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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걷기･달리기 필드테스트 중 에너지소모량 측정을
위한 Lifecorder와 IDEEA의 타당성을 검정하는데 있다.
방법: 건강한 성인 14명(남 = 10, 여 = 4)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접측정법으로 운동 부하검사는 걷기 또는 달
리기 시 산소섭취량과 심박수 반응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개인별 회귀식을 산출하여 에너지소모량을 추정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간접측정법으로 추정된 운동에너지소모량과 Lifecorder 또는 IDEEA에서 측정된 에너지소모량을
비교하였다.
결과: 본 연구 결과, 걷기·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간접측정법에 근거한 운동에너지소모량(각 394 ± 117.31, 536
± 108.59 kcal)과 Lifecorder (각 366.93 ± 78.05, 451.93 ± 84.16 kcal) 또는 IDEEA (각 469.82 ± 123.91,
491.51 ± 117.73 kcal)에서 측정된 운동에너지소모량의 측정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열량측
정법에 근거한 추정 회귀식을 기준으로 Lifecorder와 IDEEA에서 산출된 운동에너지소모량에 대한 상관분석결과
걷기 시 각각 r = .848, r = .476으로 나타났으며 달리기 시에는 각각 r = .849, r = .541로 나타났다.
결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걷기 및 달리기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Lifecorder가 IDEEA보다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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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여러 분야에서 심혈관

론

질환 및 비만 등의 각종 건강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건강 유지 및 증진시키는

동보다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최

데 필수적인 생활습관 요소로 생각되어 왔으며, 이러한 견

1)
근 조사된 2007년 보건복지부 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해는 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이 각종 퇴행성질환에 대한 유

의하면, 신체활동부족과 변화된 식습관에 따른 과도한 열량

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인간의 삶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

섭취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비만과 비만으로 인해 초래되는

운동은 신체의 움직임에서 계획되고 의도된 범위에 포함되

대사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요인으로

는 제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활동은 인간의 모든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건강증진을 위해 하루 약 300 kc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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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신체활동의 에너지소모가 권장되고 있으며2), 또한

한 에너지소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비

성인은 최소 30분의 중·고 강도의 신체활동을 주 5회 이상

만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및 운동을

3)

이러한 측면에서 개

정량화하고 처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

인의 신체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신체활

다. 그러나 신체활동과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 많은 전문가

동지침의 홍보와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을 권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되는 필수 조건 중의 하나이다.

중에서 어느 강도의 신체활동이 얼마의 열량을 소비하는지,

을 신체활동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

신체활동 관련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은 직

어떤 수준의 신체활동 강도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

접측정법(direct calorimetry)과 간접측정(indirect calorimetry)

및 증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직접측정법으로는 chamber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에너지소모량을 평가하기

calorimetry, 이중표지수법(doubly labeled water: DLW) 등

위해 신체활동 측정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에

이 있고, 간접측정법으로 개방회로법(open-circuit), 폐쇄회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로법(closed-circuit)이 있다. 직접측정법과 간접측정법은 정

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Suzuken에서 개발된 Lifecorder

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높지만 실험실 환경 및 고가의 측정

(Suzuken Co. Ltd, Japan)모델은 현지 연구 결과 직접적인

장비와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형태의 신

열량 측정값보다 총 에너지소모량과 신체활동 에너지소모

체활동 유형과 1일 측정 대상자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량이 다소 낮게 측정되었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에 많은 피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측정

특히 걷는 활동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하고 모니터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국민건강 및 보건 차원

같이 신체활동 에너지소모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허

에서 그 활용도와 실용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듯 국외

리에 부착하는 보수계 및 물체가속도의 원리를 이용하는 각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혹은 간접측정법의 운동관련

종 동작가속도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에

에너지소모량 측정방법의 원리를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활

따른 에너지소모량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기계

동 에너지소모량 추정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 유행하고 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관련 에너

는 자가기록법(self-reports), 보수계(pedometers), 동작가속

지소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동작가속도계의 신뢰성이나

도계(accelerometers), 심박수 모니터(heart-rate monitors)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4)

12)

이와

에너지소모량 추정방법에 근거하여 개발된 이

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걷기 및 달리기 운동

와 같은 다양한 신체활동 에너지소모량 측정도구 중에서 보

중 간접열량측정법에 근거하여 측정한 운동에너지소모량과

수계와 동작가속도계에 대해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일상

IDEEA (intelligent device for energy expediture and

적인 신체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성과 함께 신체활동수

activity) 및 Lifecorder를 착용하여 추정된 에너지소모량을

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서의 그 신뢰성과 타당성 실

비교함으로서 두 가지 동작가속도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등이 있다.

험을 통하여 입증했다.

5,6)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7)

Bassett 등 은 보수계는 스텝 수에서 대부분 신뢰성이 있

대상 및 방법

는 반면 거리 계산과 에너지소모량 구분에서는 낮은 신뢰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동작가속도계는 허리에 착

1. 연구 대상

용하는 유형으로 매분마다 보수, 에너지소비량 등을 기록하
고 저장하는 기능으로 신체활동 간 그 수준에 따라 에너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의학적 소견이 없고 약물을 복용하

소모량을 추정하는데, 에너지소모량 측정에 있어서 표준척

지 않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도(Chamber Calorimetry)와 비교했을 때 걷는 수준에 따라

며, 실험 전 모든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의 내용과 목적을 충

8)

3개의 축

분히 설명하고 사전의 실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참여

(r = .99)으로 구성된 동작가속도계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토록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남자 10명, 여자 4명의

나타냈으며, 일관성 있게 걷는 동안에는 r = .86~.96의 범위

자료가 이용되었다. 실험 중 2명의 참여자는 탈락하였다. 탈

단일축(r = .94)으로 구성된 동작가속도계와
9)

10)

11)

또한 Zang 등 은 에너지소비량 측정을 위

락 이유로는 체력적인 문제와 질환적인 문제로 인해 본 실

해 고정된 마스크장치와 공기순환이 되는 Chamber 안에서

험에서 제외 시켰다. 실험 참여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

신체와 사지 움직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는

과 같다.

를 나타냈다.

IDEEA를 비교 실험한 결과, 50분간 트레드밀에서 걷는 동

2. 측정 항목

안의 에너지소비량은 95.1 ± 2.3%로 전반적으로 정확성을

신장과 체중, 신체조성, 혈압, 운동부하검사의 측정은 표

나타냈다.
현재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활동 및 운동을 통

준화를 위한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였고 피험자들은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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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Men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VO2max
(mL/kg/min)

HRmax
(beats/min)

26.5

174.54

73.55

24.17

51.08

181.30

2.88

5.61

9.72

3.32

5.50

8.50

24.25
1.89

165.75
3.93

55.35
3.92

20.15
1.77

41.00
2.56

186.00
5.89

25.86

172.03

68.35

23.02

48.20

182.64

2.77

11.91

11.91

3.45

6.69

7.93

X

(n = 10)
Women
(n = 4)
All

s
X

s
X

(n = 14)

s

한 복장상태에서 측정하고, 최소 4시간 이상 공복 후 검사

3) 에너지소모량 산출

를 실시하였다.

심박수로 계산된 에너지소모량은 최대운동부하검사를 통
해 얻어진 심박수와 산소섭취량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7 km

1) 신체구성 변인

필드테스트 시 측정된 심박수로 산소섭취량을 산출하고, 분

신체구성 변인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당 산소섭취량(l/min)에 소비에너지를 곱하여 분당 에너지

하고, 신장(cm) 과체중(kg)은 자동측정기(DS-102, Jenix,

소모량을 산출 하였다. Lifecorder는 신장 그리고 신체조성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BMI = 체중(kg) / 신장

검사에서 얻어진 체중 및 체지방량, 기초대사량 등 체성분

(m2)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에 대한 여러 변인들을 Lifecorder에 전송한 후 측정하였으
며, IDEEA는 신장과 체중, 나이 그리고 체력수준을 입력하

2) 운동부하검사

고 측정하였다.

운동부하검사는 트레드밀(Medtrack ST 65, Quinton, USA)

4. 통계분석

과 가스분석기(True-one, Quinton,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검사 프로토콜은 Ramped bruce protocol을 이용하

최대하운동부하검사 후 얻어진 산소섭취량과 심박수 간

였고 실험 참여자는 최대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

의 회귀식은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정 회귀

대 능력 도달 기준은 호흡교환률(RER) 1.15 이상, 자각적

식에 의해 산출된 에너지소모량과 IDEEA, Lifecorder에서

운동강도(RPE) 17 이상, 자발적 중단요청, 운동 강도가 증

제시한 에너지소모량 비교는 ONE WAY ANOVA (RG) 분

가하여도 산소소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검사를

석을 하였다. 그리고 추정회귀식과 IDEEA, Lifecorder에서

중단하였다.

산출된 운동에너지소모량의 일관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측정법에서 제시한 운동에너지소모량

3. 에너지소모량 추정

의 차이비교를 통한 타당성 검정을 the Bland-Altman plot

1) 에너지소모량 추정을 위한 개인별 회귀식 산출

을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의 유의수준은 α

최대운동부하검사 중 자동심박동측정기(Polar Heart Moniter,

= .05에서 실시하였다.

Polar S60i, Polar Electro, Finland)를 착용하여 15초 간격
으로 심박수를 측정하고 가스분석기를 통하여 산소섭취량

결

과

을 기록한 후 심박수와 산소섭취량 간의 선형 회귀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성인 14명(남:10, 여:4)을 대상으로 간접 측

실시하여 개인별 산소섭취량의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정법을 이용한 운동에너지소모량 추정식과 IDEEA, Lifecorder
착용 후 7 km 필드테스트 시 운동에너지소모량측정 실험을

2) 에너지소모량 측정을 위한 7 km 걷기 및 달리기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필드테스트
필드테스트 시 동작가속도계(Lifecorder, Suzuken Co.

1. 간접열량측정법을 이용한 개인별 운동에너지
소모량 추정회귀식

Ltd, Japan)는 좌측 장골능에 착용시키고 IDEEA (Minisun,
Fresno, CA)는 5개의센서를 각 부위(가슴, 허벅지, 발바닥)
에 부착시켰으며, 자동심박동 측정기는 밴드에 연결하여 대

간접열량측정법과 트레드밀을 이용한 점진적 운동부하검

흉근 아래쪽에 부착한 후 리시버 시계는 손목에 착용시켰다.

사를 이용하여 심박수 및 산소섭취량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

걷기 필드테스트 시 운동 강도는 최대심박수의 50~60%로,

13)
에 근거한 개인별 운동에너지 추정회귀식 은 Table 2와 같

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운동 강도는 70~80%로 설정하였다.

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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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ression equations for the estimation of individual VO2max
Regression equations for the
Regression equations for the
No.
R square
N0.
estimation of VO2max
estimation of VO2max
1

VO2 = 0.426 × -32.238

2

VO2 = 0.438 × -31.867

3

VO2 = 0.408 × -23.081

4

VO2 = 0.453 × -30.197

5
6
7

.971

R square

8

VO2 = 0.309 × -21.223

.958

.990

9

VO2 = 0.403 × -22.101

.979

.989

10

VO2 = 0.387 × -28.464

.983

.946

11

VO2 = 0.429 × -23.602

.981

VO2 = 0.311 × -17.766

.968

12

VO2 = 0.259 × -13.823

.961

VO2 = 0.361 × -27.482

.963

13

VO2 = 0.398 × -23.146

.980

VO2 = 0.476 × -30.742

.971

14

VO2 = 0.366 × -24.651

.993

X = Heart Rate

Table 3. Energy expenditures measured during 7 km walking and running in the field tests
Indirect calorimetry
IDEEA
Lifecorder
Field Test
(kcal)
(kcal)
(kcal)
Walking
(n = 14)

X

s

394.38
117.31

Running
(n = 14)

536.59
X
108.59
s
a = Indirect calorimetry b = IDEEA c = Lifecorder.

P

post-hoc
b > c

469.82
123.91

366.93
78.05

.044

491.51
117.73

451.93
84.16

.113

Table 4. Correlations of the energy expenditures estimated by using the IDEEA and Lifecorder with that of indirect
calorimetry
Indirect calorimetry
IDEEA
Lifecorder
Walking

1

.476

Running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541

2. 추정회귀식, IDEEA, Lifecorder를 이용하여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 비교
Table 3은 7 km 걷기 및 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추정회귀
식, IDEEA, Lifecorder를 이용하여 추정한 운동에너지소모
량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첫째, 7 km 걷기 필드테스트 시 추정회귀식, IDEEA,
Lifecorder를 이용하여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은 각각
394 ± 117.31 kckal, 469.82 ± 123.91 kcal, 366.93 ±

둘째, 7 km 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추정회귀식, IDEEA,
Lifecorder를 이용하여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은 각각
536 ± 108.59, 491.51 ± 117.73, 451.93 ± 84.16 kcal로서,
달리기 운동 중 3가지 다른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운
동에너지소모량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추정회귀식, IDEEA, Lifecorder를 이용하여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 간의 상관분석

의(P = .044)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

(75,44 kcal) 그리고 추정회귀식과 Lifecorder에 근거한 운
동에너지소모량 간의 평균 차이(27.45 kcal)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DEEA를 이용하여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량과 Lifecorder를 이용하여 산출한 운

.849†

동에너지소모량의 평균차이(102.89 kcal)는 통계적으로 유

른 측정법으로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은 통계적으로 유

과 IDEEA에 근거한 운동에너지소모량 간의 평균차이

†

.848

의(P = .042)한 것으로 나타났다.

78.05 kcal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걷기 운동 중 3가지 다

방법 간 평균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정회귀식

*

Table 4는 간접열량측정법에 근거한 추정회귀식과 IDEEA,
Lifecorder에서 산출된 운동에너지소모량에 대한 일관성을
비교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걷기 필드
테스트에 대한 측정방법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IDEEA에
서 산출된 운동에너지소모량과 Lifecorder에서 산출된 운동
에너지소모량 사이의 상관계수는 각각 r = .476, r = .848로
나타났으며, 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산출된 운동에너지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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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상관계수는 r = .541, r = 849로 나타났다. 추정 회귀

의평균 차이는 27.45 kcal이고, 14명 모두에서 측정방법 간

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IDEEA에서 산출된 운

의 운동에너지소모량 평균 차이는 허용 에러범위 이내

동에너지소모량이 Lifecorder에서 산출된 운동에너지소모량

(+1.96 SD; 156.29 kcal, -1.96 SD; -101.38 kcal)에 있는

보다 낮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걷기 필드테스트 시

것으로 나타났다(Fig. 1A). 또한 IDEEA에서 산출한 운동에

IDEEA에서 산출된 운동에너지소모량은 다소 낮은 상관성

너지소모량과 추정회귀식으로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 간

을 보였다.

의 평균 차이는 -75.4 kcal이고, 14명 모두에서 측정방법 간

4. 추정회귀식과 IDEEA, Lifecorder를 이용하여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 간의 정확성

의 운동에너지소모량 평균 차이는 허용 에러 범위 이내
(+1.96 SD; 166.7 kcal, -1.96 SD; -317 kcal)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1, 2는 the Bland-Altman plotting을 이용하여 걷기

또한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fecorder를 착용하고

및 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IDEEA 및 Lifecorder를 착용하여

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과 추정회

추정한 운동에너지소모량과 간접열량측정법에 근거한 추정

귀식으로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 간의 평균 차이는 84.66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의 정확성 일

kcal이고, 14명 모두에서 측정 방법간 운동에너지소모량의

치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는 허용범위 이내(+1.96 SD; 198.28 kcal, -1.96 SD;

Lifecorder를 착용하고 걷기 필드테스트 시 산출한 운동에

-28.96 kcal)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2A), IDEEA에

너지소모량과 추정회귀식으로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 간

서 산출한 운동에너지소모량과 추정회귀식으로 산출한 운

Fig. 1. The Bland-Altman plotting of the energy expenditures
during walking estimated by using the Lifecorder(a) and IDEEA(b).

Fig. 2. The Bland-Altman plotting of the energy expenditures
during running estimated by using the Lifecorder(a) and IDEE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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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너지소모량 간의 평균 차이는 45.08 kcal이고, 14명 중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10개의 전자보수계에서 보수, 거

한명의 측정치를 제외한 13명에서 측정 방법 간 운동에너지

리,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기위해 트레드밀 위에서 54, 67,

소모량의 차이는 허용범위 이내(+1.96 SD; 258.23 kcal,

80, 94, 107 m/min의 각각 다른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행

-1.96 SD; -168.08 kcal)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 각 기계에 따른 타당성 비교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Lifecoder 제품이 54, 67 m/min의 낮은 속도에서는

고

측정 보수가 실제 보수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냈

찰

으나 평균 ± 1% 이내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에너지
산업혁명 이전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은

소모량 산출에서는 간접측정법(더글라스백)을 기준으로 비

생산과 서비스분야에서 대부분 요구되어 왔으며, 산업혁명

교한 결과 Lifecoder와 다른 1개의 제품에서 측정된 에너지

이후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한 생활의 자동화는 신체적 움직

소모량만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임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인류 생활에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

8개의 제품에서 측정된 에너지소모량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

움과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풍부한 영향섭취와 운동

내었다.

부족으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의 에너지소모량 측정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

신체활동의 감소는 비만을 비롯한 여러 질병 및 사망률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측정방법인 chamber 안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신체활동량이

에서 측정된 에너지소모량과 Lifecorder에서 측정된 에너지

15)

이것은 본 연구와 측정방법은 다르지만 낮은 강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또

소량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Lifecorder에서 측정된 에너지소

한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고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는데 여

모량이 직접측정방법에서 측정된 에너지소모량 보다 과소

러 방법들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한편, 일상생활 이외의 건

평가되었지만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신체활동뿐만 아

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운동량을 측정

니라 운동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당성이 있는

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6)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및 운동 시 에너지소모량을 측

Zang 등17)은 에너지소모량 측정을 위한 직접측정방법인

정하는 방법으로서 신뢰성과 타당성의 중요성이 주목되는

chamber 안에서 IDEEA와의 비교 실험 결과, 95.1 ± 2.3%

가운데,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높은 신뢰성과

로 높은 정확성을 나타냈지만 몇몇 실험 참여자에서는 과

타당성이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추정회귀식(심박

소·과대평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수-산소섭취량간의 회귀식에 의한 운동에너지소모량 추정)

도 비교 기준(척도)이 다르지만 걷기 및 달리기 필드테스트

과, Lifecorder (동작가속도계), IDEEA를 비교하였으며, 특

시 추정회귀식에 의해 산출된 에너지소모량과 비교했을 때

히 심박수-산소섭취량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IDEEA에서 산출된 에너지소모량은 걷기 필드테스트에서는

14)
이론적 근거 를 통해 현 실험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추정

과소평가되었고 달리기 필드테스트에서는 과대평가된 것으

회귀식을 기준(척도)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성인에게도

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IDEEA는 개인의 일

신체활동관련 운동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7 km

상적 생활에 적용함에 있어서 장치의 내구성에 관련된 많은

걷기·달리기 필드테스트를 통한 동작가속도계의 타당성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IDEEA의 센서는 가슴,

대해 연구하고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

넓적다리(대퇴부) 앞부분 그리고 양 발바닥에 부착되어야

작가속도계는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고 운동 강도 및 에너지

하며 얇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한

소모량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사용이

다. 또한 팔의 움직임과 걷다가 달리는 움직임의 변화를 감

가편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여 이러한 측정 장비들의 활용도

지할 때의 측정값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걷기 필드

되고 있으며,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 소장하기 어

테스트 시 추정회귀식을 기준으로 볼 때 IDEEA에서 산출

려운 고가의 장비이다. 반면 동작가속도계(Lifecorder)는 총

된 운동에너지소모량은 과대평가되었고, Lifecorder에서 산

칼로리(gross kilocaloric)와 순 칼로리(net kilocaloric)를 각

출된 운동에너지소모량은 과소평가되었으나 각 측정 방법

각 산출할 수 있고 사용자 개개인의 나이, 키, 체중, 등 신체

간 운동에너지소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활동을 근거로 한 기초대사량을 고려하여 고안되었다. 또한

달리기 필드테스트 시 IDEEA로부터 산출된 운동에너지소

운동 중 에너지소모량은 가속도와 시간의 곡선을 통합하여

모량이 추정회귀식과 Lifecorder에서 산출된 운동에너지소

개산되어지며 더 높은 가속도 곡선을 나타내는 조깅과 같은

모량보다 과대평가 되었지만 각 측정방법에 있어서 유의한

활동은 걷기와 같은 낮은 강도보다는 높게 측정되어 운동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he Bland-Altman plot상

강도에 따라 다른 에너지소모량을 산출할 수 있는 특징을

에서 IDEEA에서 산출된 1개의 측정치(달리기 필드테스트)

가지고 있다.

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 1.96 SD 내에 포함되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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