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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 검증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전공

김 세 영

본 연구는 SNPE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NPE 지도사과정 2급 자격증을 취득한 20~40대 여

성 39명을 대상으로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수행 시 산소섭취량

(VO₂)과 심박수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VO₂를 이용하여 MET값(대사당

량)을 산출하였다. SNPE 기본동작은 벨트운동 4가지(SNPE 1번, 2번,

3번, 4번)와 도구운동 4가지(C, T, L, SC-move)를 각각 최소 3분 이

상 수행하였으며, SNPE 복합동작은 책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에 명

시되어 있는 ‘SNPE 베이직 프로그램(SNPE S.C.R)’을 수행하였다.

각 검사의 자료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으며, 동작 간 VO₂와 심박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One-

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분석은 Tukey’s HSD를 실시하였다.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수행 시 각 동작에서 요구되는 VO₂와 심박

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SNPE 동작

시 VO₂와 심박수의 선형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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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VO₂는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SNPE 4번(21.47±5.62),

T-move(15.72±4.23), SNPE 1번(13.70±2.70), L-move(11.62±

2.31), SNPE 3번(10.28±2.85), SC-move(8.48±2.51), SNPE 2번

(6.52±1.52), C-move(5.31±1.05) 순서로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사

후분석의 결과 SNPE 4번 동작이 다른 7가지 동작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SNPE

4번(20.10±3.97), T-move(14.87±3.99), SNPE 1번(13.59±2.40),

L-move(12.95±3.37), 바른 자세 걷기(12.60±1.83), SNPE 3번(11.42

±2.93), SC-move(9.39±2.62), SNPE 2번(9.25±2.08), C-move(6.44

±1.46), 바른 자세 수면(6.09±1.19) 순서로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사후

분석의 결과 SNPE 4번 동작이 다른 9가지 동작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VO₂를 이용하여 산출된 MET값을 바탕으로 SNPE 동작의 운

동강도를 확인한 결과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SNPE 4번(6.14±1.60)

은 고강도, T-move(4.49±1.21), SNPE 1번(3.91±0.77), L-move

(3.32±0.66)는 중강도, SNPE 3번(2.94±0.81), SC-move(2.42±

0.71), SNPE 2번(1.86±0.43), C-move(1.51±0.30)는 저강도로 나타

났다.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SNPE 4번(5.92±1.13), T-move(4.25±

1.14), SNPE 1번(3.88±0.68), L-move(3.70±0.96), 바른 자세 걷기

(3.60±0.52), SNPE 3번(3.26±0.84)은 중강도, SC-move(2.68±0.7

5), SNPE 2번(2.64±0.59), C-move(1.84±0.42), 바른 자세 수면(1.74

±0.34)은 저강도로 나타났다.

심박수는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SNPE 1번(123.54±17.56), SNP

E 4번(121.83±18.43), T-move(107.69±17.93), SNPE 3번(107.22

±18.65), L-move(98.93±14.89), SC-move(90.25±12.06), S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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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79.30±13.55), C-move(75.63±11.42) 순서로 높은 것이 확인되

었다.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SNPE 4번(120.11±15.39), SNPE 3번

(113.08±16.65), SNPE 1번(108.05±14.24), T-move(107.12±15.0

4), L-move(104.44±15.03), SC-move(96.99±13.46), SNPE 2번

(95.55±15.73), 바른 자세 걷기(91.62±8.91), C-move(83.32±12.19),

바른 자세 수면(78.33±12.12) 순서로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에서 각 동작 수행 시 VO₂와 심박수를 비

교한 결과 VO₂는 SNPE 1번과 4번을 제외한 모든 동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박수는 SNPE 4번, T-move를 제외하고

모든 동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또한 SNPE

동작 수행 시 VO₂와 심박수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동작에서는

중간 또는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동작 전체에서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NPE 8가지 동작의 에너지소비량은 SNPE 4번, T-move,

SNPE 1번, L-move, SNPE 3번, SC-move, SNPE 2번, C-move

순서로 높으며, 운동강도는 대체적으로 저·중강도임을 확인하였다.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 운동강도, 심박수는 개별적인 동작 수행 시

와 운동 프로그램 수행 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심박수를 이용하여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할 때에는 낮은 정확도를 고려해야한

다. 본 연구는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 SNPE의 효과검증 연구 시 SNPE 동작의 정량적인 자료를 제

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신체활동, 만성근골격계질환, VO₂, MET, 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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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술의 첨단화와 컴퓨터 업무환경으로 신체활동은 감소하고, 좌식행동은

증가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2020)에 의

하면 우리나라 역시 성인의 신체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신체활동 부족과 더불어 좌식행동의 증가는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Kim J. S., Kim J. O., Seo, & Kim, 2014).

근골격계 질환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불편뿐만 아

니라, 의료비 부담, 피로,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lls, Nicolson, & Smith, 2019). 이에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 운

동중재를 포함한 신체활동은 근골격계 통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 Conner et al., 2015).

신체활동이란 휴식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행동으로, 골

격근에 의한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말한다(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만성질환인 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골다

공증 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제시되고 있

다(Warburton, Nicol, & Bredin, 2006). 이에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는 건강의 유지를

위해 최소 주당 150분의 중강도 또는 주당 75분의 고강도 운동의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하였다. 미국 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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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ACSM)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각 만성질

환의 운동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Larry,

Geoffrey, & Durstine, 2016).

이처럼 신체활동 지침과 운동처방은 운동의 빈도(Frequency), 강도

(Intensity), 시간(Time), 유형(Type)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강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는 심박수(heart rate: HR)와 MET가 있으며, MET는 활

동 시 안정상태 몇 배의 열량을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동강도의

절대지표로 사용된다(고덕한, 2020). Ainsworth(1993)는 신체활동 강도

의 일관성을 위하여 각 활동에 해당되는 MET값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활

동 목록표를 제시하였고, 이는 신체활동 지침 보고서에서 신체활동의 에너

지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해 인용되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신체활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신체활동량을 정량화하는 노

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이미영, 2012), 이는 운동처방에 있어서도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신체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는 실시간으로 산소섭취량(VO₂)과 이산화탄
소배출량(VCO₂)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강도와 활동범위 안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Overstreet, Bassett, Crouter,

Rider, & Parr, 2017).

COSMED에서 출시된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 K5는 대사 시뮬레이터

(#17056, VacuMed, USA)와의 비교를 통해 폐환기량(VE), 산소섭취량

(VO₂), 이산화탄소배출량(VCO₂)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Guidetti et al., 2018). 하지만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는 가격이 비싸

고, 훈련된 검사자가 필요해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Ndahimana & K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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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박수 측정기, 가속도계, 보수계 등이 에너지소비량

추정에 이용되며, 각 장치의 장단점을 고려해 측정대상과 목적, 상황에 따라

검사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Ndahimana et al., 2017). 이 중 심박수 측

정기는 VO₂와 심박수가 선형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대

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Montoye & Taylor, 1984). 심박수는 감정과 스

트레스, 피로, 자세,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Booyens & Hervey, 1960), 장치가 가볍고, 다루기 쉬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인원을 측정할 수 있어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Brosh, 2007). 심박수 측정기 Polar H10은 휴대

용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측정기 Holter monitors(DL900,

Braemar)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도가 확인된 검사도구이다(Gilgen,

Schweizer, & Wyss, 2019).

한편, SNPE(Self Natural Posuture Exercise) 바른자세 척추운동은

경추와 어깨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 감소와 관절가동범위 회복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연구가 보고되었고(윤지유 등, 2019), SNP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척추질환자의 통증요인(근긴장도, 자세정렬, 골격구조)이 호전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이희진, 2021). SNPE는 스스로(Self) 인체 본연의 자세

(Natural Posutre)를 회복하는 운동(Exercise)을 뜻하며, 비뚤어진 치아

가 철사와 스프링에 의해 교정되는 치아교정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

된 운동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SNPE의 기본동작은 8가지로 인체의 바른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벨트운

동 4가지(SNPE 1, 2, 3, 4번)와 SNPE 도구를 이용하여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는 도구운동 4가지(C, T, L, SC-move)로 구성되어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운동의 원리는 본연의 구조 지향,

경직된 근육의 이완, 코어 강화, 바른 자세의 습관으로, 도구의 외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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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인의 처치 없이 스스로 통증을 관리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여 신체의 기능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운동의 통증 및 기능개선 효과는 1,000여건이 넘는 체험사례로

확인할 수 있으며(권성호 등, 2019), 이러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의 체

육시설과 책,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SNPE는 고유의 도

구만 있다면 운동 수행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비교적 제한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NPE의 효과검증(윤지유 등, 2019; 이희진, 2021)과 SNPE 운동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가 및 스트레스 감소(신명진, 고지현, & 윤지유, 2019)

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SNPE 운동과 건강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

기 위한 SNPE 동작의 정량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와 심박수 측정기를 이용해 SNPE 동작 수행 시

산소섭취량(VO₂)과 심박수를 측정하여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
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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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수행 시 산소섭취량과 심박수를 측정하

여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를 확인하고,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의 차이를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SNPE 동작 시 산소섭취량과 심박수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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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SNPE 동작 8가지의 산소섭취량(VO₂)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SNPE 동작 8가지의 운동강도(MET)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SNPE 동작 8가지의 심박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수행 시 동작의 VO₂, MET, 심박수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

5) SNPE 운동 시 VO₂와 심박수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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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SNPE 기본동작

본 연구에서의 SNPE 기본동작은 SNPE 벨트운동 1번, 2번, 3번, 4번과

도구운동 C, T, L, SC-move를 의미한다.

2) SNPE 복합동작

본 연구에서의 SNPE 복합동작은 책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에 명시

되어 있는 ‘SNPE 베이직 프로그램(SNPE S.C.R.)’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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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1) SNPE 운동의 정의

SNPE는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의 약자로 ‘스스로(Self) 인

체 본연의 자세(Natural Posture)를 회복하는 운동(Exercise)’을 뜻하며,

비뚤어진 치아가 철사와 스프링에 의해 교정되는 치아교정의 원리에서 영감

을 받아 창안된 운동이다. SNPE의 기본동작은 8가지로 인체의 바른 구조

를 회복하기 위한 벨트운동 4가지(SNPE 1, 2, 3, 4번)와 SNPE 도구를

이용하여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는 도구운동 4가지(C, T, L, SC-move)로

구성되어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2) SNPE 운동의 통증개선 원리

(1) 본연의 구조 지향

인체 역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은 신체의 바른 정렬로 골격

과 근육의 균형 잡힌 배열을 의미한다. 이를 표준 자세(Standard

Posture)라고 하며, Kendall(1993)은 표준 자세에서 척추가 정상적

인 만곡을 나타내고 근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신체

구조의 변화는 근육의 긴장과 불안정한 균형을 유발하여 근골격계의 병

리학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Hides, Stokes, Saide, Jull, &

Cooper, 1994). SNPE 운동은 벨트를 활용하여 바른 정렬 안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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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으로써 변형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을 통증 개선의 핵심으로 제시하

고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2) 경직된 근육의 이완

근육의 긴장은 구조적인 허혈상태를 유발하여 근육의 대사가 부족한

상태가 되며, 이는 통증 유발점을 형성한다(Lavelle, E, Lavelle, &

Smith, 2007). 국소 압통 부위에 압력을 가하거나 근막이완을 적용하

는 것은 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며, 신체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Arguisuelas, Lisón, Sánchez, Martínez, & Doménech,

2017; Gordon, Andrasik, Schleip, Birbaumer, & Rea, 2016).

SNPE 도구운동은 타인의 도움 없이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행을 좋게 함으로써 통증 개선과 건강의 회복을 돕는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3) 코어 강화

코어근육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분배하여 자세를 유지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Burwell, 1992).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운동이 제

시되고 있으며, 그 중 코어운동은 골반과 척추를 안정화하여 근력과 기

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iraksinen et al., 2006;

Borghuis, Hof, & Lemmink, 2008). SNPE 운동 역시 SNPE 바른

자세벨트를 착용하고 코어운동을 진행함으로써 균형 잡힌 근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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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른 자세 유지

자세는 신체 부위의 정렬을 말하며, 각 관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잘못된 자세의 지속은 골격구조 변위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근육의

긴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한다(Jones, Pais, & Omiya, 1988). 근원적인 통증 예방

및 완화와 근육 기능의 개선을 위해 운동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하며, SNPE 도구를 이용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3) SNPE 기본동작 8가지

(1) SNPE 벨트운동

① SNPE 1번(손 뒤로 깍지 끼고 의자 자세)

SNPE 기본동작 8가지 중 유일하게 서서 하는 동작으로 SNPE 운동의

대표동작이라 할 수 있다. 목과 허리의 전만 곡선을 만들어주고, 굽은 어

깨 개선, 하체근력 강화, 무게중심 회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② SNPE 2번(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벨트를 착용하고 뒤로 누움으로써 인체의 전방에 위치한 배곧은근과 엉

덩허리근, 넙다리네갈래근 등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다. 좌식생활로 인해

단축된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과 체온상승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생리통, 소화불량, 변비 등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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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NPE 3번(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90°로 굽힌 후 척추세움근과 볼기근, 모음근과

넙다리뒤근육을 이용하여 하체를 들어올리는 동작이다. 허리와 엉덩이, 하

체의 근력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④ SNPE 4번(척추 자극주며 구르기)

구르기를 반복함으로써 어깨, 등, 허리, 골반 등 전체적인 후면근육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이완하는 동작이다. 후면근육의 이완을 통해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피로감소, 오십견과 허리통증의 예방

및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체를 일으킬 때 복부의 힘이 요구

되므로 복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2) SNPE 도구운동

① C-move(Cervical Movement)

‘목(Cervical)에 움직임(Movemenet)을 준다’는 의미로 SNPE 도구를

이용하여 목과 뒤통수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는 동작이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다나손을 이용한 C-move 동작은 두통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노수연, 경지혜, & 신명진. 2021).

② T-move(Thoracic Movement)

‘등(Thoracic)에 움직임(Movement)을 준다’는 의미로 SNPE 도구를

이용하여 등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는 동작이다. 굽은 등 완화와 어

깨통증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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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③ L-move(Lumbar Movement)

‘허리(Lumbar)에 움직임(Movement)을 준다’는 의미로 SNPE 도구를

이용하여 허리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는 동작이다. 허리통증, 허리디스크

등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④ SC-move(Sacrum Coccyx Movement)

‘엉치뼈(Sacrum)와 꼬리뼈(Coccyx)에 움직임(Movement)을 준다’는

의미로 SNPE 도구를 이용하여 골반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는 동작이다.

잘못된 자세 습관과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틀어진 골반구조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된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4) SNPE 운동의 특징 3U

(1) United

SNPE는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등 근골격

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만

들어진 종합적인 운동이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2) Unique

SNPE는 치아교정의 원리를 인체에 적용하여 만들어졌으며, SNPE 벨

트와 도구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근골격계 통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독특한 운동이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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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eful

SNPE는 성별, 연령,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하며 단순한 동

작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렵지 않고 매우 실용적인 운동이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2. 에너지소비량

1) 신체활동과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은 생물학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열량으로, 총 에너지소비

량(Total energy expenditure, TEE)은 크게 체온유지, 뇌, 신장, 심장,

폐 등의 기본적인 대사를 위한 안정시 대사량(Resting energy expen

diture, REE)과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영양소 저장 등에 필요한 식이성

발열 효과(Thermic effect of food, TEF), 그리고 신체활동 대사량

(Activity energy expenditure, AEE)으로 구성된다(Schulz, Alger,

Harper, Wilmore, & Ravussin, 1992).

신체활동이란 안정시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행동으로 골격

근에 의한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뜻하며(Caspersen et al., 1985), 총 에

너지소비량의 가장 큰 가변요소이다. 신체활동의 이점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만성질환인 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제시되

고 있다(Warburton et al., 2006).

이에 신체활동과 에너지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역학 연구와 임

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여 검사의

목적과 유형,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검사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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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거검사도구

(1) 이중표식수법(Doubly Labeled Water, DLW)

이중표식수법은 산소동위원소와 수소동위원소로 포함된 물을 이용하

는 방법이다. 동위원소 용액을 섭취하면 수소동위원소는 물로만 배출되

지만 산소동위원소는 물과 이산화탄소에 의해 제거된다. 소변샘플에서

두 가지 동위원소의 차이를 확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함으로

써 산소섭취량과 총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Klein et al.,

1984). 이중표식수법은 대상자가 측정기간 동안 활동에 제한이 없어

일상생활의 에너지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소비량 측정과 분석을 위해 고가의 비용과 전문지식이 필

요하며, 특정 신체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유형, 강도, 빈도 등)는 제공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Park, Kazuko, Kim, E., Kim, &

Yoon, 2014).

(2) 직접열량측정

직접열량측정은 챔버(Chamber) 안에서 대상자의 열 손실을 측정하

여 대사율을 정량화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Kaiyala & Ramsay,

2011). 하지만 장비가 비싸고, 실험실에서의 측정으로 시간과 활동에

제한이 있어 대규모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3)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는 호흡 시 O₂, CO₂의 농도와 호흡량을 측정

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하는 검사도구이다(Leonard, 2012).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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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에너지 소비는 산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섭취량을 측

정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직접열량측정과 비교한

결과 차이는 약 2~4%인 것으로 밝혀졌다(Overstreet et al.,

2017).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 이용 시 활동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

어 다른 현장검사도구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검사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Schrack, Simonsick, & Ferrucci, 2010).

3) 현장검사도구

(1) 가속도계

가속도계는 신체움직임의 속도변화를 감지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추정

하는 검사도구이다(Westerterp, 1999). 수직의 가속을 측정하는 1축

가속도계를 시작으로 기술이 발전하며 2축과 3축 가속도계는 각각 2차

원, 3차원적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Sasaki, John, &

Freedson, 2011).

장기간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며, 장치가 가볍고 움직임에 제한이 없

어 일정 기간 동안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Freedson, Melanson, & Sirard, 1998). 신체활동의 강도와 빈도

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반면 신체활동 유형에 따라 움직임에 둔감

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Pavey, Gilson, Gomersall,

Clark, & Trost, 2017).

(2) 심박수 측정기

심박수 측정기는 신체활동 시 심박수와 산소섭취량(VO₂)이 선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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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Brosh, 2007). Schrack(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등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에서 산소섭취량과 비례하는 결과가 확인된 반면, 좌식활동과

저강도의 활동에서는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감정과 스트레

스, 피로, 자세,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Booyens & Hervey, 19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박수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비침습적 특

성, 측정의 용이성과 같은 장점이 있어 대규모의 역학연구에서 자주 이

용되고 있다(Brage et al., 2015; Giles, Draper, & Neil, 2016;

Livingstone et al., 1992).

(3) 보수계

보수계는 보행수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착용에 어려움이 없고, 비용

이 저렴하여 신체활동량 측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Bennett,

Wolin, Puleo, & Emmons, 2006). 하지만 착용위치, 지면의 경사,

보행패턴 등에 의해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Crouter, Schneider, Karabulut, & Bassett, 2003).

(4) 자기보고법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방법으로 신체활동 설문지, 신체

활동 기록 및 일지작성이 있다. 다른 검사도구와 비교해 볼 때 저렴한

비용과 측정의 부담이 적어 대규모 인구조사가 가능한 반면, 참가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낮은 정확성과 신뢰도를 보이기도 한다(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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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icio , Morales, Souza, Mata, & González, 2015).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기보고 방법으로는 국제 신체활동 설문

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일주

일 간의 신체활동 회상법(7-days Physical Activity recall, PAR),

24시간 회상법(24-hour recall) 등이 있다(Calabro, Kim, Franke,

Stewart, & Welk, 2015; Craig et al., 2003; Weston, Petosa, &

Pate, 1997).

3. 운동강도

운동처방은 일반적으로 대상과 목적에 따라 형태, 강도, 시간, 빈도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운동강도는 산소섭취량(VO₂)과 심박수

(HR)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여남회, 김영명, 1992). 일반인들의

심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의 60~

80%, 최대심박수(HRmax)의 55~90%의 운동강도로 설정할 것을 권

고한다(ACSM, 1998).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는 건강 유지를 위해 최소

주당 150분의 중강도 또는 주당 75분의 고강도의 운동 수행을 신체활동

지침으로 발표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이처럼 운동강도에 따른 효과가 검증되며 운동강도 설정의 중요성이 더

욱더 강조되고 있다.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트

레드밀과 고정식 바이크를 이용한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하며, 미국심장협회

에서는 최대심박수(HRmax)를 예측하는 공식으로 ‘220-나이’를 제시하고

있다(Londeree & Moeschberger, 1984).

운동강도의 절대적 지표로 사용되는 MET(Metabolic Equivalen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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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당량을 의미한다. 성인의 안정시 대사랑인 1MET는 3.5ml/kg/min

으로 1분에 체중 1kg 당 3.5ml의 산소 소비를 뜻한다. 각 신체활동의 강

도를 1MET의 배수로 표현할 수 있다. 신체활동의 에너지비용(kcal)은

방정식 ‘MET×무게(kg)×지속시간(hour)’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즉

70kg인 사람이 3.8MET의 노력으로 30분 동안 청소를 했다면 133kcal

(3.8×70×0.5)를 소비하게 된다(Ainthworth, 2011).

Ainthworth(1993)는 설문지, 기록일지 등 자가보고를 이용한 신체활

동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의 에너지비용

을 정량화한 ‘신체활동 목록표’를 제시하였다. 2011년 개정판에는 특정 활

동에 대하여 821개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활동의 MET가 제시되

어 있다. ‘신체활동 목록표’는 신체활동 지침 보고서에서 신체활동의 에너

지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해 인용되었으며, 3MET 미만은 저강도, 3~

5.9MET는 중강도, 6MET 이상은 고강도를 의미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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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NPE 바른자세 운동지도사 2급을 취득한 20~40대

성인 여성 39명으로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

적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표 1. 모집된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n=39) M ± SD

연령(yrs) 신장(cm) 체중(kg) BMI(kg/m²)

33.46 ± 6.41 163.87 ± 4.26 56.45 ± 5.06 21.03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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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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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연구대상자 모집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SNPE 온라인 커뮤니티(NAVER BAND)에 모

집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공고문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실험실 장소, 보

상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SNPE 바른자세 운동지도사

2급을 취득한 성인 20~40대 여성 45명을 선정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4명이 연구 참여에 거부의사를 밝

혔고, 운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실험이 중단된 2명을 제외한 총 39명이

실험 수행을 완료하였다.

2) 사전 검사

대상자는 실험을 위해 K 대학교 운동생리학 실험실에 방문하였다. 도착

후 체온계(Thermo Scan, Braun GMBH, Germany)로 체온을 측정하

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실험절차에 대하여 안내받았다. 측정 전날 무리

한 운동과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를 금하였고, 실험 전 2시간 공복상태를

권고하였다. 본 측정에 앞서 대상자는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체중

(kg)을 신장(m²)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

출하였다. 연구 참여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체활동준비설문지(PAR-Q)를 통

해 기타 질병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동 혈압계(GAMMA XXL LF,

HEINE, Germny)로 혈압을 측정하여 운동 수행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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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측정

본 측정은 K 대학교 무용실 또는 체조실에서 SNPE 복합동작, SNPE 기

본동작 순서로 진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대상자의 호흡에 의한 산

소섭취량을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K5, COSMED, Italy)로 측정하고, 심

박수는 심박수 측정기(H10, Polar, Finland)로 측정하였다. 전자식 온습

도계(SK-L200TH, Sato keiryoki, Japan)로 실험실의 온도, 습도를 측

정하여 실험실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실험에는 실험총괄 1명과 K5

작동 보조자 1명, 대상자가 SNPE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할 SNPE 강사 1명으로 총 3명의 측정자가 참여하였다.

(1) SNPE 복합동작

대상자는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와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하고 누운 상태

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며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SNPE 복합동작

은 벨트 탈부착과 동작 수행의 편의성을 위해 벨트운동(SNPE 1, 2, 3, 4

번)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진행된 SNPE 복합동작의 내용은 <표 2>와 같

다. 바른 자세 걷기는 5분 동안 웨이브베개 밟기(한 발씩 오르내리기)로 대

체하였으며, 동작의 통일성을 위해 동작 수행 전 운동동작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바른 자세 걷기와 4가지 도구운동(C, T, L, SC-move)은 메

트로놈 박자에 맞추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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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NPE 복합동작 (책「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381p)

동작 운동 시간 bpm

바른 자세 걷기

SNPE 1번

SNPE 4번

SNPE 3번

SNPE 2번

C-move

T-move

L-move

SC-move 

바른 수면 자세

5분

30초*5set

200개

20초*5set

3분

5분

120개(R:50, L;50, C:20)

50개

5분(R:2′30, L:2′30)

5분

100

-

-

-

-

30

100

60

60

-

 R: Right, L: Left, C: Center

(2) SNPE 기본동작

SNPE 복합동작 종료 후 SNPE 기본동작 8가지를 무작위 순서로 수행

하였다. 각 동작 별 최소 3분 이상을 진행하여 항정상태에 도달했다고 판

단되었을 때 동작을 종료하였으며, 동작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동작이 끝나면 산소소비량과 심박수가 안정시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휴식하였다. 도구운동은 SNPE 복합동작 진행과 같은 박자로 하였고,

T-move와 SC-move의 경우 운동동작 이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오른쪽으로 통일하여 수행하였다. SNPE 기본동작 8가지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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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NPE 기본동작 8가지

4.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1) 신체 계측

신장은 신장계(DS-102, JENIX,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0.1cm

단위로 기록하였으며 체중은 체중계(BD-150, CAS, Chin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0.1kg 단위로 기록하였다. 이를 이용해 체질량지수(BMI)를 산출

하였다.

벨트 운동 도구 운동

SNPE 1번

(손 뒤로 깍지 끼고 

의자 자세)

C-move

(바른 목 구조 회복 

운동)

SNPE 2번

(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T-move

(바른 등, 어깨 구조 

회복 운동)

SNPE 3번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L-move

(바른 허리 구조 회복 

운동)

SNPE 4번

(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SC-move

(바른 골반 구조 회복 

운동)



25

2) 신체활동 준비 설문지(PAR-Q)

대상자의 운동참여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9 신체활동준비설문

지(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for everyon,

PAR-Q+)를 사용하였다. 총 7개의 항목을 모두 ‘No’로 체크한 경우에만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Warburton, Jamnik, Bredin, Shephard, &

Gledhill, 2018).

3) 산소섭취량(VO₂)

산소섭취량은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K5, COSMED, Italy)를 이용하여

안정시와 운동 중 호흡을 통해 측정하였다. COSMED K5는 대사 시뮬레이

터(#17056, VacuMed, USA)와의 비교를 통해 폐환기량(VE), 산소섭취

량(VO₂), 이산화탄소배출량(VCO₂)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인된 검사
도구이다(Laura Guidetti, 2018).

4) 심박수

심박수는 무선 심박수 측정기(H10, Polar, Fin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Polar H10은 휴대용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측정기

Holter monitors(DL900, Braemar)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도가 확인된

검사도구이다(Gilgen, Schweizer, & Wy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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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 도구 및 용도

측정도구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용도

신장계 DS-102 JENIX Korea 신장 측정

체중계 DB-150 CAS China 체중 측정

혈압계
GAMMA 

XXL LF
HEINE Germany 혈압 측정

체온계
Thermo 

Scan
BRAUN Germany 체온 측정

온습도계 SK-L200TH
SATO 

KEIRYOKI
Japan 온습도 측정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
K5 COSMED Italy VO₂ 측정

심박수 측정기 H10 Polar Finland 심박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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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R version 4.0.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

용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특성(나이, 신장, 체중, BMI)은 기술통계를 적용하여 각

각의 평균(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

하였다.

2) SNPE 동작 시 VO₂, MET, 심박수는 기술통계를 적용하여 각각의 평

균(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다.

3) SNPE 8가지 동작 간 VO₂와 심박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분석(Post-Hoc)은 Tukey’s

HSD를 실시하였다.

4) SNPE 기본동작과 SNPE 복합동작에서 측정된 SNPE 동작의 VO₂,

MET, 심박수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set를 실시하

였다.

5) SNPE 동작의 VO₂와 심박수의 선형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6)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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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의 산소섭취량과 심박수를 측정하

고, SNPE 동작 시 산소섭취량과 심박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측정된 산소섭취량을 이용하여 MET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SNPE 동작의 산소섭취량(VO₂)

1) SNPE 기본동작 산소섭취량(VO₂)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측정된 8가지 동작의 산소섭취량은 <표 5>와

같다. SNPE 4번(21.47±5.62), T-move(15.72±4.23), SNPE 1번

(13.70±2.70), L-move(11.62±2.31), SNPE 3번(10.28±2.85), SC

-move(8.48±2.51), SNPE 2번(6.52±1.52), C-move(5.31±1.05) 순

서로 VO₂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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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NPE 기본동작 VO₂ (n=39)
구분 동작 M SD Mdn MAX MIN

1 SNPE 1번 13.70 2.70 14.08 7.84 19.85

2 SNPE 2번 6.52 1.52 6.80 3.35 11.14

3 SNPE 3번 10.28 2.85 10.45 5.14 17.79

4 SNPE 4번 21.47 5.62 21.38 11.16 32.17

5 C-move 5.31 1.05 5.14 3.32 7.51

6 T-move 15.72 4.23 14.89 8.15 28.31

7 L-move 11.62 2.31 11.74 5.50 15.25

8 SC-move 8.48 2.51 8.53 4.54 15.54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단위: VO₂(ml/kg/min)

Mdn: Median, MAX: Maximum, MIN: Minimum

그림 2. SNPE 기본동작 VO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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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기본동작 수행 시 8가지 동작 간 VO₂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8가지 동작의

VO₂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p˂.001),
Tukey’s HSD로 사후분석(Post-Hoc)을 실시한 결과 SNPE 4번이 다른

7가지 동작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표 7>.

표 6. SNPE 기본동작 간 VO₂ One-way ANOVA분석
구분 df SS MS F p

동작 7 7632 1090 109.1 ˂ .001

Residuals 304 3037 10

df: degree of freedom, SS:Sum of Square, MS: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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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NPE 기본동작 VO₂ Tukey’s HSD 사후분석
구분 diff LL UL p

SNPE 2번-SNPE 1번 -7.179 -9.364 -4.994 0.000

SNPE 3번-SNPE 1번 -3.417 -5.602 -1.232 0.000

SNPE 4번-SNPE 1번 7.773 5.588 9.958 0.000

C-move-SNPE 1번 -8.390 -10.575 -6.205 0.000

T-move-SNPE 1번 2.024 -0.161 4.208 0.092

L-move-SNPE 1번 -2.077 -4.261 0.108 0.076

SC-move-SNPE 1번 -5.217 -7.402 -3.033 0.000

SNPE 3번-SNPE 2번 3.762 1.578 5.947 0.000

SNPE 4번-SNPE 2번 14.952 12.768 17.137 0.000

C-move-SNPE 2번 -1.211 -3.396 0.974 0.693

T-move-SNPE 2번 9.203 7.018 11.388 0.000

L-move-SNPE 2번 5.103 2.918 7.287 0.000

SC-move-SNPE 2번 1.962 -0.223 4.147 0.115

SNPE 4번-SNPE 3번 11.190 9.005 13.375 0.000

C-move-SNPE 3번 -4.973 -7.158 -2.788 0.000

T-move-SNPE 3번 5.441 3.256 7.625 0.000

L-move-SNPE 3번 1.340 -0.844 3.525 0.571

SC-move-SNPE 3번 -1.801 -3.985 0.384 0.193

C-move-SNPE 4번 -16.163 -18.348 -13.978 0.000

T-move-SNPE 4번 -5.749 -7.934 -3.565 0.000

L-move-SNPE 4번 -9.850 -12.034 -7.665 0.000

SC-move-SNPE 4번 -12.991 -15.175 -10.806 0.000

T-move-C-move 10.414 8.229 12.598 0.000

L-move-C-move 6.313 4.129 8.498 0.000

SC-move-C-move 3.173 0.988 5.357 0.000

L-move-T-move -4.100 -6.285 -1.916 0.000

SC-move-T-move -7.241 -9.426 -5.056 0.000

SC-move-L-move -3.141 -5.326 -0.956 0.000

diff: difference,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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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복합동작 산소섭취량(VO₂)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측정된 10가지 동작의 VO₂는 <표 8>과 같다.

SNPE 4번(20.10±3.97), T-move(14.87±3.99), SNPE 1(13.59±

2.40), L-move(12.95±3.37), 바른 자세 걷기(12.60±1.83), SNPE 3

번(11.42±2.93), SC-move(9.39±2.62), SNPE 2번(9.25±2.08), C

-move(6.44±1.46), 바른 자세 수면(6.09±1.19) 순서로 VO₂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표 8. SNPE 복합동작 VO₂ (n=39)
구분 동작 M SD Mdn MIN MAX

1 바른 자세 걷기 12.60 1.83 12.60 9.13 17.80

2 SNPE 1번 13.59 2.40 13.01 10.37 19.58

3 SNPE 2번 9.25 2.08 9.41 5.09 12.64

4 SNPE 3번 11.42 2.93 11.50 5.35 19.08

5 SNPE 4번 20.70 3.97 20.33 12.76 30.92

6 C-move 6.44 1.46 6.59 3.23 9.74

7 T-move 14.87 3.99 15.34 6.88 26.25

8 L-move 12.95 3.37 12.79 6.44 21.41

9 SC-move 9.39 2.62 9.24 5.56 15.71

10 바른 자세 수면 6.09 1.19 6.28 3.46 8.19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단위: VO₂(ml/kg/min)

Mdn: Median, MAX: Maximum, MIN: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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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PE 복합동작 VO₂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10가지 동작 간 VO₂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0가지 동작의

VO₂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Tukey’s HSD로 사후분석(Post-Hoc)을 실시한 결과 SNPE 4번은 다른

9가지 동작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SNPE 1
번, SNPE 3번, L-move는 바른 자세 걷기와 C-move는 바른 자세 수면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0>.

표 9. SNPE 복합동작 간 VO₂ One-way ANOVA
구분 df SS MS F p

동작 9 6537 726.3 96.27 < .001

Residuals 380 2867 7.5

df: degree of freedom, SS:Sum of Square, MS: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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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NPE 복합동작 VO₂ Tukey’s HSD 사후분석
구분 diff LL UL p

SNPE 1번-바른 자세 걷기 0.991 -0.989 2.970 0.851

SNPE 2번-바른 자세 걷기 -3.348 -5.328 -1.369 0.000

SNPE 3번-바른 자세 걷기 -1.173 -3.152 0.807 0.679

SNPE 4번-바른 자세 걷기 8.108 6.129 10.088 0.000

C-move-바른 자세 걷기 -6.159 -8.139 -4.179 0.000

T-move-바른 자세 걷기 2.270 0.291 4.250 0.011

L-move-바른 자세 걷기 0.351 -1.629 2.331 1.000

SC-move-바른 자세 걷기 -3.208 -5.188 -1.229 0.000

바른 자세 수면-바른 자세 걷기 -6.505 -8.485 -4.526 0.000

SNPE 2번-SNPE 1번 -4.339 -6.318 -2.359 0.000

SNPE 3번-SNPE 1번 -2.163 -4.143 -0.184 0.020

SNPE 4번-SNPE 1번 7.118 5.138 9.097 0.000

C-move-SNPE 1번 -7.149 -9.129 -5.170 0.000

T-move-SNPE 1번 1.280 -0.700 3.259 0.559

L-move-SNPE 1번 -0.639 -2.619 1.340 0.990

SC-move-SNPE 1번 -4.199 -6.178 -2.219 0.000

바른 자세 수면-SNPE 1번 -7.496 -9.476 -5.516 0.000

SNPE 3번-SNPE 2번 2.175 0.196 4.155 0.019

SNPE 4번-SNPE 2번 11.456 9.477 13.436 0.000

C-move-SNPE 2번 -2.811 -4.790 -0.831 0.000

T-move-SNPE 2번 5.618 3.639 7.598 0.000

L-move-SNPE 2번 3.699 1.720 5.679 0.000

SC-move-SNPE 2번 0.140 -1.840 2.120 1.000

바른 자세 수면-SNPE 2번 -3.157 -5.137 -1.178 0.000

SNPE 4번-SNPE 3번 9.281 7.301 11.261 0.000

C-move-SNPE 3번 -4.986 -6.966 -3.007 0.000

T-move-SNPE 3번 3.443 1.463 5.423 0.000

L-move-SNPE 3번 1.524 -0.456 3.503 0.300

SC-move-SNPE 3번 -2.035 -4.015 -0.056 0.038

바른 자세 수면-SNPE 3번 -5.333 -7.312 -3.35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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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NPE 복합동작 VO₂ Tukey’s HSD 사후분석 – 계속

구분 diff UL LL p

C-move-SNPE 4번 -14.267 -16.247 -12.288 0.000

T-move-SNPE 4번 -5.838 -7.818 -3.858 0.000

L-move-SNPE 4번 -7.757 -9.737 -5.778 0.000

SC-move-SNPE 4번 -11.316 -13.296 -9.337 0.000

바른 자세 수면-SNPE 4번 -14.614 -16.593 -12.634 0.000

T-move-C-move 8.429 6.450 10.409 0.000

L-move-C-move 6.510 4.530 8.490 0.000

SC-move-C-move 2.951 0.971 4.930 0.000

바른 자세 수면-C-move -0.346 -2.326 1.633 1.000

L-move-T-move -1.919 -3.899 0.060 0.066

SC-move-T-move -5.478 -7.458 -3.499 0.000

바른 자세 수면-T-move -8.776 -10.755 -6.796 0.000

SC-move-L-move -3.559 -5.539 -1.580 0.000

바른 자세 수면-L-move -6.856 -8.836 -4.877 0.000

바른 자세 수면-SC-move -3.297 -5.277 -1.318 0.000

diff: difference,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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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동작의 MET

SNPE 동작 시 측정된 VO₂를 바탕으로 산출된 MET값은 다음과 같다.

1) SNPE 기본동작 MET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측정된 8가지 동작의 MET값은 <표 11>과

같다. 산소섭취량이 높은 순서와 같이 동작의 MET값은 SNPE 4번(6.14

±1.60), T-move(4.49±1.21), SNPE 1번(3.91±0.77), L-move(3.3

2±0.66), SNPE 3번(2.94±0.81), SC-move(2.43±0.71), SNPE 2번

(1.86±0.43), C-move(1.51±0.30)로 확인되었다.

표 11. SNPE 기본동작 MET (n=39)

구분 동작 M SD Mdn MIN MAX

1 SNPE 1번 3.91 0.77 4.03 2.26 5.68

2 SNPE 2번 1.86 0.43 1.94 0.96 3.18

3 SNPE 3번 2.94 0.81 2.98 1.48 5.08

4 SNPE 4번 6.14 1.60 6.11 3.19 9.18

5 C-move 1.51 0.30 1.47 0.93 2.14

6 T-move 4.49 1.21 4.26 2.33 8.08

7 L-move 3.32 0.66 3.35 1.57 4.37

8 SC-move 2.43 0.71 2.44 1.31 4.43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dn: Median

MIN: Minimum, MAX: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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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복합동작 MET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측정된 10가지 동작의 MET값은 <표 12>와

같다. VO₂가 높은 순서와 같이 동작의 MET값은 SNPE 4번(5.92±

1.13), T-move(4.25±1.14), SNPE 1번(3.88±0.68), L-move(3.70

±0.96), 바른 자세 걷기(3.60±0.52), SNPE 3번(3.26±0.84), SC-

move(2.68±0.75), SNPE 2번(2.64±0.59), 바른 자세 수면(1.74±0.3

4), C-move(1.84±0.42)로 확인되었다.

표 12. SNPE 복합동작 MET (n=39)

구분 동작 M SD Mdn MIN MAX

1 바른 자세 걷기 3.60 0.52 3.59 2.60 5.08

2 SNPE 1번 3.88 0.68 3.70 2.96 5.59

3 SNPE 2번 2.64 0.59 2.68 1.46 3.61

4 SNPE 3번 3.26 0.84 3.29 1.53 5.45

5 SNPE 4번 5.92 1.13 5.80 3.65 8.83

6 C-move 1.84 0.42 1.89 0.92 2.79

7 T-move 4.25 1.14 4.39 1.97 7.49

8 L-move 3.70 0.96 3.66 1.84 6.12

9 SC-move 2.68 0.75 2.64 1.59 4.48

10 바른 자세 수면 1.74 0.34 1.80 0.99 2.34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dn: Median

MIN: Minimum, MAX: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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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PE 동작의 심박수

1) SNPE 기본동작 심박수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8가지 동작의 심박수 결과는 <표 13>과 같다.

SNPE 1번(123.54±17.56), SNPE 4번(121.83±18.43), T-move

(107.69±17.93), SNPE 3번(107.22±18.65), L-move(98.93±14.8

9), SC-move(90.25±12.06), SNPE 2번(79.30±13.55), C-move

(75.63±11.42) 순서로 심박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

표 13. SNPE 기본동작 심박수 (n=39)

구분 동작 M SD Mdn MIN MAX

1 SNPE 1번 123.54 17.56 125.42 89.17 161.00

2 SNPE 2번 79.30 13.55 77.50 50.83 103.42

3 SNPE 3번 107.22 18.65 104.50 75.08 150.33

4 SNPE 4번 121.83 18.43 120.50 81.08 165.00

5 C-move 75.63 11.42 77.17 52.08 99.83

6 T-move 107.69 17.93 107.67 74.08 149.58

7 L-move 98.93 14.89 100.83 66.67 129.75

8 SC-move 90.25 12.06 91.00 64.17 111.83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dn: Median

MIN: Minimum, MAX: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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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NPE 기본동작 심박수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8가지 동작 간 심박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8가지 동작

의 심박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001). Tukey’s HSD로 사후분석(Post-Hoc)을 실시한 결과 SNPE 1
번과 SNPE 4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6가지 동작

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5>.

표 14. SNPE 기본동작 심박수 One-way ANOVA

구분 df SS MS F p

동작 7 88072 12582 50.37 < .001

Residuals 304 75936 250

df: degree of freedom, SS:Sum of Square, MS: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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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SNPE 기본동작 심박수 Tukey’s HSD 사후분석

구분 diff LL UL p

SNPE 2번-SNPE 1번 -44.241 -55.165 -33.317 0.000

SNPE 3번-SNPE 1번 -16.314 -27.238 -5.390 0.000

SNPE 4번-SNPE 1번 -1.708 -12.632 9.216 1.000

C-move-SNPE 1번 -47.909 -58.833 -36.986 0.000

T-move-SNPE 1번 -15.848 -26.772 -4.924 0.000

L-move-SNPE 1번 -24.604 -35.528 -13.680 0.000

SC-move-SNPE 1번 -33.286 -44.210 -22.362 0.000

SNPE 3번-SNPE 2번 27.927 17.003 38.851 0.000

SNPE 4번-SNPE 2번 42.533 31.609 53.457 0.000

C-move-SNPE 2번 -3.669 -14.593 7.255 0.970

T-move-SNPE 2번 28.393 17.469 39.316 0.000

L-move-SNPE 2번 19.636 8.712 30.560 0.000

SC-move-SNPE 2번 10.954 0.030 21.878 0.049

SNPE 4번-SNPE 3번 14.606 3.682 25.530 0.001

C-move-SNPE 3번 -31.596 -42.520 -20.672 0.000

T-move-SNPE 3번 0.468 -10.458 11.390 1.000

L-move-SNPE 3번 -8.291 -19.214 2.633 0.288

SC-move-SNPE 3번 -16.973 -27.896 -6.049 0.000

C-move-SNPE 4번 -46.202 -57.126 -35.278 0.000

T-move-SNPE 4번 -14.141 -25.064 -3.217 0.002

L-move-SNPE 4번 -22.897 -33.821 -11.973 0.000

SC-move-SNPE 4번 -31.579 -42.503 -20.655 0.000

T-move-C-move 32.061 21.137 42.985 0.000

L-move-C-move 23.305 12.381 34.229 0.000

SC-move-C-move 14.623 3.699 25.547 0.001

L-move-T-move -8.756 -19.680 2.168 0.223

SC-move-T-move -17.438 -28.362 -6.514 0.000

SC-move-L-move -8.682 -19.606 2.242 0.233

diff: difference,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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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복합동작 심박수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10가지 동작의 심박수 결과는 <표 16>과 같

다. SNPE 4번(120.11±15.39), SNPE 3번(113.08±16.65), SNPE

1번(108.05±14.24), T-move(107.12±15.04), L-move(104.44±15.

03), SC-move(96.99±13.46), SNPE 2번(95.55±15.73), 바른 자세

걷기(91.62±8.91), C-move(83.32±12.19), 바른 자세 수면(78.33±1

2.12) 순서로 심박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

표 16. SNPE 복합동작 심박수 (n=39)

구분 동작 M SD Mdn MIN MAX

1 바른 자세 걷기 91.62 8.91 90.42 69.00 116.29

2 SNPE 1번 108.05 14.24 107.70 81.55 131.25

3 SNPE 2번 95.55 15.73 98.11 61.50 120.63

4 SNPE 3번 113.08 16.65 114.07 78.00 151.47

5 SNPE 4번 120.11 15.39 118.90 86.43 151.25

6 C-move 83.32 12.19 84.90 56.97 108.74

7 T-move 107.12 15.04 107.87 77.13 139.88

8 L-move 104.44 15.03 104.64 72.09 132.10

9 SC-move 96.99 13.46 97.65 63.83 120.90

10 바른 자세 수면 78.33 12.12 79.48 52.11 100.52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dn: Median

MIN: Minimum, MAX: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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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NPE 복합동작 심박수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10가지 동작 간 심박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10가지 동작

의 심박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ukey’s HSD로 사후분석(Post-Hoc)을 실시한 결과 SNPE 4번은

SNPE 3번을 제외한 다른 8가지 동작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C-move는 바른 자세 걷기와 C-move는 바른 자세 수면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7. SNPE 복합동작 심박수 One-way ANOVA

구분 df SS MS F p

동작 9 60728 6748 34.21 < .001

Residuals 380 74948 197

df: degree of freedom, SS:Sum of Square, MS: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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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SNPE 복합동작 심박수 Tukey’s HSD 사후분석

구분 diff LL UL p

SNPE 1번-바른 자세 걷기 16.427 6.305 26.549 0.000

SNPE 2번-바른 자세 걷기 3.928 -6.194 14.050 0.966

SNPE 3번-바른 자세 걷기 21.461 11.339 31.583 0.000

SNPE 4번-바른 자세 걷기 28.489 18.367 38.611 0.000

C-move-바른 자세 걷기 -8.295 -18.417 1.827 0.217

T-move-바른 자세 걷기 15.502 5.380 25.624 0.000

L-move-바른 자세 걷기 12.816 2.695 22.938 0.003

SC-move-바른 자세 걷기 5.369 -4.753 15.491 0.802

바른 자세 수면-바른 자세 걷기 -13.288 -23.410 -3.166 0.001

SNPE 2번-SNPE 1번 -12.498 -22.620 -2.377 0.004

SNPE 3번-SNPE 1번 5.034 -5.087 15.156 0.856

SNPE 4번-SNPE 1번 12.063 1.941 22.184 0.007

C-move-SNPE 1번 -24.722 -34.843 -14.600 0.000

T-move-SNPE 1번 -0.924 -11.046 9.197 1.000

L-move-SNPE 1번 -3.610 -13.732 6.512 0.981

SC-move-SNPE 1번 -11.058 -21.180 -0.936 0.020

바른 자세 수면-SNPE 1번 -29.715 -39.837 -19.593 0.000

SNPE 3번-SNPE 2번 17.533 7.411 27.655 0.000

SNPE 4번-SNPE 2번 24.561 14.439 34.683 0.000

C-move-SNPE 2번 -12.223 -22.345 -2.101 0.005

T-move-SNPE 2번 11.574 1.452 21.696 0.011

L-move-SNPE 2번 8.888 -1.234 19.010 0.142

SC-move-SNPE 2번 1.441 -8.681 11.563 1.000

바른 자세 수면-SNPE 2번 -17.216 -27.338 -7.095 0.000

SNPE 4번-SNPE 3번 7.028 -3.094 17.150 0.452

C-move-SNPE 3번 -29.756 -39.878 -19.634 0.000

T-move-SNPE 3번 -5.959 -16.081 4.163 0.687

L-move-SNPE 3번 08.645 -18.766 1.477 0.170

SC-move-SNPE 3번 -16.092 -26.214 -5.97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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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SNPE 복합동작 심박수 Tukey’s HSD 사후분석 – 계속

구분 diff LL UL p

바른 자세 수면-SNPE 3번 -34.749 -44.871 -24.627 0.000

C-move-SNPE 4번 -36.784 -46.906 -26.662 0.000

T-move-SNPE 4번 -12.987 -23.109 -2.865 0.002

L-move-SNPE 4번 -15.673 -25.795 -5.551 0.000

SC-move-SNPE 4번 -23.120 -33.242 -12.998 0.000

바른 자세 수면-SNPE 4번 -41.777 -51.899 -31.656 0.000

T-move-C-move 23.797 13.675 33.919 0.000

L-move-C-move 21.111 10.989 31.233 0.000

SC-move-C-move 13.664 3.542 23.786 0.001

바른 자세 수면-C-move -4.993 -15.115 5.129 0.862

L-move-T-move -2.686 -12.808 7.436 0.998

SC-move-T-move -10.133 -20.255 -0.011 0.049

바른 자세 수면-T-move -28.791 -38.912 -18.669 0.000

SC-move-L-move -7.447 -17.569 2.674 0.365

바른 자세 수면-L-move -26.105 -36.226 -15.983 0.000

바른 자세 수면-SC-move -18.657 -28.779 -8.535 0.000

diff: difference,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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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의 차이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간 SNPE 8가지 동작 수행 시 변인(VO₂,
HR)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1) 산소섭취량(VO₂)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시 8가지 동작의 VO₂를 비교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SNPE 1번과 SNPE 4번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19.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의 VO₂ 비교
구분 동작 t df p

1 SNPE 1번 0.349 38 0.729

2 SNPE 2번 -13.788 38 0.000

3 SNPE 3번 -3.095 38 0.004

4 SNPE 4번 1.388 38 0.173

5 C-move -8.791 38 0.000

6 T-move 3.149 38 0.003

7 L-move -3.379 38 0.002

8 SC-move -5.015 3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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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박수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시 8가지 동작의 심박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SNPE 4번과 T-move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20.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의 심박수 비교

구분 동작 t df p

1 SNPE 1번 9.278 38 0.000

2 SNPE 2번 -13.466 38 0.000

3 SNPE 3번 -4.300 38 0.000

4 SNPE 4번 1.112 38 0.273

5 C-move -9.792 38 0.000

6 T-move 0.429 38 0.670

7 L-move -4.310 38 0.000

8 SC-move -9.593 3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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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PE 동작의 산소섭취량과 심박수 간의 상관관계

SNPE 운동 시 VO₂와 심박수의 선형적 관계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각각의 전체와 각 동작

별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NPE 기본동작 시 산소섭취량과 심박수의 상관관계

SNPE 기본동작 시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는 <표 21>과 같다. 각

동작 별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SNPE 3번(r=.673), SNPE 4번

(r=.576), C-move(r=.447), T-move(r=.567)는 중간의 상관성을,

SNPE 1번(r=.286), SNPE 2번(r=.382), L-move(r=.312), SC-

move(r=.327)는 낮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동작 전체의 상관계수는

r=.706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7).

표 21. SNPE 기본동작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
구분 동작 상관관계

1 SNPE 1번 0.286

2 SNPE 2번 0.382

3 SNPE 3번 0.673

4 SNPE 4번 0.576

5 C-move 0.447

6 T-move 0.567

7 L-move 0.312

8 SC-move 0.327

9 전체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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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NPE 기본동작의 동작 별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

그림 7. SNPE 기본동작 전체의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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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복합동작 시 산소섭취량과 심박수의 상관관계

SNPE 복합동작 시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는 <표 22>와 같다. 각

동작 별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SNPE 3번(r=.432), SNPE 4번

(r=.447), T-move(r=.545), SC-move(r=.404)는 중간의 상관성을,

바른 자세 걷기(r=.286), SNPE 1번(r=.244), SNPE 2번(r=.258),

C-move(r=.294), L-move(r=.349), 바른 자세 수면(r=.321)은 낮

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동작 전체의 상관계수는 r=.63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그림 9).

표 22. SNPE 복합동작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
구분 동작 상관관계

1 바른 자세 걷기 0.286

2 SNPE 1번 0.244

3 SNPE 2번 0.258

4 SNPE 3번 0.432

5 SNPE 4번 0.447

6 C-move 0.294

7 T-move 0.545

8 L-move 0.349

9 SC-move 0.404

10 바른 자세 수면 0.321

11 동작 전체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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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NPE 복합동작의 동작 별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

그림 9. SNPE 복합동작 전체의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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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를 검증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SNPE 2급 자격증을 취득한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VO₂와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VO₂를 이용하여 MET값을 산출하였으며, 기본동작과 복합동작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

1) SNPE 동작의 산소섭취량(VO₂)
신체활동 시 인체의 발열 에너지를 측정하는 대신 산소섭취량(VO₂)과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Jequier, 1987). 본 연구에서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

한 산소섭취량(VO₂)은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SNPE 4번(21.47

±5.62), T-move(15.72±4.23), SNPE 1번(13.70±2.70) 순서로 높았

으며 SNPE 2번(6.52±1.52)과 C-move(5.31±1.05)가 가장 낮았다.

SNPE 복합동작 수행 시에도 바른 자세 걷기(12.60±1.83)와 바른 자세

수면(6.09±1.19)을 제외한 SNPE 8가지 동작은 요구되는 산소섭취량의

순서가 기본동작과 같았다.

Birdee(2018)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가 16가지 동작의 산소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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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₂)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3.7ml/kg/min이었다. 서있는 동작의 평균
은 7.5ml/kg/min, 앉아있는 동작은 5.4ml/kg/min, 누워있는 동작은

5.3ml/kg/min이었으며, 3.21km/h의 속도로 보행 시 6.8ml/kg/min,

4.8km/h의 속도로 보행 시 7.8ml/kg/min로 확인되었다. SNPE 동작

이 전반적으로 정적인 요가 동작의 수행과 보행보다 산소섭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NPE 기본동작과 복합동작 수행 시 SNPE 8가지 동작의 산소섭취

량을 비교한 결과, SNPE 1번과 SNPE 4번을 제외한 6가지 동작

(SNPE 2번, 3번, C, T, L, SC-mov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Taipale(2015)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순서에 따라 운동 시

요구되는 산소섭취량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동작 수행 시 기본

동작과 달리 동작 사이 충분한 휴식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수행했

던 동작이 다음 동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2) SNPE 동작의 MET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는 대사당량으로 신체활동 시

운동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에너지소비량의 계산이나 운동능력의 평가

에서 단위 체중당 산소섭취량(ml/kg/min)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안정

시 우리 몸의 1kg이 소비하는 산소는 분당 3.5ml로 정의된다(Balke,

1960). Ainsworth(1993)은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MET값의 포괄적인

목록을 제시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목록표를 개발하였고, 일반적으로

3MET 미만은 저강도, 3~5.9MET는 중강도, 6MET 이상은 고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SNPE 기본동작 시 측정된 VO₂를 이용하여 산출된 MET

값에 의하면 SNPE 4번은 고강도(6.14±1.60), T-move(4.4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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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1번(3.91±0.77), L-move(3.32±0.66)는 중강도, SNPE 3번

(2.94±0.81), SC-move(2.43±0.71), SNPE 2번(1.86±0.43), C-

move(1.51±0.30)는 저강도로 분류할 수 있다.

SNPE 복합동작 수행의 결과에 의하면 SNPE 4번(5.92±1.13),

T-move(4.25±1.14), SNPE 1번(3.88±0.68), L-move(3.70±0.96),

바른 자세 걷기(3.60±0.52), SNPE 3번(3.26±0.84)는 중강도, SC-

move(2.68±0.75), SNPE 2번(2.64±0.59), 바른 자세 수면(1.74±0.3

4), C-move(1.84±0.42)는 저강도로 나타났다.

Ainsworth(2011)의 신체활동 목록의 보행과 비교해 볼 때, SNPE

4번은 오르막 걷기, T-move는 6.4km/h의 속도, SNPE 1번은

5km/h의 속도, L-move와 SNPE 3번은 4km/h의 속도, SC-move

는 느리게 걷기, SNPE 2번은 3.2km/h 이하의 속도, C-move는 앉

기와 유사한 운동강도로 확인할 수 있다.

저중강도의 신체활동은 일일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켜 건강관리에 도

움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SNPE 운동

을 통해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Hill, 2009)의 신체활동 지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SNPE 4번, T-move, SNPE 1번, L-move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신체

활동량은 사망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건강과의 명확한 관

계 규명을 위해 신체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

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Manini, et al.,

2006). 따라서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를 정량화하는 것

은 앞으로 SNPE 운동의 효과검증 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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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PE 동작의 심박수

심박수는 운동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심폐기능의 향상을 위해 최대심박

수(HRmax)의 55~90%의 운동강도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

국심장협회에서는 최대심박수를 예측하는 공식으로 ‘220-나이’를 제시하였

다(ACSM, 1998; Londeree & Moeschberger, 1984).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SNPE 2번

(79.30±13.55)과 C-move(75.63±11.42)의 심박수는 안정시 심박수

(80.09±11.27)와 유사했으며, 상위 동작인 SNPE 1번(123.54±

17.56)과 SNPE 4번(121.83±18.43)의 심박수는 빠르게 걷기(5~6

km/h)의 심박수(130.55±11.54)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김지혜, 이

정련, & 우민정, 2020; 김혜연, 조정환. 2010).

SNPE 복합동작 수행 시 8가지 동작의 심박수 또한 80~120 사이의

값이 나타났으며, SNPE 4번(120.11±15.39), SNPE 3번(113.08±16.

65), SNPE 1번(108.05±14.24) 순서로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각 동

작의 심박수가 기본동작 시 측정된 심박수와 차이가 나타난 것은 동작을

수행하는 횟수와 시간, 동작 사이의 휴식시간 등 수행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심박수의 결과로 SNPE의 운동강도는 일반인의 심혈관계 기능 향상을

위한 ACSM의 신체활동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ACSM, 1998). 요

가 역시 운동수행 시 낮은 심박수가 나타나지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대

사질환과 신체구성, 근력, 유연성과 같은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gins, Moore, & Rundle, 2007; Innes,

Bourguignon, & Taylor, 2005; Tran, Holly, Lashbrook, &

Amsterdam, 2001). 따라서 SNPE 운동을 통해 기대되는 건강상의 이

점과 그 기전에 대해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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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동작의 산소섭취량과 심박수의 상관관계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는 다양한 활동범위와 강도에서 측정이 가능하지

만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 어려워 훈련된 검사자가 필요하다(Didace,

2017).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측정이 용이

한 심박수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를 추정하기

시작했다(Montoye & Taylor, 1984).

이에 본 연구는 SNPE 동작 수행 시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여 추후 심박수로 SNPE 동작 시 에너지소비량 추정의 가능여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SNPE 기본동작 수행 시 VO₂와 심박수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SNPE 3번, SNPE 4번, C-move, T-move는 중간

의 상관성이, SNPE 1번, SNPE 2번, L-move, SC-move는 낮은 상

관성이, 동작 전체에서는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SNPE 복합동

작 역시 동작 SNPE 3번, SNPE 4번, T-move, SC-move는 중간의

상관성이, SNPE 1번, SNPE 2번, C-move, L-move는 낮은 상관성

이, 동작 전체에서는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Schrack(2014)의 연구에 의하면 격렬한 신체활동에서 산소섭취량과

심박수가 비례하는 결과가 확인된 반면, 저강도의 활동에서는 낮은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대체적으로 저·중강도인 SNPE 동작 시 산소섭취

량과 심박수의 상관관계는 중간 또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심박수를 이용할 시에는

낮은 정확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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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40대 여성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산소섭취량(VO₂)과 심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사

회, 심리적 요인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57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SNPE 2급 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한 20~4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SNPE 동작 시 휴대용 호흡가스분석기와 심박수 측정기를 이

용하여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SNPE 동작 시 VO₂를 측정한 결과, SNPE 4번, T-move,

SNPE 1번, L-move, SNPE 3번, SC-move, SNPE 2번,

C-move 순서로 에너지소비량이 높고, 동작별 산소섭취량은 차이

가 있다. MET값과 심박수에 의하면 SNPE 동작의 운동강도는 대

체적으로 저·중강도 활동이며, 동작별 MET값과 심박수는 차이가

있다.

2) SNPE 동작의 개별적 수행과 복합 수행 간 산소섭취량은 SNPE 1

번과 4번을 제외하고 모두 차이가 있으며, 심박수는 SNPE 4번과

T-move를 제외하고 모두 차이가 있다.

3) SNPE 동작 수행 시 측정된 VO₂와 심박수의 상관관계는 각 동작

에서 중간 또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심박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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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할 시에는 낮은 정확도를 고려

해야 한다.

본 연구는 SNPE 동작의 에너지소비량과 운동강도에 대한 첫 번째 연

구로 SNPE 동작의 정량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대상자는 SNPE 자격증을 취득한 20~40대 여성으로 에너지소

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체력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추후 남성, 노인, 근골격계 통증환자 등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SNPE 베이직 프로그램’은 입문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으로 추후 숙련자를 위한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 수행 시 에너지소비량 측정

을 통해 운동강도 검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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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Energy Expenditure and Exercise

Intensity of SNPE

by Kim, Seyoung

Exercise Prescription and Health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ports Industry,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the energy

expenditure and exercise intensity of SNPE. A total of 39

women aged 20s-40s who were certified SNPE instructor level

2. The volumes of Oxygen(VO₂)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by K5 (CosMed, Itely) and Polar (Filand) respectively, while

performing eight SNPE basic moves and a programed sequence

of SNPE. Measured oxygen consumption was converted to

MET(metabolic equivalents) value. The participants performed

4 belt moves(SNPE 1, 2, 3, 4) and 4 instrument moves(C, T,

L, SC-move) for at least 3 minutes and the 'SNPE Basic

Program(SNPE S.C.R.)' based on SNPE manual.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on the data of

each obtained variables. One-way ANOVA was appli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VO₂ and heart rate among the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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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s, Tukey’s HSD for post-hoc when it was necessary.

Paired t-tests were employed to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cic and sequence exrercises in each move of oxygen

intake and heart rate required. Finally,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examine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VO

₂ and heart rate of SNPE.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to α ˂.05.
In results, the VO₂ of the SNPE basic moves was high in
the order of SNPE #4(21.47±5.62), T-move(15.72±4.23),

SNPE #1(13.70±2.70), L-move(11.62±2.31), SNPE #3(10.28±

2.85), SC-move(8.48±2.51), SNPE #2(6.52±1.52), and C-move

(5.31±1.05).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NPE #4 and other 7 moves. The VO₂ of a
programed SNPE was high in the order of #4(20.10±3.97),

T-move(14.87±3.99), #1(13.59±2.40), L-move(12.95±3.37),

upright walking(12.60±1.83), #3(11.42±2.93), SC-move(9.39

±2.62), #2(9.25±2.08), C-move(6.44±1.46), and upright

sleeping(6.09±1.19). In addition, #4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other 9 moves.

Next, the intensity of the SNPE moves were confirmed

based on the MET calculated using the measured VO₂. First,
when performing the basic SNPE moves, #4(6.14±1.60) was

high-intensity, T-move(4.49±1.21), #1(3.91±0.77), and L-

move(3.32±0.66) were moderate-intensity, and #3(2.94±

0.81), SC-move(2.42±0.71), #2(1.86±0.43), C-move(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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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were low-intensity. When performing a programed

SNPE, #4(5.92±1.13), T-move(4.25±1.14), #1(3.88±0.68),

L-move(3.70±0.96), upright walking(3.60±0.52), and #3(3.26　

±0.84) were moderate-intensity, SC-move(2.68±0.75), #2(2.64　

±0.59), C-move(1.84±0.42) and upright sleeping(1.74±0.34)

were low-intensity.

When performing the SNPE basic moves, heart rate was

high in the order of #1(123.54±17.56), #4(121.83±18.43),

T-move(107.69±17.93), #3(107.22±18.65), L-move(98.93±　

14.89), SC-move(90.25±12.06), #2(79.30±13.55), and C-move　

(75.63±11.42). When performing a programed SNPE, heart

rate was high in the order of #4(120.11±15.39), #3(113.08　

±16.65), #1(108.05±14.24), T-move(107.12±15.04), L-move　

(104.44±15.03), SC-move(96.99±13.46), #2(95.55±15.73),

upright walking(91.62±8.91), C-move(83.32±12.19), and

upright sleeping(78.33±12.12).

The comparison results of the VO₂ and heart rate when
performing each move in the SNPE basic moves and a

program, VO₂ had a statistically signifi cant difference in all
moves except #1 and #4, and the heart r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moves except #4 and T-move(p

˂.05). Finally, each move had a medium or low correlation

when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VO₂ and heart rate

when performing SNPE moves were compared, and the overall

moves were confirmed to have a relatively high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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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energy expenditures of 8 SNPE moves

were high in the order of #4, T-move, #1, L-move, #3,

SC-move, #2, and C-move, and the exercise intensity was

generally low to moderate. Energy expenditure, exercise

intensity, and heart rate of SNPE moves differed when

performing an individual move and an exercise program. In

addition, low accuracy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imating

the energy expenditure of SNPE using heart rate. This study

is the first one on energy expenditure and exercise intensity

of SNPE moves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quantitative data on SNPE in the research to verify the effect

of SNPE.

Keywords: Physical activity,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VO

₂, MET,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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