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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oxygen uptake, fat oxidation rate, 
and fat oxidation during treadmill walking, depending on the type and speed of walking.

METHODS Ten male college students randomly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under two conditions. Four 
types of exercise: normal walking, power walking, dumbbell walking, and sand walking, and three exercise 
intensity conditions: low-speed walking (40% VT), medium-speed walking (50% VT), and high-speed walking 
(60% VT).

RESULTS Oxygen uptak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as walking speed increased (p<.001),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walking type, but the interactio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48). The fatty acid oxidation rat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as the walking speed 
increased (p<.001),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alking type, but the interactio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8).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fat burning according to 
the walking speed (p=.007),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walking type, and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CONCLUSIONS Dumbbell walking and band walking increased oxygen intake under medium and high speed 
walking conditions, excluding low speed, compared to normal walking, and it is shown that normal walking 
and sand walking have an advantage in increasing the fat oxidation rat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amount of fat oxidation, sand walking in all speed conditions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for weight loss, 
and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i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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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걷기는 다른 유산소 운동유형에 비해 관절에 가해지

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적고 안전한 운동으로 현대인들

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1], 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자를 위한 운동에 적합하고, 

심혈관계 기능향상, 혈압감소, 이상지질혈증 개선, 혈당

조절 개선 및 유방암과 직장암의 예방효과가 있다[2, 3, 

4]. 하지만 걷기운동은 다른 유산소성 운동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에너지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운동효

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동을 실시해야 하거나 상

대적으로 운동강도가 높지 않으므로 체력이 좋은 사람

들의 경우에는 걷기운동만으로 목표심박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5].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걷기운

동 형태를 변화시켜서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시도되

고 있다. 일반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유형이고, 파워걷기는 등을 곧게 펴고 발뒤꿈

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중심 이동을 하며, 팔꿈

치관절을 90도 구부리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빠른 걷

기를 하는 운동을 말한다[1]. 덤벨들고 걷기는 적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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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의 덤벨을 손에 잡고 걷는 운동형태로 일반적인 걷기

운동 시 부족할 수 있는 상지부위의 운동을 보다 적극

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방법이다[6]. 모래

주머니차고 걷기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짧은 시

간 걷기운동에서 운동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된 방법이다[7]. 이 외에도 노르딕걷기, 매트걷기, 모래

걷기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걷기운동에서 보행의 강

도는 대사적인 반응으로 평가되며, 에너지소비는 보행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8]. 그러므로 보행속도는 운

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운동의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9].  

파워보행이 일반보행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함으

로써 다리근육의 근력강화와 에너지소비에 더 효과적이

었다[10].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4가지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덤벨들고 걷기(85.4 kcal/min) 운동이 에

너지소비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노르딕걷기(77.0 kcal/

min), 파워걷기(68.7 kcal/min) 순으로 나타났다[11]. 

그리고 노르딕걷기가 일반걷기보다 20% 정도의 대사

적인 요구가 높다고 하였으며[12], 이와 비슷한 양상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9, 13]. 또 다른 연구에서

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시 중량부하물

을 착용하는 부위와 중량부하 차이에 따른 에너지대사 

반응을 연구하였는데, 최소한의 운동효과를 얻기 위한 

중량부하물의 무게는 체중의 2%이었고 착용부위는 몸

통보다는 손과 발목 부위에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라고 하였다[14].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목에 모

래주머니를 차고한 걷기운동에서 체중의 약 3%에 해당

하는 중량을 부하할 때 에너지소비량이 더 증가하였다

[15]. 모래주머니차고 걷기가 일반걷기보다 충격량을 

더 높이며[16], 걷기운동에서 덤벨의 중량이 증가할수

록 심박수와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였다[17]. 

보행속도와 관련지어 볼 때, 보행속도가 높을수록 

심박수와 에너지소비량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에[18], 

6km/h 이하의 보행속도에서는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으며, 7km/h의 속도에서 현저한 영향

을 미쳤다고 하였다[15]. 다른 연구에서는 비만 남성들

에게 걷기운동 속도를 다르게 하여 8주간 운동을 실시

한 결과 중간속도(5.5km/h) 이상으로 걷기운동을 수행

하는 것이 신체구성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

었으며[19], 6∼7km/h의 보행속도에서 에너지소비량

이 가장 높았다[11]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걷

기운동 유형과 중량부하 및 보행속도에서 따라서 나타

나는 걷기운동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주

로 동일한 보행속도 조건에서 적절한 중량부하를 찾거

나 혹은 효과적인 운동유형을 확인하는 등의 비교적 단

편적인 조건에서 걷기운동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보행속도가 에너지소

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므로[8], 상대적인 3가지 보

행속도 조건과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4가지 걷

기운동 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나타나는 걷기운

동의 효과를 에너지대사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걷기, 파워걷기, 덤벨들고 걷

기,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의 4가지 운동유형과 환기역치

(ventilatiory threshold, VT) 수준에 근거한 저속걷기

(40%VT), 중속걷기(50%VT), 고속걷기(60%VT)의 세 

가지 보행속도 수준에서 트레드밀 걷기운동을 실시하였

을 때, 산소섭취량, 지방연소율 및 지방연소량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K 대학교 남자 체육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험의 목

적, 검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고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참

가 동의서에 서명한 남학생 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고 건강하였으며 사전에 본 실험

에 대한 운동검사의 내용과 방법 및 피험자 숙지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yr) 20.1±0.3

Height(cm) 176.3±5.4

Weight(kg) 67.0±6.3

BMI 21.6±1.7

Body fat(%) 16.2±3.1

VO2max(ml/kg/min) 51.0±3.6

VO2VT(ml/kg/min) 32.6±2.1(6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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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설계

1) 사전검사

실험 전에 기본검사로서 신장과 체성분 검사(Inbody 

4.0, Korea)를 실시한 다음 Bruce 프로토콜로 트레드

밀 최대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여 VO
2
max를 측정하였

다. VO
2
max는 자동가스분석기(quark, USA)로 분석하

였으며 매회 피험자 측정 전에는 16% 혼합가스(High 

Cal, O
2
 15%, CO

2
 5%)와 가스용적측정기(3L)를 이용

하여 영점조절을 하였다. VO
2
max의 측정은 호흡교환

율이 1.15이상이거나 운동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소소비량이 고원을 이루거나, 심박수가 예측된 최대

심박수의 90%이상 도달되었거나 주관적 자각도(RPE)

가 17이상일 경우, 혹은 피험자가 중지를 요구한 시점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했을 때의 VO
2PEAK

를 VO
2
max로 

결정하였다[20].

일반적으로 유산소성 운동에서의 운동강도는 

%V0
2
max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트

레드밀 걷기운동으로서 비교적 낮은 운동강도 이었으

므로 VO
2
max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걷기의 운동강도를 

제시할 경우 %V0
2
max가 너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별화된 운동강도의 기준으로 무산소성 역치의 수준을 

권고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21], 환기역치의 퍼센트

(%VT)를 기준으로 걷기속도의 운동강도를 결정하였다. 

환기역치(VT)는 VO
2
의 비례적인 증가에 비해 VCO

2

가 비직선적으로 증가폭이 변곡되는 시점으로 결정하는 

V-slope 방법으로 결정하였다[22]. 또한 VT의 40%, 

50%, 60%에 해당하는 트레드밀 걷기속도는 아래의 공

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경사도는 3%로 고정시켜 

산출하였다. 

VO
2
 = 3.5 + speed(m/min)×0.1 + grade(%) × 

speed(m/min) × 1.8

2) 실험방법 및 절차

실험은 일반걷기, 덤벨을 이용한 걷기(덤벨들고 걷

기), 발목에 모래주머니 밴드를 이용한 걷기(모래주머

니차고 걷기) 및 파워걷기의 네 가지 걷기운동을 일주

일에 1회씩 총 4회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걷는 순

서는 무선할당 방법에 의해 무작위로 진행하였고 각각

의 개인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반

걷기는 자연스럽게 걷는 상태로 실시하였고, 덤벨들고 

걷기는 상지에 1kg의 덤벨을 양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실시하였다. 밴드걷기는 하지에 1kg의 모래주머니를 양

쪽 발목에 각각 착용한 후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고, 파

워걷기는 팔을 앞뒤로 90도로 흔들면서 걷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은 식후 2시간 이상 경과한 조건에서 실험실

에 도착하여 앉은 자세에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에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 전날 24시간 이상 과

도한 운동을 피하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였으

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교육하였다.

매번 실험은 트레드밀에 3%의 경사도로 고정한 상

태에서 저속걷기(40%VT), 중속걷기(50%VT) 및 고속

걷기(60%VT)의 걷기속도에서 각각 2분씩 총 6분간 준

비운동과 4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후 40%VT, 

50%VT 및 60%VT의 조건에서 각각 10분씩 30분 동

안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트레드밀 평균 속

도는 3.7km/h, 5.0km/h 및 6.2km/h 이었다. 걷기운동 

프로토콜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rotocol of walking exercise

Intensity Time
(min)

Walking 
speed(km/h)

VO2
(ml/kg/min)

Warm-up
rest

6
4

Exercise

VT40% 10 3.7 13.0

VT50% 10 5.0 16.3

VT60% 10 6.2 19.5

Rest 10

* Ventilatory threshold

산소섭취량, 지방산화율 및 분당 지방연소량의 에너

지대사 변인은 각각 30초 단위로 분석하여 10분간의 평

균으로 산출하였고, 그 중 지방산화율과 분당 지방연소

량은 호흡교환율과 Lusk table[23]을 이용하여 분당산

소소비량을 분당 지방연소량으로 매 1분 단위로 변환하

여 다음의 Frayn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24]. 걷기운

동을 마친 후에는 바로 의자에 앉아 10분간 휴식을 취

하도록 하였다.

Fat oxidation(mg/min) = 1.67×VO
2
 (mL/min) - 

1.67× VCO
2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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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Ver.20.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걷기유형(4)과 걷기속도(3)

에 따른 에너지대사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two-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비교

(contrast)를 위해 simple(first)와 repeated 방법을 적

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결정하였다.

연구 결과

걷기유형과 걷기속도에 따른 산소섭취량, 지방산화

율 및 지방연소량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산소섭취량은 걷기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나(p<.001) 걷기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걷기속도와 걷기유형 간에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하였다(p=.048). 사후비교 결과 산소소비량은 

고속걷기, 중속걷기, 저속걷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속걷기에서는 일반걷기보다 파워걷기, 덤벨들

고 걷기, 모래주머니차고 걷기 순으로, 고속걷기에서는 

일반걷기와 파워걷기보다는 덤벨들고 걷기, 모래주머

니차고 걷기 순으로 산소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지방산화율은 걷기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나(p<.001) 걷기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걷기속도와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

의하였다(p=.008). 사후비교 결과 지방산화율은 저속걷

기, 중속걷기, 고속걷기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방산화율은 저속걷기와 중속걷기에서 일반걷기

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가 파워걷기와 덤벨들고 걷기보

다 높았고, 고속걷기에서는 모래주머니차고 걷기가 일

반걷기, 파워걷기 및 덤벨들고 걷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연소량은 걷기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나(p=.007) 걷기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걷기속도와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걷기속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지방연소량은 덤벨들고 걷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에

서 저속걷기보다는 중속걷기와 고속걷기에서 높은 경

향을 보였다. 

논의 

이 연구의 결과 산소섭취량은 저속보다는 중속이, 중

속보다는 고속걷기에서 높게 나타나 보행속도가 빨라질

수록 산소섭취량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의 생리학적

Table 3. Result of two-way ANOVA and contrast for walking speed and type

Speed General 
walking①

Power 
walking②

Dumbbell 
walking③

Sand 
walking④

F Contrast 

VO2
(ml/kg/
min)

lowⒶ 16.4±2.2 17.9±2.1 17.9±2.5 17.6±2.6 Speed(S) 227.551*** ns

middleⒷ 20.4±2.7 21.5±2.0 21.9±3.2 21.9±3.4 Type(T) 1.413 ①<②③④

highⒸ 26.6±4.0 26.6±2.4 27.5±3.3 27.8±4.0 (S×T) 2.290* ①②<③④

contrast Ⓐ<Ⓑ<Ⓒ Ⓐ<Ⓑ<Ⓒ Ⓐ<Ⓑ<Ⓒ Ⓐ<Ⓑ<Ⓒ

Fat 
oxidation 
rate
(%)

lowⒶ 37.4±13.6 31.3.±10.8 28.3±14.5 34.6±15.2 Speed(S) 53.986*** ②③<①④

middleⒷ 33.1±11.2 26.9±10.2 28.7±13.6 32.1±13.9 Type(T) .329 ②③<①④

highⒸ 21.3±14.5 20.7±10.9 21.9±10.5 23.9±14.6 (S×T) 3.314** ①②③<④

contrast Ⓐ>Ⓑ>Ⓒ Ⓐ>Ⓑ>Ⓒ Ⓐ>Ⓑ>Ⓒ Ⓐ>Ⓑ>Ⓒ

Fat 
oxidation
(kcal/min)

lowⒶ 3.6±1.3 3.3.±1.1 3.0±1.4 3.5±1.6 Speed(S) 6.550** ns

middleⒷ 3.5±1.4 3.5±1.3 3.7±1.6 4.1±1.8 Type(T) .215 ns

highⒸ 3.4±2.3 3.3±1.7 3.6±1.8 4.1±2.6 (S×T) 1.107 ns

contrast Ⓐ=Ⓑ=Ⓒ Ⓐ=Ⓑ=Ⓒ Ⓐ<Ⓑ=Ⓒ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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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인은 저속에서 감소하고 고속에서 증가하는 패턴

을 보인다는 견해와 일치하였다.[25]. 그에 반해 걷기

운동 유형별 각각의 산소섭취량은 저속의 경우 운동유

형 간에 비슷하였지만, 중속에서는 일반걷기보다 파워

걷기, 덤벨들고 걷기 및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에서 높았

고, 고속에서는 일반걷기와 파워걷기보다 덤벨들고 걷

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에서 높게 나타나 산소섭취

량은 걷기유형과 보행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걷기운동시 보행 형태에 따라서 에너지

의 효율성이 달랐고[26, 27], 중속과 고속걷기에서 파

워보행이 일반보행보다 산소소비량이 높았고[28], 몸

통, 손목, 발목에 각각 중량부하를 주어 걷기운동을 실

시하였을 때 산소섭취량이 높았으며[14], 중량부하를 

몸통 중심에서 벗어나게 부착할수록 산소소비량이 증

가되었다[29]. 이들 주장은 이 연구의 결과와 부합된다

고 보여 진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저속의 경우에는 

걷기유형에 관계없이 산소섭취량이 비슷하였으므로 이

들 주장에는 보행속도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하였다. 중량부하 후 걷기운동을 실시할 때 운동부하량

의 영향을 받는 골격근에 혈류량이 증가하여 1회박출

량이 커지고 동시에 혈류속도와 혈류량이 증가되어 중

량부하 후 걷기운동을 할 때 산소섭취량의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30], 이는 이 연구에서 중량부

하 조건에서 산소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방산화율은 저속, 중속, 고속걷기 순으로 낮아져 

운동강도가 높아질수록 지방산화가 낮아진다는의 연구

와 일치하였으며[31], 보행속도에 따라 호흡교환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에 동의되었다[32]. 반면

에 운동유형별 각각의 지방산화율은 저속과 중속의 경

우 일반걷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에서 높게 나타났고, 

고속걷기에서는 모래주머니차고 걷기가 다른 3가지 유

형보다 높게 나타나 지방산화율은 걷기유형과 보행속도

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보였다. 걷기유형에 따라서 호흡

교환율이 비슷하였다[33]. 또한 일반걷기보다 파워걷

기에서 호흡교환율이 높게 나타났고[26], 중속에서는 

걷기유형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고속 조건에서의 호흡

교율율은 파워걷기에서 높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이 연

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28]. 일반걷기보다 1.36kg

의 손과 발목 중량부하 조건의 걷기운동에서 호흡교환

율이 높았다[34]. 이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저속과 중

속에서 일반걷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 조건에서 비슷

하였고 고속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반대로 다른 모든 조

건의 걷기보다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에서 지방연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 있는 발견이

라고 생각된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보행속도가 빠를

수록 운동의 효과가 높다는 견해[18]가 있지만, 6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효과가 아주 작으며[15], 6∼7km/

h의 보행속도에서 가장 높았다는 주장이 있다[11]. 이 

연구에서 고속조건의 보행속도는 약 6km/h 정도인데, 

이는 약 1.7m/sec에 해당하는 속도로서 일반적으로 빠

른 걷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 내에서 본

다면 빠른 걷기운동에서는 손보다는 발목에 중량부하를 

주는 것이 운동효과가 높다는데[14] 동의되며 지방산

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전은 이 연구에서 밝

힐 수 없지만 보행속도와 걷기유형에 따라 보행의 임계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예측되지만[26]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연소량은 일반걷기와 파워걷기의 경우 보행속

도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덤벨들고 

걷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는 저속보다 중속과 고속

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는 운동강도가 낮으면 지방동원율이 높고, 단위 시

간당 절대적인 열량소비량은 적다. 반대로 운동강도가 

높으면 절대적인 에너지소비량은 증가되지만, 전체 에

너지소비량에서 상대적인 지방연소비율은 감소하게 된

다[30]. 따라서 이 연구에서 본다면 일반걷기와 파워걷

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연구의 결과는 발목에 각각 중량부하를 주어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에너지소비량이 발목조건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14]와 6∼7km/h의 보

행속도에서 네 가지 걷기유형 중 모래주머니차고 걷기

에서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높았다[11]는 연구와 비슷

하였다. 이 또한 이 연구에서 발견되는 흥미 있는 결과

라고 보여진다. 하지에 중량부하물을 부착하였을 때, 스

트라이드(stride), 무릎관절 각도, 동원 근육형태, 정적 

근수축 형태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가 커진

다고 하였는데[35], 이 연구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 하

지의 중량부하 걷기는 다른 걷기유형보다 지방산화량을 

높인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을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이 연구는 사례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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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

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이 연구는 일반걷기, 파워걷기, 덤벨들고 걷기, 모

래주머니차고 걷기의 4가지 운동유형과 저속걷기

(40%VT), 중속걷기(50%VT), 고속걷기(60%VT)의 세 

가지 보행속도 수준에서 트레드밀 걷기운동을 실시하였

을 때, 산소섭취량, 지방연소율 및 지방연소량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10명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소소비량은 저속을 제외한 중속과 고속

걷기 조건의 경우 덤벨들고 걷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

기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방산화율은 저속과 중속

의 경우 일반걷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에서 높았고, 

고속에서는 모래주머니차고 걷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 따라서 덤벨들고 걷기와 모래주머니차고 걷기

는 일반걷기보다 산소섭취량을 높이고, 일반걷기와 모

래주머니차고 걷기의 경우에는 지방산화율 높이는데 이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지방연소량을 고려할 때, 

모든 속도 조건에서 모래주머니차고 걷기는 체중감량에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이를 규명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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