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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산소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 처방을 위한

적정 운동 강도 설정

본 논문은 일반인 대상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유산소 능력평가와 운

동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심박수를 이용해 최대산

소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는 적정운동 강도를 찾는 것에 있다.

운동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및 합병증의 발병률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기위해 개인별 신체 조건과 체력

차이를 고려한 운동처방이 필요하다. 운동처방을 위해 운동 검사가 필요하며, 표준

화된 운동검사는 높은 운동 강도로 인한 위험성과 고가의 장비 운용에 따른 경제

적 이유 때문에 대중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낮은 강도에서 유의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운동부하 범위를 알아보기위해 실

험에 자원하는 20명의 남성(26.9±2.2)을 대상으로 트레드밀을 이용한 점증적 운동

부하 방법(Modified Bruce 프로토콜)을 적용 하여 최대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였

다. ‘220-나이’ 방법으로 계산한 최대 심박수와 안정 시 측정한 심박수를 이용하여

예비심박수(Heart Rate Reserve; HRR)를 구하고, HRR을 기준으로 운동강도를 설

정하였다. 호흡가스분석장치에서 얻은 산소섭취량과 심박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운

동강도별로 추정식을 구하고, 최대산소 섭취량을 추정하였다. 운동 초기의 상관관

계가 낮은 운동부하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된 추정 구간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20-70% HRR 구간 에서 6.01±3.40% 미만의 오차 범위로 최대산소섭취량을 추정

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최대산소섭취량 추정 운동 강도 예비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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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인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신체활동의 대부분이 앉아서 생활

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신체활동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고칼로리 음식물 섭취에

따른 영양과다로 인하여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심장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이며, 고혈압,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당뇨병, 뇌졸중(腦卒中) 등 만성병의 유병률을 증가 시키는 주요한 원

인으로 밝혀지고 있다[1][2][3]. 반면 활발한 신체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은 만성병은

물론 각종 성인질환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부

각되고 있다[4][5]. 이렇듯 운동은 기존의 체력증진 목적이외에 건강한 신체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운동의 사회적 중요성 확대는 급격한 운동인구저변 확대 와 운동량 증가를 가

져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체력을 무시한 무분별한 운동 확대는 건강 증대를

이루기보다 신체 부상 또는 운동 중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운동량 설정으로 투자한 운동량에 비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체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체력이란 직업, 여가활동, 그리고 일상 활동을 과도한 피로감 없이 수행하는 능

력이며 심폐지구력, 근골격 체력, 유연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체력의 구성요소 중

심폐지구력은 운동하는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심장, 폐,

순환계의 능력으로 전반적인 체력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심폐지

구력은 운동 처방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대산소섭취량 또는 유산소운동

중 인체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여 평가한다.[6]

운동부하시 산소섭취량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 시 이

용되는 가스를 분석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방법은, 운동 중 나타나는 심박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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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수행시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직접

적인 측정 방법은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호흡가스 분석에 사용되

는 장비의 교정과 운용시 훈련된 장비 운용자가 필요하고, 고가의 장비 운용을 위

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지며, 가스 분석을 위

한 기구 착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7] 간접적인 추정 방법은 산소섭취량 추

정공식을 이용하여 운동 중 발생하는 변인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접적

인 방법은 가스분석을 하지 않으므로 가스분석 장비에 대한 소요가 없다는 장점

을 가지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생성된 추정공식을 이용하

기 때문에, 추정공식 생성에 이용된 집단의 특성과 환경이 상이할 경우 오차가 발

생해 직접적인 방법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8]

최대산소섭취량은 최대 운동 상태에서 측정되며, 높은 운동부하는 체력이 약한

환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위험성을 가지며, 체력검사 수행 중 사망사고 또한

보고되었다. 높은 운동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낮은 강도에서

최대산소섭취량 측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환자, 노인

어린이 등 특정 집단에 그쳐, 일반인을 위한 적정 운동 강도 설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9]

체력검사 시 대상에 적절한 운동부하강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대상자의 능

력에 비해 운동이 너무 격렬하면 조기에 종료하게 되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반응

들을 얻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쉬우면 검사가 오래 지속되어 유산소 운동능력

보다는 지구력 검사가 되기 때문이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dified Bruc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측정한 최대산소

섭취량 값과, 예비심박수를 이용한 운동강도 별 추정 수식으로 계산된 최대산소섭

취량을 비교하여 타당성 있는 적정 운동 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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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2.1 이론적 배경

2.1.1 운동처방

운동(exercise)은 체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계획적, 구조

적, 반복적인 행위이며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실질적인 증가를 초

래하는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의 한 형태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범위의 운

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처방은 임상검사, 체력검사, 처방, 운동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그림2.1과 같

다. 운동처방 시 대상자는 임상검사를 받게 되며, 기본적인 성별, 신장, 체중, 나이

등 기본적인 신체정보와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 의학적 기초정보, 과거 병력과

가족력, 운동 경험 등 개인의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임상검사 시 얻어진 정

보는 운동처방 시 개인의 상태와 목적에 맞는 처방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

그림 2.1 운동처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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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하 검사는 체력 검사(근력, 유연성, 지구력, 평형감각 등)의 한 종류로 견

딜 수 있는 최대운동 및 최대산소섭취량을 평가하여 운동 강도의 한계를 측정하

고, 안정 시 검사에서 검출할 수 없는 이상이나 질병을 운동에 의한 스트레스로

현재화 하여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획득된 데이터와 목적을 고려하여 운동처방

이 내려지며, 처방된 운동 수행 후 결과에 따라 미세조정 과정을 거쳐 개인에게

알맞은 운동처방이 완성된다.

2.1.2 운동강도

거리, 무게, 각도 등에 의한 절대적인 강도와 외부의 부하로부터 신체가 반응하

는 정도에 따른 상대적인 강도로 구분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운동강도는 개인의

최대 산소섭취량(VOmax), 산소섭취예비량(VOR ), 예비 심박수(HRR) 백분율(%),

최대 심박수(HRmax) 백분율(%) 등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최대산소섭취량

산소섭취량은 동맥과 정맥을 흐르는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양의 차이며, 최대산

소섭취량(VOmax)은 단위시간당 산소섭취량의 최대치이다. 운동 중 산소섭취량은

근육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크기가 반영된 것으로, 최대 산소섭취량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대산소섭취량이 높다는 것은 더 높은 강

도의 운동을 장시간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

된다.

심폐지구력은 장시간 동안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대근육군을 이용하여 동적 운

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이, 성별에 따라, 호흡계, 심혈관계, 골격계의 기

능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심폐지구력의 수준이 저하되면 심혈관질환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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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인한 특이성으로 조기 사망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심폐지구력이 향상

되면 모든 병인에서 사망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은 건강관련 체력으로

간주된다. 심폐지구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와 성별

에 따른 평가의 척도는 표 2.1 과 같다.(ACSM2000)

나이(세)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최상

여성

20~29 ≤31 32~34 35~37 38~41 42+

30~39 ≤29 30~32 33~35 36~39 40+

40~49 ≤27 28~30 31~32 33~36 37+

50~59 ≤24 25~27 28~29 30~32 33+

60+ ≤23 24~25 26~27 28~31 32+

남성

20~29 ≤37 38~41 42~44 45~48 49+

30~39 ≤35 36~39 40~42 43~47 48+

40~49 ≤33 34~37 38~40 41~44 45+

50~59 ≤30 31~34 35~37 38~41 42+

60+ ≤26 27~30 31~34 35~38 39+
VOmax(ml/kg/min)

표 2.1 성별, 나이에 따른 최대산소 섭취량(VOmax) 평가 척도

산소섭취예비량(VOR )

산소섭취예비량은 운동상태에서 측정되는 산소섭취량에서 안정상태에서 섭취

되는 산소섭취량(VOrest)량의 차이이며 운동 시 증가한 산소섭취량을 표현한 것

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안정 상태에서 개인의 산소섭취량이 반영되었기 때문

에 상대적인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가능하다.

VO R  VO max VO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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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심박수(HRmax)

최대 운동부하에서 측정된 심박수의 최고값으로 심장의 기능적 한계를 반영한

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심박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심박수 = 220 - 나이’ 로 계산되기도 한다.

예비심박수(HRR, Heart Rate Reserve)

예비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와 안정 시 심박수의 차이로 개인의 심박이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며, Karvonen 방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HRR은 (VO )를

HR 보다 더 잘 반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운동 강도에 따른 목표 심박수를 설정

할 때는 %HRR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목표심박수를 구

할 수 있다[10].

HRR  HRmaxHRrest
목표심박수 운동강도 ×HRRHRrest

그림 2.2 예비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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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단위로 1MET는 안정(휴식)상태의 에너지 소모를

나타내며 3.5mL/kg/min의 산소 섭취와 같은 크기이며, MET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표 2.2 에 일상생활과 운동 시 소모되는 에너지 정도를 MET 단위로 나타내

었다.[22]

METs 안정시VO 
운동시VO 

METs 활 동 내 역

1.0 조용히 앉거나 누워서 TV보기, 음악감상, 차타기

2.0 요리, 양치질, 손씻기, 면도, 샤워,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54m/분)

3.0 앉아서 낚시, 실내청소, 계단 내려가기, 볼링, 배구

4.0
빠르게 걷기(95~100m/min), 자전거 타기(16Km/h 미만), 출퇴근, 휠체어 밀기

수중운동, 탁구, 태극권

4.5 나무 심기, 정원 풀 뽑기, 농사일, 가축 먹이 주기 배드민턴, 골프

5.0 아이와 놀기(활발하게), 매우 빠르게 걷기(107m/min), 야구

5.5 잔디 깍기(기계사용)

6.0 가구 옮기기, 삽으로 눈치우기, 재즈댄스, 농구, 천천히 수영

6.5 에어로빅

7.0 조깅, 축구, 테니스, 배영, 스케이트, 스키

7.5 등산

8.0
무거운 짐 옮기기, 창고 청소, 계단 오르기

사이클(20km/h), 런닝(134m/min), 수영(자유형 45m/min)

9.0 위층으로 짐 옮기기

10.0 달리기(161m/min), 유도, 킥복싱, 태권도, 럭비, 수영(평영)

11.0 수영(접영, 자유형 빠르게(70m/min)), 활발한 활동

15.0 뛰어서 계단올라가기

표 2.2 일상 활동을 MET단위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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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rating of perceived exertion)

자각적운동강도(RPE)는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한 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강도이지만, 적정 환경에서 최대산소 섭취량추정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절대적인 운동부하에 대해 신체가 받는 부

하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운동부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로 표현 시 개인마다 생각하는 형용사의 개념을 맞추기 위해 일상에

서 사용하는 형용사를 숫자와 함께 표현하여 형용사들 사이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RPE 자각 정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무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극히 가볍다

아주 가볍다

가볍다

약간 힘들다

힘들다

아주 힘들다

극도로 힘들다

최대의 노력

표 2.3 Borg RPE 척도

MET와 RPE단위가 모두 운동부하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지만,

MET는 객관적인 측정에 의한 것이고, RPE는 개인의 주관적(감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도 운동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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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ACSM은 신체활동의 강도를 나태내기 위해 사용되던 용어를 표준화하

고, RPE단위와 MET 단위를 비교 하었다.

표 2.4는 주관적인 자각을 객관적인 값으로 환산한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힘들다고 느낄 때(RPE15)의 강도는 체력수준과 상관없이 예비산소섭취량(VOR
(%)) 또는 예비심박수(HRR(%))의 60∼84%가 되며, 최대 심박수의 77∼93%가 된

다는 의미이다. 체력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12MET의 체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7.6∼10.2MET의 강도이며, 10MET의 체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6.4∼8.6MET,

8MET 체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5.2∼6.9, 6MET의 체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4.1

∼5.2MET의 운동부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

상대 운동강도 체력수준별 절대 운동강도(METs)

VOR (%),

HRR(%)

Maximal

HR(%)

12 MET
VOmax

10 MET
VOmax

8 MET
VOmax

6 MET
VOmax

아주 
가볍다
(RPE9)

<20 <50 <3.2 <2.8 <2.4 <2.0

가볍다
(RPE11)

20~39 50~63 3.2~5.3 2.8~4.5 2.4~3.7 2.0~3.0

적당하다
(RPE12)

40~59 64~76 5.4~7.5 4.6~6.3 3.8~5.1 3.1~4.0

힘들다
(RPE15)

60~84 77~93 7.6~10.2 6.4~8.6 5.2~6.9 4.1~5.2

아주 
힘들다
(RPE17)

≥85 ≥94 ≥10.3 ≥8.7 ≥7.0 ≥5.3

최대
(RPE20)

100 100 12 10 8 6

표 2.4 상대적 운동강도와 절대적 운동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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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운동부하 장치

운동부하 장치에는 트레드밀을 이용한 방법,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방법,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있다. 계단 오르내리기 방법은 계단의 높이와 반복회수에

따라 부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도구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

으나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부

하방법은 회전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여 부하를 조절하며, 운동량을 정량화

하기 쉽고 혈압측정, 채혈 등의 의학검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

면 국소부위의 운동(주로 하지 운동)으로 인한 평가로 인해 최대산소섭취량이 낮

게 측정되고, 장치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진다. 트레드밀을 이용한 부하방법은 최대산소섭취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운동부하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속도와 경사면의 각도를 조정하는 것으

로 부하를 조절하며, 전신운동으로 인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장치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나 운동 중 혈압이나 채혈 등의 의학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a. 계단                     b. 자전거 에르고 미터             c. 트레드밀

그림 2.3 운동 부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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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 프로토콜

트레드밀을 이용한 부하상태에서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 점증적 운

동부하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중에서

Balke, Bruce, Modified Bruce 트레드밀 프로토콜 등이 트레드밀을 이용한 체력평

가 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운동부하 방법과 지속시간은 그림 2.4와 같다.

a. Balke                             b. Bruce                         c. Modified Bruce

그림 2.4 트레드밀 프로토콜

Balke와 Ware(1959)의 트레드밀 프로토콜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속도 3.5mph, 경사도 0%로 시작하여 시작 후 1분이 지나면 경사도를 2%를 증가

하고, 그 후로 매분 1%씩 경사도가 증가되며 속도는 3.5mph로 유지한다.

Bruce, Kusumi, Hosmer(1973)의 트레드밀 프로토콜은 정상인과 운동부하에 대

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속도와 각도를 복합적으로 변

화시켜 운동부하를 제공한다. 속도1.7mph, 경사도 10%로 시작하여 3분마다 경사

도가 2%씩 증가되며 속도는 1.7, 2.5, 3.4, 4.2 5.0mph로 증가된다.

Modified Bruce 프로토콜은 Bruce 프로토콜보다 위험성이 높은 사람과 노인에

게 더욱 적합하며, Bruce 프로토콜의 초기에 2단계가 추가된 형태를 갖는다. 속도

1.7mph, 경사도 0%로 시작하여 3분간 지속 후 경사도가 5% 증가되며 3분 후

Bruce 프로토콜을 따라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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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운동 시 생리학적 변화

2.1.4.1 근육의 수축기전

근육은 형태와 작용 위치에 따라 골격근(skeletal muscle), 평활근(smooth

muscle), 심근(cardiac muscle)으로 구분된다. 골격근은 뼈에 붙어 골격을 이동시키

고 지지한다. 평활근(smooth muscle)은 속이 빈 공간이나 관을 둘러싸며 심근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이다. 비록 형태와 작용 위치가 다르더라도 수축기전은 같다.

액틴(actin)과 트로포미오신(tropomyosin)으로 이루어진 가는 필라멘트(thin

filament) 사이를 미오신 사슬 다발로 이루어진 굵은 필라멘트(thick filament)가 미

끄러지듯 이동하여 수축이 일어나며 이를 필라멘트 활주 메커니즘(sliding-filament

mechanism)이라고 한다. 필라멘트 활주 메커니즘은 액틴과 결합력이 높은 미소신

사슬의 가교(bridge)가 액틴사슬에 결합하고, 이동 후 분리되고 다시 결합하는 과

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가교 주기(cross-bridge cycle)라고 한다. 이때

ATP(adenosine triphosphate)가 액틴에 결합된 가교를 분리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ATP가 없으면 가교 주기가 계속되지 않아 수축작용은 더 이상 일어나

지 못한다.

그림 2.5 근육세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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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ATP 생산

근육 수축 시 에너지는 아데노신 3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이 가수

분해 되어 얻어진다.

ATP HO→ADP  P iH  Energy

ATP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섭취된 음식물을 소화하여 얻어진 분자를

원료로 생성된다. 세포에서 ATP는 그림 2.6과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다.

그림 2.6 세포의 에너지 생산

크레아틴 인산 반응

크레아틴 인산(creatine phosphate; CrP)반응은 크레아틴 키나아제에 의한

ATP를 재생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다. 근수축 중 수축성 섬위에 위치한 ADP가

일시적으로 증가 할때 크레아틴 키나아제에 의해 ATP가 생산된다. 크레아틴 키나

아제 반응의 APT 생산능력은 CrP의 저장량에 의해 정해진다.

해당작용(解糖作用, glycolysis)

해당작용은 6개의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포도당 한 분자를 3개의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2개의 인온화된 형태인 피루브산(pyruvate) 분자로 전환되는 10가지 효

소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작용은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 마지막 생성물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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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다. 호기성 조건에서는 피루브산이 생성되고, 혐기성 조건에서는 젖산이 생성

된다. 전체반응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호기성 조건 :

포도당ADP P i NAD → 피루브산 ATP NADHH  HO
⦁혐기성 조건 :

포도당 ADP  P i→젖산ATP  HO

산화적 인산화

산소가 충분 하다면, 해당작용에 의해 생성된 피루브산은 산소와 더 반응된다.

크렙스회로를 통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 산소와 결합하여 더 분해되고 이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 때 다량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 에너지에

의해 많은 ATP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체외

로 배출되고, 물은 체내에서 이용되거나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된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한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계속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복잡한 효소작용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상의

ATP생성 기전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유산소성 에너지 무산소성 에너지

생산 속도 느리다(몇 분) 빠르다.

산소의 필요성 필요 불필요

지 속 성 장시간 지속 단시간 발생

에너지원 글리코겐, 젖산, 지방 ATP, 크레아틴인산, 글리코겐

대 산 물 CO2, H2O ADP, 젖산

표 2.5 유산소성 에너지, 무산소성 에너지 비교

무산소성 에너지는 100미터 달리기 같은 단시간에 운동능력을 나타내야하는

운동에 사용되고, 유산소성 에너지는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운동능력

을 나타내야하는 운동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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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심혈관계의 변화

심장박동의 변화

총 혈류량의 변화는 시간당 심박출량의 변화에 기인한다. 분당 심박출량은 1회

심박출량의 크기와 1분간 심장박수에 의해 정해진다. 심박수는 동방결절(S-A

node)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다. 동방결절이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활

동전위가 심장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심장을 수축하게 만든다.

운동 중 골격근의 산소요구량 변화나 운동 강도 변화에 의해 심장에서 공급하

는 혈액의 양이 달라진다. 격렬한 운동 시 분당 혈류량은 휴식 시 혈류량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다.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발생한 열의 발산을 위해 피부로의 혈류량도 증가하며, 증가된 심박출량을 수행하

기 위해 심장으로의 혈류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장과 소화기관 등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기관으로는 공급되는 혈류량은 감소한다.

심박수의 증가는 교감신경의 영향으로 에피네프린(epinephrine)과 노르에피네프

린(norepinephrine)분비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며, 감소는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

는 아세틸콜린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심박수의 변화는 체온상승, 혈액 내 산소압

의 감소, 탄산가스압의 증가, 혈액 pH감소 및 젖산의 증가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13]

호흡의 변화

운동 중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유산소성 에너지이며 호흡을 통해 산소

가 인체로 유입된다. 산소는 호흡의 과정을 통해 폐에 들어오게 되며, 폐에서는 확

산과정을 통해 혈액으로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 확산은 분자단위의 분압차에 의해

발생하며, 심장박동으로 인해 산소분압이 낮은 혈액을 폐로 공급하여 지속적인 확

산이 발생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장과 폐는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의 영향을 받아 주기가 조절된다. 근육조직에서 에너지 생산 시 변화된는 산

소요구량은 혈액의 pH변화를 일으키며, 화학적 수용기에 의해 중추신경계로

feedback되어 호흡주기와 심장박동 주기가 변화하게 된다.



- 16 -

2.1.4.4 최대산소 섭취량 추정

운동부하에 대한 예비심박수와 최대심박수는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인자로 이

용될 수 있어 임상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심박수를 이용한 VO max 추
정은 구속정도가 적으며, 신뢰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4][15] 또한 예비심박수

(HRR)의 변화는 산소섭취량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보고가 있다.[16]

최대하 부하상태에서 최대산소섭취량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운동강도를 높이면서 심박수와 산소 섭취량을 구한다.

2) 심박수와 산소섭취량의 산포도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구한다.

3) 추세선에 최대심박수를 대입하여 최대산소 섭취량을 추정한다.

최대심박수는 과거에 측정된 값이나 ‘220-나이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운동강도가 높을 수록 추정된 최대산소 섭취량 값은 신뢰도가

높아진다.[17]

그림 2.7 최대산소 섭취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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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예비심박수(Heart Rate Reserve; HRR)를 기준으로 강도 설정 시 유의성 있는

최대산소 섭취량의 추정이 가능한 범위를 알아 보기위해 점증적 운동부하 환경에

서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운동 부하장치는 점증적 부하

제공이 가능하고, 특별한 적응이 필요하지 않고, 전신운동으로 인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트레드밀을 이용하였다. 실험은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운동생리학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 과정은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실험 과정

실험대상 선정

최대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에 유전적, 체격적인 특별한 비 선정 사유

가 없고 실험에 참여하지 못할 병력 사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길 희망한 건강한 성인 남성 20명을 선정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2.6과 같다.

항     목 평균 ± 표준편차 범    위

나     이 26.9±2.2 23 - 32

키(cm) 174.9±4.5 167 - 184

체 중(kg) 68.8±6.5 59 - 85

BMI 22.5±2.3 18.4 - 27.8

표 2.6 피실험자의 신체적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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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운동부하 실험 순서

실험 전 통제

모든 실험 대상자는 운동부하시 부하에 대한 영향만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

도록 실험 전일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격한 운동을 피하며, 실험 전 3시간 이

내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 설명 및 동의서 작성

모든 실험 대상자들에게 실험 전 실험에 대한 목적과 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

용과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준비된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실험 중 언

제라도 실험 대상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 실험을 중지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실험

에 관한 설명에 대해 이해하고 수락의 의미로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운동부하 실험

운동부하 실험은 트레드밀을 이용한 점증적 운동부하 방법 중 하나인 Modified

Bruce 프로토콜을 따라서 진행되었다. Modified Bruce 프로토콜을 따라 실험을 시

작하기 앞서 실험실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약 20분가량의 휴식시간을 가졌고,

전극 부착 및 가스마스크 착용 후 장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약 10분가량의 적응

시간을 가졌다. 10분가량의 적응 시간 동안 안정 시 심박수와 산소섭취량, 호흡 수

등을 측정하였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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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비

호흡가스 분석에는 가스분석장치(TrueOne® 2400, Parvo Medics, 미국)가 사용

되었으며, 운동부하 장치에는 트레드밀(TM55, Quinton, 미국)이 사용되었고,

Modified Bruce 프로토콜에 따라 속도와 경사도를 증가하였다. 심장부하검사장비

(Q-Stress, Quinton, 미국)를 이용하여 실험 중 피실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a. TrueOne® 2400

02 Analyzer CO2 Analyzer Flow / Volume 
Measurement

Method Paramagnetic Infrared Rudolph
screen pneumotach

Range Range: 0-100% 0-10% 0-800 
Liters/minutes

Accuracy 0.1% 0.1% +/-2%

Response < 500 ms < 90 ms 

b. Q-Stress

Protocols
Standard

Bruce, Modified Bruce, Modified Balke, Naughton, 
USAF/SAM 2.0, USAF/SAM 3.3, Rampedlow, Ramped-medium, 
Ramped high, Astrand(ergometer), Persantine (pharmacological)

Custom Unlimited custom protocols can be created

Patient Module
AHA 10-electrode with pinch or snap connectors
IEC 10-electrode with pinch or snap connectors

표 2.7 실험장비 스펙

Stage 속도(mph) 경사(%) 시간(min) 누적시간(min)

1 1.7 0 3 3
2 1.7 5 3 6
3 1.7 10 3 9
4 2.5 12 3 12
5 3.4 14 3 15
6 4.2 16 3 18
7 5.0 18 3 21

표 2.8 Modified Bruce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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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스분석 장치 착용과 전극 부착

b. 실험 장비

그림 2.10 실험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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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상태 모니터링과 종료시점

검사 중에는 실시간 심장부하검사장비와 가스분석장비를 이용하여 12유도 심

전도와 심박수, 호흡교환율의 결과를 모니터링 하였고, 피검자의 안색과 Borg의

자각적 운동강도(RPE)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항목 중 4가지 이상이 해

당될 경우를 최대 운동 상태로 간주하고 실험을 중지 하였다.[8]

1) 운동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2) 운동부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소소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

3) 호흡교환율(VCO2/VO2)이 1.1 이상인 경우

4) 실험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RPE 17(매우 힘들다) 이상인 경우

5) 운동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운동 중 심전도 획득은 사지의 움직임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은 심전도 기록

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팔의 전극은 양쪽 쇄골 아랫부분에 부착하며,

오른쪽과 왼쪽 다리 전극은 몸통 양쪽 흉곽 아랫부분에 부착하였다. 전극의 부착

위치는 그림 2.11과 같다.

Lead 전극 부착 부위

RA 우측 쇄골 하단 
LA 좌측 쇄골 하단

RL 우측 흉곽 하단과 전액와선의 교차
LL 좌측 흉곽 하단과 적액와선의 교차

V1 흉골연우측의 제4늑간
V2 흉골연좌측의 제4늑간

V3 V2와 V4사이의 중간
V4 쇄골 중앙선 위에 있는 제5늑간

V5 적액와선 위에서 V4와 수평
V6 중액와선 위에서 V4 및 V5와 수평

그림 2.11 전극 부착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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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태

본 실험에서 필요한 장치를 모두 착용하고 트레드밀 가동 전에 장치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을 5분 이상 가졌으며, 이때 측정된 값이 안정

상태로 간주하였다.

실험 중 금기 사항

트레드밀 운동검사 중 트레드밀의 난간을 잡으면 체중이 분산되어 운동부하가

올바른 측정값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운동부하 중 난간을 잡지 않도록 하였으며,

호흡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의사표시대시 손을 들어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게 하였다. 운동부하 상태에서 호흡 주기는 통제하지 않았으며, 자유

롭게 호흡한 상태가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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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2.3.1 데이터 획득

피실험자들은 Modified Bruce 프로토콜을 따르는 운동부하를 수행하는 동안

심박수, 산소섭취량, 호흡수, 속도, 각도 등 운동 시 발생되는 신호는 심장부하검사

장비와 가스분석기를 통하여 호흡 주기에 맞추어 획득되었다. 가스분석기가 호흡

중 섭취된 산소를 계산하는 원리는 그림 2.12와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에

따른 호흡파형의 변화를 추가 하였다.

그림 2.12 산소섭취량 계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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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데이터 전처리

산소섭취량을 구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가 호흡주기에 맞추어 획득된다. 섭취된

산소량은 호흡 주기에 맞추어 획득되기 때문에 통계처리를 거치기 전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운동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호흡수가 증가하며, 낮은 강도에 비해 높

은 강도의 운동에서 데이터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통계처리에 의한 추세

선 생성 시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균등하게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전처리 과정은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전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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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획득(10초 평균)

가스분석기에 의해 운동 중 데이터가 획득 되었다. 단일 호흡 간격으로 획득된

데이터는 호흡 시 호흡의 세기나 길이 등에 따라 특이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

며, 변화의 추세를 이용하는 경우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가스분석기에의

셋팅을 통해 10초 간격으로 평균이 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림 2.14는 단일호

흡 간격으로 획득한 데이터와 10초 간격으로 획득한 데이터의 차이를 비교한 그

림이다. 낮은 단계의 스테이지(1～2)에서 호흡간격(●)으로 나타난 그래프가 추세

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10초 평균 간격으로 획득한 데이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개선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14 단일호흡 간격(위)과 10초 평균 데이터(아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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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간격으로 re-sample(스플라인보간)

가스분석기에서 제공하는 10초 간격의 데이터는 호흡의 주기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균등한 간격이 아니다. 타 피검자의 데이터와 비교와 이동평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 균등한 간격으로 획득된 데이터가 필요하며, LabVIEW 8.5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호흡간격으로 획득된 10초 평균 데이터를 등간

격 10초 평균데이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 스플라인 보간을 사용하였으며, 보간에

사용된 vi는 LabVIEW에서 함수 형태로 제공되는 Spline Interpolation 1D.vi를 이

용하였다.(그림2.15)

그림 2.15 스플라인 보간 vi

Spline Interpolation 1D.vi는 X, Y, xi 배열(1D)을 입력받아 yi 값을 반환한다.

이때 X는 독립변수의 배열이고 Y는 종속변수의 배열이다. Spline Interpolation

1D.v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배열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필

요하다. X축 상의 원하는 지점의 배열을 xi에 입력하면, xi를 독립변수로 하여 yi

값이 반환된다. 불균등한 간격으로 획득된 데이터를 균등한 간격으로 re-sample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xi에는 10초 간격으로 증가하는 배열을 입력하였다. 10초간

격으로 균등하게 증가하는 1D 배열을 만들기 위해 LabVIEW에서 함수형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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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Ramp Pattern.vi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2.16에 나타내었다.

그림 2.16 램프 패턴 vi

Ramp Pattern.vi는 시작과 끝을 입력받아 샘플 수 만큼 단계를 나누어 1D 배

열 형태로 출력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스플라인 보간함수와 램프 패턴 함수를 이용하여 re-sample 하는 부분의

labVIEW 코드를 그림 2.17에 나타내었고, 그림 2.18에는 처리 전후의 데이터를 그

래프로 비교하였다.

그림 2.17 스플라인 보간을 이용한 re-sample(0.1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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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re-sample결과

Smoothing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평균필터를 취하였다. 윈도우 길

이를 6포인트로 하였으며, 이는 1분당 변화하는 호흡을 반영한다.

그림 2.19 6포인트 이동평균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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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최대산소섭취량(VO max)측정 시 ACSM에서 권장하는 운동부하 방법은 점증

적 운동 부하방법이며, 운동평가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20명의 피실험

자는 대표적인 점증적 운동부하 방법 중 하나인 트레드밀을 이용한 Modified

Bruce 프로토콜을 따라 VO max를 측정하였다. 피실험자 모두 최대운동부하 상

태에 도달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8][21].

표 3.1과 그림 3.1, 3.2에 피검자의 운동검사 수행 중 심박수, 호흡수 변화를 나

타내었다. 표 3.1은 운동부하시 시간에 따른 심박수 변화와 호흡수 변화를 Stage

별로 평균을 내어 나타냈다. Stage를 나누는 기준은 운동부하의 크기 차이며, 운

동부하에 따라 유의성 있게 심박수가 증가되었다. 운동부하시 나타나는 피실험자

의 심박수 변화와 호흡수 변화를 그림 3.1과 3.2에 나타내었으며, 그래프에 나타난

심박수와 호흡수의 변화 또한 운동부하의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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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bpm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Stage7

1
HR* 101.80 106.58 116.16 138.29 168.41 189.80
RR** 17.70 17.43 16.60 19.84 27.60 37.69

2
HR 98.62 102.44 114.47 136.62 167.16 195.32 205.26
RR 17.89 18.19 12.78 13.52 18.63 25.52 35.16

3
HR 106.61 115.62 125.89 141.39 171.01 186.29
RR 21.78 22.39 23.76 24.87 29.59 36.03

4
HR 90.72 98.25 107.39 126.84 166.18 195.19
RR 8.83 11.87 12.27 14.76 24.36 33.80

5
HR 82.80 89.20 100.14 127.66 162.50 193.74
RR 14.91 15.01 14.58 13.78 19.56 30.60

6
HR 90.66 98.90 106.99 129.39 157.51 193.64 203.12
RR 21.30 21.34 23.15 22.12 23.56 31.87 43.43

7
HR 84.47 92.83 105.55 129.67 155.02 181.65
RR 19.79 17.75 14.33 14.00 16.25 35.04

8
HR 93.65 102.52 117.24 144.54 181.63 192.75
RR 7.47 9.21 11.69 12.86 25.65 42.24

9
HR 90.16 94.28 107.51 126.00 149.35 177.99
RR 18.37 20.27 17.95 17.07 18.18 37.65

10
HR 90.91 98.85 107.36 123.54 157.49 183.38
RR 17.81 17.65 16.25 17.26 24.33 31.84

11
HR 86.52 94.68 104.82 123.27 152.36 175.58
RR 24.68 23.66 25.05 25.56 29.91 41.92

12
HR 105.35 110.50 117.78 147.19 173.47 190.78
RR 16.18 14.86 15.87 19.27 24.36 34.32

13
HR 95.30 101.69 113.61 135.10 170.19 190.76
RR 11.81 12.27 12,94 13,99 20.85 31.88

14
HR 100.53 108.33 121.36 147.75 175.17 198.41 207.14
RR 18.33 18.28 18.89 17.51 19.90 25.25 33.40

15
HR 88.81 96.15 105.78 123.70 154.83 179.31
RR 17.32 17.12 15.58 20.25 27.47 34.52

16
HR 89.09 93.87 105.35 126.90 164.99 183.86
RR 18.33 15.07 16.83 17.30 22.45 31.16

17
HR 94.31 99.97 110.44 126.30 165.87 190.14
RR 24.62 22.36 26.31 26.42 31.09 36.21

18
HR 102.47 104.63 119.09 143.54 169.03 188.15
RR 18.73 16.66 15.74 16.19 21.02 25.48

19
HR 85.85 94.65 103.96 126.43 165.19 188.75
RR 19.31 20.12 18.38 17.00 31.00 38.90

20
HR 89.43 95.21 102.37 118.47 151.78 184.74
RR 22.57 21.87 21.65 23.87 27.91 34.18

HR* : Heart Rate; RR** : Respiration Rate

표 3.1 점증적 운동부하에 따른 심박수와 호흡수 변화(Stage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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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ject 1 b. subject 2 c. subject 3

d. subject 4 e. subject 5 f. subject 6

g. subject 7 h. subject 8 i. subject 9

j. subject 10

① 1min Avg Resp

② Stage

③ 1min Avg HR

그림 3.1 Heart Rate-Respiration Rate(subject 1-10)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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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ject 11 b. subject 12 c. subject 13

d. subject 14 e. subject 15 f. subject 16

g. subject 17 h. subject 18 i. subject 19

j. subject 20

① 1min Avg Resp

② Stage

③ 1min Avg HR

그림 3.2 Heart Rate-Respiration Rate(subject 11-20)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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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R(Heart rate reserve)

운동부하 실험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 분석에 앞서 피험자의 HRR을 10-90%까

지 10% 간격으로 계산하였다. 표 3.2에 나타낸 %HRR은 ‘220-나이’ 방법으로 구

해진 심박수가 이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산된 HRR은 개인에게 대한 상대적인

운동강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구한 HRR은 개인의 운동강도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어 추정식에 사용되는 데이터 선택에 이용될 것이다.

HRR(%)

Subject
90 80 70 60 50 40 30 20 10

1 181.6 171.2 160.8 150.4 140 129.6 119.2 108.8 98.4

2 183.1 172.2 161.3 150.4 139.5 128.6 117.7 106.8 95.9

3 183.2 172.4 161.6 150.8 140 129.2 118.4 107.6 96.8

4 183.5 172 160.5 149 137.5 126 114.5 103 91.5

5 182.3 169.6 156.9 144.2 131.5 118.8 106.1 93.4 80.7

6 184.6 172.2 159.8 147.4 135 122.6 110.2 97.8 85.4

7 182.5 170 157.5 145 132.5 120 107.5 95 82.5

8 180.6 169.2 157.8 146.4 135 123.6 112.2 100.8 89.4

9 180.7 169.4 158.1 146.8 135.5 124.2 112.9 101.6 90.3

10 180 169 158 147 136 125 114 103 92

11 184.1 172.2 160.3 148.4 136.5 124.6 112.7 100.8 88.9

12 181 170 159 148 137 126 115 104 93

13 180.8 169.6 158.4 147.2 136 124.8 113.6 102.4 91.2

14 184.1 174.2 164.3 154.4 144.5 134.6 124.7 114.8 104.9

15 182.6 171.2 159.8 148.4 137 125.6 114.2 102.8 91.4

16 180.2 168.4 156.6 144.8 133 121.2 109.4 97.6 85.8

17 178.8 167.6 156.4 145.2 134 122.8 111.6 100.4 89.2

18 184.7 174.4 164.1 153.8 143.5 133.2 122.9 112.6 102.3

19 180.3 168.6 156.9 145.2 133.5 121.8 110.1 98.4 86.7

20 177.3 166.6 155.9 145.2 134.5 123.8 113.1 102.4 91.7

Mean 181.8 170.5 159.2 147.9 136.6 125.3 114 102.7 91.4

SDNN 2.00 2.09 2.41 2.89 3.45 4.07 4.72 5.39 6.08

표 3.2 HRR 강도별 예비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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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 추정

심박수(HR)를 독립변수로 놓고 산소섭취량(VO)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 회귀

식을 구하였다. 그림 3.3에 피험자 1의 HR VO 데이터를 SPSS를 이용하여 전체

HRR 구간에 대해 산점도와 추정식을 구하였다. 그래프의 모양과 상관계수 R 제

곱값을 통해 HR과 VO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HR을 이

용한 VO 추정의 근거가 된다.

그림 3.3 회귀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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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에 나타난 산점도를 보면, 구간에 따라 추세선을 따르는 정도가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을 이용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구간에 따른 상

관관계 변화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는 표 3.2에 나타낸 HRR을 기준으로

HRR구간에 따라 SPSS를 이용하여 산점도와 선형 회귀식을 구한 것이다. HRR

80-90% 구간에서 R-제곱값이 0.96으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달리

HRR 0-10% 구간은 R-제곱값이 0.41로 나타났다.

a. 0-10% b. 10-20% c. 20-30%

d. 30-40% e. 40-50% f. 50-60%

g. 60-70% h. 70-80% i. 80-90%

그림 3.4 %HRR 구간별 산점도



- 36 -

그림 3.4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피실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 3.3

에 정리하였다. 일부 피험자는 초기운동 강도에 대해 운동 시작과 동시에 해당 구

간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HRR(%)

Subject
90 80 70 60 50 40 30 20 10

1 0.98 0.94 0.97 0.94 0.93 0.99 0.60 0.11 0.41

2 0.97 0.95 0.98 0.95 0.90 0.98 0.75 0.90 -*

3 0.94 0.98 0.99 0.89 0.91 0.98 0.33 0.06 -

4 0.97 0.98 0.97 0.93 0.85 0.95 0.80 0.77 0.05

5 0.99 0.95 0.93 0.96 0.91 0.99 0.72 0.26 -

6 0.95 0.98 0.98 0.96 0.22 0.97 0.58 0.23 0.85

7 0.91 0.95 0.96 0.91 0.78 0.96 0.69 0.21 0.34

8 0.99 0.94 0.96 0.91 0.99 0.91 0.91 0.84 0.15

9 0.95 0.90 0.99 0.95 0.95 0.97 0.78 0.42 0.31

10 0.99 0.95 0.99 0.97 0.93 0.91 0.83 0.75 -

11 0.45 0.98 0.97 0.98 0.90 0.95 0.85 0.01 -

12 0.76 0.75 0.94 0.93 0.93 0.93 0.94 0.08 0.77

13 0.97 0.92 0.97 0.74 0.98 0.97 0.90 0.01 0.26

14 0.91 0.97 0.98 0.92 0.99 0.99 0.92 0.71 0.00

15 0.99 0.94 0.52 0.93 0.93 0.97 0.89 0.27 0.01

16 0.93 0.99 0.99 0.98 0.98 0.87 0.77 0.59 -

17 0.96 0.91 0.93 0.93 0.42 0.99 0.73 0.11 -

18 0.99 0.92 0.93 0.59 0.99 0.99 0.19 0.03 0.49

19 0.98 0.95 0.99 0.99 0.99 0.93 0.91 0.81 0.05

20 0.93 0.97 0.99 0.99 0.99 0.98 0.92 0.69 0.03

Mean 0.93 0.94 0.95 0.92 0.87 0.96 0.75 0.39 0.29 

SDNN 0.12 0.05 0.10 0.09 0.20 0.03 0.20 0.33 0.27 

* 운동부하 시작과 동시에 범위를 초과함

표 3.3 HRR 강도별 상관성(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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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HRR 구간에 따른 상관성 변화

그림 3.5는 표 3.2에서 계산된 R-제곱값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운

동 부하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운동부하 구간에 비

해 높은 운동부하 구간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HR을 이용한 VO
추정 시 높은 강도의 운동부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림 3.5의 그래프에

서 HRR 30% 까지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것은 운동부하 강도를 낮

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능성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측정된 최대

산소섭취량(VOmax)과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VOmax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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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하 강도에 따른 HRVO 상관성 변화가 최대산소섭취량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RR을 조정하면서 측정된 VOmax와 추정된 VOmax를

비교하였다. 그림 3.6은 피험자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HRR 0-90%, 0-80%,

0-70%, 0-60% 구간에 대해 산점도와 추정식을 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방

법으로 모든 피험자의 데이터에 대해 추정식을 구하고 ‘220-나이’ 방법으로 계산

된 최대심박수를 대입하여 VOmax를 계산하여, 실제 측정된 VOmax와 비교 하였

으며, 결과를 표 3.4에 나타내었다.

a. 90% HRR b. 80% HRR

c. 70% HRR d. 60% HRR

그림 3.6 운동 강도별 VOmax 추정



subject
0-90% HRR 0-80% HRR 0-70% HRR 0-60% HRR

추정값* 오차** 오차율(%) 추정값 오차 오차율(%) 추정값 오차 오차율(%) 추정값 오차 오차율(%)
1 37.78 2.74 6.76 37.8 2.72 6.71 39.07 1.45 3.58 38.5 2.02 4.99
2 42.35 1.97 4.44 40.92 3.4 7.67 41.92 2.4 5.42 42.81 1.51 3.41
3 47.58 1.58 3.21 48.11 1.05 2.14 46.41 2.75 5.59 45.9 3.26 6.63
4 41.5 0.45 1.07 42.79 0.84 2 44.85 2.9 6.91 45.51 3.56 8.49
5 42.37 3.8 8.23 42.4 3.77 8.17 42.27 2.9 6.42 41.99 4.18 9.05
6 44.03 2.09 4.53 42.79 3.33 7.22 42.98 3.14 6.81 42.65 3.47 7.52
7 46.23 1.91 3.97 43.17 4.97 10.32 43.26 4.88 10.14 40.67 7.47 15.52
8 34.27 3.6 9.51 34.21 3.66 9.66 35.51 2.36 6.23 34.89 2.98 7.87
9 52.18 1.23 2.41 50.18 0.77 1.51 49.27 1.68 3.3 47.72 3.23 6.34
10 41.23 1.62 3.78 42.22 0.63 1.47 44.31 1.46 3.41 44.77 1.92 4.48
11 50.41 1.29 2.63 50.73 1.61 3.28 53.86 4.74 9.65 60.21 11.09 22.58
12 38.52 4.73 10.94 39.26 3.99 9.23 40.22 3.03 7.01 39 4.25 9.83
13 38.89 0.94 2.48 38.88 0.93 2.45 40.68 2.73 7.19 40.24 2.29 6.03
14 36.88 18.95 33.94 36.01 19.82 35.5 35.75 20.08 35.97 34.04 21.79 39.03
15 34.68 3.71 9.66 34.64 3.75 9.77 32.49 5.9 15.37 30.16 8.23 21.44
16 48.63 0.44 0.9 47.33 1.74 3.55 47.59 1.48 3.02 47.23 1.84 3.75
17 46.78 6.98 12.98 47.75 6.01 11.18 47.21 6.55 12.18 49.59 4.17 7.76
18 44.85 11.72 20.72 42.8 13.77 24.34 41.21 15  27.15 41.2 15.37 27.17
19 41.44 0.03 0.07 43.49 2.08 5.02 45.74 4.33 10.46 45.48 4.07 9.83
20 47.21 0.72 1.5 47.93 0 0 49.56 1.63 3.4 52.08 4.15 8.66

mean 42.89 3.53 7.19 42.67 3.94 8.06 43.21 4.59 9.46 43.23 5.54 11.52 
SDNN 5.10 4.53 8.07 4.92 4.78 8.43 5.21 4.79 8.34 6.69 5.15 9.21 

*VOmax(ml/kg/min), **VO (ml/kg/min)

표 3.4 운동강도 구간별 추정된 최대산소 섭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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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에서 오차율이 7.19±8.07%(0-90HRR), 8.06±8.43%(0-80%HRR),

9.46±8.34%(0-70%HRR), 11.52±9.21%(0-60%HRR)로 운동부하 강도가 낮아질수록

오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0% 미만의 오차율을 가지고 추정하

려면, 적어도 70%HRR 강도의 운동 부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모든

사람이 10% 미만의 오차율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피실험자(7, 14, 15, 17,

18)의 데이터에서 추정된 값이 측정된 값에 비해 큰 차이가 났다.

a. subject 14(0-50% HRR) b. subject 20(0-50% HRR)

그림 3.7 최고, 최저 오차 데이터 비교

그림 3.7에 오차가 가장 큰 subject14(a)와 오차가 가장 작은 subject 20(b)의

데이터를 비교하였으며,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HR VO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0-50%HRR 구간의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오차가 적은 b의 경우 추세선을 중

심으로 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오차가 큰 a는 치우쳐 있다. 데이터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R제곱 값이 오차가 제일 작은 subject 20의 경우 0.98로 나타

난 반면, 오차가 제일 큰 subject 14의 경우 0.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오

차가 크게 발생했던 다른 피실험자 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림 3.8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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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ject 7(0-50% HRR) b. subject 14(0-50% HRR)

c. subject 15(0-50% HRR) d. subject 17(0-50% HRR)

e. subject 18(0-50% HRR)

그림 3.8 오차가 큰 피실험자들의 데이터(0-50%H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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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구간 수정

앞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운동부하 강도가 높을수록 유의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다.

2) 유의성 있는 최대 산소섭취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HR VO 상관성이

높아야 한다.

3) 같은 강도의 운동부하에 대해서도 HR과 VO 의 상관성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표 3.3과 그림 3.5의 그래프를 통해 운동부하 강도가 높은 구간에서 HR VO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즉, 운동부하 강도가 높을수록 유의성 있는 추

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강도의 운동부하 구간에서 HR VO의 상관성이 높

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강도의 운동부하에 대해서 추정의 유의성 차이가 나타나

는 이유는 개인에 따라 HR VO 상관성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율에 따라 추정에 대한 유의성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

한다.

운동강도를 높이지 않고, 유의성 있는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HR VO 상관성

이 높은 데이터의 비율을 높여야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HRVO 상관관계가

낮은 HRR 0-20% 구간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HRR 20-70% 구간으로 추정한 값과

HRR 0-20% 구간을 제거하지 않고 추정한 값을 표 3.5에 나타내었다. HRR

0-70%구간에서 추정된 VOmax가 9.46(±8.34)의 오차를 보이는 반면, 20-70%구간

에서 추정된 HRVO는 6.01(±3.40)의 차이를 보여 HR VO 상관성이 낮은 데이

터를 제거하는 것이 유의성 있는 VOmax추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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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실측1)
0-70%HRR 20-70%HRR

추정2) 오차3) 오차율(%) 추정 오차 오차율(%)

1 40.52 39.07 1.45 3.58 38.35 2.17 5.36 

2 44.32 41.92 2.4 5.42 40.47 3.85  8.69  

3 49.16 46.41 2.75 5.59 48.32 0.84  1.71  

4 41.95 44.85 2.9 6.91 41.63 0.32  0.76  

5 45.17 42.27 2.9 6.42 40.84 4.33  9.59  

6 46.12 42.98 3.14 6.81 42.21 3.91  8.48  

7 48.14 43.26 4.88 10.14 44.34 3.80  7.89  

8 37.87 35.51 2.36 6.23 33.73 4.14  10.93  

9 50.95 49.27 1.68 3.3 51.37 0.42  0.82  

10 42.85 44.31 1.46 3.41 42.97 0.12  0.28  

11 49.12 53.86 4.74 9.65 52.71 3.59  7.31  

12 43.25 40.22 3.03 7.01 41 2.25  5.20  

13 37.95 40.68 2.73 7.19 39.71 1.76  4.64  

14 55.83 35.75 20.08 35.97 50.73 5.10  9.13  

15 38.39 32.49 5.9 15.37 35.87 2.52  6.56  

16 49.07 47.59 1.48 3.02 45.57 3.50  7.13  

17 53.76 47.21 6.55 12.18 47.78 5.98  11.12  

18 56.57 41.21 15  27.15 52.49 4.08  7.21  

19 41.41 45.74 4.33 10.46 43.7 2.29  5.53  

20 47.93 49.56 1.63 3.4 48.85 0.92  1.92  

Mean 46.02 43.21 4.59 9.46 44.13 2.80 6.01 

SDNN 5.66 5.21 4.79 8.34 5.48 1.69 3.40 

1)VO max(ml/kg/min), 2)VO max(ml/kg/min), 3)|추정-실측|(ml/kg/min)

표 3.5 수정된 구간의 최대산소섭취량 추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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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운동처방을 위한 심폐체력 평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반적 프

로토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이다. 현재 심폐체력 평가를 위한 운동검사 수행은

높은 운동부하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의사의 감독 하에 장비가 갖추어진 실험실

환경으로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퍼센트 예비심박수(Heart Rate Reserve; HRR)를 이용하여 개인

에 따른 상대적인 운동 강도를 설정하였고, Modified Bruce 프로토콜에 따라 20명

의 남성(26.9±2.2)이 운동부하를 실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강도 구간별로 최

대산소섭취량을 추정하였다. HRR은 개인의 최대심박수와 안정 시 심박수가 반영

된 값이며, 최대심박수는 ‘220-나이’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 실측된 최대심

박수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대산소섭취량 추정은 HR VO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한 추정식에 계산된 최

대심박수를 대입하여 최대산소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운동강도를 반영하는 HRR을

기준으로 추정식을 구하기 위해 10% 간격으로 HRR 계산하고 구간별 HRVO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HRR 구간을 0-60%에서 0-90%까지 10% 씩 증가하며 최

대산소섭취량을 계산하였으며, 실측된 최대산소 섭취량과 비교 하였다. 70%HRR

까지는 유의성 있는 추정(오챠율 10%미만)을 할 수 있었고, 낮은 운동부하의 구간

(0-20% HRR)을 제거하여 상관성 높은 데이터의 비율을 높여 HRR 20-70%의 범

위에서 최대산소섭취량 추정 시 오차율 9.46±(8.34)d에서 6.01±3.40%로 오차율을

줄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낮은 운동부하에서도 신뢰성있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구간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운동 평가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Modified Bruce 프로토콜에 의한 운동부하로 적정 운동부하 구간을 결정 하였으나,

다른 운동부하 프로토콜을 통해서도 추가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충분한 통계

학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실험이 향후 연구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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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exercise intensity

to aerobic fitness assessment and exercise prescription

Ko, Jun Seob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is a pilot study of aerobic fitness assessment and exercise

prescription with simple and safe method for normal. This study aim find

optimal exercise intensity at heart rate based VOmax estimated condition. Desk

work or low active life style increases the rate of cardiovascular disease which

is one of the major diseases responsible for the death. Regular exercise could

enhance health condition and reduce the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and apoplexy. An exercise prescription should be

considered exercise capacity of individual for more efficient and appropriate

exercise.

An exercise prescription is based on aerobic fitness assessment; maximal or

sub-maximal condition. The requirements of An aerobic fitness assessment are

high intensity workload and expensive analysis equipment. There are some

limit safety and economics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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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periment maximal exercise test with 20 male volunteers(age 26.9±2.2)

using treadmill exercise(Modified Bruce protocol) and estimate VOmax of

volunteers at form %60HRR(Heart Rate Reserve) to 90%HRR.

Conclusion : Optimal exercise intensity is HRR 70% which is estimated

with 20%-70% rage of HRR, and error rate is 6.01±3.40%.


Key words : VOmax estimate, exercise intensity, HRR, heart rate reser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