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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고령화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노인들에게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적 간섭은 건강한 노화과정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 건강한 노화과정을 위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운동량을 제시하여 건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여 생활습
관병의 예방 및 치료를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서울시내 시립노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96명을 대상으로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였고 1일 활동대
사량은 다중기록가속도계 장치부착보수계(lifecorder)를 10일 동안 착용시켜 측정하였다. 분석용 엑셀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1일 평균 보행 수, 1일 에너지소모량, 기초대사량, 활동강도에 따른 시간 등을 조사
하여 생활활동 강도지수 [총소비열량/기초대사량], 체중 당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하였다. 생활활동량은
보행 수와 생활활동 강도와 연관해서 검토하였다.
결과: 1일 에너지소비량은 65세 미만 군에서 239.9 kcal, 65세 이상 군에서 191.9 kcal로 60세 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70세 이상 군에서는 188.8 kcal를 소비하였다. 총 에너지소비량은 65세
미만 군에서 1724 kcal, 65세 이상 군에서 1631.6 kcal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70세 이상 군에서는
1717.9 kcal였다. 1일 보행 수는 65세 미만 군에서 8516보, 65세 이상 군에서 7820보, 70세 이상 군에
서는 7143보를 나타내었다. 1일 체중 당 에너지소비량은 65세 미만 군에서 4.08 kcal, 65세 이상 군에서
3.44 kcal, 70세 이상 군에서 2.88 kcal로 유의하게 저하를 보였다.
결론: 교육적 간섭을 통해 일상생활을 활동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기초대사의 저하를
느리게 하고 에너지대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 1일 8955±4.1의 보행수는 10000보 이상이 되
도록 한다. 1일 필요한 신체활동 소비량을 생활활동지수 4등급으로 나누어볼 때 지수가 1차적으로는
1.5, 2차적으로는 1.7이 되도록 한다. 또한 체중당 에너지소비량은 4.1∼5 kcal이상을 소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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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군별로 비교 검토하여 고령자들의 기능 저하의 원인을

론

밝히고,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적당한 운동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노령
인구가 과잉비대하고 있다. 2003년 11월 65세 이상

량과 강도를 제시하여 고령자의 건강형성과 증진을 위
한 유효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인 397만 명으로 이미 우
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있다 (통계청, 2003).

방

그러므로 노인의 건강, 의료, 복지문제가 사회적인 문

법

1. 연구 대상

제로 대두되었다.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1일 신체활동량 조사를 위해 다중기록가속도계 장

대책은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자 개개인은 자신의 건

치부착보수계 (Lifecorder, Suzuken)를 10일간 착용한

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다. 고령자들의 건

여성노인 대상자는 Table 1과 같이 60∼64세 군 33명,

강에 대한 정의는 질병에 의한 장애를 갖지 않는 것

65∼69세 군 33명, 70∼79세 군 28명으로 총 96명을

만이 아니고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의 생활을 즐

대상으로 하였다.

겁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건강은 건강한

2. 측정 항목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이
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

1) 신체계측

다고 하겠다. 고령화사회에서 생활 습관 관련질환의

신장 및 체중 (Kansai Co)을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

예방과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큰 과제는 식생활, 휴

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의 값 (kg/m2)으로 나누어 환산

1)
양 및 운동의 적정화가 기본이라고 했다 .

하였다.

고령자의 바람직한 생활의 기본에는 영양상태와 체
2) 기초대사량

력수준을 위해 신체활동이 필수적이고, 체력유지를 위
2)

기초대사량 (kcal/day)은 일본후생성의 일본인 영양

한 활동적인 운동이 상당한 효과를 낸다고 임 은 보고

0.444

소요량에 의해 개인의 체중

했다.

×신장0.663×88.83으로

신체활동 능력을 생활체력으로 정의해서 고령자를

2
성, 연령별 기준치 (kcal/cm /hr)를 30대 여성은 33.2,

대상으로 한 건강평가에는 종래 의학적 지표보다는 생

60∼69세 여성은 31.4, 70∼75세 여성은 31.1로 적용

활기능의 자립성을 지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시켜 계산하였다.

3)

4)

. 미국스포츠의학회 (ACSM) 는 고령자에 있어서 적

극적인 사회참가 등, 일상생활 전반을 활발하게 유지

3) 신체활동량 조사

하는 것이 제창되고 있다.

개개인의 신체활동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기록

어떤 형태의 신체활동이라도 신체활동이 없는 것보
다는 20∼30분간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했던 사람의
5)

가속도계 장치부착보수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연령,
성별, 신장, 체중, 측정개시날짜 및 시간을 입력시킨

기능적 한계가 높다고 했다 . 건강에서 신체기능과 운

후 수면과 목욕 시를 제외하고 10일 동안 착용 시켰다.

동과 일상생활에서 활동과 운동이 노화와 신체조성에

기초대사량은 환산하였고 체중당 총 활동에너지 소비

6)

7)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 또한 Bijnen 등 도 횡단적

량, 1일 평균에너지소비량, 평균 보행 수 및 최대신체

연구에서 연령별 체질량지수에 따라 보행 수 및 중강

활동시의 평균에너지소비량, 신체 활동강도, 평균 보

도의 신체활동 시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

행 수를 각 활동의 강도에 따른 시간으로 분석하였다.
① 총 에너지소비량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들의 체력 형성과
실천시 효과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1일 총 에너지소비

총 에너지소비량은 (기초대사량+운동량)×1.11+미

량, 운동량, 강도별 활동시간, 1일 보행 수 등을 연령

세 운동량으로 가산된 것을 1일 총칼로리 소비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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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yr.)

60∼64

65∼69

70∼79

All

(35)

(33)

(28)

(96)

Age

Ave

63.1

67.1

73.0

67.4

(yr.)

SD

1.6

1.1

1.4

4.3

Height

Ave

153.9

151.7

156.1

153.8

(cm)

SD

5.1

5.7

6.1

6.3

Weight

Ave

59.5

58.3

63.4

60.2

(kg)

SD

7.6

10.4

9.9

9.7

BMI

Ave

25.1

25.2

25.9

25.4

2
(kg/m )

SD

2.9

3.5

3.5

3.2

BSA

Ave

1.53

1.50

1.59

1.54

(m )

2

SD

0.10

0.14

0.14

0.14

BMR

Ave

1162

1134

1186

1159

(kcal/day)

SD

80

109

104

103

나타내었다. 그리고 체중으로 나눈값을 단위 체중당

생활활동강도 지수는 총소비열량/기초대사량으로

에너지소비량으로 하였다.

구하였다. 그리고 생활활동강도의 구분은 낮다, 조금

② 신체활동강도수준

낮다, 적당하다, 높다로 구분하였고, 지수는 1.3, 1.5,

총 에너지소비량/기초대사량으로 환산하였다

1.7, 1.9로 일본인 영양소 요구량에서 바람직한 에너지

③ 운동량

소비량을 생활활동강도별로 나타내었다.

가속도 센서 신호로부터 운동강도를 대응된 시간과

3. 통계 처리

가속도 센서에 감지된 운동강도로부터 운동에 의한 칼
로리 소비량으로 환산하여 운동량으로 나타냈다. 이때

SPSS11.0 통계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측정

대응하는 운동계수에 체중을 곱하여 4초간의 운동량

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연령별 그룹간을

을 10단계의 운동강도로 하고 2분간의 최대치를 4단

일원 배치분산 분석을 이용하였고 보행 수와 생활활동

계의 32046cell에 기억시킨 것을 토대로 1일 에너지

강도지수, 체중당 신체 활동량과 신체활동수준은 회귀

소비량과 운동강도별 시간을 환산하였다.

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④ 체중당 운동량
운동량을 체중으로 나누어 환산하였다.

결

⑤ 운동강도

과

다중기록가속도계 장치부착보수계 (lifecorder)는 기
억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체의 상하운동에 따른

1일 신체 활동량 조사를 위해 다중기록가속도계 장

진동의 가속도를 4초 단위로 신호를 받는다. 10단계의

치부착보수계 (lifecorder)를 10일간 착용한 여성노인

운동강도는 0은 운동이 없는 상태이고 0.5는 미세운동,

에 대한 특성은 Table 1과 같다. 60∼64세 군 33명,

1∼3은 가벼운 운동, 4∼6은 보통보행, 7∼9는 조깅의

65∼69세 군 33명, 70∼79세 군 28명으로 총96명의

강도를 의미하고 2분간의 최대치를 10단계의 운동강

평균 연령은 67±4.3세, 체질량지수는 평균 25.4/m 이

도로서 기록 저장되어 있다.

였으며, 기초대사량은 1159 kcal/day였다. 그룹별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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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ily Energy Expenditure and Step Count
Age(yr.)

60∼64

65∼69

70∼79

All

Number

(35)

(33)

(28)

(96)

Ave.

1724.2

1631.6*

1717.9

1690.9

Total Energy Expenditure
(kcal/day)

SD

156.7

180.2

176.3

174.0

Physical Activity Level

Ave.

1.49

1.41

1.40

1.43

SD

0.11

0.28

0.33

0.24

Physical Activity

Ave.

239.9

191.9

188.8

208.8

SD

129.3

99.0

98.2

106.1

Ave.

4.08

3.44

2.88

3.51

Energy Expenditure(kcal/day)
Physical Activity
Energy Expenditure(kcal/day/kg)
Step Count
(step/day)

†

SD

2.27

1.83*

1.91

Ave.

8516

7820

7143

7885

SD

3937

3873

3937

3523

1.91

＊: significantly lower than 60∼64(p<0.05)
†

: significantly lower than 65∼69(p<0.05)

항목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며 중 강도에서 1일 신체활동시간은 평균 23.5±

1일 에너지소비량과 보행 수는 Table 2와 같다. 1일

20.1분이고 고강도 (활발한) 신체활동시간은 평균 3.0

보행 수에 의한 총 에너지소비량은 1690.9±174.0 kcal/

±6.6분 이내였다. 중강도에서 활발한 강도의 신체활

day였으며, 총 에너지소비량/기초대사량으로 나눈 신

동량은 평균 26.6±23.0분이었다. 각 그룹별 항목의

체활동수준은 평균 1.43±0.24였다. 신체활동으로 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비된 에너지소비량은 239.9±129.3, 191.9±99.0, 188.8

8)
Paffenbarger 등 은 중강도 (4.5METs) 이상의 신체

±98.2 kcal였다. 평균 1일 에너지소비량은 208.8±

활동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별 유

106.1 kcal다. 생활활동 수준을 총소비열량/기초대사량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강도에서 신체움직임이 60세

으로 구한 생활활동지수는 각 군별 1.49±0.11, 1.41±

군의 경우 28.9±23.4분, 65세 군 25.2±21.5분, 70세

0.28 그리고 70세 군에서 1.04±0.33으로 유의하게 저

군 14.9±22.1분으로 60세 군 및 65세 군에 비교하여

하되었고, 평균 1.43±0.24였다. 체중 당 신체활동으로

70세 군에서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평균 23.5±20.1분

소비된 에너지소모량은 3.51±1.91 kcal/day/kg이었으

을 나타내어 좀 더 활동적인 움직임의 시간이 요구

며, 대상자의 평균 1일 보행 수는 7885±3523이었다.

된다.

1일 총에너지소비량은 60∼64세 군이 65∼69세 군보

각 연령군별 신체활동은 3METs 이하 군에서는 연

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p<0.05). 그룹별 신체활동

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의 증가가 보였고, 3METs이상

수준과 1일 신체활동량에는 그룹별 유의한 차이는 없

군에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활동 시간이

었으나 체중 당 에너지소비량 (1일 신체활동량/체중)에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p<0.05).

서 60∼64세 군에 비하여 두 그룹 군 모두 유의하게

한편 생활활동강도 지수 (x)와 보행 수 (y) 사이에는

낮았다 (p<0.05). 보행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유의한 상관관계(r=0.933, p<0.001)를 보였으며 y=

았다 (Table 2).

19810, (x)=35769의 회귀식으로 추정해보면 생활활동

평균나이 60세 이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강도 (낮다)의 활동량은 7047보, Ⅱ (조금 낮다)의 활동

1332±197.8분으로 22시간 21분 이었다. 신체활동중

량은 9097보, Ⅲ (적당하다)의 활동량은 11147보, Ⅳ

가벼운 강도에 1일 신체활동시간은 평균 50.0±20.5분

(높다)의 활동량은 13197보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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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ily Time Spent Distribution
60∼64

Age(yr.)
Number
Inactive time
(hour/day)
Time spent in light intensity
physical activity (min/day)

65∼69

70∼79

All

(35)

(33)

(28)

(96)

Ave.

1359.1

1320.6

1313.9

1332.7

SD

32.8

239.6

288.6

197.8

Ave.

45.6

48.4

57.6

50.0

SD

19.4

19.3

21.0

20.5

Ave.

28.9

25.2

14.9

23.5

SD

23.4

21.5

22.1

20.1

Ave.

5.8

1.6

1.2

3.0

SD

10.3

1.6

1.7

606

Time spent in moderate to vigorous

Ave.

34.7

26.8

16.1

26.6

Intensity physical activity (min/day)

SD

28.3

21.9

22.6

23.0

Time spent in 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 (min/day)
Time spent in vigorous intensity

minutes/day

physical activity (min/day)

<3 METs

80
70
60
50
40
30
20
10
0

>3 METs

57.6*

48.4

45.6

34.7

26.8

60- 64

16.1

65- 69
age(yr.)

70 -79

Fig. 1. The duration of physical activity in elderly
*: significantly lower than 60∼64 (p<0.05),

✝

: significantly lower than 65∼69 (p<0.05)

번째 시도로 생활 활동 강도 Ⅲ (적당하다)인 10000보

력과 평형성, 반응능력, 유연성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상 11147보는 걷도록 해야 한다.

유지하고 발달시킴으로 능력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
다. 이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건

고

강한 노후생활의 기반은 장기간 지속적인 신체활동의

찰

생활습관과 이러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체력
가령에 따른 여러 기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

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다.

이다. 노인이 되면 신체활동 참여 감소로 인해 심혈관

고령자의 체력, 건강수준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 기능 및 근육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9) .

서는 일시적인 신체활동보다 운동의 생활습관화가 중

그러나 고령자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신체적 주

요하다고 하였다

요소는 근력, 전신이동능력, 지구성을 필요로 하는 능

적인 사회 참가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활발한 신체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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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20000
17500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00
0

y = 19810 x - 35760
r = 0.933, P<0.001

1.1

1.2

1.3

1.4

1.5
1.6
PAL*

1.7

1.8

1.9

2

Fig. 2. The number of step and PAL in elderly
PAL; Physical activity level=total energy expenditure/basal metabolic rate

활동을 유지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보행속

낮은 기초대사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를 심박수 100∼120 beats/min의 강도로 실시하는

건강일본 21 (2000)에서는 국민건강형성을 위한 운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호흡순환계가 적당한 강도로

동의 목표치를 최대산소섭취량을 연령기준으로 최저

8)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보행습관을 권장하였다 .

12)
한계치를 설정했고, 1일 보행수로 나타내었다 .

이 경우 심장병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적어질 수 있다

13)
Anderson 은 최대산소섭취량이 12∼13 mL/kg/min일

고 하였다. 인체기능의 노인성 변화는 신체적인 기능

때 독립행동이 가능한 최저선이라고 하였으며, 건강한

의 감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세포의 노화에 따

생활을 위해서는 최대산소섭취량이 최저선의 두 배인

른 변화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신경질환은 부분적으

25 mL/kg/min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기간 지구

2)

로 같은 병태생리적 기전을 가진다 . 그러므로 독거생

성 훈련은 젊은 성인들처럼 최대산소섭취량을 10∼

활이 가능하려면 신체활동의 필요성과 적정한 운동의

14)
30% 증가시키고 ,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도 개선되

생활화가 요구된다.

15)
었다고 하였다. 임 은 고혈압 여성 환자에서 유산소

기초대사는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역치 강도로 bicycle ergometer 운동을 6개월간 실시

량으로 몸의 크기, 신체조성, 연령, 호르몬의 영향, 체

한 결과 체중당 최대산소섭취량이 17.8 mL/kg/min에

온의 상승, 영양상태에 따라 다르다. 즉 심장, 호흡, 신

서 23.7 mL/kg/min으로 33.1% 증가하였음을 보고하

장 등의 작용으로 체온유지 등 근육의 긴장유지에 필

였다. 또한 분당 보행속도도 여자 고령자의 신체교육

요한 최소한의 대사량은 60 kg 사람의 경우 1일 1300

이 보행속도 83 m/min에서 102 m/min으로 증가되었

∼1600 kcal로 이중 1/3이 심장이나 여러 활동, 2/3가

다고 보고하였다.

체온 및 조직의 유지에 사용된다. 수면시에는 기초대사

16)
일본영양소요량 에서는 일상생활의 에너지소비량

의 6∼10%가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의 기초대사량은

을 생활활동강도별로 생활활동지수구분 “Ⅰ 낮다”의

평균 1159±103 kcal로 낮게 나타났다. 기초대사량을

경우 지수는 1.3, “Ⅱ 조금 낮다”는 1.5, “Ⅲ 적당하다”

향상시키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지속적인 활발

는 1.7, “Ⅳ 높다”는 1.9로 구분했다. 일본인의 영양소

한 신체활동의 참가가 근육량 및 제지방을 증진시켜

요구량에 나타난 생활활동지수의 구분은 일본국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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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적용하여 생활활동지수 1.7이상으로 활동하는 것

보는 좌업 생활자들의 자료임으로 볼 때 약간 활동적

을 과제로 삼고있다. 본 연구에서 생활활동강도수준이

으로 좀 더 강도 높은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또 10000

60세 이상에서 1.43±0.24로 “낮다”와 “조금 낮다” 사

보 이상은 활동적인 사람들이며 12500보 이상은 매우

이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Table 2) 우리도 활

21)
높은 활동량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하였다 . 본

동과제의 목표치를 일본과 마찬가지인 “적당하다”인

연구에서 신체활동지수나 체중 당 소비량, 1일 보행수

지수 1.7의 생활지수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로 볼 때 모든 그룹에서 보다 개개인의 적극적인 신체

사료된다. 즉 운동강도를 조금 높인다든가 운동 소비

활동이 요구된다.

시간을 늘인다든가 보행 수를 늘려 신체활동에 소요되
는 에너지 양을 늘이도록 해야 한다.

적당한 신체활동수준은 1.7로 보행수는 14917보일
때이며, 조금 낮은 활동수준인 1.5는 8955보로 체중

본 연구에서 다중기록가속도계 장치부착보수계 (lif-

당 5 kcal이상의 신체활동이 요구되며 체중 당 7 kcal

ecorder)의 강도5는 4.3 METs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의 운동이 보다 적절한 신체활동이라 하겠다. 총소비

그러므로 6 METs의 신체활동 즉 100 m/min의 속도인

량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눈 체중 당 신체활동량은 일본

17)
빨리 걷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 는 신체활동

인 목표치인 신체활동지수가 1.7에 해당하는 체중 당

량과 심근경색의 위험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4.5 METs

1일 소비량의 최저한계인 5 kcal/kg/day이상에서 7

이상의 신체활동량은 1일 250∼600 kcal까지가 심근

kcal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색의 위험이 감소되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여 U자형
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체중 당 5 kcal 이상이

ABSTRACT

소비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1일 보행 수와 신체활동 수준을 보면 (Fig. 2)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is

역학조사에서 신체활동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4.5

the examination of physical activity pattern of the

METs이상을 중강도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사망률

total energy expenditure. Energy expenditure is

과 신체활동량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4.5 METs의 신

measured the physical activity of daily step counting

체활동이 있을 때 위험인자가 경감했다고 보고하여

in older Korean women.

4,18)

, 본 대상자의 신체활동강도가 낮고 시간이 적었음

Methods: Ninety-six of old women wear pedo-

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부 고층주택에 주거하는 고령

meters with accelerometer for ten days in order to

자에서 1일 평균 보행 수는 여자에서 8923보로 일본

determine the number of step and time spending in

전국 동 연대의 조사보고지와 비교했을 때 60세 군의

physical activity at light, moderate and vigorous

8516보와 비슷하였다. 생활활동 강도지수 (총 에너지

intensity. Subject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소비량/기초대사량)로부터 생활활동 지수를 보면 적절

according to ages.
Results: In contrast to the member of step, time

한 영양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목
19)

촌 등 은 고령자의 체력유지에는 가벼운 운동 등에도

spent in moderate intensity of physical activity is

꽤 큰 효과를 인정한다고 하였고 평년 12년 건강위탁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age.

20)
사업 에서 생활강도I 활동량은 보행 수 6824보, II의

Conclusion: Older individuals should be encourag-

활동량인 “조금낮다”는 9928보, III활동량인 “적당하

ed to improve daily physical activity in energy

다” 13032보, Ⅳ 활동량인 “높다”는 16135보가 필요

expenditure and the daily number of step in order to

하다고 하였다. 이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평

protect the decline of physical activity with aging.

균 보행 수 7885보로 5147보다 약 45%나 적었다. 또

Consequently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suggests

보행 수 5000보 미만의 경우, 좌업생활자, 5000∼7499

following:

사이는 낮은 활동량을 가진 사람들이며, 7500∼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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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ily walking step counting (step/day) will be

－ 대한비만학회지: 제 13 권 제 3 호 2004 －

more than 10000 steps per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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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ysical activity level will be more than 1.7 per

Measurement of physical activity to assess health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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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ysical Energy expenditure will be more tha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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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leg JL. The defect of mormative aging on the

4) Time spending in moderate of the intensity phy-

cardiovascular system. Am J Geriatric Cardiol

sical activity will be more than 30 minutes per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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