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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본 연구는 20대와 60대의 여성에 있어서 1일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고, 동일 최대하부하
운동을 실시하여 심박수, 혈중유산농도 및 주기적 운동강도로 20대와 60대의 신체활동 능력을 비교
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자는 27명의 20대 여성 (23.22±0.75세)과 65명의 60대 여성 (67.05±4.81세)으로 총
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부하는 20 cm의 높이를 분당 20회, 25회, 30회의 운동으로 각 4분씩
4, 5 및 6 METs에 해당하는 운동으로 승강시켰다.
결과: 20대군은 310.70±78.58 kcal, 60대군은 160.29±63.59 kcal의 1일 신체활동량의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20대군은 체중당 5.33±1.35 kcal/kg을 60대군은 2.71±1.07 kcal/kg을 소비하였다. 1일
평균 보행수는 20대가 10866.44±2263.43보이었고, 60대는 6265.11±2164.48보이었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대와 60대가 각각 1981.22±146.02 kcal와 1574.88±151.82 kcal이었다. 최대하운동인
4, 5, 6 METs에 해당하는 각각의 step 운동에서 20대군에서 60대군과 비교하여 안정시 및 각각의
운동에서의 혈중 유산소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박수는 안정시 및 각각의 step 운동
에서 4, 5, 6 METs시에 20대군이 60대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또한 주관적인 운
동강도에서는 6 METs 운동강도에서 20대군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 기능적인 체력의 적응능력이 20대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강도 높은 운동
의 실시 및 적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20대군에서는 강도가 높은 중강도의 에너지소비가 요구되며,
60대군에서도 현재보다 높은 5 kcal/kg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현재의
건강의 유지나 노화지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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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대하 부하인 동일한

론

step 운동을 실시하여 혈중 유산농도, 심박수, 주관적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체력이란 과도한 피로함이 없

인 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20대와 60대 여성의 1일

이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

필요한 신체활동 에너지 소비량을 제시하고 운동처방

다. 체력을 대표하는 최대산소섭취량은 심폐지구력을

및 운동요법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타내며,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사망률과 상
1)
관이 높고 성인의 건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최

방

대산소섭취량의 저하는 신체활동량의 감소에서 오며

1. 대상자

이에 따른 체력수준의 저하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력
2∼4)

특히 건강관련 체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법

건강한 27명의 여자 대학생 (23.22±0.75세)과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는 65명의 여자 고령자 (67.05±4.81

.

체력에 관한 개념의 변화가 1970년대 중반부터 시

세) 등 총 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작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행동체력 전체를 기능관

2. 신체적 특성

련체력과 건강관련체력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게 되었
3,5)
다 . 각종 성인병의 발현은 발육발달 촉진기 초기단

신장 및 체중은 Kansai Seiki Co (Japan)의 인체계

계의 운동과 영양의 균형과 관련이 높으므로 성인병의

측기를 사용하였고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

1차적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에 의한 건강습관

의 비 (kg/m2)로 환산하였다.

5)
의 형성이 필요하다 . 성인의 건강과 발육발달 촉진기

3. 신체활동량 조사

초기단계의 체력수준이나 건강도와의 관련이 높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있어서의 건강관련 체력은 생애체
6)

Suzuken사의 다중기록가속도계 장치부착 보수계

력 (life time fitness)의 기반이 되므로 , 신체활동을

(Multy Memory인 life corder)를 사용하였고, 개개인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 신체활동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의 연령, 성별,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가 진행되는 21세기에 들어서

신장, 체중, 측정 년, 월, 일 및 측정을 개시한 시간을

서 건강관련 체력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입력시킨 후 수면과 목욕시를 제외하고 10일 동안 착

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

용시켰다. 기초대사량을 측정하고 10일간의 평균 에너

형성 문제에서 운동이 중요시되는 배경은 운동이 건강

지 소비량, 총 활동 에너지 소비량, 평균보행수 및 최

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며, 생

대 신체활동시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총 활동 에너지

명을 연장시키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 등과

소비량, 평균보행수와 각 활동시의 강도에 따른 시간

같은 과학적 연구가 축적되면서부터이다.

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습관 개선에 있어서 신체활
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신

1) 운동량 : 가속도 센서 신호로부터 운동강도를 대

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순한 심신의 풍요로움

응된 시간과 가속도 센서에 감지된 운동강도로부터 운

을 찾을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증가

동에 의한 칼로리 소비량으로 환산하여 운동량으로 나

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켜

타냈다. 이때 대응하는 운동계수에 체중을 곱하여 4초

줄 것이다.

간의 운동량을 10단계의 운동강도로 하고 2분간의 최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의 정점인 20대와 쇠퇴기인

대치를 4단계 즉, 1단계는 무운동, 2단계는 미세운동

60대 여성의 신체활동시의 운동의 강도, 지속시간, 운

(운동강도 1에 달하지 않는 신호 입력부터 보통 보행

동 빈도 등으로 운동량만 보지 않고 운동의 질을 포함

강도 1, 2, 3까지를 가벼운 강도, 3단계는 보행부터 빠

한 운동량의 실태로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여 비교분

른 보행을 4, 5, 6까지 중강도), 4단계는 속보 운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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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9)로 하여 32046 cell에 기억시킨 것을 토대로 1일

었고, 1일 신체활동 강도별 운동시간을 0은 무운동, 1

에너지 소비량 및 운동강도별 시간을 환산하였다.

은 미세활동, 2는 보통 보행으로 1, 2, 3을 저강도라
하였고, 4는 속보로 시작하여 5, 6까지를 포함한 중강

2) 기초대사량: 개인별, 성별, 연령, 신장, 체중을 입

도, 7부터는 jogging에 8, 9를 포함하여 고강도 운동으

력시킨 후, 1분간 기초대사량을 산출하고 1분 단위로

로 분리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진폭과 진동빈도에 의

가산하였다.

해 산정하고 운동강도에 대응하는 운동계수에 체중을
곱하여 4초 간격으로 강도에 따른 시간을 분단위로 나

B : 기초대사량은 {B = Kb×A×T}로 산출하였다.

타내었다.

X : 미세운동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C : 운동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운동량)

4) 총 에너지소비량=(기초대사랑+운동량)×1.11+미

Kb : 체표면적은 6세이상에게 A=(체중 0.444×신
장 0.663×88.83)수식에 넣어 산출한 후 기

세운동량으로 하여 가산된 것을 1일 총칼로리 소비량
으로 나타내었다.

2

초 대사기준치 (kcal/m /hr; 일본 후생성; 제5

4. 최대하 운동

차개정 일본인의 영양 소요량 (후생성 보건
의료국 건강증진 영양과 감수)을 기본으로

최대하 운동은 일상생활 동작의 하나인 계단 오르기

하여 Kb: 체표면적 당 기초대사 기준치는 성

와 같은 높이인 20 cm높이의 step을 사용하였다. 먼저

별,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6세 이상의 기준

메트로놈을 80의 박자음에 놓고 20 step/min으로 4분
동안 운동하였고 (4 METs에 해당), 2분간의 휴식후에

치를 사용하였음)으로 환산하였다.
2
A : 체표면적 (cm )은 위의 수식에 대입 산출하였다.

메트로놈을 100의 박자음에 맞추어 놓고 25 step/min

W : 체중 (kg), H: 신장 (m)

으로 4분간 운동을 하였다 (5 METs에 해당). 다시 2분
간의 휴식을 한 후에 120의 박자음에 맞추어 놓고 30

T : 시간 (hr)

step/min으로 4분간 운동하였다 (6 METs에 해당). 각
단계별 운동에서 운동시작 3분 30초 후에 심박수

3) 운동량 및 운동강도: C
가속도 센서 신호로부터 운동강도를 10단계로 나누

7)
(polarvantage xl), RPE (Borg Scale) 를 측정하였고 4분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Young group (n=27)

Old group (n=65)

Age (years)

23.22±0.75

67.05±4.81

Height (cm)

161.85±4.14

152.37±4.80*

Weight (kg)

58.26±4.40

59.20±9.02

Standard weight (kg)

57.66±2.97

51.12±3.27*

BMI (kg/m )

22.23±1.42

25.32±3.24*

BMR (kcal)

1293.63±58.75

1137.52±86.13*

22.20±1.01

19.21±1.45

2

BMR/weight (kcal/kg)
* P<0.05
BMI: Body-Mass Index (kg/m2)
BMR: Basal metabolic rate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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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and Maximal Energy Expenditure and Step Numbers Per Day
Young group (n=27)
Energy expenditure (kcal)
Energy expenditure/ body weight (kcal/kg)
Total energy expenditure (kcal)
Step numbers (step)
Max energy expenditure (kcal)
Max energy expenditure/ body weight (kcal/kg)
Max total energy expenditure (kcal)
Max step numbers (step)

Old group (n=65)

310.70±78.58

160.29±63.59*

5.33±1.35

2.71±1.07*

1981.22±146.02

1574.88±151.82*

10866.44±2263.43

6265.11±2164.48*

482.93±155.07

387.55±193.47*

8.29±2.66

6.55±3.27*

2173.63±219.13

1878.60±269.42*

16123.19±4286.01

14096.38±5752.13

* P<0.005

의 운동 종료시에 유산을 Lactate Pro (Arkray사제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대군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310.70±78.58 kcal
이었고, 체중당 에너지 소비량은 5.33±1.35 kcal/kg이

5. 채혈
안정시에 각 대상자의 귓바퀴로부터 채혈한 후 각
운동단계의 운동 종료 직후에 채혈 후 즉시 유산을 분
석하였다.

었다. 60대군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160.29±63.59
kcal이었고 체중당 에너지 소비량은 2.71±1.07 kcal으
로 20대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P<0.05). 총
에너지소비량은 20대군은 1981.22±146.02 kcal이었
고, 60대군은 1574.88±151.82 kcal로 유의하게 낮았다

6. 통계처리
각 측정 조사된 항목의 측정치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룹간의 검정
은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결

(P<0.05). 1일 보행수는 20대군이 10866.44±2263.43
보이었고, 60대군은 6265.11±2164.48보로 20대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보행수가 적었다 (P<0.05).
10일 중 최대로 신체활동이 많은 날의 에너지소비
량은 20대군에서는 482.93±155.07 kcal이었고, 체중

과

당 에너지 소비량은 8.29±2.66 kcal/kg이었다. 60대군
에서의 신체활동이 가장 많은 날의 에너지 소비량은

1.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Table 1)
20대군의 현재 체중과 桂의 식에 의하여 계산된 체
중은 표준체중으로 정상이었다. BMI는 정상이었으나
BMR은 1293.63±58.75 kcal로 낮은 편이었고, 체중
당 BMR은 22.20±1.01 kcal/kg이었다. 60대군의 BMI
는 25.32±3.24로 경도 비만이었고, 기초대사량은
1137.52±86.13 kcal로 체중당 BMR은 19.21±1.45
kcal/kg이었다.

2. 연령군별 1일 에너지 소비량 (Table 2)

387.55±193.47 kcal이었고, 체중 당 에너지 소비량은
6.55±3.27 kcal/kg로서 20대군이 60대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 (P<0.05). 최대 활동한 날의 총 에너지 소비
량은 20대군은 2173.63±219.13 kcal, 60대군은 1878.60
±269.42이었다 (P<0.05). 10일 중 최대보행을 한 날
의 보행수는 20대군이 16123.19±4286.01보이었고,
60대군은 14096.38±5752.13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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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uration of physical activities per intensity in young and old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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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of duration of 4, 5, 6 METs activity.

3. 연령군별 신체활동 시간의 강도별 분포
20대 및 60대의 강도별 평균 및 최대신체활동 시간
은 강도 1, 2에서 차이가 없었다 (Fig. 1). 그리고 강도

강도 (1+2+3), 강도 (4+5+6), 강도 (7+8+9)에서의
20대군과 60대군의 10일 중 최대로 많은 날의 활동시
간은 각각 86.44분 대 83.81분, 53.70분 대 43.78분,

6, 7과 9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20대군의 신체활동 강

13.97분 대 9.42분이었다. 강도 5 METs와 6 METs로

도 (1+2+3)에서의 평균시간은 65.11분이었으며, 강도

운동을 했을 때 활동시간의 차이는 60대군에서 유의하

(4+5+6)에서의

게 짧았다.

평균시간은

38.29분이었고,

강도

(7+8+9)에서의 평균시간은 7.11분이었다 (Fig. 2). 60

강도 6의 경우에만 양군의 차이가 없었다. 강도 1을

대군의 신체활동 강도 (1+2+3)의 평균시간은 44.15분

제외하고는 강도 2∼9까지 각각의 강도에서 60대군은

이고 강도 (4+5+6)에서의 평균시간은 17.69분이었고,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Table 3).

강도 (7+8+9)의 평균시간은 1.87분이었다.

4. 연령군별 안정 및 운동 중 혈중 유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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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nsity Levels of the Age Groups After 10 Days of Physical
Activities in Young and Old Age Groups
Young Group (n=27)

Old Group (n=65)

1

13.15±3.78

11.19±3.24*

2

32.74±12.31

22.85±8.40†

3

19.22±7.70

10.11±4.63†

4

17.96±6.86

10.02±5.41†

5

15.44±7.14

3.65±3.97†

6

4.89±4.51

4.02±3.52

7

2.30±1.32

1.21±1.22

8

4.07±5.16

0.58±0.95†

9

0.74±1.26

0.08±0.27†

1

16.59±7.64

17.68±6.43

2

42.22±16.92

42.32±18.00

3

27.63±10.02

23.81±13.53

Maximal

4

27.11±9.24

24.29±12.99

Intensity

5

19.44±9.23

9.44±10.32

6

7.15±6.16

7

4.78±4.39

5.92±12.53

8

7.67±6.09

3.02±6.04

9

1.52±1.34

0.48±1.24†

Intensity

* P<0.05,

†

†

10.05±9.08

†

†

P<0.005

한 증가는 아니었다 (P>0.05).

도, 심박수, RPE의 변화 (Table 4)

심박수의 변화는 5 METs에서 혈중유산농도가 급상
안정시 유산의 혈중 농도는 20대군과 60대군이 각

승되었고 심박수의 증가율도 크게 나타났다. 안정시 4,

각 1.40±0.47 mmol/L과 1.29±0.46 mmol/L이었다. 4

5, 6 METs 운동시 나타난 심박수를 목표 심박수에 비

METs의 step 운동을 할 때 20대군, 60대군 모두에서

교하여 보면 (Table 5), 안정시의 양군의 심박수의 변

각각 1.87±0.65 mmol/L, 1.84±0.65 mmol/L로 증가

화의 차이는 없었으나 4 METs의 운동을 할 때에 20

하였다. 5 METs의 step 운동에서는 20대군의 유산 농

대군의 심박수는 129.30±10.32회/분으로 목표심박수

도는 2.55±1.02 mmol/L, 60대군은 2.47±0.90 mmol/L

의 43.06%이었고, 60대군의 심박수는 109.88±14.83

이었고, 6 METs의 step운동을 할 때 20대군이 3.74±

회/분으로 목표심박수의 43.91%에 해당되었다. 5 METs

1.62 mmol/L, 60대군은 3.53±1.46 mmol/L로 증가되

의 운동에서는 20대군의 심박수가 148.67±13.01회/

었다. 혈중 유산농도는 20대군에서 안정시부터 4, 5, 6

분으로 목표심박수의 59.41%까지 상승되었고, 60대군

METs 운동 시에 약간씩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

은 심박수가 125.72±17.15회/분으로 목표심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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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LA, HR, and RPE During Submaximal Exercise
METs

Young group (n=27)

Old group (n=65)

R

1.40±0.47

1.29±0.46

4

1.87±0.65

1.84±0.65

5

2.55±1.02

2.47±0.90

6

3.74±1.62

3.53±1.46

R

78.26±10.76

76.16±10.01

4

129.30±10.32

109.88±14.83*

5

148.67±13.01

125.72±17.15*

6

168.41±12.81

140.72±17.29*

4

11.93±1.36

12.03±1.65

5

13.89±1.22

13.45±1.63

6

16.00±1.44

14.51±1.73*

LA (mmoL)

HR (beats/min)

RPE

R: "resting" state.
RPE: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 P<0.001

Table 5. Comparison of HR, THR and %HRmax of Step Exercise Between Young
and Old Age Groups
Intensity

Young group (n=27)
HR

THR

Old group (n=65)

%HRmax

HR

THR

%HRmax

Resting

78.26

76.16

4 (low)

129.30

43.06

65.71

109.88

43.91

71.04

5 (middle)

148.67

59.41

75.55

125.72

64.54

82.20

6 (high)

168.41

76.06

85.58

140.72

84.07

92.00

THR: Target Heart Rate

64.54%까지 상승되었다. 6 METs의 운동의 목표심박

는 4 METs의 운동에서 12.03±1.65, 5 METs의 운동

수는 20대군에서 76.06%까지 60대군에서는 84.07%

에서 13.45±1.63, 6 METs의 운동에서 14.51±1.73으

까지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20대군에서는 6 METs의

로 상승되었다.

운동을, 60대군에서는 5 METs의 신체활동이 권장된
다.

고

찰

20대군의 RPE는 4 METs의 운동에서 11.93±1.36,
5 METs의 운동에서 13.89±1.22, 6 METs의 운동에

생활습관병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가 운동부족

서 16.00±1.44로 나타났다 (Table 4). 60대군의 RPE

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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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일상생활에서 운동량의 변동특성을 파악하는

kcal 소비하는 운동 (4∼8 METs)은 중강도 운동이라

것은 건강증진 대책을 위하여 중요하다. 과학의 발전

하였고 매분 10∼14 kcal (8∼12 METs)의 운동은 고

으로 신체활동이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동

강도라고 정의하였다.

부족증 및 폐용성 위축에 의하여 폐용성 증후군이 증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가되고 있다. 또한 신체의 불활동은 사망 및 장애의 원

소비되는 에너지는 너무 낮은 강도이므로 연령이 증가

인이 되고 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 신체활동과 관련

되는 중년에서 생활습관병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

된 행동습관이 성인기에 발생하는 만성질환과 관계가

다.

있다. 신체 활동량의 지표로 RMR (Relative metabolic

11)
Shepard 는 트레이닝에 의한 기능적 변화의 크기

rate), %BM (basal metabolic), METs, %VO2 max,

는 대상자의 훈련시작 전의 체력에 의존한다고 하였

RPE (Rating

고, VO2 max가 유의하게 증대되지 않고 신체수행능

of

perceived

exertion),

HR,

kcal,

pedometer 등이 쓰인다.

력의 향상이 보였다는 것은 다른 기능적 개선이 일어

일본의 Kenz[8]가 제창한 건강을 위해 1일 소비해
야할 목표운동량은 체중 당 5 kcal 사용을 1일 운동량
으로, 유산역치의 운동강도는 남자 보행속도로 분속

난 것이며 트레이닝 자극으로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2)
池上久る등 은 여자 대학생을 활동군과 비활동군

76.9±3.1 m/min으로

으로 나누어 일상생활중의 활동량을 1일 심박수로 기

lifecorder에서의 운동강도 4∼5에 해당한다. 본 연구

록하고 만보계를 사용하여 1일 보행수를 측정한 결과

에서는 또한 강도 4와 5일 때 20대의 활동시간은

활동군의 보행수는 14087.6±3518.2보/일, 비활동군에

17.96±6.86분이고 60대는 10.02±5.41분이었고 강도

13)
서는 7190.0±2362.1보/일이었다. 강 은 여자 고등학

5에서는 20대가 15.44±7.14분, 60대가 3.65±3.97분

생과 여자 대학생의 1일 총 걸음수를 측정하였고, 여

으로 20대도 운동량이 적고 60대는 아주 적으므로 질

고생이 6378.6±1151.4보/일, 여대생이 7107.1±1857.9

적으로 높여주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보/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고

된다. 본 연구에서 체중 당 운동소비량은 4.14±0.27

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운동부족을 알 수 있다. 木彡山

kcal/kg이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활동

(1995)는 만보계를 이용 직업별 보행수를 측정하였고,

적인 신체활동을 하여야만 건강을 확보하게 될 것이

낙농가의 여자가 9100보/일 간호사 19500보/일 전업

81.6±26 m/min,

여자에서는

주부 4000∼6000보/일를 움직인다고 보고하였고, 신

다.
운동 훈련은 VO2 max 및 유산의 최고혈중농도를

체활동의 강도를 심박수로 연속 측정한 결과 전업주부

증대시킨다. 최대하 운동에서 VO2 max 및 유산의 최

에서의 일상생활중 심박수가 100 beat/min 이상 증가

고혈중농도의 상승은 트레이닝 개시기에 있어서 각 개

되는 경우는 하루 중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

9)
인의 초기 체력 (initial fitness)에 의존한다 . 혈중 유

였다. 그러므로 특정한 운동을 의식적으로 실시하여야

산농도는 신체수행능력을 규정하는 에너지 출력속에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무기적 대사과정의 지표로 사용한다. 높은 혈중유산을

적,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축적하는 능력, 일정한 최대하 운동에 대해 혈중유산
농도가 저하된 것은 트레이닝의 효과이다.

일본인 66∼70세의 1일 평균 보행수는 9500보이었
고, 이는 56∼65세의 보행수와 같았고 71∼75세의 보

10)
Pollock 은 열생산을 기초로 1 kcal를 소모하려면

행수는 감소하였으며 76세 이상에서는 반으로 줄었다.

200 mL의 산소가 소비되며, 1분 동안 5 kcal 이하

본 연구 대상자의 1일 보행수는 20대가 10866보, 60

(<3.5 METs)를 소비하는 저강도 운동은 심폐적성이나

대가 6265보였으므로 일본인의 보행수와 비교하여 볼

체중감량에는 부적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능적 능

때에 일본인에 비하여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상태임을

력이 6 METs 이하인 사람은 예외로 하였다. 또한 기

나타내고 있다.

능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매분 5∼10

일반 성인의 1분간의 보행수는 약 110보이고,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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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계속하여 걸을 경우 12500보를 걷는 것이 된

였을 때에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었다면, 20대에서 건

다. 골프 18홀을 돌았을 때 400∼500 kcal를 소비하며

강에 관한 각 기관의 기능의 저하 (체력), 순환기계에

이때에 0.06∼0.07 kg의 지방을 소모한다. 일주일간

대한 문제 (고혈압 및 운동유발성 고혈압과 저혈압),

운동량이 3000∼3499 kcal의 에너지 소모하였을 때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고인슐린혈증, 당뇨병), 비만

약 500 g의 체중이 감소한다. 40세 이상 남성에게 1일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보행수와 부하심전도의 이상률을 비교한 결과 1일 보

로 가능한 한 일반적인 운동량에 적응하도록 한 후에

행수가 5000보 이하일 때 부하심전도의 이상률이 최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대 43%가 관찰되었고, 보행수가 5000∼7500보일 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전도의 이상률이 최대 27%가, 보행수가 7500∼

1일 에너지 소비량을 각자의 체중의 5배 이상을 소비

10000보 일때 심전도의 이상률이 최대 18%가 관찰되

해야하며 각자의 체중당 5 kcal 이상의 신체활동에 의

었으며, 보행수가 12500보 이상 일 때는 부하심전도의

한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이상률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한 운

고 20대는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가능한

동 소요량을 보행수로 나타낸다면 12500보가 된다.

한 강도를 1단계씩 높여서, 즉 고강도에서 에너지를

이상과 같이 적당한 신체활동이 결여되었을 때 숨은

소비할 수 있고 기능적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

비만이 증가되고 있다. 젊어서의 비만은 중장년층에서

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60대는 일반적인 운동량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근경색 등 생활습관으로

더하여 저항운동과 짧더라도 근력 보강운동이 필요하

부터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 위험인자로 발전된다고 보

다. 또한 1일 보행수를 12500보 이상이 되도록 신체활

고되어 있다. 운동은 건강을 증진시켜서 만성질환의

동을 한다면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러므로 걷
기 운동으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때 평균 보행수가

ABSTRACT

5000보인 사람에게는 운동 1주 후에 5500보가 되게
하고, 2주 후에 6000보, 3주 후에 6600보, 4주 후에

Background: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nergy

7300보가 되게끔 1주당 10%씩 보행수를 증가시켜야

expenditure in physical activities and blood heart

한다. 갑작스런 보행수의 증가는 근육통, 외상, 심리적

rate and lactate concentration during submaximal

부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배려하여 1일

exercise.

10000보의 보행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이를 성취한 이

Methods: We measured energy expenditure of 92

후에, 1일 15000보의 보행을 그 다음 목표로 삼아서

participants consisting of 27 twenties age-group

운동을 한다면 폐용성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23.22±0.75 years old) and 65 sixties age-group

이다. 또한 미국스포츠의학회는 건강유지를 위하여 1일

(67.05±4.81 years old) wearing an accelerometer for

에너지 소비량을 300 kcal 이상을 소비하도록 권장하

10 days. We also measured submaximal work using

고 있고 신체활동이 적응된 사람이라면 고강도의 운동

20 cm bench stepping exercise test consisting of 4

으로 30분 이상/일, 주 5회 이상의 운동을 하도록 권장

minutes test with 2 minutes rest between each stage.

하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1일 에너지 소비량은

Stepping frequency was 20, 25, and 30 cycles/min

BMR의 20∼30%가 되도록 신체활동이나 운동으로

corresponding to 4, 5, and 6 METs. We also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고, 또한 각자의 체중의 5배

measured lactate concentration and heart rate, RPE at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est and after each exercise stage.

본 연구대상자의 성적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Results: Energy expenditure for young and old

20대 및 60대의 1일 신체활동량은 적으며 신체활동시

age-groups was 310.70±78.58 kcal and 160.29±

간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20대에서 60대와 비교하

63.59 kcal,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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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의 에너지소비량과 최대하 운동시의 심박수 및 혈중 유산농도에 대한 연구 －
difference in energy expenditure per body weight for

logical perspective. In: Dishman RK Advances

a day between two groups (5.33±1.35 kcal/kg for

in exercise adherence. Champaign, IL : Human

young age-group, 2.71±1.07 kcal for old age-group).

Kinetics: p73-110, 1994.

There was also significant difference on step number
between

two

groups (10866.44±2263.43

4. Gutin B, Basch C, Shea S, Contento I, DeLozier

steps,

M, Rips J, et al. Blood pressure, fitness, and

6265.11±2164.48 steps). Total energy expenditure

fatness in 5- and 6-year-old children. JAMA

for young and old age-groups was 1981.22±146.02

1990;264:1123-1127.

kcal, and 1574.88±151.82 kcal, respectively.
Conclusion:

Our

conclusion

is

that

5. Pate. A new definition of youth fitness. Physician
energy

Sports Med 1983;11:77-83.

expenditure at least over 5 kcal/kg is mandatory for

6. Corbin CB. The fitness curriculum: Climbing the

daily exercise. Everybody should walk at least

stairway to lifetime fitness. In Pate RR, Hohn

10,000 steps for a day with duration of minimum 30

RC.

minutes and at least five times a week for

education.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maintaining one's health. Moderate intensity-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would be desired to prevent life

Health

and

fitness

through

physical

p59-66, 1994.
7. Borg G, Linderholm H. Perceived exertion and

style disease.

pulse rate during graded exercise in various a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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