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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hysical activity of preschool children using an accelerometer 

and investigate differences related to epoch length setting during use of the accelerometer. Subjects of the 

study were 26 children (12 boys and 14 girls) at the age of 5, enrolled in one preschool located in 

Gangneung. From 9:00 a.m. to 4:00 p.m. (7 hours period), every child wore a total of four accelerometers 

(ActiGraph GT3X
+

, USA), including three attached to the left hip (with epoch length set at 5 seconds, 15 

seconds, and 30 seconds). For comparison purposes, a forth was attached to the opposite position, with epoch 

length set at 5 seconds. Data collected using 15s epoch and 30s epoch (single larger epoch)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after reintegration of 5s to 15s epoch, 5s to 30s epoch, and 15s to 30s epoch, re-

spectively (smaller epochs reintegr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

ferences in VM between 30s epoch and 5s to 30s epoch reintegrated and in MVPA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between 15s epoch and 5s to 15s epoch reintegrated. From the Bland-Altman plot, re-

integration of 15s to 30s epoch in VM and reintegrations of 15s to 30s epoch and 5s to 15s epoch in 

MVPA can be recommended for assessing physical activity in preschool children.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to the reintegration method while using an accelerometer for assessment of energy expenditure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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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비만은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동반한 채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건

강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Roh & Jecal 

2013; Kim 등 2013a; Baker 등 2007). 또한 비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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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흔히 우울증이나 열등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다(Jeong 등 2003; Puder & Munsch 2010). 

약 20년간 출판된 문헌을 토대로 신체활동이 소

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Baek(2008)에 따르

면 비만아동의 경우, 체육활동에 대한 선호도나 적

극성이 낮은 반면 TV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더 많

았다. 이처럼 비만도는 학령기나 미취학 시기의 신

체활동 수준을 포함하는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

(Suh 등 2000). 특별히 이시기에는 신체적ㆍ생리적 성

장이 왕성하므로 에너지 섭취량의 감소보다는 에너

지 소비량의 증가를 통한 비만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계측 및 

식사섭취 조사를 통한 아동의 건강 및 성장발육 그

리고 식습관에 관한 연구들(Joung 등 2000; Kim & 

Chyun 2001; Park & Shin 2004; Ryou 등 2004; Kim 

등 2015)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

취학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정량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Shin & An 2007). 

비만 예방의 기본 원칙은 에너지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미취학아동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미취학아동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은 2015년 발표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

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에서 제시한 

공식에 신장, 체중과 함께 미취학아동의 신체활동단

계별 계수(Physical Activity coefficient, PA)를 대입한 

후 성장을 위한 에너지 필요량을 더하여 산출된다. 

이때 신체활동단계별 계수는 신체활동수준(Physical 

Activity Level, PAL)을 토대로 산출되므로 미취학아

동의 신체활동수준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미취학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가장 흔히 이용되어왔던 신체활동 일기 방법은 고

가의 측정기기 없이도 정해진 시간마다 신체활동을 

기록하는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나, 개인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고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 직접 기록

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 또는 교사들이 관찰하고 작

성해야 하므로 작성시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보행계수계(pedometer) 

및 가속도계(accelerometer)와 같은 휴대용 모니터링 

장치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데(Lee 2011), 보행계

수계는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신체활

동의 강도와 패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Welk 2002). 한편 가속도계는 신체 움직임

의 가속도를 여러 방향에서 측정한 counts값을 개발

된 추정식에 대입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검사도구로, 크기가 작고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

라 측정한 데이터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의 신체활동량을 평가할 때 유용하다(Ahan 등 

2006). 따라서 이와 같은 가속도계는 특별히 성인과

는 다른 신체활동 패턴을 보이는 어린이의 신체활

동 연구에 적합한 도구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연구(Kim 등 2013b)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가속도계는 매 1초, 5초, 15초, 30초, 1분 등 정해

놓은 시간(자료요약주기, epoch)마다 신체활동 움직

임량을 요약하며, 설정된 자료요약주기에 따라 이를 

통하여 산출되는 신체활동의 강도 및 에너지 소비량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성인의 경우, 가속도계의 자료

요약주기를 적어도 60초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7세 이하의 유아는 5초 단위로, 7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는 적어도 15초 간격으로 자료를 요약하

도록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Freedson 등 

2005; Trost 등 2005; Cliff 등 2009). 그 이유는 유아

나 아동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짧은 시간에 저강도부터 고강도까지의 활동을 다양

하게 하기 때문이다. Reilly 등(2008)은 간헐적이고 산

발적인 신체활동 패턴을 보이는 어린이의 신체활동

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

기를 1초 또는 5초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따

라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신체활동을 평

가할 때 적절한 자료요약주기(epoch)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료요약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신체활

동량을 자주 요약하는 반면, 그만큼 자주 가속도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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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신체활동량을 매번 저장해야 하므로 건전지 

또한 빨리 소모되고, 가속도계가 사용할 수 있는 메

모리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를 짧게 설정하여 사용시 저장 용량을 

과다하게 차지하게 되므로 사용가능한 측정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짧

은 자료요약주기를 긴 자료요약주기로 재통합(reinte-

gration)하는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Kim 등 2013b).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미

취학아동의 유치원 재원시간 동안의 신체활동량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미취학아동에서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의 단독 설정 시와 재통합(reintegration)

시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강릉원주대학교의 생명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Gang-

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심의를 받은 후(IRB 

승인 번호: GWNUIRB-2015-3)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강릉에 위치한 유치원의 만 5세반 원아 30명이 참여

하였으나 재원시간(7시간) 동안 측정을 완료한 26명

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약 한 달간 3명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실험

을 한 후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본 실

험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연구

개시 두 주전에 실시한 해당 유치원의 신체검사 결

과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축(3차원 중력) 가속도계(triaxial 

ActiGraph accelerometer, model GT3X
＋

, USA)를 이용

하여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된 가속도계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부설 어린이집의 3∼5세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등 2013b)에서 

사용한 일축 가속도계(uniaxial ActiGraph accelerom-

eter, model GT1M, USA)를 업그레이드한 신모델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유치원 재원 중 신체활동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오전 9시에 유치원에 등원하여 오

후 4시에 하원할 때까지 총 7시간 동안 3축 가속도

계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단, 유치원에서의 평소 활

동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체험학습일이나 소풍 

및 체육활동이 있는 날에는 가속도계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이 가속도계를 착용하

기 전 그리고 착용 중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가속도계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유치원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먼저 아동의 허리에 탄력성있는 벨트를 채우고 

여기에 총 4개의 가속도계를 부착하였다. 이때 가속

도계를 이용하여 총 7시간 동안 신체활동을 측정하

고자 하였기에 가속도계의 저장공간의 문제 등으로 

1초로 자료요약주기의 설정은 어려웠으므로 5초, 15

초, 30초로 설정한 세 개의 가속도계를 왼쪽 허리에 

나란히 착용하였으며, 가속도계의 착용 위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오른쪽 허리에도 1개의 가

속도계(자료요약주기 5초 설정)를 추가로 착용하였

다. 허리벨트에 부착한 가속도계는 연구대상자의 엉

덩이 장골릉(腸骨稜, iliac crest)에 위치하도록 하였

다. 

연구대상 아동이 유치원 퇴원 직전 가속도계를 

탈착한 후, 총 104개의 데이터 파일(26명×4종류의 

자료요약주기)을 가속도계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ActiLife)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았다. 각각의 데

이터 파일에는 가속도계의 세 개의 축(Axis1, Axis2, 

Axis3)에서 측정된 counts값과 이들 값을 토대로 계

산된 VM(Vector Magnitude=      ) 

값이 포함되었다. 가속도계로 측정된 counts값을 가

속도계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ActiLife)에 

내장된 공식(Freedson 등 1998)에 대입하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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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subjects.

Male (N=12) Female (N=14) Total (N=26)

Age (years) 5.9±0.3
1)

5.8±0.4 5.9±0.3

Height (cm) 117.6±5.2 113.4±4.1 115.5±5.1

Weight (kg) 21.2±2.5 21.2±2.5 21.2±2.4
1)

 Mean±SD

*N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by Student 

t-test at P＜0.05 

소비량으로 환산하였으며 중강도 활동에 소요된 시

간(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을 

계산하였다. 

이때 가속도계로 측정한 counts값(Counts Per Minute, 

CPM)이 1,951CPM 이하일 때는 Manufacturer’s(Will-

iams-Work-Energy) equation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산출되었고, counts값(CPM)이 1,952CPM 이상일 때는 Free-

dson 등(1998)의 공식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산

출되었다. 이때 산출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기초대사

량을 제외한 순수한 신체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Physical Activity Energy Expenditure, PAEE)이다.

에너지 소비량(Manufacturer’s equation) 

= 0.0000191×counts/min×Body mass in kg 

에너지 소비량(kcal/min)

= (0.00094×counts/min)+(0.1346×Body mass in kg)–7.37418 

(Freedson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재원시간 총 7시간 동안의 

신체활동을 측정하였기에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

를 5초로 설정하여도 측정이 가능하였으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일일 신체활동량(수면시간 약 8시

간을 제외하고 약 16시간 정도)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속도계의 저장용량을 고려하여 자료요약주

기를 15초 이상으로 설정하여야만 안전하게 데이터

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속도계의 기능이나 모델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저장능력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속도계보다도 저장능

력이 훨씬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료요약주기를 두 가지(15초, 30

초)로 단독 설정한 값과 5초를 15초로, 5초를 30초

로, 그리고 15초를 30초로 재통합(reintegration)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3. 자료처리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모든 측정값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아동의 유치원 등원부터 

하원까지(9시부터 16시까지 총 7시간) 시간대별 에

너지 소비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ANOVA(analysis of 

variance, 일원배치 분산분석)와 다중비교분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한편 가속도계의 착용 

위치별(왼쪽 허리와 오른쪽 허리) 측정값의 유의성을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속도계의 각 자료요약주기별 측정값(counts, 

MVPA)의 유의성 검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

교하였으며, 단독 설정한 값과 재통합한 값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오차(Average errors)와 절대오

차(Absolute Errors, AE), 절대오차의 백분율(Absolute 

Percent Errors, APE) 및 Cohen’s d값((standardized mean 

effect size)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단독 설정한 값과 재통합한 값의 일치

도를 평가하였다.

결 과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출생일로부터 개월로 계산된)은 남녀 각각 

5.9±0.3세와 5.8±0.4세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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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ccelerometer output by placement sites.

Right waist Left waist 
P-value

(paired t-test)

Axis1
1)

 (counts/5s) 46.2±14.0 43.8±14.2 0.000

Axis2
2)

 (counts/5s) 53.9±14.9 69.4±19.5 0.000

Axis3
3)

 (counts/5s) 81.6±19.9 70.0±15.7 0.000

VM
4)

 (counts/5s) 120.5±29.6 119.4±29.3 0.062

MVPA
5)

 (min) 40.0±13.5 37.3±13.7 0.000
1)

 Axis1: vertical activity data
2)

 Axis2: antrero activity data
3)

 Axis3: medio-lateral activity data
4)

 VM: Vector Magnitude=     

5)
 MVPA: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Table 3. Comparison of hourly VM (Vector Magnitude) measured by accelerometer.           (counts/min)

Time of day Average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09:00∼16:00

Male (n=12) 936.8±91.0
1)

1,308.3±135.4 1,442.3±191.8 1,235.3±476.6 1,245.9±122.2 1,590.6±193.8 1,387.4±555.1 1,190.0±312.4

Female (n=14) 955.2±96.9 1,316.6±89.8 1,893.1±256.7 1,893.1±256.7 1,105.2±89.9 1,376.3±175.6 1,525.9±628.4 1,339.1±317.6

Total (n=26) 946.7±334.9
a

1,312.8±394.3
ab

1,685.0±852.4
b

1,223.4±475.5
ab

1,170.1±378.0
ab

1,475.2±659.3
ab

1,462.0±588.1
ab

1,281.7±318.0
1)

 Mean±SD
a,b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tim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omparison of hourly energy expenditure
1)
 estimated by equations using ActiGraph.                (kcal/hr)

Time of day Average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09:00∼16:00

Male (n=12) 8.42±1.14
2)

13.90±7.81 15.67±2.72 12.32±1.03 13.03±1.70 18.99±10.03 14.22±8.52 7.14±2.52

Female (n=14) 8.30±1.51 13.10±1.79 24.33±4.90 11.96±1.80 9.90±1.39 14.85±2.69 17.42±7.71 6.46±1.85

Total (n=26) 8.36±4.84
a

13.42±7.09
ab

20.33±15.28
b

12.13±6.58
ab

11.34±5.64
a

16.76±10.07
ab

15.95±8.09
ab

6.88±2.27
1) 

Energy expenditure (kcal/hr) means physical activity not including basal metabolic rate
2)

 Mean±SD
a,b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tim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아

(117.6±5.2cm, 21.2±2.5kg)와 여아(113.4±4.1cm, 21.2± 

2.5kg)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료요약주기를 5초로 동일하게 설정한 두 개의 

가속도계를 연구대상자의 허리 왼쪽과 오른쪽에 각

각 착용한 후 측정결과(counts값)를 비교해 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가속도계의 세 개의 축(Axis1, 

Axis2 및 Axis3)에서 측정된 counts값과 MVPA는 측

정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세 개

의 축 counts값으로부터 계산된 VM값은 착용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대상자가 유치원에 등원 후 하원할 때까지 

총 7시간 동안 시간대별 가속도계로 측정한 VM값

은 Table 3과 같다. 9시부터 16시까지 총 7시간 동안 

평균 VM값은 남아(1,190.0±312.4counts/min)와 여아

(1,339.1±317.6counts/min)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연구대상 아동에서 시간대별로 비교하

여 보면 11시부터 12시까지가 1,685.0±852.4counts/min으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9시부터 10시까지의 평균 VM값 

(946.7±334.9counts/min)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이다.

가속도계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ActiLife)을 

이용하여 산출된 시간대별 에너지 소비량은 Table 4

와 같다. 본 연구대상 유치원아의 재원기간 동안의 

평균 신체활동 에너지 소비량은 남자(7.14±2.52kcal/hr)

와 여자(6.46±1.85kcal/hr)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연구대상 아동에서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의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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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accelerometer vector magnitude (VM) between a single larger epoch and smaller epochs reintegrated.

Single larger epochs
1)

Smaller epochs reintegrated Average errors
2)

(counts)

AE
3)

(counts)
APE

4)
 (%) Cohen’s d

5)

N Length (second) M±SD (counts) N Length (second) M±SD (counts)

26 15 342.4±93.9 26 5∼15 350.9±86.5* –8.5 10.2 4.2 –0.1

26 30 682.0±172.4 26 5∼30 690.6±170.7* –8.6 14.9 2.4 –0.1

26 30 682.0±172.4 26 15∼30 681.4±175.4 0.7 10.1 1.5 0.0
1)

 Sigle larger epochs are not reintegrated and served as criteria epochs
2)

 Average errors=Single larger epochs–smaller epochs reintegrated
3)

 Absolute errors (absolute value)=│single larger epochs–smaller epochs reintegrated│
4) 

Absolute percent errors=[│single larger epochs–smaller epochs reintegrated│/single larger epochs]×100
5) 

Cohen’s d=Msingle larger epoch–Msmaller epochs reintegrated)/SDpoo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ingle larger epochs and smaller epochs reintegrated at P＜0.05 

Table 6. Comparison of minutes spent in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 between a single larger epoch and smaller 
epochs reintegrated.

Single larger epochs
1)

Smaller epochs reintegrated
Average errors

2)
 (min) AE

3)
 (min) APE

4)
 (%) Cohen’s d

5)

N Length M±SD (min) N Length M±SD (min)

26 15 s 45.0±17.2 26 5∼15 s 36.3±14.2 8.7 11.7 9.0 0.2

26 30 s 28.8±14.5 26 5∼30 s 31.7±14.3*** –2.9 3.0 17.0 –0.2

26 30 s 28.8±14.5 26 15∼30 s 30.4±14.4** –1.6 2.0 11.2 –0.1
1) 

Single larger epochs not reintegrated served as criteria epochs
2) 

Single larger epochs–smaller epochs reintegrated
3) 

Absolute errors,│single larger epochs–smaller epochs reintegrated│
4) 

Absolute percent errors,│single larger epochs–smaller epochs reintegrated│/single larger epochs×100%
5) 

Msingle larger epoch–Msmaller epochs reintegrated)/SDpooled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ingle larger epochs and smaller epochs reintegrated at P＜0.01 and P＜0.001, respectively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이 20.33±15.28kcal/hr으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의 에너지 소비량(8.36±4.84kcal/hr)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의 에너지 소비량(11.34± 

5.64kcal/hr)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를 각각 15초와 30초로 

단독 설정한 경우(single larger epochs)와 작은 자료

요약주기를 큰 자료요약주기로(5초를 15초로, 5초를 

30초로, 그리고 15초를 30초로) 재통합한 경우(smaller 

epochs reintegrated)의 VM값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15초와 30초를 단독 설정한 counts값은 각각 

342.4±93.9counts와 682.0±172.4counts로, 5초를 각각 15

초와 30초로 재통합한 VM값(350.9±86.5counts, 690.6± 

170.7counts)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하

여 30초로 단독 설정한 값(682.0±172.4counts)과 15초

를 30초로 재통합한 값(681.4±175.4counts) 간에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오차는 0.7counts, 

절대오차는 10.1counts, 절대오차의 백분율은 1.5%, 

Cohen’s d값은 0.0으로 나타났다.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를 단독 설정한 값과 재

통합한 값을 토대로 MVPA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15초를 단독 설정한 값과 5초를 15초로 재

통합한 경우의 MVPA는 각각 45.0±17.2분과 36.3±14.2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15초를 

단독 설정한 값과 5초를 15초로 재통합한 경우의 

MVPA의 평균오차는 8.7분, 절대오차는 11.7분, 절대

오차의 백분율은 9.0%, Cohen’s d값은 0.2로 나타났

다. 그러나 5초를 각각 15초와 30초로 재통합한 경우

(각각 36.3±14.2분, 31.7±14.3분)에는 30초로 단독 설정

한 경우(28.8±14.5분)보다 MVPA가 유의하게 높았다.  

착용시간(7시간) 동안의 VM(counts) 및 MVP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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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fidence intervals and average value for VM and 
MVPA by ActiGraph GT3X

＋

.

Single larger 

epochs

Smaller epochs

reintegrated

Confidence intervals
Mean of 

differenceLower

limit

Upper 

limit
Range

VM
1)

 (counts)

15 s 5∼15 s –12.4 19.0 31.4 3.3

30 s 5∼30 s –3.5 6.3 9.8 1.4

30 s 15∼30 s –3.8 3.4 7.2 –0.2

MVPA
2)

 (min)

15 s 5∼15 s –75.5 68.9 144.4 –3.3

30 s 5∼30 s –23.0 48.8 71.8 12.9

30 s 15∼30 s –20.9 36.0 56.9 7.5
1) 

Vetor Magnitude
2)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대하여 Bland-Altman plot 분석법으로 단독 설정한 값과 

재통합한 값과의 일치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가속도계로 측정한 VM값을 기준으로 살펴보

면 자료요약주기를 15초에서 30초로 재통합한 경우

의 일치한계의 범위가 가장 좁았고(–3.8, 3.4) 차이값

의 평균이 –0.2로 거의 0에 가까웠다. 한편 가속도계

의 자료요약주기를 5초에서 15초로 재통합한 경우의 

일치한계의 범위는 넓었으나 차이값의 평균은 3.3으

로 가장 적었다.

고 찰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결과를 2013년 아동종

합실태조사에서 보고된 만 4∼6세 아동의 신장(123.9± 

9.4cm), 체중(25.4±5.8kg)과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대

상자의 신체계측 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만 4∼6세 아동의 결과를 

제시한 반면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만 5세로 구성

되어 있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성별에 따른 신체 활동수준 및 활동패

턴을 보고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 등(2006)은 남아들은 축구, 

야구 및 농구 등과 같은 활동적인 놀이를 선호하고 

즐겨 참여하는 반면 여아들은 공기, 고무줄 및 소꿉

놀이 등의 비활동적인 놀이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강릉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6)의 

연구에서도 남아의 활동계수(1.41)가 여아의 활동계

수(1.35)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 Kim(2009)의 연구

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신체활동계수는 남녀 각각 

1.36과 1.31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도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량을 평가하였을 때 가속도계로 측정한 counts/mi-

nutes와 이를 토대로 계산된 에너지 소비량 모두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허리에 4개의 가속도계

를 착용한 바, 착용 부위에 따른 차이를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속도계의 세 

개의 축(Axis1, Axis2 및 Axis3)에서 측정된 counts값

과 MVPA는 측정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 세 개 축의 counts값으로부터 계산된 VM값은 착

용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로 가속도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환산시 사용되

는 counts값은 VM값으로 세 개의 축(Axis1, Axis2 및 

Axis3)의 counts값은 참고치로만 제시되고 있다. 따

라서 VM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나 METs값은 착용 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VPA는 착용 부위에 따

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속

도계의 착용 부위에 따른 차이를 평가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에 8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1일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모델(ActiGraph GTX
＋

)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착용 부위에 따른 차이를 평

가한 Aadland & Ylvisåker(2015)의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CPM뿐만 아니라 MVPA에 있어서도 착용 부

위(허리 오른쪽과 허리 왼쪽)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이는 성인과는 다른 신체활동 

패턴을 보이므로 앞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속도

계의 착용 부위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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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시간대별로 측정된 조사대상 아동의 counts값과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Tables 3, 4), VM값은 오

전 11시대(11∼12시)가 9시대(9∼10시)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고, MVPA는 11시대가 오전 9시대 

및 13시대(13∼14시)보다도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취학아동이 오전 9시경에 등원한 후 

10시까지는 주로 개인 물건정리 및 독서 등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며 보내는 반면 11시부터 12시 사

이에는 점심식사 전 손씻기, 3층 교실에서 계단을 

통하여 1층 식당으로의 이동 및 11시 30분부터의 점

심식사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과 관련이 있다. 

또한 예체능 활동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1시부터 2

시 사이에는 이야기 나누기 및 교육 영상 시청과 

같은 앉아서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11시

대보다 유의하게 낮은 신체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오전(오전 

9시부터 12시)의 평균 VM값과 에너지 소비량(1,314.84± 

67.48counts/min, 14.03±6.40kcal/hr)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VM값과 에너지 소비량(1,369.10±80.51counts/ 

min, 14.68±5.91kcal/hr)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유치원에서 오후에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신체 활동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아동의 신체활동 크기를 가

속도계만으로 측정하였을 뿐 직접적인 산소 소비량 

측정결과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을 제시하지는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아동의 유치원 재원 시

간 동안의 신체활동의 강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10∼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8가지 대표적인 

신체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휴대용 간접 열량계(K4b2, 

Rome, Italy)로 측정함과 동시에 가속도계(ActiGraph 

GT1M)로도 측정한 Lee(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두 가지 연구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Lee(2014)의 연구대상의 연령 및 사용한 가

속도계의 모델(제조회사는 동일)이 본 연구와 다소 

다르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대상 아동에서 가속도계로 측정한 7시간 

동안의 평균 VM 측정값은 1,281.7±318.0counts/min였

다. 이를 Lee(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10초 단위(counts/10s)로 환산한 결과는 214counts/10s

였다. 이 값은 Lee(2014)가 보고한 ‘천천히 걷기’ 활

동의 측정값(185.09±84.39counts/10s)보다는 높고 ‘보

통 걷기’ 활동의 측정값(488.45±166.76counts/10s)보다는 

낮은 counts값으로, 본 연구대상의 유치원 재원시간 

중의 신체활동의 강도는 ‘천천히 걷기’보다 다소 높

은 수준(천천히 걷기와 보통 걷기 활동의 측정값 간

의 차이를 100%로 보고 둘 사이에 직선상의 비례관

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측정한 counts

값은 천천히 걷기로부터 9.5% 정도 증가된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Lee(2014)의 연구에

서 간접 열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METs값을 살펴

보면, 천천히 걷기가 3.27±0.65METs이고 보통걷기가 

4.34±0.72METs로(두 가지 신체활동의 측정값 간에 직

선상의 비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신체활동 강도는 대략 3.41METs 수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27METs+(4.34METs–3.27METs) 

×0.095=3.37METs]. 이러한 추측결과를 COMPENDIUM 

2011에서 제시한 신체활동 강도에 따른 METs 기준(저

강도: ∼3METs, 중강도: 3∼5.99METs, 고강도: 6METs∼)

과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은 

중강도를 살짝 넘은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3∼5세의 미취학아동 31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Kim 등(2013b)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속

도계의 자료요약주기를 30초로 단독 설정시와 재통

합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계의 VM값은 자료요약주기를 30초로 단독 설정 시

와 15초를 30초로 재통합하였을 경우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MVPA는 자료요약주기를 15초로 단독 

설정시와 5초를 15초로 재통합하였을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Bland–Altman plot을 이용하여 

일치도를 평가한 결과, VM값 역시 자료요약주기를 

30초로 단독 설정시에 비하여 15초를 30초로 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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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에 일치도가 가장 높았으며, MVPA는 자

료요약주기를 15초로 단독 설정 시와 5초를 15초로 

재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차이값의 평균이 가장 적었

으며, 30초로 단독 설정 시와 15초를 30초로 재통합

하였을 경우의 일치한계의 범위가 가장 좁았다. 

한편,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을 

측정한 선행연구들(Nilsson 등 2002; McClain 등 2008; 

Vale 등 2009)에서 자료요약주기를 각각 5초와 60초

로 설정 시 MVPA의 소요시간이 서로 다르게 측정

되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속도계를 이용하

여 자료요약주기를 단독 설정 시와 재통합 설정 시

로 구분하여 MVPA를 비교한 해외의 연구(van Cau-

wenberghe 등 2010; Puyau 등 2002)에서는 자료요약

주기를 30초로 단독 설정하였을 경우가 15를 30초로 

재통합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소요시간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사

용한 가속도계의 종류와 모델, 가속도계의 착용시간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속

도계의 사용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취학아동에 있어서 가속

도계 사용시의 활용가능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

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

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VM값을 측정 후 이 값을 

토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

별히 장시간 가속도계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30초

로 자료요약주기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중강도 신체활동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자 장시간 

가속도계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자료요약주기를 15

초로 설정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미취학아동의 유

치원 재원 중의 신체활동만을 평가한 바, 미취학아

동의 일일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집

으로 귀가 후의 신체활동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특히 가속도계의 자료요약

주기의 재통합 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른 연령층의 

모집단(예 노인 등)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제조업체나 모델이 다른 가속도계에 적

용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셋째, MVPA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기의 재통합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간접 열량계와 

같은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의 비

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대상자의 수

가 26명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대상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아울러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하루가 아닌 2∼3

일간 반복 측정함으로써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취학아동을 대상

으로 최신 가속도계(ActiGraph GT3X
＋

, USA)를 사용

하여 각 동작 또는 대표적인 몇 가지 신체활동별 

측정값이 아닌 비교적 장시간(총 7시간) 동안 신체

활동량 및 활동패턴을 분석한 연구로써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량의 변화가 매우 많

은 미취학아동에 있어서 가속도계를 장시간 착용 

시 자료요약주기를 짧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료요약주기를 재통합하는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의미있는 제안이

라 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강릉에 위치한 한 유치원의 만 5세의 

원아 26명(남아 12명, 여아 14명)을 대상으로 가속도

계를 이용하여 유치원 재원시간(7시간) 동안의 신체

활동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가속도계의 자료요약주

기(5초, 15초, 30초)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이들을 

재통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속도계의 세 개의 축(Axis1, Axis2 및 Axis3)에

서 측정된 counts값과 MVPA는 측정위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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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와 왼쪽 허리)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 세 개의 축의 counts값으로부터 계산된 VM값

은 착용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2. 가속도계로 측정한 총 재원시간(7시간) 동안의 평

균 VM값은 남아(1,190.0±312.4counts/min)와 여아

(1,339.1±317.6counts/min)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대(11시부터 

12시까지)의 평균 VM값(1,685.0±852.4counts/min)이 

오전 9시대(946.7±334.9counts/min)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3. 가속도계로 측정한 counts값을 에너지 소비량 추정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된 신체활동 에너지 소비량

(Physical Activity Energy Expenditure, PAEE)은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전 11

시대(11시부터 12시까지)의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20.33±15.28kcal/hr으로 오전 9시대(8.36±4.84kcal/hr) 및 

오후 1시대(11.34±5.64kcal/hr)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본 연구에서는 VM값은 자료요약주기를 30초로 

단독 설정 시에 비하여 15초를 30초로 재통합하

였을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MVPA는 

자료요약주기를 15초로 단독 설정 시에 비하여 5초

를 15초로 재통합하였을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Bland–Altman plot을 이용하여 일치도를 평가해 

본 결과, VM값은 자료요약주기를 30초로 단독 

설정 시와 15초를 30초로 재통합하였을 경우에 

일치도가 가장 높았으며, MVPA는 자료요약주기

를 15초로 단독 설정 시와 5초를 15초로 재통합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차이값의 평균이 가장 적었

으며, 30초로 단독 설정 시와 15초를 30초로 재통

합하였을 경우의 일치한계의 범위가 가장 좁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장시

간 동안 미취학아동의 신체활동을 평가하고자 자료

요약주기를 설정 시, 일반적으로는 30초를, 중강도 

신체활동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초로 설정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취학아동의 신체활동을 측정 및 평가하는데 있

어서 가속도계의 유용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

만, 성인과는 달리 신체활동의 패턴이 매우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취학아동에서 가속

도계의 자료요약주기의 올바른 선택, 그리고 가속도

계의 착용부위, 착용시간(기간) 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개발되어 이들의 실질적인 신체활동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측정값

이 집단 간(group mean differences) 또는 개인 간 차

이에서의 크기가 다름을 고려하여 측정 목적에 따

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의 근거를 제공할 연구가 설계되

어 한국의 미취학아동의 신체활동 연구 및 신체활

동 지침의 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REFERENCES

Aadland E, Ylvisåker E (2015): Reliability of the actigraph 

GT3X
＋

 accelerometer in adults under free-living conditions. 

PLoS One 10(8):e0134606

Ahan HJ, Lee MC, Lee DT (2006): Validity and energy ex-

penditure of physical activity estimated by accelerometer. Int 

J Coach Sci 8(4):69-77

Baek S (2008):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children's 

obesity. Korean J Obes 17(2):55-64

Baker JL, Olsen LW, Sørensen TI (2007): Childhood body-mass 

index and the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adulthood. N 

Engl J Med 357(23):2329-2337

Cliff DP, Reilly JJ, Okely AD (2009): Methodological consid-

erations in using accelerometers to assess habitual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aged 0-5 years. J Sci Med Sport 

12(5):557-567

Freedson P, Pober D, Janz KF (2005): Calibration of accel-

erometer output for children. Med Sci Sports Exerc 37(11 

Suppl):S523-S530

Freedson PS, Melanson E, Sirard J (1998): Calibration of the 

computer science and applications, Inc. accelerometer. Med 

Sci Sports Exerc 30:777-781



224 | 가속도계를 이용한 미취학아동의 신체활동 평가

Jeong WS, Lee HS, Park UI (2003): Wearing, dietary and psy-

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bese children. J Korean Home 

Econ Assoc. Fam Environ Res 41(1):155-167

Joung HJ, Lee MH, Choi YS, Cho SH (2000): Baseline dietary 

behaviors of children for nutritional management programs 

at child care center in Korea. Korean J Nutr 33(8):890-900

Kim EK, Song JM, Choi HJ, Lee GH (2006): Assessment of 

activity coefficient, resting energy expenditure and daily en-

ergy expenditur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Diet Assoc 12(1):44-54

Kim HS, Ma YM, Park JY, Kim SH (2013a): An emotional 

self-regulation program for obese children: pilot study using 

mixed methods. Child Health Nurs Res 19(3):187-197

Kim JH, Kim EK (2009): Assessment of physical activity, ac-

tivity coefficient of preschool children and actual condition 

of daycare center outdoor play. Korean J Community Nutr 

14(6):777-788

Kim Y, Beets MW, Pate RR, Blair SN (2013b): The effect of 

reintegrating Actigraph accelerometer counts in preschool 

children: comparison using different epoch lengths. J Sci Med 

Sport 16(2):129-134

Kim YK, Chyun JH (2001): Nutrition intakes and relations to 

the obesity and the prevalence of anemia in preschool chil-

dren living in metropolitan area of Korea. J Korean Soc Food 

Cult 16(5):451-462

Kim YS, Lee HM, Kim JH (2015): Sodium-related eating be-

haviors of parents and its relationship to eating behavior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Korean J Community Nutr 

20(1):11-20

Lee MH (2014): Accuracy of accelerometer cut-points for esti-

mating physical activity intensity for children. Korean J 

Meas Eval Phys Edu Sport Sci 16(2):13-26

Lee MY (2011): Validity evidences and validation procedure of 

objective physical activity measures. Korean J Meas Eval 

Phys Edu Sport Sci 13(2):17-37

McClain JJ, Abraham TL, Brusseau TA Jr, Tudor-Locke C 

(2008): Epoch length and accelerometer outputs in children: 

comparison to direct observation. Med Sci Sports Exerc 

40(12):2080-208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Dietary reference in-

takes for Korea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jong. 

pp.46-48.

Nilsson A, Ekelund U, Yngve A, Sjostrom M (2002): Assessing 

physical activity among children with accelerometers using 

different time sampling intervals and placements. Pediatr 

Exerc Sci 14(1):87-96

Park HS, Shin KO (2004): Hair zinc and lead: relationship to 

nutrient intake and height and body weight in Korean pre-

school children. Korean J Nutr 37(3):193-201

Puder JJ, Munsch S (2010):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hild-

hood obesity. Int J Obes (Lond) 34:S37-S43

Puyau MR, Adolph AL, Vohra FA, Butte NF (2002): Validation 

and calibration of physical activity monitors in children. 

Obes Res 10(3):150-157

Reilly JJ, Penpraze V, Hislop J, Davies G, Grant S, Paton JY 

(2008): Objective measurement of physical activity and sed-

entary behaviour: review with new data. Arch Dis Child 

93:614-619

Roh DJ, Jecal Y (2013): Obesity rate by a variety of obesity 

measurements and prevalence of insulin resistance and meta-

bolic syndrome among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J 

Korean Soc Living Environ Sys 20(1):88-97

Ryou HJ, Nam HJ, Min YH, Kim YJ, Park HR (2004): 

Analysis of food habits and nutrients intake of nursery 

school children living in Anyang city, based on Z-score of 

weight for height. J Korean Diet Assoc 10(1):1-12

Shin MS, An HR (2007): A literature review: more effective 

approach for childhood obesity: based on international pa-

pers published from 1996 to 2007. J Korean Med Obes Res 

7(1):9-22

Suh YS, Kim DH, Shin DH (2000): Relation between body 

weight and physical activity in preschool children. Korean J 

Obes 9(2):146-152

Trost SG, McIver KL, Pate RR (2005): Conducting accel-

erometer-based activity assessments in field-based research. 

Med Sci Sports Exerc 37(11 Suppl):S531-S543

Vale S, Santos R, Silva P, Soares-Miranda L, Mota J (2009): 

Preschool children physical activity measurement: importance 

of epoch length choice. Pediatr Exerc Sci 21(4):413-420

van Cauwenberghe E, Labarque V, Trost SG, de Bourdeaudhuij 

I, Cardon G (2010): Calibration and comparison of accel-

erometer cut points in preschool children. Int J Pediatr Obes 

6(2-2):e582-e589

Welk TA (2002): Remembering well: rituals for celebrating life 

and mourning death and pilgrim Heart: the inner journey 

home, by sarah york. Am J Hosp Palliat Care 19(1):5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