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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60% VO2R Intensity Equicaloric Intermittent 
and Continuous Exercise on EPOC and Fat Oxidation

서론

운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동강
도나 운동량의 조건뿐만 아니라 운동중과 운동후 회복기
를 포함시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1]. 운동후 초과산소
소비량(excess post-exercise oxygen consumption; EPOC)의 

개념이 소개된 이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운동강도가 높
을수록, 운동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이 많을수록, 저항운
동 유형에서 EPOC가 높게 나타났다는 견해를 제시하였
다[2-5].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강도나 운동방법이 달라도 
총운동량이 같으면 운동의 효과가 비슷하다는 용량-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 이론에 근거하여[6] 동일
한 운동량의 조건에서 운동방법에 따른 EPOC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왜냐 하면, EPOC는 운동에서 총에너지소
비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속적 및 간헐적인 운동방
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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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excess post-exercise oxygen consumption 
(EPOC) and energy expenditure during (30min) and following (60min) exercise for a 30min continuous 
bouts of treadmill exercise at 60%VO2R compared to three 10min bouts of intermittent treadmill exercise 
at the same intensity. 

METHODS Seventeen fit college-aged males (n=7) and females (n=10) volunteered to participate. Tread-
mill exercise bouts were separated by 48h and performed in a randomized counter-balanced order. The 
30min continuous bout of exercise included a 60min recovery and each of the three 10min bouts includ-
ed 20min of recovery. 

RESULTS During the rest and exercise, oxygen uptake (VO2) and exercise expenditure (E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termittent and continuous trails. But during the recovery, VO2 and 
E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termittent than continuous trails in male and female (p<.001, p<.001), 
respectively. During the 30min exercise, VO2 and E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ter-
mittent and continuous trails. However, during the 60min recovery, VO2 and EE were significantly high-
er intermittent than continuous trails in male and female (p<.001, p<.001), respectively. Total VO2 and 
E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termittent than continuous trails in male and female (p<.001, p<.029), 
respectively. Finally, during the 30min exercise, fat oxidat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termittent 
than continuous trails. However, during the 60min recovery, fat oxidat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continuous than intermittent trails in male and female (p<.001, p<.001), respectively.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derate intensity intermittent exercise can contribute 
to greater EPOC and exercise-induced energy expenditure compared with a equicaloric continuous ex-
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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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동일한 운동량과 운동시간의 조건에서, 고강도의 간헐

적(또는 인터벌) 운동은 중강도의 지속적인 운동보다 운
동중의 산소소비량과 EPOC를 높인다고 하였다[7]. VO2R
의 75% 강도에서 동일한 400kcal를 소비시킬 때, 간헐적인 
운동조건에서 EPOC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8]. 반면, 동
일한 운동량의 조건에서, 고강도의 간헐적 운동과 중강도
의 지속적 운동을 비교했을 때, EPOC의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했다고 보
고하였다[9].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VO2max의 70% 강도
에서 간헐적 및 지속적인 운동 후의 EPOC가 비슷하였고
[10],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이 동일한 조건에서, 두 운동방
법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
다[11]. 한편 동일한 운동량의 지속적 및 간헐적 운동에서 
운동중과 운동후 회복기의 지방대사에 대한 상이한 보고
도 있다. 중강도에서 두 운동방법 간의 운동중 지방대사
가 비슷하였지만[12], 간헐적 운동에서 운동후 회복기 지
방산화가 더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13].
이와 같이 동일한 칼로리소비량 조건에서 간헐적인 운

동과 지속적인 운동에 따른 EPOC, 칼로리소비량 및 지방
산화율은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고, 두 운동의 이점
이 같은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동일한 
운동량의 조건에서 운동방법에 따른 EPOC를 비교한 몇
몇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지만, 동일한 운동량과 운동
시간의 조건은 물론 동일한 운동강도의 조건을 포함한 운
동방법에 따른 EPOC를 규명한 연구는 논문검색에서 거
의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EPOC, 에너지소
비량 및 지방산화가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는 요인은 회복
기의 시간과 변인들의 측정시점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
으로 보여 진다. 선행연구의 실례로 동일한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의 조건에서, 간헐적 운동의 경우 10분간 운동세
션 후 15분간 회복기를 측정하고 곧바로 다음 세션의 운
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회복시간이 짧아 후속되는 
운동세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5].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로서, 회복시간을 늘

려 회복기에 안정시 수준으로 산소소비량이 낮아진 후에 
다음 세션의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운동량의 모든 조건이 
가장 비슷한 상태에서 두 운동조건에 따른 EPOC의 차이
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대지방연소 운동강
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14], 기본적으로 
지방산화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에 

근거하여[15] 성별에 따른 측면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
인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운

동강도(60%VO2R), 운동시간(30분) 및 회복시간(60분)의 
조건에서 지속적 운동(30분×1회)회복(60분×1회)과 간헐
적 운동(10분×3회)회복(20분×3회)의 두 운동방법에 따른 
운동중과 운동후 회복기의 산소소비량, 에너지소비량 및 
지방산화율에 미치는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e�ect size=.25, α=.05, pow-
er=.95, 반복측정 간의 상관관계(r=.80) 조건에서 16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K 대학교의 체육전공자를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 검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고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
고 참가동의서에 서명한 남학생 8명과 여학생 10명의 총 
18명을 선정하였다. 그 중 남학생 1명은 실험과정 중에 포
기하여 17명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고 건강하였으며, 사전에 본 실험
에 대한 운동검사의 내용과 방법 및 피험자 숙지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실험설계 및 절차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male female

age (yr) 22.5±1.4 21.2±1.2

height (cm) 173.0±3.9 160.3±3.9

weight (kg) 67.2±4.8 55.0±6.2

BMI 22.4±1.3 21.4±1.9

body fat (%) 14.3±4.2 30.0±4.2

VO2max (ml/kg/min) 55.0±6.6 42.8±3.1

VO2R (ml/kg/min) 51.5±6.6 39.3±3.1

60%VO2R (ml/kg/min) 30.9±3.9 23.5±2.8

treadmill speed (km/h) 7.1±0.3 5.8±0.3

Data were present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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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변인 안정시의 산소소비량, 칼로리소비량 및 지
방산화율은 20~30분간 앉은 자세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
에 지속적 및 간헐적인 두 조건에서 운동을 실시하기 전
에 각각 측정하였으며, 가장 낮게 측정된 10분간의 평균
값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VO2R의 60% 강도에서 지속적
이거나 혹은 간헐적인 운동중과 회복기의 대사변인을 각
각 측정하였다. 운동강도는 대학생들의 최대지방연소 운
동강도가 VO2R의 60% 정도라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결
정하였다[5].
먼저 지속적인 운동조건에서는 VO2R의 60% 강도가 

유지되도록 속도를 맞춘 다음 트레드밀에서 30분간 운
동중과 운동직후부터 앉은 자세로 60분간 회복기 대사변
인을 측정하였다. 간헐적인 운동에서는 지속적인 운동과 
동일한 강도에서 10분간의 운동과 40분간 앉은 자세에서
의 회복을 3회 반복하도록 하였다. 간헐적인 반복운동 시
간은 선행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최소시간인 10분을 참
고하였고[17], 회복시간을 40분으로 결정한 이유는 예비
실험(pilot study)을 통해 산소소비량이 안정시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간에 근거하였으며, 그 이후에 새로운 10분
간의 운동세션을 안정시 수준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
이었다. 따라서 간헐적 운동조건에서는 운동중 대사변인 
30분(10분×3회)과 회복기 대사변인 60분(총 회복시간 40
분 중 분석을 적용한 초기 20분×3회)을 분석함으로서 두 
운동조건에서 운동강도는 물론 안정시(10분), 운동중(30
분) 및 회복기(60분)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였
다(Figure 1).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Ver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Run 검증을 통해 표집의 무작위성
과 Kolmogorow-Smirnov와 Shapiro-Wilk의 검증을 통해 정
규성을 확인하였다. 성별(2)과 간헐적 및 지속적 운동조
건(2)에 따른 안정시, 운동중 및 회복기의 산소소비량, 칼

모든 피험자들은 기초검사로서 신장과 체성분검사
(InBody 4.0, Korea)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검사로서 
최대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여 VO2max와 VO2R을 측정
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60%VO2R의 강도에 해당하
는 생리학적 강도와 그에 부합되는 물리적인 강도(3% 
경사도에서의 속도)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60%VO2R의 강도에 해당하는 속도를 결정하였다(Table 
1). 이후 48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간헐적 및 지속적
인 트레드밀 운동조건에 무선적으로 교차 배치 되도록 설
계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두 
운동조건 간에는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운동을 실시하
였고[16] 안정시, 운동중 및 운동후 회복기에 에너지 대사
변인을 측정하여 10분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든 실험은 식후 2시간 이상 경과한 조건에서 실험실

에 도착하도록 하였으며, 20-30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실
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 전날 24시간 이상 과도한 운
동을 피하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교육하였다. 실험실의 온도는 19-21℃
로 유지시켰고 최대한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이 실시되도
록 진행하였다.

측정항목 및 방법

VO2max VO2max은 Bruce 프로토콜로 트레드밀 최대
운동부하검사 중에 자동가스분석기(quark series, USA)
로 분석하였으며, 매회 피험자 측정 전에는 16% 혼합가
스(High Cal. O2 16%, CO2 5%)와 가스용적측정기(3ℓ)를 
이용하여 영점조절을 하였다. VO2max의 결정은 호흡교
환율이 1.15 이상이거나, 운동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산소소비량이 고원을 이루거나, 심박수가 예측된 최
대심박수의 90%이상 도달되었거나 혹은 피험자가 중지
를 요구한 시점 중 두 가지 이상 만족했을 때의 VO2peak를 
VO2max로 결정하였다.

rest
(10 min)

exercise
(30 min)

recovery 
(60 min)

intermittent exercise (min)

rest
(10 min)

exercise
(10 min)

recovery
(40 min)#
[20 min]*

exercise
(10min)

recovery
(40min)#
[20 min]*

exercise
(10 min)

recovery
(40 min)#
[20 min]*

# = recovery time, * = recovery measurement time

Figure 1. Intermittent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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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wo-way ANOVA for VO2, RER, Kcal, and fat oxidation rate (Mean±SD)

variables source
exercise type

F p η2      

continuous intermittent

VO2

rest

(ml/kg/min)

male 6.25±0.47 6.29±0.46 gender (G) 2.969 .105 .165
female 5.98±0.31 5.89±0.35 type (T) .058 .813 .004

(G)×(T) .372 .551 .024

exercise

(ml/kg/min)

male 30.97±3.44 30.67±3.02 gender (G) 20.051 <.001 .572
female 24.13±3.07 23.73±3.09 type (T) 3.213 .093 .176

(G)×(T) .066 .801 .004

recovery

(ml/kg/min)

male 6.80±0.32 7.79±0.37 gender (G) 4.815 .044 .243
female 6.23±0.74 6.87±0.83 type (T) 38.707 <.001 .721

(G)×(T) 1.739 .207 .104

30min exercise ① 

(L/30min)

male 62.28±6.46 62.00±5.84 gender (G) 84.709 <.001 .850
female 39.54±4.15 38.89±4.23 type (T) 2.907 .109 .162

(G)×(T) .009 .926 .001

60min recovery* ②

(L/60min) 

male 27.44±2.53 31.44±3.16 gender (G) 38.610 <.001 .720
female 20.43±2.08 22.54±3.13 type (T) 48.449 <.001 .764

(G)×(T) 4.644 .048 .236

total (①+②)

(L/90min)

male 89.73±7.79 93.13±7.32 gender (G) 83.088 <.001 .847
female 59.98±5.86 61.43±7.11 type (T) 15.337 .001 .506

(G)×(T) 2.491 .135 .142

Kcal

rest

(Kcal/min)

male 2.03±0.28 2.01±0.21 gender (G) 15.034 .001 .501
female 1.59±0.21 1.59±0.22 type (T) .211 .653 .014

(G)×(T) .151 .703 .010

exercise

(Kcal/min)

male 10.18±0.79 10.07±0.58 gender (G) 129.045 <.001 .896
female 6.41±0.67 6.38±0.63 type (T) 2.610 .127 .148

(G)×(T) .903 .357 .057

recovery

(Kcal/min)

male 2.25±0.19 2.55±0.27 gender (G) 48.735 <.001 .765
female 1.62±0.16 1.82±0.22 type (T) 40.262 <.001 .729

(G)×(T) 1.614 .223 .097

30min exercise ①

(Kcal/30min)

male 305.61±23.74 301.14±17.49 gender (G) 129.045 <.001 .896
female 192.51±20.21 191.61±19.47 type (T) 2.610 .127 .148

(G)×(T) .903 .357 .057

60min recovery ②

(Kcal/60min)

male 135.17±11.78 153.00±16.24 gender (G) 48.735 <.001 .765
female 97.56±10.62 109.44±13.34 type (T) 40.262 <.001 .729

(G)×(T) 1.614 .223 .097

total (①+②)

male 440.78±29.74 455.14±30.45 gender (G) 114.801 <.001 .884
female 290.07±27.69 301.05±29.99 type (T) 22.497 <.001 .600

(G)×(T) .399 .537 .026

FOR#

rest
male 57.91±11.54 56.90±16.27 gender (G) 3.042 .102 .169

female 48.31±13.02 45.92±14.69 type (T) .326 .577 .021
(G)×(T) .053 .821 .004

exercise ①

male 33.17±10.93 41.61±12.91 gender (G) .040 .844 .003
female 35.76±11.87 41.00±10.69 type (T) 15.364 .001 .506

(G)×(T) .842 .373 .053

recovery ②

male 41.60±13.37 30.25±11.44 gender (G) 2.554 .131 .146
female 45.95±10.95 35.43±12.66 type (T) 53.526 <.001 .781

(G)×(T) .022 .732 .008

total (①+②)

male 37.38±10.09 35.93±11.64 gender (G) 1.050 .322 .065
female 40.85±10.49 38.22±10.91 type (T) 4.098 .061 .215

(G)×(T) .160 .695 .011

* EPOC(including resting VO2)

# fat oxid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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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소비량 및 지방산화율은 혼합설계 two-way ANOVA
로 검증하였고,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통계학적 유
의수준은 α=.05로 결정하였다.

결과

(Table 2)는 성별과 운동방법에 따른 안정시, 운동중 및 
회복기에 측정된 산소소비량, 칼로리소비량 및 지방대
사율을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산소소비량에서, 안정시
의 산소소비량은 성별과 운동방법 모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중의 분당산소소비량과 30분간의 산
소소비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p<.001) 운동방법과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
인 유의성이 없었다. 회복기의 분당산소소비량과 60분
간의 산소소비량(EPOC)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각각 유
의하게 높았으며(p.=044, p<.001), 남녀 모두 간헐적 운동
이 지속적 운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p<.001).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운동중과 회
복기를 포함한 90분간의 총산소소비량은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남녀 모두 간헐적 운
동이 지속적 운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p<.001).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칼로리소비량의 경우, 안정시의 칼로리소비량은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p<.001), 운동방법과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운동중의 분당칼로리소비량과 30분간의 칼로리소비
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p<.001) 
운동방법과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
이 없었다. 회복기의 칼로리소비량과 60분간의 칼로리
소비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1, p<.001), 남녀 모두 간헐적 운동이 지속적 운동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p<.001). 상호작
용효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운동중과 회복기를 포함한 90
분간의 칼로리소비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남녀 모두 간헐적 운동이 지속적 운동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다음으로 지방산화율에서, 안정시의 칼로리소비량은 

성별과 운동방법 모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중 30분간의 지방산화율은 성별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간헐적 운동이 지속적 운동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성
이 없었다. 회복기 60분간의 지방산화율은 성별간에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지속적 운동이 간헐적 운
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p<.001).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운동중과 회복기를 포함한 
90분간의 지방산화율은 성별과 운동방법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논의

본 연구는 동일한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의 조건에서 간
헐적인 운동과 지속적인 운동에 따른 운동중과 운동후 회
복기의 산소소비량, 칼로리소비량 및 지방산화율의 차이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안정시를 제외한 운동중과 
회복기의 산소소비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10], 이는 성
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진다. 반면 
간헐적 및 지속적인 조건에서 운동중의 분당산소소비량
과 30분간의 총산소소비량은 남녀 모두 두 조건에서 비슷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운동량 조건에서 남녀 모두 
두 운동방법 간에 산소소비량이 차이가 없었고[18], 동일
한 운동량과 운동시간의 조건에서 지속적인 운동이 간헐
적인 운동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을 밝힌 바 있다[12]. 본 연구도 이들 연구와 비
슷하였으며, 전체 운동시간이 같다면 지속적 및 간헐적 
운동중의 에너지대사의 유사성은 연령, 성별, 체력수준
에 걸쳐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는 견해에 동의되었다[12].
한편, 본 연구에서 운동후 회복기의 분당산소소비량

과 60분간의 총산소소비량(EPOC)은 간헐적 운동이 지속
적 운동보다 남녀 각각 14.5%와 10.3% 높게 나타나 간헐
적 운동에서 EPOC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19, 20]. 그에 반해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강도에
서 30분간 지속적 운동과 15분씩 2회의 운동후 회복기 40
분간 측정된 EPOC가 비슷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
이하였다[21]. 이러한 차이는 간헐적 운동후 회복기의 측
정방법이 달랐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즉, EPOC는 운동직
후 회복기 10분까지는 지속적 운동보다 간헐적 운동후에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22], 다른 연구에서는 간헐적 운동
조건에서 15분간 2회의 운동세션을 모두 마친 다음에 회
복기 40분간 EPOC를 측정하였다[21].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간헐적 운동조건에서 3회의 운동세션마다 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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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회복직후부터 20분까지 3회의 회복기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간헐적 운동조건에서는 운동직후 10
분까지의 EPOC가 높은 국면이 3회 포함되었으므로 지속
적인 운동조건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
한 운동량과 운동시간의 조건에서 간헐적 운동이 지속적
운동보다 EPOC가 높다고 함으로서 본 연구를 지지하였
고[7],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운동중과 회
복기를 포함한 90분간의 총산소소비량이 남녀 모두 간헐
적 운동조건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운동중보다는 운동후
회복기의 산소소비량(EPOC)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안정시와 운동중 및 회복기의 칼로리소비

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두 높았는데, 이는 EPOC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9]. 반면 간헐적 및 지속
적인 운동중의 분당칼로리소비량과 30분간의 총칼로리
소비량은 남녀 모두 두 조건에서 비슷하였다. 중년 여성
을 대상으로 30분간 지속적인 걷기와 10분간 3회의 간헐
적인 걷기를 비교했을 때 지속운동이 간헐적인 운동보다
유의성은 없었지만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23]. 체력수
준이 높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VO2max의 70% 강도
에서 운동시간을 동일하게 설계하였을 경우 두 운동조건
간에 에너지소비량은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11]. 본 연
구의 결과도 지속적인 운동이 간헐적인 운동보다 약간 높
게 나타는 추세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
는 현재까지 총 운동시간이 같다면 지속적인 운동과 간헐
적인 운동조건 간에 에너지소비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견
해에 동의된다[11].
반면, 운동후 회복기의 분당칼로리소비량과 60분간의 

총칼로리소비량은 20분씩 3회 측정된 간헐적 운동조건이 
지속적 운동조건보다 남녀 각각 15Kcal와 11Kcal 정도 높
게 나타나 간헐적 운동에서 칼로리소비량이 높았다는 연
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4,20].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서
는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이 동일한 두 운동조건에서 회복
기의 에너지소비량이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11]. 
이는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며, 이러한 차이가 피험자
의 특성 등에 따른 변화인지는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다면, 간헐적 운동방
법은 운동후 회복기 동안의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는 견해에 동의되며[7], 지속적 운동방법보다 총칼로리소
비량을 높인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2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동일한 운동강도
와 운동시간의 조건에서 운동중과 회복기를 포함한 90분
간의 총에너지소비량은 EPOC의 변화 양상과 동일한 기
전으로, 간헐적 운동방법이 지속적 운동방법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 지며, 또한 보다 장
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헐적인 운동이 갖는 이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24]. 본 연구에서 안정시의 지방산
화율(FOR)은 성별과 운동조건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일반적으로 지방산화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
난다고 하였는데[15],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
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운동이 포함된 24시간 동
안의 지방대사에 대한 규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
여 진다. 반면 운동중의 지방산화율은 남녀 모두 간헐적 
운동조건에서 높았고, 회복기에는 운동중과 반대로 지속
적 운동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VO2max 강도
에서 30분간 1회 지속적 운동과 10분간 3회 운동, 10분간 
휴식 2회의 간헐적 운동을 비교한 결과 운동중(30분)과 
회복기(180분) 모두 간헐적 운동에서 지방대사가 높았다
고 하였다[25]. 반면에 60%VO2R의 동일한 강도에서 운동
중(30분)의 지방산화율은 간헐적 운동이 지속적 운동보
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회복
기(60분)에는 간헐적 운동보다 지속적 운동에서 높았음
을 보고하였다[5]. 지속적 및 간헐적 운동에서 운동중의 
지방대사가 비슷하였다고 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운
동중의 경우 간헐적 운동에서, 회복기에는 지속적 운동에
서 지방산화율이 높게 나타나 운동중과 회복기의 지방산
화율은 선행연구들 간에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운동중 지방산화율에 대한 전체 변
량 중 피험자의 트레이닝 상태, 식이조건, 성별, 지방체중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34% 정도만 설명되며, 운동에 따
른 개인간 지방대사의 변이성이 상당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된다[26]. 따라서 동일한 강도에서 운
동방법에 따른 지방대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
게 밝힐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반면에 회복기의 지방산화율은 지속적 운동에서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27], 운동후 회
복기 지방대사율이 간헐적인 운동에서 높았다는 연구와
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25]. 이러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
와의 차이는 주로 회복기의 측정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보여 진다[28]. 즉, 간헐적 운동조건에서 10분씩 2회
의 휴식시간이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마지막 운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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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이후부터 회복기를 측정하였음을 발견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운동조건의 경우 운동후 회복기 60
분간 전체 평균 지방산화율을 산출하였지만, 간헐적 조
건에서는 각 운동세션 직후 회복기 20분간 3회를 합산(60
분)한 평균이므로, 운동직후부터 10(±5)분간 지방산화율
이 매우 낮은 3회 시기의 측정치가 모두 반영되었다. 따라
서 회복기 지속적 조건에서 지방산화율이 낮게 나타난 것
은, 역설적이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 회복기 20분까지는 지방산화율이 낮게 유지되다가 
20분 이후부터 높아진다고 하였는데[5,12,29], 이들 연구
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에
너지 공헌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녀 모두 운동중(30분)
과 회복기(60분)를 포함한 총지방산화율은 남녀 모두 지
속적 및 간헐적 운동조건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론

결론 도출을 위한 이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안정시
와 운동중의 산소소비량과 칼로리소비량은 간헐적 및 지
속적인 두 운동방법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회복기에는 남
녀 모두 간헐적 운동에서 높았고, 운동중과 회복기를 합
한 총산소소비량과 총에너지소비량도 남녀 모두 간헐적
운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p<.029). 지방산화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운동중의 경우 간
헐적 운동에서, 회복기에는 지속적 운동에서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p=.001, p=.001). 결론적으로, 60%VO2R
의 동일한 운동강도에서 간헐적인 운동방법은 동일한 운
동시간과 운동량의 지속적인 운동방법보다 EPOC를 증
가시켜 전체 칼로리소비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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