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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최대하 운동시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들 중 직접열량 측정방법이나 호흡가스
분석을 이용한 간접 측정 방법은 매우 정확한 측정 결과를 보여주지만,측정을 하
는데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대신할 수 있을 방법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소형이며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는 가속도계를 이용하는 에너지

소비량 추정 방법이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아직 기존의 방법을 대
신할 만큼의 정확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보다 더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트레드밀에서의 최대하 운동 실험을 실시하
였고,운동 동안 호흡가스분석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신체의 네 위
치에서 3축 가속도계의 신호를 획득한 후,체중과 운동 지속시간 그리고 가속도계
의 부착 위치 및 사용 개수에 따라 각 경우에 관한 회귀 모형을 구성하고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방법의 유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추정 모형을 선
정하였으며,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추정식을 도출하였
다.
추정된 회귀식을 검증해 본 결과 기존의 호흡가스 분석방법으로 측정된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하였다.

핵심 되는 말 :에너지 소비량,최대하 운동,3축 가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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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기계와 장치들의 발전으로 자동화 및 기계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육체적인 편안함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생활
양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또한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
는 불안정한 작업환경은 신체의 이상 상태 또는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만의 주원인은 불균형적인 에너지 섭취와 극소의 신체활동으로 볼 수 있으
며,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수명을 1~2년 이상 연장시키고
[29],관상동맥 심장질환,고혈압,골다공증,당뇨 등의 질병발생의 감소와 관련
이 있다고 보고[1]되는 등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 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운동’은 건강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운동을 과할 정도로 하게 되면 집중력 감소,피로
축적,판단력 저하,신체 기능마비,불면 등의 정신적․신체적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노화,근육 손상,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심각하게
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양의 운동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필요한 운동의 적당한 양을 알기 위해서
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양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이 필요하며[20],이러한 신체 활동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수단에
대하여 이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 생산량 측정을 통한 직접적인 열량 측
정방법을 시작으로,이후 측정하기 쉽고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다.그 중에서 호흡
시 변하는 호흡 가스 성분들을 이용하여 측정한 산소 섭취량과 호흡 교환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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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측정방법이 연구 되었다.이 방법은 직접
적인 열량 측정 방법에 비하여 훨씬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그 측정 결
과 또한 직접 열량 측정방법의 측정 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아서 가장 편리하
고 정확한 측정법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도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서 그 기준을 제공하는 용도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전의 측정방법들에서 요구되던 특별한 공간 및
상황 조건을 벗어나 실질적인 일상생활이나 운동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심박수 측정기,보행 계수기,가속도계와 같은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추정
하는 내용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가속도계는 최근 가장 많이 연구 되고 있는 도구이다.이 방법은 운
동 중 신체 움직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 정적이지 않은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대한 그 활용 범위가 넓으므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는 현대의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또한 다른 모니터링 장치들과 비교
하여 그 사용이 간편하고 변화량 획득이 쉬우며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가속도계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가속도계가 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유효하다는 사실은 확인 되었지만 아직 에
너지 소비량 측정에 있어서 최적의 방법이라 주장할 만큼의 정확성을 확인하
지 못하였고,현재도 계속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더욱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 추
정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
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유지하면서 그 측정치의 정확도를 증진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함에 있어서 최적의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가속도계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속도계의 부착 위치 및
최소 개수의 유효변인을 선정하여 제시하고,그 추정 방식의 유효함을 보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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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222...111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과과과 운운운동동동,,,에에에너너너지지지 소소소비비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신체 활동(physicalactivity)이란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WHO의
Healthpromotion헌장을 채택 할 당시에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그 의미는 기초대사에서 일상생활 정도로 신체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운동이라는 것은 기원전 BC 460년경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히포크
라테스가 근력강화,체력회복,정신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치료의학적인 측면
에서 사용하였다.일상생활에서 생리적인 한계 이전까지 만큼 신체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한다.
에너지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어진 화
학에너지가 근 수축을 위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발생하게 된다.이러
한 에너지 중 60~75%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초 대사를 위해 소비되며,그 외의 나머지는 신체활동 및 음식물의 소화를 위
해 소비된다.인간이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에너지의 생산은 음식물과 산소 섭취를 통한 체내
의 대사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에너지를 소비할 때에는 세포의 호흡작용
및 세포활동에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된다 [1].

222...222에에에너너너지지지 소소소비비비량량량 측측측정정정 방방방법법법

에너지 소비량은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방법과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그 중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추정 방법
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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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 열량 측정법
인체가 열량을 소비하는 것은 소비대사,활동대사,성장을 위해 일어나는 체
조직구성,체온조절,배설 및 분비과정,육체적․심리적 긴장,그리고 임신 및
수유 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인체가 대사 작용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는
피부와 근육에서 열로 나타나게 되는데,대사 작용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크
기가 소비되어지는 열의 양과 같다는 것은 일정한 양의 에너지는 항상 같은
양의 열량을 생산한다는 열역학 제 1법칙으로 설명되어진다.이러한 내용은
1800년대 후반 MaxRunber에 의해서 통 열량계(bombcalorimeter)안에 개를
넣고 생성되는 열량과 소비되는 산소량을 측정함으로서 증명 되었다.
직접 열량 측정법은 유일한 직접 측정법으로서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방
(chamber)안에서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가장 높다.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측정 장비의 크기가 크고 고가이며 측정 중에는 피 실험자
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진다.

2)호흡 분석을 이용한 간접 측정법
인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는 산소가 필요하고 생산된 열량과
산소 소비량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
므로,호흡에 따른 가스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신체활동 동안의 산소 소비량과
호흡 교환률을 측정할 수 있으면,신체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을 ‘직접
열량 측정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거의 유사한 측정을 할 수 있다.
산소소비량(L)을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량(kcal)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영
양소의 대사작용 시 발생하는 열량을 알아야하며,탄수화물,지방,단백질 중의
하나를 통 열량계에서 연소 시켰을 때 방출되는 열량은 1L 산소 소비당 약
5kcal이다.운동을 하는 동안 1L의 산소를 소비하였다면 그 사람은 운동으로
약 5kcal의 에너지를 소비한 것과 같음을 나타낸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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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에너지소비량  산소섭취량 ×     ×  

   호흡교환률 



소비량



생산량

 (식 2.1)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간적 측정법은 폐쇄회로 측정법과 개방회로 측정법
으로 나뉘는데,그 중 폐쇄회로 측정법은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산소로 채워진
폐쇄된 방(chamber)안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 사이 소비된 산소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으나 크고 고가의 측정 장비를 필요로 한다.
개방회로 측정법은 대기 중의 공기를 들이쉰 후 더글라스 백(douglasbags)또
는 특정 장치에 내쉬어 산소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호흡중의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측정을 통하여 산소소비량을 측정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
정할 수 있다.이 방법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측정을 위한 특별한 장소 제한
이 없고 운동 중에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측
정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3)이중표식수(DoublyLabeledWater)를 이용한 추정방법
인체의 대사 현상을 모니터할 때 동위원소 트레이서를 사용할 수 있다 [38].
DoublyLabeledWater(DLW)법은 산소의 안정 동위체인 

와 수소의 안정
동위체인 중수소()로 이중표식 된 물을 이용하여서 이와 같이 불리어지는데
안정된 동위 원소는 비방사성이며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DLW가 몸속에
주입되면 이후 4~8시간에 걸쳐서 몸의 체수분과 평형상태를 이루게 된다.그
후에 

는 땀과 소변,폐포액 등의 물()의 형태로 체내에서 빠져나가게

되지만 
는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


)과 이산화탄소( 

)의 형

태로 제거된다.이에 따른 
와 

 의 제거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대사 중 발
생하는  의 비율을 구한 후 Weir의 공식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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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이 방법은 장시간의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오차의
범위는 5~6% 비교적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10],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4)심박수(HeartRate)를 이용한 추정방법
이전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측정해야하는 등 여러 상황들에 대한 측정을 하는데 제한점
이 있었다.따라서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
구가 진행 되어 왔는데,심박수를 이용한 방법이 그중 하나이다.심박수란 신
체적 활동에 따른 신체반응의 기본적인 지표로서 산소 및 영양소를 신체의 각
부위에 운반하는 혈액공급을 위해 심장이 1분 동안 박동하는 횟수를 뜻한다.
따라서 유산소성 신체활동은 산소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신체활동의 대사비용
을 추정하는데 심박수 모니터링을 이용할 수가 있다 [27].
심박수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방법은 운동 중의 심박수가 산소소비량
과 직선적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9]. Bradfield는 개인적
인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분당 심박수가 100이상인 경우 심박수와 산소
섭취량에 직선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인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는 산소가 필요하고 생산된 열량과
산소 소비량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기존의 직․간접적 열량 측정 방
법에서 확실히 증명 되었고,운동 중의 산소 소비량의 변화와 심박수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관계가 직선적인 것을 기초로 하여 심박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심박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추정하기 위한 접근법 [11][12][15][18][22]
[30][33][36]중의 하나로 FlexHR기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 방법은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할 때 HR-VO 관계의 기울기에서 체력이나 연령 등을 포함한
피실험자 마다의 특정적인 회귀방정식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HR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심박수 모니터링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 방법으로는 %H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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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7][34],VO로 보정된 %HRR방법 등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이처
럼 심박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그 측정방식이 다양
하고 측정 또한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그러나 앉아 있거나 경도의 활동 중에
는 심박률이 산소섭취량과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16],심리적 스트레스나 환경
인자 등 다른 요인들이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에너지 소비량 측정에
서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또한 수중 운동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는 적
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5)가속도계(Accelerometer)를 이용한 추정방법
가속도계는 작고 비침습적이며 전반적인 움직임을 객관적인 수치로 기록하여
상당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유로 현장 조건에서 신체활동을 평가할
때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로 대개 중력의 배수 (g=9.8 또는 32
)로 표시된다.가속도의 정도는 이동한 거리에서의 속도를 포함하므로 운
동에 관한 지표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이러한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는
1970년대 초 정신 질환자의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 수은 스위치 메커니즘을 사
용하여 최초로 개발되었다 [25].이후 수은 스위치의 사용과 관련된 한계들이
보여지면서,가속이 발생되면 그 힘에 비례하여 전하를 발생시키는 압전기 전
기 벤더 구성요소들을 가속도계의 변환기로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의
거의 모든 모니터들은 이러한 유형의 센서를 사용한다.
가속도계는 크게 단축 가속도계와 3축 가속도계로 구분 된다.
이러한 가속도계를 이용한 활동 모니터들은 보통 하루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어 신체 활동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수중 운동이나 몸의 중심
이동이 별로 없는 정적인 운동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그럼에도 비침습
적이며 휴대성이 강하고 사용이 편한 이유로 현재까지 많은 신체 활동과 관련
한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고,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있어서 그 적합성이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되었고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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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동량 측정을 위하여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은 가속도계가 몸 전
체의 이동만이 아니라 신체 일부분의 이동을 특별히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는 점이다.걷기 또는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한다면 특별히 하지의 운동이 뚜
렷하므로,다리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하지 운동과 더 관련이 있는 변화량을
얻을 수 있다.일반적인 움직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에서는 가속도계의
위치가 에너지 소비의 예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8],트레
드밀에서의 걷기 또는 달리기와 같은 특정한 운동에서는 가속도계의 위치가
그 예측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신체 이동의 횟수를 세어서 그 크기로 에너지 소
비량을 추정한 연구들에서 가속도계가 걷기와 달리기 중 에너지 소비량이 높
게 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으나 [6][24][26],이러한 연구들에서
는 가속도계의 이동 횟수만을 이용하고 가속도계의 이동크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이전의 연구에 가속도 데이터의 크기를 더한다면 좀 더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6)다수의 도구를 이용한 추정방법
최근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기존의 단일변수를 이용
한 추정방법을 벗어나 여러 방식을 규합하여 여러 변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
합적인 추정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심박수,단축 가속도계,3축 가속도계,
만보계 등 여러 추정방법에서 이용된 도구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량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17][23][28]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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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333...111연연연구구구 방방방향향향

에너지 소비량 측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실되
는 열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측정을 위한 장소 및 측정 방식에 제약이 많아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피험자 또한 행동에 많은 구속을 받는다.반면 심박수나 가속도
의 모니터링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용이 간편하고 사용 조건에 적지만 에너지
소비량 측정 결과의 정확성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직․간접적 열량 측정을 이용하는 기존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방법을
이용이 편리한 신체활동 신호의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측정 결과에
대한 높은 정확성을 확보할만한 새로운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배
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중 사용이 매우 간단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구속이 거의 없으며 신체의 이동 정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소형의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 측정 결과에 대하여 높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기존의 직․간접적 방법의 대체를 위한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33...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유전적,체격적인 특별한 비 선정 사유가 없고 운동 실험
에 참여하지 못할 병력 사유가 없으며,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 건
강한 성인 남자 13명을 선정하였다.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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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성성성 별별별(((NNN))) 나나나 이이이 신신신 장장장(((cccmmm))) 몸몸몸무무무게게게(((kkkggg))) BBBMMMIII

남남남 자자자
(((111333명명명)))

MMMeeeaaannn 26.69 173.41 73.52 23.83
SSSDDD ±1.55 ±5.46 ±8.80 ±4.29

333...333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실실실험험험과과과정정정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20대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트레드밀에서의 걷
기 또는 달리기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함에 있어서,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치의 유효도 증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트레드밀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하여 트레드밀 운동 동안에 호
흡 가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로 얻어진 산소 섭취량 및 이산화탄소
생성량을 이용하여 측정 된 에너지 소비량의 크기를 추정을 위한 기준으로 하
였다.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은 운동 전에
측정하여 개인별 기록지에 기록하였으며,피험자는 실험을 위한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운동은 실험 2일 전부터 금하여 적당한 조건의 신
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실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트레드밀 운동부하 검사 및 호흡 가스분석은 연세대학교 원
주 의과대학 운동의학 연구실에서 진행 되었다.

1)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트레드밀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하여 이용한 측정
도구와 그 용도는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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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측정도구 및 용도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모모모 델델델 명명명 용용용 도도도

가스분석기 TrueOne2400,
PARVO MEDICS 운동 중의 호흡 가스 분석

스트레스 측정기 Q-stress,
QUINTON 연속적인 심전도 측정 및 시간별 혈압 측정

트레드밀 TM55,
QUINTON 운동 부하 조절

신장 및 체중
자동 측정기

DS-102,
D.S.JENIX 신장 및 체중 측정

체지방량 측정기 BoCA X2,
MEDIGATE BMI측정

3축 가속도 데이터
수집 장치 자체 제작 운동 중의 신체 이동에 따른 3축의 가속도

변화량 측정 및 저장

2)가속도 데이터 수집 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운동 중의 3축 가속도 센서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그 값을 저
장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가속도계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방법의 장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형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 획득 장
치,콘트롤러,저장 장치,전원 장치만으로 구성 하였다.
운동 중의 신호 획득을 위한 3축 가속도 센서는 MMA7260Q,Freescale
Semiconductor를 이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저전력 콘트롤러인
MSP430f2418을 이용하였으며,저장 장치로는 microSD 메모리를 이용하였다.
전원은 충전이 가능한 리튬폴리머 배터리(3.7V,500mA)를 이용하여 휴대용이
며,신체에 부착하기 쉽고 운동 중 신체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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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3축 가속도 데이터 수집 장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제작한 3축 가속도 데이터 수집 장치

운동에 의해 나타난 세 축의 데이터 변화는 샘플링 주파수를 100Hz로 하여
신체 이동이 확실히 획득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x,y,z축을 구분하여 micro
SD 메모리 안에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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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의 실험은 트레드밀의 운동 강도 및 운동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을 추정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동안 자동 가스 분석기에 의해 호흡 분석 및 에
너지 소비량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3.2실험 환경 및 실험 진행 모습

실험에 앞서 피험자에게 운동 검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 되었으며,실험은 피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운동
부하 검사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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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한 3축 가속도계를 그림 3.3과 같이 등,
팔목,무릎,발목 부위에 부착한 후 진행 하였다.

그림 3.33축 가속도계의 부착위치 및 부착 방향

운동 부하 검사는 속도 및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트레드밀에서 실시하였
고 운동 부하의 크기는 속도와 경사도를 동시에 증가 시키는 Bruceprotocol을
이용하였으며,피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동 부하실험 도중 전문가가 피험자의
최대 운동능력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경우와 피험자 본인이 운동 능력의 한
계임을 전문가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운동부하를 최소로 줄이고 얼마간의 회복
시간을 가진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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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이용한 Bruceprotocol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트레드밀 운동 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에서 이용되는 기본적인 운동부하 조절방식이
며 아래와 같은 단계를 가진다.

표 3.3Bruceprotocol

단단단 계계계 시시시 간간간(((분분분))) 속속속 도도도(((kkkmmm///hhh))) 경경경사사사도도도(((%%%)))
Rest - 1.9 0
1 3 2.7 10
2 3 4.0 12
3 3 5.5 14
4 3 6.8 16
5 3 8.0 18

Recovery/Rest 6 1.9 0

4)에너지 소비량 측정
운동 중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하여 약 0.25min(1분당 4회)마다 측정된 산소 섭
취량(VO)과 이산화탄소 생성량(VCO)값을 이용하여,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을 획득하였다.실험에서 이용한 호흡 가스 분석기의 특성상 1분당 4회의 호흡
가스 분석 데이터와 운동 부하검사 실험 시작 이후 시간이 기록 되므로,그 시
간과 산소섭취량,이산화탄소 생성량을 이용하여 약 0.25min마다의 에너지 소
비량을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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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호흡 가스 분석기에서 얻은 호흡 가스 분석데이터와 측정된 에
너지 소비량(AcKcal)을 보여준다.

그림 3.4호흡 가스분석기의 출력 데이터

5)가속도 데이터의 적분 변환
본 실험에서 이용한 가속도 데이터 수집 장치는 세 축의 가속도 데이터를
100Hz로 샘플링 하여 1초당 1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하여 가속도계 신호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신호의 적
분값을 변인으로 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선정하였으므로 획득 된 데이터를 단
위 시간 기준으로 적분 하였다.단위 시간은 호흡 가스 분석기가 데이터를 출
력해 주는 0.25min간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의 크기를 적분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우선 획득 신
호에 0.5Hz의 고역 필터를 취하여 기저선 및 신호의 offset을 제거하여 <그림
3.5(b)>와 같은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3.5(b)>에서 보이는  영역의
신호는 트레드밀 운동 중 가속도계가 위치한 반대쪽의 몸이 전진 운동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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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작용으로 인해 뒤로 밀려서 나타나는 것이다.따라서 이 부분 또한 운동
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역의 신호에 절대값을 취하여
<그림 3.5(c)>와 같이 운동량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전체 운동을 0.25min의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분할하였다.분할된 각 단
위 시간 사이의 신호는 샘플링 간격을 기준으로 다시 분할 후 각 샘플링 간격
에서의 신호 크기를 모두 더하여 신호에 관한 적분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림 3.5(a)가속도계 원신호,(b)원신호에서 offset제거,(c)(b)신호의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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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c)>는 가속도 신호를 단위 시간(0.25min)을 간격으로 적분한 결과이
고,<그림 3.6(d)>는 운동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까지 가속도 신호의 면적을 누
적하여 기록한 것이다.이 그림들을 <그림 3.6(a)>와 <그림 3.6(b)>의 실제 에
너지 변화량 곡선과 비교하여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예상하였다.

그림 3.6(a)단위 시간당 증가한 에너지 소비량,(b)운동 종료 시까지 누적된 에너지
소비량 ,(c)단위 시간당 증가한 가속도 적분량,(d)운동 종료 시까지 누적된 가속
도 적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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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처리는 SPSS15.0,Windows를 이용하였으며,모든 통
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설정 하였다.

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관한 통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총 피험자 13
명 중 10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나머지 3명의 데이터는 회귀 방정식 도출
후 회귀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이용하였다.

트레드밀 운동 중 3축 가속도계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
량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 모형을 제시하고자,각 변수들과 에너지 소비량 사이
의 상관관계 분석,다중 변수를 갖는 각각의 회귀모형에 대한 결정계수(R)산
출을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속도계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위한 변인은 단위 시간 간격(0.25min)으로 구한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과 가속도 신호의 적분 변환 값 그리고 신체 특성 및 운동 지속시간을
이용하였다.

1)운동 중 신체에 부착한 가속도계의 위치와 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 분석
운동으로 인한 신체 이동의 크기는 에너지 소비량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네 곳의 신체 부위에서 운동으로 인한 x,y,z축 가속도 신호 변화의 적
분 크기와 에너지 소비량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그 결과는 <표
3.4>부터 <표 3.7>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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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등 부위의 가속도 신호와 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xxx___bbbaaaccckkk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717

.000
470

*

yyy___bbbaaaccckkk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701

.000
470

*

zzz___bbbaaaccckkk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771

.000
470

*

*p<0.05

표 3.5손목 부위의 가속도 신호와 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xxx___wwwrrriiisssttt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645

.000
470

*

yyy___wwwrrriiisssttt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582

.000
470

*

zzz___wwwrrriiisssttt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600

.000
470

*

*p<0.05

표 3.6무릎 부위의 가속도 신호와 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xxx___kkknnneeeeee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830

.000
470

*

yyy___kkknnneeeeee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822

.000
470

*

zzz___kkknnneeeeee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790

.000
47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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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발목 부위의 가속도 신호와 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xxx___aaannnkkkllleee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808

.000
470

*

yyy___aaannnkkkllleee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807

.000
470

*

zzz___aaannnkkkllleee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764

.000
470

*

*p<0.05

2)피험자의 신체적 특성과 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 분석
피험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신체적 특성 중 신장,체중,체지방량(BMI)을 에너지 소비량과의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3.8신체 특성과 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HHHeeeiiiggghhhttt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229

.000
470

*

WWWeeeiiiggghhhttt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403

.000
470

*

BBBMMMIII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348

.000
47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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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동 시간과 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 분석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은 운동 강도뿐만 아니라 운동 지속시간과도 큰 관
계가 있으므로,단위 시간동안(0.25min)의 트레드밀 운동을 몇 회째 하고 있는
지 운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기록하여 그 크기를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여 두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9운동 지속시간과 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TTTiiimmmeee PearsonCorrelation
sig.(2-tailed)

N

.826

.000
47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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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다중 변수 모형의 회귀 분석
3축 가속도계의 부착 위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여러 개의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추정 모형들에 대하여 측정된 에너
지 소비량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표 3.10>과 같이 각 경우에 관하여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회귀식
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3.10가속도계의 부착 위치에 따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

333축축축 가가가속속속도도도계계계 부부부착착착 위위위치치치 RRR RRR
AAAdddjjjuuusssttteeeddd
RRR

SSStttddd...EEErrrrrrooorrrooofff
ttthhheeeEEEssstttiiimmmaaattteee

등 .800 .641 .637 .66801
손목 .660 .435 .430 .83769
무릎 .808 .653 .652 .65410
발목 .821 .675 .672 .63561
등 +손목 .812 .659 .653 .65384
등 +무릎 .833 .694 .689 .61914
등 +발목 .846 .716 .710 .59706
손목 +무릎 .846 .715 .710 .59726
손목 +발목 .823 .677 .671 .63676
무릎 +발목 .843 .710 .705 .60264
등 +손목 +무릎 .847 .718 .710 .59778
등 +손목 +발목 .838 .702 .693 .61456
등 +무릎 +발목 .852 .726 .718 .58882
손목 +무릎 +발목 .849 .721 .714 .59381
등 +손목 +무릎 +발목 .854 .730 .720 .58738

DependentVariable:에너지 소비량



- 24 -

5)가속도계 신호와 신체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중 변수 모형의 회귀 분석
<표 3.8>,<표 3.10>에서 나타난 변수 및 회귀모형들의 유의 정도를 이용하
여 신체적 특성 중 체중과 BMI를 선정하였고,가속도계 부착 위치 및 개수는
유의 정도가 높은 순으로 한 가지씩 선정하였다.
표 3.11과 같이 각 경우에 관하여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회귀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3.11가속도계 신호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

회회회귀귀귀 분분분석석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변변변수수수 RRR RRR
AAAdddjjjuuusssttteeeddd
RRR

SSStttddd...EEErrrrrrooorrrooofff
ttthhheeeEEEssstttiiimmmaaattteee

발목 +체중 .878 .771 .768 .53425
발목 +체중 +BMI .883 .779 .776 .52546

등 +발목 +체중 .892 .795 .791 .50715
등 +발목 +체중 +BMI .897 .804 .799 .49686
등 +무릎 +발목 +체중 .898 .807 .800 .49557

등 +무릎 +발목 +체중 +BMI .901 .811 .805 .49009

등 +손목 +발목 +발목 +체중 .900 .810 .802 .49404

등 +손목 +발목 +발목 +체중 +BMI .903 .815 .806 .48832
DependentVariable: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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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444...111에에에너너너지지지 소소소비비비량량량 추추추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회회회귀귀귀 모모모형형형 결결결정정정 및및및 회회회귀귀귀식식식 도도도출출출

본 연구에서는 앞의 <표 3.11>의 회귀 모형들 중에서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유의함을 유지하며 신체 구속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3축 가속도계 두 개와
체중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모형을 선정하였고, 3축 가속도계
의 위치는 등과 발목으로 결정하였다.
이외에 추정을 위한 변인으로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이 큰 운동 지
속시간을 포함하여 회귀 모형을 완성 하였다.

결정 된 모형에 대하여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회귀식 도출을 위해 분석에 이용한 변수

MMMooodddeeelll VVVaaarrriiiaaabbbllleeesssEEEnnnttteeerrreeeddd VVVaaarrriiiaaabbbllleeesssRRReeemmmooovvveeeddd MMMeeettthhhoooddd

1
Time,Weight,
x_back,y_back,
z_back,x_ankle,
y_ankle,z_ankle

. Enter

DependentVariable:에너지 소비량

표 4.2회귀 모형 요약

MMMooodddeeelll RRR RRR AAAdddjjjuuusssttteeedddRRR
SSStttddd...EEErrrrrrooorrrooofff
ttthhheeeEEEssstttiiimmmaaattteee

1 .947 .897 .895 .36014
DependentVariable: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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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에너지 소비량 추정 회귀 계수

MMMooodddeeelll UUUnnnssstttaaannndddaaarrrdddiiizzzeeedddCCCoooeeeffffffiiiccciiieeennntttsss SSStttaaannndddaaarrrdddiiizzzeeedddCCCoooeeeffffffiiiccciiieeennntttsss ttt SSSiiiggg...

BBB SSStttddd...EEErrrrrrooorrr BBBeeetttaaa

1

(Constant) -2.266 .156 -17.045 .000
x_back -2.4E-006 .000 -.506 -6.506 .000
y_back 7.18E-006 .000 .439 7.164 .000
z_back 2.34E-007 .000 -.015 .404 .686
x_ankle 2.60E-006 .000 .460 3.767 .000
y_ankle -9.5E-008 .000 -.019 -.276 .783
z_ankle -2.6E-007 .000 -.023 -.1387 .699
Weight .034 .002 .354 18.685 .000
Time .188 .011 .574 17.792 .000

DependentVariable:에너지 소비량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이용한 회귀 방정식은 다음의 식 4.1과 같다.

에너지 소비량 = -2.266+(-2.4E-006)*x_back (식 4.1)
(kcal/min) +(7.18E-006)*y_back+(2.34E-007)*z_back

+(2.60E-006)*x_ankle+(-9.5E-008)*y_ankle
+(-2.6E-007)*z_ankle+0.034*Weight+0.188*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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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얻은 에너지 소비량의 추정치와 호흡 가스분석으로 측
정된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는 <그림 4.1>과 같았다.

    

그림 4.1 운동 중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값과 추정값 간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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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에에에너너너지지지 소소소비비비량량량 추추추정정정식식식의의의 검검검증증증

전체 피험자의 데이터들 중 에너지 소비량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10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다른 3명의 데이터를 위에서 도출한 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 방정식의 유효함을 확인해 보았다.

호흡 가스분석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측정값과 회귀 분석식을 이용하여 구
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 값을 비교해본 결과 약 ±0.95kcal의 표준 오차를 보였
고,약 7.96kcal의 최대 오차 크기를 보였다.비교 결과 <그림 4.2>의 그래프에
서 그 오차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열1:호흡 가스분석으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
계열2:회귀 분석식으로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

그림 4.2에너지 소비 측정량과 회귀분석 식을 통한 추정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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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최대하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
하기 위한 유효변인을 선정하여 최적의 추정식을 제시하고,그 추정식의 유효
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는 호흡 가스분석을 실시하여 분석된 산소
섭취량과 호흡교환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한 도구
로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3축 가속도신호 수집장치의 데이터와 신체 특성
값을 이용하였다.

555...111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유유유의의의성성성 확확확인인인

회귀 분석을 위한 변인들의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신체 특성값,운동 지속시간,그리고 가속도계 신호의 적분 크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과의 각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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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과 각각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5.1에너지 소비량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그림 5.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신체에 부착한 가속도계의 변화량과 운동
지속시간은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운동 중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와
높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러 부위의 가속도 데이터 중 무릎과 발목에서의 각 축에 대한 상관관
계가 0.830(무릎 x축),0.822(무릎 y축),0.790(무릎 z축),0.808(발목 x축),0.807
(발목 y축),0.764(발목 z축)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그 이유는 하
지의 움직임이 확실한 트레드밀에서의 실험이기 때문에 하지 부분에 부착한
가속도계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의 형태나 운동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된 크기인 신장,체중,BMI
신체 특성값은 그 상관관계가 각각 0.229,0.403,0.348로 에너지 소비량과의 상
관관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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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의 위치 및 다중의 변인을 이용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회귀모형
의 결정계수(R)를 확인하여 그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5.2가속도계의 개수 및 부착 위치에 따른 회귀 모형별 결정계수 비교

<그림 5.2>와 같이 하나의 가속도계만 이용한 경우는 발목(R=0.821,R=0.675,
AdjustedR=0.672,Std.Error=0.636),두 개의 가속도계를 이용한 경우는 등
과 발목(R=0.846,R=0.716,AdjustedR=0.710,Std.Error=0.597),세 개의 가
속도계를 이용한 경우는 등,무릎,발목(R=0.852,R=0.726,AdjustedR=0.718,
Std.Error=0.589),네 개의 가속도계를 모두 이용한 경우는 등,손목,무릎,발
목(R=0.854,R=0.730,AdjustedR=0.720,Std.Error=0.587)에 부착한 가속도
계 신호를 이용할 때 가장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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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트레드밀에서의 최대하 운동시,발목의 신호가 에너지 소비량의 추
정을 위해 실험한 네 부분 중 가장 유효하고,손목의 신호가 가장 유효하지 못
함을 나타낸다.

이후 <그림 5.2>의 결과를 이용하여 가속도계의 개수에 따라서 가장 높은 유
효성을 보이는 모형을 하나씩 선정하여,신체 특성값 중 에너지 소비량과의 상
관관계에서 유의함을 보인 중 체중과 BMI를 포함한 회귀 모형을 구성한 후 회
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정계수 R을 확인하여 그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5.3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한 회귀 모형별 결정계수 비교

<그림 5.3>의 결과에서 결정계수의 크기만을 보면,신체 네 부위에 3축 가속
도계를 모두 부착하고 다른 신체적 특성 값을 모두 이용하여 회귀 분석하였을
때,그 유의한 정도가 R=0.903,R=0.815,AdjustedR=0.806,Std.Error=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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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유효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더하여 신체의 더 많은 부위에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그 신
호들을 모두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취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결정계수(R)를 얻
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휴대성 및 측정의 간편함,사용의 편리함이 가속도계를 이
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 방법이 가지는 핵심 요소로 생각하였고,따라서 최소
한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 이동에서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며,측정 결과의 유
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효 변인 및 회귀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신체에 부착할 3축 가속도계의 위치는 트레드밀에서의 최대하 운동
중 이동이 뚜렷한 하지의 움직임과,하지의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기는
상체의 움직임까지 포함하여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상
지와 하지에 하나씩,등과 발목으로 결정하였다.
운동 중의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이 큰 운동 지속시간은 회귀분석을 위한 변
인으로 포함하였으며,신체 특성값 중 에너지 소비량과 상관관계가 적은 신장
의 크기와 신장의 크기를 수식에 이용하여 산출되는 BMI의 크기는 회귀분석을
위한 변인에서 제외시키고 체중만을 포함하여 회귀 분석모형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그 결과로 0.947의 상관계수(R)와 0.897의 결정계수(R)를 얻는 아래와
같은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에너지 소비량 = -2.266+(-2.4E-006)*x_back
(kcal/min) +(7.18E-006)*y_back+(2.34E-007)*z_back

+(2.60E-006)*x_ankle+(-9.5E-008)*y_ankle
+(-2.6E-007)*z_ankle+0.034*Weight+0.188*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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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되어진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회귀 방정식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기타 데이터를 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그 결과를 실제 측정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측정값과 추정값의 비교 결과 및 비교 된 두 값의 차이는 <그림 5.4>와 같고,
그 차이는 약 ±0.95kcal의 표준 오차를 보였고,약 7.96kcal의 최대 오차 크기
를 보였다.

(a) 피험자 HHJ

운동 부하검사 4단계 완료
표준오차 약 ±0.72kcal

최대오차 약 1.45kcal

(b) 피험자 HJH

운동 부하검사 3단계 완료
표준오차 약 ±1.33kcal

최대오차 약 4.49kcal

(c) 피험자 KYH

운동 부하검사 4단계 완료
표준오차 약 ±0.73kcal

최대오차 약 7.96kcal

 계열1 : 호흡 가스분석으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

 계열2 : 회귀 분석식으로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

그림 5.4에너지 소비 측정량과 회귀분석 식을 통한 추정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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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13명
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획득한 실험 결과를 회귀식 도출 및 검증을 위하여 10
명의 실험군과 3명의 검증군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실험군과 검증군의 위치를
다양하게 설정하고,각각의 분류에 대한 선형회귀분석과 검증과정을 실시하였
다.그 결과,앞에서 실시된 실험의 결과와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 방법 및 추정식
이 트레드밀에서의 최대하 운동 중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3축 가속도계
를 이용한 소형의 휴대형 에너지 소비량 측정 장치의 설계를 계획함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가속도계의 위치를 등과 발목으로 선정한 것은
소형화 및 다른 생체 계측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발목
부분의 가속도계는 신발이나 보호대 같은 스포츠 용품과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등 부분의 가속도계는 이후 상체에서 심박수를 같이 측정하여 운
동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자 할 때 두 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위치시키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레드밀에서의 최대하 운동 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
하는 방식으로서 발목과 등에 3축 가속도계를 부착하고,운동 중에 발생하는
가속도계 신호의 변화를 적분한 값과 어디서나 측정이 간편한 체중,운동 지속
시간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36 -

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함에 있어서,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측정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제약이나,측정의 불편함 등의 단점을 갖는 직접 열량 측정법
이나 호흡가스 분석을 이용한 간접 측정 방법을 3축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운동
중 가속도 신호의 변화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들보다 더 낳은 결과
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과 에너지 소비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등
과 목에 위치한 3축 가속도계의 신호를 적분한 크기의 변화량,체중,운동 지속
시간을 유효변인으로 선정하였고,그 변인들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0.897의 결정계수(R)를 나타냄으로서 통계적으로 매
우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추정식을 새
로운 피험자에게 적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였고,제시한 방법이 최대하 운동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효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과 발에 부착한 3축 가속도계의 신호를 이용한 에
너지 소비량 추정 방법이 가속도계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에 대한 정
확성을 확실히 증가 시킬 수 있으며,기존의 호흡 가스분석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
량 측정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호흡 가스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의 크기와 제시된 추정
식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운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0kcal에서 시작하여 약 110kcal
의 에너지 소비를 하는 동안,추정식을 이용한 결과 값은 표준오차 ±0.95kcal,최
대오차 7.96kcal의 차이를 나타내었고,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이지만,아직 기
존의 호흡 분석 방법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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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데이터들의 기록을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시스
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위의 가속도계 데이터들을
각각 다른 파일에 저장하여 실험 종료 후 호흡 가스분석 시작 시간 및 네 개의
가속도 데이터 수집 장치의 동작 시간을 기록한 기록지를 보고 모든 변수들을 같
은 시간으로 동기화 시켰으나 이 점을 개선시킨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오
차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따라서 향후 많은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면 현재의 결과보다 훨씬 정밀한 회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량 추정식을 위해서는 본 연
구의 결과에 더하여 성별,나이,질환 유무 등의 다양한 표본으로의 적용을 통하
여 본 추정 범위의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20대의 신체 건강한 남
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
로 기존의 호흡 가스분석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측정방법을 대신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추정범위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하겠다.
또 제시된 방법의 추정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에너지 소비량 추정을
위하여 운동 부하방식으로 이용한 Bruceprotocol이 트레드밀에서의 운동만이 아
닌 일반적인 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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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EEssstttiiimmmaaatttiiiooonnnooofffeeennneeerrrgggyyyeeexxxpppeeennndddiiitttuuurrreeeuuusssiiinnngggtttrrriii---aaaxxxiiiaaalll
aaacccccceeellleeerrrooommmeeettteeerrrsssddduuurrriiinnngggsssuuubbbmmmaaaxxxiiimmmaaallleeexxxeeerrrccciiissseee...

YYYooonnnggghhhyyyuuunnn,,,KKKiiimmm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BBBiiiooommmeeedddiiicccaaalllEEEnnngggiiinnneeeeeerrr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Although either the direct calorimetry measurement method or the
indirectmethod usingrespiratorygasanalysisamongtheexistingenergy
expendituremethodsreflectsgood accuratemeasurementresults,itsuffers
from a measurement.Therefore,many investigations are progressing to
replacethesemethods.
Recently,becausetheenergyexpendituremethodusingaccelerometershas

some advantages,such as miniaturization and convenience,itis taken
notice.Butitisnotasaccurateastheexistingmethods.
Forthisreason,inthispaper,thesubmaximalexercisewasperformedto

make a selection ofthe more accurate energy expenditure estimation
method by tri-axialaccelerometers.And we proceeded with the signals
acquisitionofthetri-axialaccelerometersaswellastheenergyexpenditure
usingrespiratorygasanalysisduringexercise.Weselected theestimation
modeltomaximizethevalidityoftheestimation method through each
regressionmodel,whichiscomprisedofsubjects'weight,exerciseduration
time, the accelerometers' sticking place and number, and the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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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analysis.Andthenwedrew atheestimationequationofenergy
expenditure.
Asaresultoftheverificationofregressionequationestimated,theenergy

expenditure method using accelerometersisasaccurate asthe existing
method.

keywords:energyexpenditure,submaximalexercise,tri-axialaccel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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