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비만 초등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일 

에너지 소비 패턴을 평가한 Choi & Jun(2007)의 연

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여부에 따라 

1일 활동량을 평가한 Kim & Kim(2012)의 연구 및 

초ㆍ중ㆍ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라 

일주일간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한 Park & 

An(2014)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에서는 1일 혹은 일주일간의 신체활동수준(physical 

activity level, PAL)과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

을 뿐 동일한 신체활동 시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만

도에 따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신체활동량 또는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심박수 모니터, 보행계수계, 가속도계 등

이 있는데, 가속도계는 가볍고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최근 신체활동 평가 연구에서 빈도 높게 

이용되고 있다(Lee 2012; Jeong 등 2013).

가속도계를 이용한 많은 국내ㆍ외 연구에서는 주

로 연구대상자의 허리(혹은 골반 위쪽)에 가속도계

를 착용한 바 있다(Lyden 등 2011; Alhassan 등 2012; 

Lee 2012; Lee 등 2012; Jeong 등 2013; Lee 2014; 

Peterson 등 2015). 가속도계를 허리 이외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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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er 등 2013; Ellis 등 2014; Crouter 등 

2015) 또는 발목(Hager 등 2015) 등에 착용한 신체활

동 평가 연구도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외국에

서 수행된 연구가 대다수이다. 가속도계를 이용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활동량의 측정

값은 활동의 강도 및 종류뿐만 아니라 가속도계의 

착용 위치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20∼49세 성인 66명(남자 26명, 여

자 40명)을 대상으로 허리, 손목, 발목, 상완(upper 

arm)에 가속도계를 착용하여 위치별 에너지 소비량

을 평가한 Kim 등(2014) 연구 외에는 가속도계 착용 

부위에 따른 정확한 검증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 

뿐만 아니라 두 개의 3차원 중력가속도계를 허리 

오른쪽과 발목 오른쪽에 착용한 후 8가지 걷기 활

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가지 걷기 활동

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비만 여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및 그 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신체

활동량을 기준으로 가속도계의 착용 위치별 정확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강릉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 35명(남학생 17명, 여학생 18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연구 내용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 및 보

호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특별한 질환

이 없고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및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는 건강한 자를 기준으로 

하였고 또한 다양한 신체조성의 집단(정상체중, 과

체중 및 비만)을 모집하고자 체중 및 체질량지수의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았으며, 다만 체육특기자 또

는 고강도 활동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는 강릉원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rad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심의(IRB 승인번호: GWNUIRB-2016-1)를 받은 후 

예비 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2016년 2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2. 신체계측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측정 

시작 4시간 전부터 식사 및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신장은 자동신장계(BSM 330, 

Biospace, Korea)를 사용하여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

서 직립한 자세로 측정하였고, 체중과 체지방량은 

체성분분석기(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

여 생체전기저항법(Biolectriacal impedance analysis)으

로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

여 BMI(Weight(kg)/Height(m)
2
)로 계산하였고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의 성별 연령별 BMI 표

준백분위에 따라 5% 이상 85% 미만의 경우 정상체

중군으로, 85% 이상의 경우 과체중 및 비만군(이하 

“비만군”)으로 구분하였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6).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 

총 35명 중 정상체중군은 21명(남학생 11명, 여학생 

10명)이었고 비만군은 14명(남학생 6명, 여학생 8명)

이었다. 

3. 신체활동량 측정 

1)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를 이용한 측정 

간접열량계(indirect calorimeter)의 일종인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Cosmed K4b
2
, Rome, Italy)는 

신체활동 중 매 호흡 시마다 초 단위로 측정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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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s of 8 walking activities.

Walking activities Speed or description of activities 

Treadmill walking TW2.4
1)

Slowly walking ① (2.4 km/h) 

TW3.2 Slowly walking ② (3.2 km/h) 

TW4.0 Usually walking ① (4.0 km/h) 

TW4.8 Usually walking ② (4.8 km/h) 

TW5.6 Quickly walking (5.6 km/h)   

Self-selected hallway 

walking 

HWL
2)

Walk as if walking and talking with a friend

HWB
3)

Walk as if hurrying across the street at a cross-walk

HWF
4)

Walk as fast as you can but do not run
1)

 TW: treadmill walking
2)

 HWL: hallway walking leisurely
3)

 HWB: hallway walking briskly
4)

 HWF: hallway walking fast 

소 섭취량(VO2)과 이산화탄소 배출량(VCO2)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소비량(EE) 및 METs 

산출값을 제공한다. 본 기기의 무게는 925 g이며 an-

alyzer unit과 battery, face mask, sampling line, heart 

rate bel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시작 1시간 전에 기기의 전원을 켜서 워밍

업을 한 뒤 모든 부속품을 셋팅하고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기화

조정(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Calibration을 완료한 

후 analyzer unit에 대상자의 연령, 신장, 체중, 성별

을 입력하고 head harness를 이용하여 face mask로 

대상자의 코와 입 주위를 덮어 들숨과 날숨이 새지 

않도록 조여 측정을 준비하였다. 

2) 가속도계를 이용한 측정

가속도계는 3축(상하, 좌우, 앞뒤 3차원 중력) 가속

도계(triaxial ActiGraph accelerometer, model GT3X
＋

, 

USA)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신체활동 중 세 개의 

축(axis 1, axis 2, axis 3)에서 측정된 움직임의 정도

를 counts값으로 제시하고 이들 값을 토대로 계산된 

VM(Vector Magnitude)값을 제공한다(Actigraph Sup-

port Center 2016).

VM=   

가속도계를 착용하기 전 가속도계와 연결된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ActiLife 6.9.4)에 K4b
2
에 입력한 대상자

의 연령, 신장, 체중, 성별을 동일하게 입력하였다. 이

때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epoch)는 휴대용 무선 호

흡가스분석기에서 매 호흡 시마다 초 단위로 데이터

를 요약하는 것과 동일하게 10초로 설정하였다.

각 연구대상자는 총 2개의 가속도계를 착용하였는

데, 한 개는 연구대상자의 엉덩이 장골릉(iliac crest)에 

장착한 탄력성 있는 나일론 벨트를 이용하여 오른쪽 

허리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한 개는 발목용 

벨트를 연구대상자의 오른쪽 발목 복사뼈(lateral mal-

leolus) 위쪽에 채우고 여기에 가속도계를 고정하였다. 

3) 신체활동(걷기) 프로토콜

연구대상자는 무선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와 두

개의 3축 가속도계를 동시에 착용하고 트레드밀에

서 5가지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걷는 활동과 스스

로 속도를 조절하여 복도에서 걷는 3가지 활동을 수

행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수행한 트레드밀에서

의 5가지 걷기 활동 및 복도에서의 3가지 걷기 활동

의 지침은 Hall 등(2013)의 프로토콜을 참고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트레드밀에서 천천히 걷기 ①

(Treadmill walking 2.4 km/hr: TW2.4), 천천히 걷기 ②

(Treadmill walking 3.2 km/hr: TW3.2), 보통 걷기 ①

(Treadmill walking 4.0 km/hr: TW4.0), 보통 걷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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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subjects.

Male (N=17) Female (N=18)

 NW
1)

(n=11)

 OW
2) 

(n=6)

NW 

(n=10)

OW 

(n=8)

Age (years) 15.7±0.8
3)

15.8±0.8 16.4±1.1 16.5±0.8

Height (cm) 170.7±4.9 171.7±3.3 159.6±3.7* 155.3±3.9

Weight (kg) 65.9±7.1* 82.3±12.1 52.6±5.8* 60.4±4.8

Body mass index
4)

22.6±1.7* 27.9±3.6 20.7±2.3* 25.1±1.7
1)

 NW: Normal weight 
2)

 OW: Overweight or obese 
3)

 Mean±SD 
4)

 Weight (kg)/[Height (m)]
2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rmal weight group and over-

weight or obese group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Treadmill walking 4.8 km/hr: TW4.8), 빠르게 걷기

(Treadmill walking 5.6 km/hr: TW5.6)를 순서대로 수

행하였다. 트레드밀에서의 5가지 걷기 활동의 측정

이 종료된 후 약 20∼30분간 휴식시간을 가졌다. 휴

식을 마친 대상자들은 특별히 제시된 기준 속도 없

이 개인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며 자유롭게 걷는 3

가지의 복도 걷기(self-selected hallway walking) 활동

을 수행하였다. 복도 걷기 활동 시에는 ‘친구와 대

화하듯 천천히 걷기(Hallway walking leisurely, HWL)’, 

‘깜빡이는 신호등을 건너듯 조금 빠르게 걷기(Hall-

way walking briskly, HWB)’ 그리고 ‘뛰지는 않되 가

능한 가장 빠르게 걷기(Hallway walking fast, HWF)’

를 걷기 활동의 속도로 제시하였다. 모든 걷기 활동

은 각각 5분 동안 수행하도록 하였고, 각 활동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활동 수행을 마친 후 

5∼10분간 휴식시간을 가졌다. 

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와 두 개의 가속도계

로부터 얻은 모든 데이터는 Hall 등(2013)의 방법에 

따라 각 활동의 측정시간 5분 중 앞부분의 2분간 

데이터를 삭제한 후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자가 각 활동에 적응하고 산소 섭취량이 

안정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기 위함

이다. 또한 트레드밀 걷기 활동의 경우, 측정 종료 

시 트레드밀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마지

막 뒷부분의 10초도 삭제해서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

였다. 따라서 총 측정시간 5분 중 이와 같이 삭제하

고 실제로 남은 2분 50초 동안의 측정값을 통계처리

에 사용하였고, 8가지 걷기 활동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의 사전 처리를 하였다(Hall 등 2013).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IBM,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 신체계측,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와 가

속도계로부터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 및 활동 강도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다. Kolmo-

gorov-Smirnov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가 유의수준 5%(P＜0.05)에서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 검정을 시행하

였다. 성별, 비만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등 측정

값의 평균 차이를 검증 시 independent t-test를 사용

하였고,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와 두 개의 가

속도계로부터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 간의 비교는 

paired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에너지 소

비량의 차이 비교는 Bias(%)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 또

는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 간의 활동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를 이용하

여 측정한 8가지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의 크

기를 비교하고자 One way Repeated Measures ANOVA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유의수준 5%(P＜0.05)에서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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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ergy expenditure of subjects by indirect calorimeter.      (Unit: kcal/kg/hr)

Walking activities Speed
Male (N=17) Female (N=18)

 NW
1) 

(n=11)  OW
2) 

(n=6)  NW (n=10) OW (n=8)

Treadmill walking TW
3)

2.4 3.59±0.37*
†

2.90±0.39
‡

4.50±0.48* 3.90±0.31

TW3.2 3.90±0.41*
†

3.15±0.42
‡

4.89±0.52* 4.24±0.33

TW4.0 4.17±0.44*
†

3.37±0.45
‡

5.23±0.56* 4.53±0.36

TW4.8 5.44±0.57*
†

4.39±0.59
‡

6.82±0.73* 5.91±0.47

TW5.6 6.43±0.67*
†

5.19±0.70
‡

8.06±0.86* 6.98±0.55

Self-selected hallway 

walking 

HWL
4)

3.52±0.37*
†

2.84±0.38
‡

4.41±0.47* 3.82±0.30

HWB
5)

4.53±0.47*
†

3.65±0.49
‡

5.68±0.61* 4.92±0.39

HWF
6)

7.19±0.75
7)

*
†

5.80±0.78
‡

9.01±0.97* 7.81±0.61
1)

 NW: Normal weight 
2)

 OW: Overweight or obese 
3)

 TW: treadmill walking
4)

 HWL: hallway walking leisurely
5)

 HWB: hallway walking briskly
6)

 HWF: hallway walking fast 
7)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rmal weight group and overweight or obese group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rmal weight male and normal weight femal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verweight or obese male and overweight or obese femal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다. 성별 및 비만도가 다른 네 군 모두에서 평균 연

령(15.7∼16.5세)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장의 경

우 남학생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여학생은 정상체중군이 159.6±3.7 cm로 비만

군의 155.3±3.9 cm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체중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비만군(남학생: 82.3±12.1 kg, 

여학생: 60.4±4.8 kg)이 정상체중군(남학생: 65.9±7.1 kg, 

여학생: 52.6±5.8 kg)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체질

량지수(BMI)도 비만군(남학생: 27.9±3.6, 여학생: 25.1±1.7)

이 정상체중군(남학생: 22.6±1.7, 여학생: 20.7±2.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8가지 걷기 활동의 그룹별 단위체중당 에너지 소비

량(kcal/kg/hr)은 Table 3과 같다. 모든 걷기 활동에 

있어서 남녀 모두 정상체중군의 에너지 소비량이 

비만군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내에서 성별에 따른 에너

지 소비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활동에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가장 낮

은 에너지 소비량(kcal/kg/hr)을 나타낸 활동은 복도 

걷기 활동인 HWL(leisurely)로 2.84±0.38∼4.41±0.47 kcal/ 

kg/hr였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활동은 역시 

복도 걷기 활동인 HWF(fast)로 5.80∼9.01 kcal/kg/hr

였다.

3.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활동 

강도(METs)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8가지 걷기 활동의 성별 및 비만도별 활동 강도

(METs)는 Table 4와 같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남녀

의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활동 강도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정상체중군 내에서는 복

도 걷기 활동인 HWF(fast)를 수행한 결과 남학생이 

6.97±1.03 METs로 여학생의 6.02±0.87 METs보다 유

의하게 높았고, 비만군 내에서는 TW5.6을 수행한 결

과 여학생이 6.20±0.55 METs로 남학생의 5.4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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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Ts
1)
 of subjects by indirect calorimeter.

Walking activities Speed 
Male (N=17) Female (N=18)

 NW
2) 

(n=11)  OW
3) 

(n=6)  NW (n=10) OW (n=8)

Treadmill walking TW
4)

2.4 3.38±0.44 3.38±0.46 3.22±0.65 3.24±0.37

TW3.2 3.67±0.55 3.48±0.28 3.67±0.45 3.71±0.40

TW4.0 4.11±0.50 3.79±0.38 4.15±0.53 4.20±0.44

TW4.8 4.89±0.67 4.58±0.62 4.88±0.74 5.06±0.54

TW5.6 5.78±0.76 5.46±0.62
‡

5.95±0.82 6.20±0.55

Self-selected hallway 

walking 

HWL
5)

3.47±0.74 3.23±0.56 3.23±0.62 3.10±0.25

HWB
6)

5.10±0.87 4.26±0.89 4.58±0.52 4.47±0.66

HWF
7)

6.97±1.03
8)†

6.12±1.07 6.02±0.87 5.87±0.69
1)

 METs: Metabolic equivalents 
2)

 NW: Normal weight 
3)

 OW: Overweight or obese 
4)

 TW: treadmill walking
5)

 HWL: hallway walking leisurely
6)

 HWB: hallway walking briskly
7)

 HWF: hallway walking fast 
8)

 Mean±SD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rmal weight male and normal weight femal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verweight or obese male and overweight or obese femal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METs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8가지 걷기 활동 

중 TW2.4와 HWL (leisurely)는 3.10±0.25∼3.47±0.74 

METs로 가장 낮았고, TW5.6과 HWF(fast)는 5.46±0.62

∼6.97±1.03 METs로 가장 높았다. 

4. 착용 위치별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에너지 소비량 

발목과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 측정값을 이용하

여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을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

분석기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한 결과

(Table 5), 모든 걷기 활동에서 발목에 착용한 경우

에는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허리에 착용한 

경우에는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에

너지 소비량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두 

가속도계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발목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이 허

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착용 위치별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활동 강도(METs)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활동 강도

를 기준으로 두 개의 가속도계로부터 추정한 활동 

강도를 비교한 결과(Table 6), 모든 활동에 있어서 

발목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얻은 활동 강도는 

유의하게 높았고,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얻

은 활동 강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활동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은 HWL(leisurely)로 3.28±0.59 METs

였고 두 개의 가속도계로 추정한 활동 강도 중 가

장 낮은 값은 TW2.4 활동(발목: 5.59±1.61 METs, 허

리: 0.52±0.56 METs)이었다. 한편 가장 강도 높은 걷

기 활동은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와 발목과 허리

에 착용한 두 개의 가속도계 모두에서 HWF(fast) 활

동(각각 6.30±0.99 METs, 10.06±2.82 METs, 4.33±2.39 

METs)으로 나타났다. 

COMPENDIUM(Ainsworth 등 2000)에서 제시한 신

체활동 강도 분류를 위한 METs 기준(저강도: 3METs 

미만, 중강도: 3∼6 METs, 고강도: 6 METs 초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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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nergy expenditure measured by indirect calorimeter and two accelerometers.

Walking activities Speed

Indirect 

calorimeter 

Accelerometer

Ankle Waist

kcal/min kcal/min kcal/min

Treadmill walking TW
1)

2.4 3.49±0.98*** 5.59±1.61
†††

0.52±0.56
###

TW3.2 3.82±0.80*** 7.48±2.18
†††

1.05±0.75
###

TW4.0 4.27±0.82*** 8.69±2.38
†††

1.83±1.20
###

TW4.8 5.11±1.01*** 9.50±2.65
†††

2.73±1.70
###

TW5.6 6.23±1.13*** 9.87±2.84
†††

3.60±2.15
###

Self-selected hallway 

walking 

HWL
2)

3.46±0.97*** 6.58±2.84
†††

1.35±1.22
###

HWB
3)

4.95±1.20*** 9.67±2.53
†††

3.52±1.92
###

HWF
4)

6.88±2.07
5)

*** 10.06±2.82
†††

4.33±2.39
###

1)
 TW: treadmill walking

2)
 HWL: hallway walking leisurely

3)
 HWB: hallway walking briskly

4)
 HWF: hallway walking fast 

5)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direct calorimeter and ankle accelerometer by paired t-test at P＜0.001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direct calorimeter and waist accelerometer by paired t-test at P＜0.001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nkle accelerometer and waist accelerometer by paired t-test at P＜0.001

Table 6. METs
1)
 and intensity

2)
 measured indirect calorimeter and two accelerometers.

Walking activities Speed 

Indirect calorimeter Accelerometer

METs Intensity
Ankle Waist

METs Intensity METs Intensity

Treadmill walking TW
3)

2.4 3.30±0.48*** Moderate 5.59±1.61
†††

Moderate 0.52±0.56
###

Low

TW3.2 3.65±0.44*** Moderate 7.48±2.18
†††

Vigorous 1.05±0.75
###

Low

TW4.0 4.09±0.48*** Moderate 8.69±2.38
†††

Vigorous 1.83±1.20
###

Low

TW4.8 4.87±0.64*** Moderate 9.50±2.65
†††

Vigorous 2.73±1.70
###

Low

TW5.6 5.87±0.73*** Moderate 9.87±2.84
†††

Vigorous 3.60±2.15
###

Moderate

Self-selected hallway 

walking 

HWL
4)

3.28±0.59*** Moderate 6.58±2.84
†††

Vigorous 1.35±1.22
###

Low

HWB
5)

4.66±0.78*** Moderate 9.67±2.53
†††

Vigorous 3.52±1.92
###

Moderate

HWF
6)

6.30±0.99
7)

*** Vigorous 10.06±2.82
†††

Vigorous 4.33±2.39
###

Moderate
1)

 METs: Metabolic equivalents 
2)

 Compendium criteria of physical activity level (Ainsworth et al. 2000) 

  Low: ＜3.0 METs, Moderate: 3.0∼6.0 METs, Vigorous: ＞6.0 METs
3)

 TW: treadmill walking
4)

 HWL: hallway walking leisurely
5)

 HWB: hallway walking briskly
6)

 HWF: hallway walking fast 
7)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direct calorimeter and ankle accelerometer by paired t-test at P＜0.001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direct calorimeter and waist accelerometer by paired t-test at P＜0.001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nkle accelerometer and waist accelerometer by paired t-test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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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nergy expenditures meas-
ured by indirect calorimeter with predicted energy 
expenditures by accelerometers.

Walking activities
Accelerometer

Ankle Waist

Treadmill walking TW
1)

2.4 0.675** 0.566**

TW3.2 0.570** 0.430**

TW4.0 0.529** 0.425**

TW4.8 0.523** 0.509**

TW5.6 0.550** 0.458**

Self-selected hallway 

walking 

HWL
2)

0.720** 0.613**

HWB
3)

0.504** 0.603**

HWF
4)

0.525
5)

** 0.484**
1)

 TW: treadmill walking
2)

 HWL: hallway walking leisurely
3)

 HWB: hallway walking briskly
4)

 HWF: hallway walking fast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 

**Significant correlation at P＜0.01

따라 구분해보면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

정한 METs값의 강도는 고강도 활동으로 분류된 

HWF(fast) 활동을 제외한 7가지 걷기 활동은 모두 

중강도 활동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발목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METs값의 강도는 TW2.4 활

동만 중강도로 분류되고 나머지 7가지 걷기 활동은 

모두 고강도 활동으로 분류되었으며,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METs값의 강도는 TW5.6, 

HWB(briskly), HWF(fast) 활동만이 중강도로 분류되

며 나머지 5가지 활동은 모두 저강도로 분류되었다. 

6.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 간의 

상관관계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와 발목과 허리에 착

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얻은 에너지 소비량(kcal/min) 

간의 상관관계를 걷기 활동별로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발목과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의 경우, 모든 

걷기 활동에 있어서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과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r=0.425∼0.720) 보였다. 

가속도계의 경우, 트레드밀 걷기 활동(TW4.0, 

TW4.8)에서 가장 낮은 상관관계(발목 r=0.523, 허리 

r=0.425)를 보였고 복도 걷기 활동인 HWL(leisurely)에

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발목 r=0.720, 허리 r=0.613)

를 보였다. 발목과 허리에 착용한 두 개의 가속도계 

모두 트레드밀 걷기 활동의 속도가 낮을수록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8가지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의 크기 비교 

성별 및 비만도에 따른 네 군 모두에서 8가지 걷

기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

석기로 측정한 단위체중당 에너지 소비량(kcal/kg/hr) 

크기의 순서는 동일하였다(Fig. 1). 

8가지 걷기 활동 중 HWL(leisurely)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낮아 TW2.4 걷기 활동의 에너

지 소비량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HWB(brsikly)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은 TW4.0보다는 유의하게 높

되 TW4.8보다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HWF(fast)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은 8가지 걷기 활동 중 가장 

높아 TW5.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8.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에너지 소비량 평가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에너지 소

비량(kcal/min)을 기준으로 발목과 허리에 착용한 가

속도계 측정값으로부터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kcal/min)

의 차이값(Bias, %)을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발목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얻은 에너지 소비

량은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에 비해서 모두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TW4.0에서 가장 큰 차

이(105.5%)가 발생하였으며 HWF(fast) 활동에서 차

이(49.4%)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에너지 소

비량은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에 비해서 모두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TW2.4에서 가장 큰 

차이(–85.8%)가 발생하였으며 HWB(briskly)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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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energy expenditure of eight walking activities by group (Unit : kcal/kg/hr).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walking activities by repeated measures ANOVA at P＜0.05.

의 차이(–30.3%)가 가장 적었다. 트레드밀 걷기 활동

에서는 걷기 활동 속도가 빨라질수록 두 기기의 차

이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 찰

에너지 소비량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09; 

Kim & Kim 2012; Park & An 2014). 실제로 비만도

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보면 비만할수록 신체활동 수준이 낮았고(Rey-López 

등 2008), 에너지 소비량은 체중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Choi & Jun 200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여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한 국내 연구에서는 개별면담법(Kim & 

Kim 2012) 또는 가속도계(lifecorder)를 이용하여(Park 

& An 2014) 1일 혹은 일주일 단위의 총 에너지 소

비량 및 신체활동 패턴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는 구체적인 신체활동별 에너지 

소비량을 비만도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이를 신체활동 지침 혹은 운동 처방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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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ssessment of predicted metabolic equivalents METs 
by two accelerometers based on bias. Bias: [(pre-
dicted METs by accelerometer-measured METs by 
indirect calorimeter)/measured METs by indirect calo-
rimeter]×100.

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체중군(남학생: 11명, 여

학생: 10명)과 과체중 및 비만군(남학생: 6명, 여학

생: 8명)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용 무선 호흡가

스분석기와 두 개의 가속도계(발목 및 허리 착용)를 

이용하여 8가지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 및 활

동 강도를 측정하고 비만 여부에 따라 비교 평가해

보았다.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8가

지 걷기 활동의 단위체중당 에너지 소비량(kcal/kg/hr)

을 살펴보면, 8가지 걷기 활동에 있어서 남녀 모두 

정상체중군의 에너지 소비량이 비만군의 에너지 소

비량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상체중군

과 비만군 내에서 모든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

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실제로 

남녀 간의 근육 및 체지방량 함량의 차이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운동 기능 및 걸음걸이 보폭의 차

이가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침이 보고된 바 있

다(Webb 1981; Peterson 등 2015). 

본 연구에서 정상체중군이 수행한 8가지 걷기 활

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타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고

자 하였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트레드밀 걷기 

활동을 수행한 국ㆍ내외 연구를 찾아보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따라서 20대 성인 52명(남성 23명,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트레드밀 걷기 활동을 수행한 연

구(Lee 등 2012)에서 본 연구의 걷기 속도와 동일한 

활동(트레드밀에서의 3.2 km/h, 4.8 km/h 및 5.6 km/h)

의 활동강도(METs)값을 살펴보면 각각 3.27±0.65 METs, 

4.34±0.72 METs 및 5.22±0.84 METs로 나타나 본 연

구에서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대상

자 전체의 METs값(3.65±0.44, 4.87±0.64, 및 5.87±0.73)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단위체중당 에너지 소비량

(kcal/kg/hr)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 성인 남녀(52명)를 대상으

로 한 Lee(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걷

기 활동의 단위체중당 산소 섭취량(mL/kg/min)이 유

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BMI

(정상체중군 남학생: 22.6±1.7, 여학생: 20.7±2.3, 비만

군 남학생: 27.9±3.6, 여학생: 25.1±1.7)는 다양한 신체

조성을 가진 고등학생(35명)인 반면에 Lee 등(2012)의 

연구대상자는 20대 성인(52명)으로 BMI 평균이 남성

은 23.3, 여성은 19.9로 정상체중군만을 포함했음과 관

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비만도에 따른 구체적인 신

체활동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다만, 비만도에 따른 1일 총 에너지 소

비량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만군 초등학

생의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정상체중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으나, 단위체중당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정

상체중군이 비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Kim & Lee 

2005).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An 2014)에서는 단위체중당 1일 총 에너지 소비량

에 있어서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음이 보고되었다. 

최근 신체활동 평가 및 에너지 소비량 측정 연구에

서 빈도 높게 활용되고 있는(Lee 2012; Jeong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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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는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나 강도뿐만 아니라 

착용 위치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외국

에서는 가속도계의 착용 위치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

를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Rosenberger 등 

2013; Ellis 등 2014; Crouter 등 2015; Hager 등 2015).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가속도계 착용 

위치별(허리, 손목, 발목 및 상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한 Kim 등(2014)의 연구 외에는 이와 관련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가속도계를 발목 오

른쪽과 허리 오른쪽에 착용하고 8가지 걷기 활동을 

수행한 후 추정된 에너지 소비량을 휴대용 무선 호

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걷기 활동에서 

발목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에너지 소비

량은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에너지 소비량은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계로 

측정한 counts값(VM)을 가속도계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Actilife 6.9.4)에 내장된 공식(Freedson 등 1998)에 

대입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METs값을 산출하였다. 

이 공식은 미국의 성인(N=50, 평균 연령 24.8±4.2세)

을 대상으로 개발된 공식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한

국인 고등학생에 적용 시 연령과 인종에 따른 차이

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속도계의 정확성 검증 및 착용 위치에 따른 연구 

등 가속도계를 이용하는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비량 및 METs

값 산출 시 다양한 공식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활동 

강도(METs)를 COMPENDIUM(Ainsworth 등 2000)에서 

제시한 기준(저강도: 3METs 미만, 중강도: 3∼6 METs, 

고강도: 6 METs 초과)에 따라 구분해보면 복도 걷기 

활동인 HWF(fast) 활동을 제외한 7가지 걷기 활동이 

모두 중강도로 분류되었다. 반면 발목에 착용한 가

속도계로부터 추정된 활동 강도는 TW2.4에서만 중

강도 활동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7가지 걷기 활동 

모두 고강도 활동으로 분류되었으며,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활동 강도는 TW2.4, TW3.2, 

TW4.0, TW4.8 및 HWL(leisurely) 활동은 저강도로 

분류되는 한편 TW5.6, HWB(brisk) 및 HWF(fast) 활

동은 중강도 활동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가지 걷기 활동의 강도를 COMPENDIUM 

(Ainsworth 등 2000)의 신체활동 강도 기준에 의거하여 분

류함에 따라, 8가지 걷기 활동의 산소 섭취량과 에너

지 소비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동이 중강도 활동(3∼6 METs)으로 분류

되었다. 따라서 비만인의 체중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3단계(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신체활동 분류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분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속도계의 정확성은 신체활동의 종류에 따라 착

용 부위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Kim 등(2014)은 성인 

66명(평균 연령 34세)을 대상으로 2∼10 km/hr의 트

레드밀 걷기 및 뛰기 활동 수행 시 착용한 4개의 

가속도계(허리, 손목, 발목 및 상완)로부터 추정한 

활동 강도(METs)와 간접열량계로 측정한 활동 강도

(METs, 신체활동시의 산소 섭취량/휴식시의 산소 섭

취량)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걷기 활

동의 속도가 낮을 때는(2∼4 km/hr) 손목에 착용한 

가속도계(r=0.751), 중간 속도(5∼7 km/hr)에서는 허

리에 착용한 가속도계(r=0.821), 그리고 빠른 속도의 

걷기 활동(8∼10 km/hr)에서는 발목에 착용한 가속

도계(r=0.559)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밖에도 10∼14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10

가지 실험실 활동을 수행한 Hager 등(2015)은 발목

에 착용한 가속도계(Actical)로부터의 추정값(METs)

을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METs값

과 비교하여 계산한 가속도계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각각 91%, 84%로 보고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속도계의 발목 

착용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Ellis 등(2014)은 성인 40명(평균 연령 3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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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3개의 가속도계를 각각 허리 오른쪽, 

허리 왼쪽 및 손목에 착용한 후 5가지의 집안일(청

소, 창문닦기, 설거지, 쓸기 및 걸레질 등)과 4가지

의 걷기 활동(계단 오르기, 천천히 걷기, 조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속도계 

추정값을 휴대용 무선호흡가스분석기의 측정값과 

비교 시, 팔 근육이 사용되는 운동(쓸기, 창문닦기, 

설거지 등) 시에는 손목에 착용한 가속도계의 정확

도(87.5%)가 높았으며 그외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활동 시에는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의 

정확도(92.3%)가 높았다.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을 바탕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에

서 제정한 한국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b)에 따르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매일 한 시간 이

상 수행하고, 고강도의 신체활동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체육수업을 활용

하거나 걷기와 자전거타기 등과 같은 활동을 규칙

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밖에

도 평소에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신체활동 지침에는 비만도의 

차이(저체중, 과체중 및 비만)에 따른 추가 운동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별 및 비만도별 

신체활동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

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상체중군 남녀와 비만군 

남자의 경우, 중강도 활동을 위하여 트레드밀에서의 

5가지 활동(TW2.4, TW3.2, TW4.0, TW4.8 및 TW5.6) 

또는 복도 걷기 활동 2가지(HWL와 HWB) 등 총 7

가지 걷기 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매일 1시간

씩 걷고, 고강도 활동을 위하여 복도 걷기 활동인 

HWF(뛰지는 않되 가능한 가장 빠르게 걷기)를 일주

일에 3일 이상 실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한편, 

비만군 여자에서는 중강도 활동을 위하여 트레드밀

에서의 4가지 걷기 활동(TW2.4, TW3.2, TW4.0 및 

TW4.8)과 3가지 복도 걷기 활동(HWL, HWB, HWF) 

등 총 7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매일 1시간씩 

걷도록 하고, 고강도 활동을 위하여 트레드밀에서의 

빠르게 걷기(TW 5.6)를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천하도

록 권장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트레드밀이 있는 환경

에서의 걷기 보다는 복도 걷기 활동 중 강도가 낮

은 2가지(HWL, HWB)를 중강도 활동으로, 복도 걷

기 활동 HWF를 고강도 활동으로 권장할 수 있으며, 

비만군의 경우는 별도의 체중관리를 위한 추가의 

신체활동이 함께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

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등하교

시 혹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위의 방법에 맞추어 걷기 활동을 할 것을 제

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총 연구대상자의 

수가 35명으로 적어 비만도에 따른 걷기 활동의 에

너지 소비량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체중군

(21명) 이외에 과체중까지 포함한 비만군이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가속도계의 

정확성(서로 다른 착용 위치에 따른 비교 포함)을 

평가하기에도 인원수의 제한이 있어 상관관계 및 

차이값(bias)만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는 8가

지 걷기 활동만을 포함하여,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기타 일상생활의 활동

이 포함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대상자

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며, 비만도별, 

신체활동 종류별 그리고 가속도계의 착용 위치별 정

확성을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상체중군(남학생: 11명, 여학생: 

10명)과 과체중 및 비만군(남학생: 6명, 여학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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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

와 두 개의 가속도계(발목 및 허리 착용)를 이용하

여 8가지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 및 활동 강도

를 측정하고 비만 여부에 따라 비교 평가해보았다. 

1.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8가지 걷기 활동의 단위체중당 에너지 소비량

(kcal/kg/hr)은 모든 걷기 활동에 있어서 남녀 모두 

정상체중군의 에너지 소비량이 비만군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상

체중군과 비만군 내에서 모든 걷기 활동의 에너

지 소비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가속도계를 발목 오른쪽

과 허리 오른쪽에 착용하고 8가지 걷기 활동을 

수행한 후 추정된 에너지 소비량을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

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걷기 활

동에서 발목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에

너지 소비량은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에너지 소

비량은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휴대용 무선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한 활동 강도

(METs)를 COMPENDIUM(Ainsworth 등 2000)에서 제

시한 기준(저강도: 3 METs 미만, 중강도: 3∼6 

METs, 고강도: 6 METs 초과)에 따라 구분해보면 복

도 활동인 HWF(fast) 활동을 제외한 7가지 걷기 활

동이 모두 중강도로 분류되었다. 반면 발목에 착용

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활동 강도는 TW2.4에서

만 중강도 활동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7가지 걷기 

활동 모두 고강도 활동으로 분류되었으며,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로부터 추정된 활동 강도는 TW2.4, 

TW3.2, TW4.0, TW4.8 및 HWL(leisurely) 활동은 저

강도로 분류되는 한편 TW5.6, HWB(brisk) 및 

HWF(fast) 활동은 중강도 활동으로 분류되었다. 

4.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소아청소년을 위

한 신체활동 지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b)을 실천하기 위한 성별 및 비만도별에 따

라 몇가지 제시하였다. 정상체중군 남녀, 비만군 

남자의 경우 중강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트

레드밀에서의 5가지 활동(TW2.4, TW3.2, TW4.0, 

TW4.8, TW5.6) 또는 복도 걷기 활동 2가지(HWL, 

HWB) 등 총 7가지 걷기 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

하여 매일 1시간씩 걷기를 수행하고, 고강도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도 걷기 활동 HWF를 

일주일에 3일 이상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비

만군 여자의 경우 중강도 활동으로는 트레드밀에

서의 4가지 활동(TW2.4, TW3.2, TW4.0, TW4.8)과 

3가지 복도 걷기 활동(HWL, HWB, HWF) 등 총 

7가지 걷기 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매일 1

시간씩 걷기를 수행하고, 고강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트레드밀에서의 빠르게 걷기(TW5.6)를 일

주일에 3일 이상 실천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가지 걷기 활동

별 에너지 소비량을 간접열량계인 휴대용 무선 호

흡가스분석기로 측정하고 그 값을 정상체중군과 비

만군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시범적으로 제안

해 보았음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

실에서만 수행 가능한 트레드밀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복도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트레드밀 걷기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과의 크기 비교를 시도하였으

며, 가속도계의 착용 위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

구로, 향후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실천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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