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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hysical activity and energy balance of weekdays and weekend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Fifty healthy male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thropometric data were collected. Physical activity level (PAL) and energy intake for weekdays and week-

end were calculated from a physical activity diary and food diary using the 24-hour recall method and inter-

view. The resting metabolic rate (RMR) and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 were calculated from the 

prediction equations suggested in 2015 KDRIs. Total energy expenditure (TEE)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RMR by PAL. Mean age of subjects was 15.9±0.33 years. The daily pedometer cou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weekdays (12,837 steps) than in weekend (6,661 steps) (P＜0.001). The PAL of the weekdays (1.63±0.17)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1.37±0.26) of the weekend (P＜0.001). PAL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dometer counts on the weekdays (r=0.495) and weekend (r=0.686). The total energy intakes (2,847.2±681.5 

kcal) and TEE (3,046.3±437.3 kcal) of weekday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weekend. The re-

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to develop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s for male high school students 

on weekdays and weekend, respectively.

Key words : male high school students, physical activity level, energy balance, weekdays and weekend

서 론

에너지 불균형은 에너지 섭취량과 신체활동량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음의 평형이 지속되면 

체중 부족 상태, 양의 평형이 지속되면 과체중 및 

비만 발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Butte 등 2007) 

대사 조직에서의 만성 감염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

(Zhang 등 2008). 특히 청소년기는 생리적ㆍ신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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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이 왕성한 시기로(Featherstone 2010), 이 시기

의 건강 및 영양상태는 성인기의 건강상태에도 영

향을 미친다(Hong 2008). 

한국 소아청소년들의 비만 유병률은 1997년 5.8%

로 시작해서 2013년 10%로 약 2배 정도 증가(Oh 등 

2008)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양영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c)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에너지 섭취량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

면, 이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a). 이러한 결과

는 이들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함께 소비량이 함

께 조사되어 에너지 평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함을 보여준다. 

최근 에너지 섭취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에너지 평형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Choi & Jun 2007; Kim 등 

2009; Kim 2013). 예를 들어 비만한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평가한 결과, 이

들의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필요추정량보다도 낮

았으나, 활동 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에너지 소비

량이 섭취량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 

Jun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평형을 평가한 

Kim(2013)에 따르면 남녀 모두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큰 음의 에너지 평형을 보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에너지 평형의 차이가 더 컸다(남자 –476.5kcal/day, 

여자 –113.3kcal/day). 한편 남녀 고등학교 운동선수

와 일반학생의 에너지 평형을 비교한 Kim 등(2009)

에 따르면 남녀 운동선수 및 남자 비운동군은 에너

지 섭취량과 소비량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여자 비운동군(일반고 여고생)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많았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아침식사의 잦은 결식, 외

모에 대한 관심(Kim 2012)과 대학진학에 대한 스트

레스, 과다한 학습시간, 패스트푸드 섭취(Kwon 등 

2013) 등의 원인으로 에너지 불균형의 문제를 보이

며, 특별히 주중과 주말 신체 활동수준에서 주중이 

약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Kim & Kim 2012), 

식사 섭취 역시 주중과 주말에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Chai 등 2008; Pak 등 2010).

그러나 고등학생에 있어서 에너지 평형 여부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의 신체활동량 및 신체활

동수준을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섭

취량 조사결과를 통하여 에너지 평형 여부를 평가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 주중과 주말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도록 교육하

기 위한 자료 및 신체활동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보행에 지장이 없고 특별한 질병이 없

는 강원도의 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강릉원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

인(GWNUIACG-2012-15) 받았다. 본 연구 내용 및 목

적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2. 신체계측

본 연구대상자의 신장은 자동 신장계(BSM 330, 

Biospace, Korea)로 측정하였고, 체중 및 체지방량은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사용

하였으며, 조사된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계산하였다. 국제 비만 전

문위원회(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IOTF 2000)

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치료지침에 따라 체질량

지수(BMI)가 18.5kg/m
2
 미만은 저체중, 18.5∼23kg/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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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상, 23∼25kg/m
2
은 과체중, 25kg/m

2
 이상은 비

만으로 분류하였다.

3. 신체활동량 조사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은 자가기록(Self-reporting) 

방법과 일대일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여 주중 하루

와 주말 하루, 총 2일간 조사되었다. 즉, 연구대상자

에게 활동일기 기록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한 

후 2일(주중과 주말)간의 활동내용과 각 활동 소요

시간을 기록지에 직접 기록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

후 연구자는 각 대상자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기록해온 활동일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한 기록

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활동일기에 기록된 자료들은 일본인 영양소요량 

5차 자료를 토대로 한국 성인의 활동을 재분류한 

‘활동분류표’(Yoon 등 2002)를 참고로 하여 18단계

의 강도별 활동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1일 활동량

을 평가하기 위해 각 활동단계별 소비시간을 분석

하였고, 활동분류표에서 제시하는 각 활동단계별 에

너지 소비량 값(기초대사량에 대한 배수, Physical 

activity ratio, PAR)을 적용하여 신체활동수준(Physical 

activity level, PAL)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Yoon 

등 2002).

신체활동수준(Physical activity level, PAL)

= [∑(각 단계별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PAR)× 

소비시간(min)]/1,440(min)

4. 보수계 측정

보수계(PD-635, Tantita Corporation,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활동일기를 작성한 주중 하루와 주말 

하루 총 2일간 연구대상자의 보행수를 측정하였다. 

아침 기상과 함께 연구 대상자의 바지 상단의 허리

띠 앞쪽에 보수계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취침 시 보

수계를 탈착하면서 그날의 보행수를 기록지에 작성

하도록 하였다.

5. 총 에너지 소비량 산출

연구대상자의 휴식대사량(resting metabolic rate, 

RMR)은 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b)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계산된 휴식대사량에 위에서 산출한 신체

활동수준(PAL)을 곱하여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였다. 에너지 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

quirement, EER)은 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

시한 공식(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b)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각 개인의 신체활동수준 

값에 따른 신체활동단계별 계수(Physical activity co-

efficient, PA)를 EER 산출식에 대입하였다. 

휴식대사량(아동 및 청소년, 3∼18세) 

= 남자(kcal/day): 68–43.3×Age＋712×Heigh(m)+

19.2×Weight(kg) 

에너지 필요추정량(청소년 9∼18세)

= 남자(kcal/day): 88.5–61.9×Age(years)＋PA
1)

[26.7×Weight(kg)＋903×Height(m)]＋25 

1)
PA=1.0(비활동적), 1.13(저활동적), 1.26(활동적),

1.42(매우 활동적)

6. 에너지 섭취량 조사

에너지 섭취량 산출을 위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여

금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주중 1일 및 주말 1일, 

총 2일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직접 기록하

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식사는 크게 학교급식과 

외식 또는 집에서의 식사로 구분되는데, 학교급식의 

경우는 훈련받은 조리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양을 

배식하도록 한 후 연구대상자들이 학교급식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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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subjects.

Variables Mean±SD (n=50)

Age (years) 15.9±0.33

Height (cm) 172.3±5.41

Body weight (kg) 65.7±1.05

Body mass index
1)

(kg/m
2
) 22.1±3.61

Fat mass (kg) 12.3±6.70

Body Fat (%) 17.7±7.02

Fat-Free mass (kg) 53.4±5.40
1)

 Underweight: BMI<18.5, Normal: 18.5≤BMI<23, Overweight: 

23≤BMI<25, Obesity: BMI≥25

후 잔식량과 배식량과의 차이를 섭취량으로 기록하

였다. 

조사 당일(주말 포함), 학교급식 이외의 가정 또

는 외부에서의 식사에 대하여는 연구대상자들이 휴

대폰을 이용하여 식사 전ㆍ후의 음식을 사진으로 찍

은 후 24시간 회상법 작성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기록하여 온 식사일기를 토대로 본 

연구자와의 일대일 개별 면담을 통하여 휴대폰 사

진을 참고로 식사일기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식사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CAN PRO 4.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4.0)을 이용하여 연

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

방) 및 에너지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7. 통계분석

본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통계 프로그램(Ver. 

9.3; SAS Institute Inc, Cary, NC)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신체계측, 활동별 소비시간, 신체활

동 수준, 보행수, 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필요추정

량은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를 정상체중군(총 33명)과 과체중군(총 

17명)으로 나누어 신체활동량 등을 비교하여 본 결

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

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주중과 주말 간의 비교,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 간의 비교는 paired t-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한편, 신체활동수준과 보행수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5.9±0.33세였으며, 신장은 

172.3±5.41cm, 체중은 65.7±1.05kg,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2.1±3.61kg/m
2
로 정상체중 범위

에 속하였다.

2. 활동강도에 따른 소비시간

연구대상자의 1일 활동량을 18단계 강도별 활동

영역으로 분류하여 활동 소비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활동별 소비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비교해보면, 주말의 수면시간이 616.6±122.8분(10시간 

16.6분)으로 주중의 수면시간 423.6±66.9분(7시간 3.6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수면’ 다음

으로는 4단계의 ‘개인위생 및 컴퓨터 관련 활동’이 

231.7±152.3분(3시간 51.7분, P＜0.001), 2단계의 ‘휴

식’ 활동이 210.4±139.3분(3시간 0.4분, P＜0.001), 3단

계의 ‘식사 및 간식섭취’ 활동이 73.2±39.6분(1시간 

13.2분, P＜0.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활동에 소

요된 시간은 주말의 활동시간이 주중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한편 5단계의 학습관련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주중

이 525.7±135분(8시간 45.7분)으로 주말(193.4분±178.9분, 

3시간 13.4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또한 6단계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활동에 소요된 

시간(주중 67.7±41.1분) 및 7단계 ‘옷 갈아입기,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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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ime spent on each activity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Physical activity categories
Weekdays Weekend

Minute % Minute %

(1) Sleeping 423.6±66.9
1)

*** 29.42 616.6±122.8 42.82

(2) Resting, talking, watching TV 108.5±60.5*** 7.53 210.4±139.3 14.61

(3) Eating food & snack 58.2±18.1* 4.04 73.2±39.6 5.08

(4) Personal hygiene, computer work 130.6±91.2*** 9.07 231.7±152.3 16.10

(5) Studying desk work 525.7±135*** 36.51 193.4±178.9 13.43

(6) Transportation (bus, taxi) 67.7±41.1*** 4.70 32.7±47.3 2.27

(7) Dressing 15.6±12.3** 1.08 9.24±12.5 0.64

(8) A walk (slowly), a stroll 2.12±9.1 0.15 1.00±5.80 0.07

(9) Tidy away 0.40±2.8 0.03 0.30±2.12 0.02

(10) Indoor errand, gardening 0.40±1.98 0.03 1.10±4.87 0.08

(11) Outdoor errand, gardening 1.10±7.78 0.08 - -

(12) Walking moderately 31.9±32.6 2.22 - -

(13) Sweeping, laundry 17.0±11.1* 1.18 37.3±50.6 2.59

(14) Giving a piggyback - - 8.60±23.8 0.60

(15) Mopping floor, club activities 0.40±2.83** 0.03 - -

(16) Walking fast 2.84±6.64 0.20 - -

(17) Outdoor exercise - - - -

(18) Climbing, jogging, and sports et al. 53.1±46.0** 3.69 24.5±53.7 1.70

Total 1,440 100 1,440 100
1)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at *P＜0.05, **P＜0.01, ***P＜0.001

Table 3. Time spent on activity level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Level Intensity of activity
Weekdays Weekend

Minutes % Minutes %

1∼5 Very light activity 1,246.5±64.5
1)

*** 86.56 1,325.3±97.8 92.03

6∼14 Light activity 137.2±46.3*** 9.53 90.2±71.9 6.26

15∼17 Moderate activity 3.24±7.34** 0.23 - -

18 Severe activity 53.1±46.0** 3.68 24.5±53.7 1.70

1)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at **P＜0.01, ***P＜0.001

관리 및 이미용 관련 활동’에 소요된 시간(주중 15.6± 

12.3분)은 주말보다 주중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각각 P＜0.001, P＜0.01). 강한 활동으로 분류되는 

18단계의 ‘등산, 조깅 및 각종 스포츠’에 소요된 시

간 역시 주중(53.1±46.0분)이 주말(24.5±53.7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1단계부터 18단계까지의 활동을 활동 강도에 따라 

4단계로 재분류하여 각 단계별 소요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주말 중 

‘매우 가벼운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루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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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level and pedometer count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and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level and pedometer counts.

Physical activity level (PAL) Pedometer counts Correlation coefficient 

Weekdays 1.63±0.17
1)

*** 12,837±3,653*** 0.495
2)†††

Weekend 1.37±0.26 6,661±4,937 0.686
†††

1)
 Mean±SD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AL and pedometer count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at ***P＜0.001

Significant correlation at 
†††

P＜0.001

Table 5. Comparison of total energy and nutrient intake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Nutrient Weekdays Weekend

Energy (kcal) 2,847.2±681.5
1)

** 2,500.7±742.1

Carbohydrates (g) 400.5±95.0** 340.6±108.1

Protein (g) 110.3±28.0** 92.5±32.0

Fat (g) 88.2±32.3 85.6±39.6

% Energy from carbohydrate 56.8±6.50 55.1±9.53

% Energy from protein 15.6±2.11 14.8±2.94

% Energy from fat 27.4±5.29* 29.9±7.65
1)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at *P＜0.05, **P＜0.01, ***P＜0.001

대부분에 해당되는 92.03%(22시간 5.3분)를 나타내어 

주중 하루 중 차지하는 비율(86.56%, 20시간 46.5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외의 활

동에 소요된 시간들을 살펴보면 ‘가벼운 활동’이 차

지하는 비율은 주중이 9.53%(2시간 17.2분)로 주말

의 6.26%(1시간 30.2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01), ‘보통 활동’ 역시 주중이 0.23%로, 주말

(활동 0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마지막으로 

‘강한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중이 3.68%로 주말 

1.7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3. 신체활동수준(PAL)과 보행수 평가

신체활동수준(PAL)은 연구대상자의 18단계 활동 강

도별 소비시간과 각 활동단계에 해당하는 에너지대

사량(기초대사량에 대한 배수; PAR) 값을 곱하여 산

출하였다. 대상자의 PAL과 보행수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주

중 PAL은 1.63±0.17으로 주말 1.37±0.2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01), 보행수 또한 주중이 12,837± 

3,653보로 주말(6,661±4,937보)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01).

PAL과 보행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4), 주중과 주말에 각각 r=0.495와 r=0.686의 의미있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001).

4.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섭취량

연구대상자의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섭취량을 살

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주중의 에너지 섭취량은 

2,847.2±681.5kcal로 주말(2,500.7±742.1kcal)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01). 또한 탄수화물 섭취량(주중 400.5± 

95.0g, 주말 340.6±108.1g) 및 단백질 섭취량(주중 110.3± 

28.0g, 주말 92.5±32.0g)도 주중이 주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1), 지방 섭취량은 주중(88.2g)과 주말

(85.6g)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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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daily energy expenditure and energy intak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Variables Weekdays Weekend

Resting metabolic rate (RMR)
2)

1,868.3±209.9
1)

1,868.3±209.9

Total energy expenditure (TEE)
3)

3,046.3±437.3***
†††

2,555.1±529.8
†††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 individual PA)
4)

3,300.7±366.4*** 2,870.4±328.2

Energy intake (kcal) 2,847.2±681.5**
＃

2,500.7±742.1

% (energy intake/TEE) 93.6±27.6 97.5±34.9

% (energy intake/EER) 86.7±24.8 87.9±29.2
1)

 Mean±SD
2)

 RMR (kcal/day)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suggested by KDRI 2015

RMR = 68–43.3×Age(years)＋712×Height(cm)＋19.2×Weight(kg)
3)

 TEE (kcal/day) = RMR(kcal/day)×PAL(physical activity level)
4)

 EER (kcal/day)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suggested by KDRI 2015

EER = 88.5–61.9×Age(years)＋PA[26.7×Weight(kg)＋903×Height(m)]＋2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at **P＜0.01, ***P＜0.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EE and EER at 
†††

P＜0.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nergy intake and TEE at 
＃

P＜0.05

총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으

로부터의 섭취비율을 살펴보면 주중은 56.8:15.6:27.4 

였으며, 주말은 55.1:14.8:29.9로 나타났다. 특별히 주

말의 경우, 지방으로부터 에너지 섭취비율이 29.9±7.65%

로 주중(27.4±5.2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5.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 간의 비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안한 예측공식을 이

용하여 계산된 휴식대사량과 에너지 필요추정량 그

리고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총 에너지 소비량(Total 

energy expenditure, TEE)과 에너지 섭취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휴식대사량 계산값은 주중과 주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신체활동수준의 유의한 차이로 인하여 주중이 3,046.3± 

437.3kcal로 주말(2,555.1±529.8kcal)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0.001). 신장과 체중 그리고 신체활동수준을 

반영한 PA(Physical activity coefficient) 값을 대입한 

에너지 필요추정량 역시 주중(3,300.7±366.4kcal)이 주

말(2,870.4±328.2kca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

한 일일 에너지 섭취량 역시 주중(2,847.2±681.5kcal)이 

주말(2,500.7±742.1kca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총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주중에는 에너지 섭취량(2,847.2±681.5kcal)보다 에너

지 소비량(3,046.3±437.3kcal)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P＜0.05), 주말에는 에너지 섭취량(2,500±742.1kcal)

과 소비량(2,555.1±529.8kcal)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중과 주말 총 2일간(주중 1일, 주말 1일) 조사된 활

동일기와 식사일기를 이용하여 이들의 신체활동수

준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에너지 섭취량을 산출

하여 에너지 평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신장은 172.3cm이었고, 체중은 

65.7kg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b)에서 제시한 15∼18세 남자의 신장

(173.3cm) 및 체중(63.1kg)과 비교하였을 때 신장은 

1cm 작았고 체중은 2.6kg 더 많았다.

주중과 주말의 주요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수

면시간이 주중과 주말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말의 수면시간이 616.6분(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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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분)으로 주중의 수면시간 423.6분(7시간 3.6분)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주중 

수면시간은 Kim 등(2009)이 보고한 비운동군 고등학

교 남학생의 주중 수면시간인 428분(7시간 8.0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중ㆍ고등학생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연구한 Kim & Na(2003)의 결과 중 인문

계 고등학생의 주중 수면시간(405분, 6시간 45.0분)

보다 약 18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

상자의 경우, 주중에는 입시준비로 인한 야간 자율

학습 및 학원 수업 등 늦은 시간까지의 학습활동으

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가 주말에는 피로회복을 위하

여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대상자에서 ‘수면’ 다음으로 소요시간이 많은 활

동은 5단계의 학습관련 활동으로, 주중이 525.7분(8시간 

45.7분)으로 주말의 193.4분(3시간 13.4분)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 관련 소요시간

은 통계청(Statistics Korea 2015)에서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관련 활동시간(월∼금 613분, 

주말 267.5분)보다 적었을 뿐만 아니라 Kim & Na 

(2003)가 보고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주중 학습활동 

소요시간 416.6분(6시간 56.6분)보다도 109.1분(1시간 

49.1분) 더 적었다.

본 연구에서 18단계 활동분류표상 강도가 매우 

낮은 비활동적 수준인 1∼5단계(수면, 휴식, 식사, 

개인위생 및 컴퓨터 및 학습활동)의 활동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율은 주중과 주말에 각각 86.56%와 

92.03%로 매우 높았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Kim 2012)에서도 이와 같은 매우 낮은 

활동(1∼5단계)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만군과 정상체

중군에서 각각 90.5%와 89.1%로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수준은 주중이 1.63±0.17

로 주말(1.37±0.2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

국인 영양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b)에서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총 에너지 소비

량 (TEE)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눈 값 즉, 신체활동수

준 (PAL)에 근거하여 ‘비활동적’은 1.0 이상 1.4 미

만, ‘저활동적’은 1.4 이상 1.6 미만, ‘활동적’은 1.6 

이상 1.9 미만, ‘매우 활동적’은 1.9 이상 2.5 미만의 

4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대상

자의 신체활동수준은 주중에는 ‘활동적’, 주말에는 

‘비활동적’에 해당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b)

에서 제시한 공식에 각 개인의 신체활동단계별 계

수(PA)값을 대입하여 에너지 필요추정량을 계산하였

다. 그러나 한국인의 에너지 필요추정량 설정 시에

는 전 연령층에서 ‘비활동적’에 따른 PA를 추정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각 연령층 또는 특정 

집단의 에너지 필요추정량 산출 시에는 그 집단의 

신체활동의 강도 등을 반영한 PA값을 대입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수준은 우리나라 청소

년(남자 3∼18세)의 에너지 권장량 책정(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b) 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

는 신체활동수준 추정치인 1.4∼1.59와 비교하였을 

때, 주중은 높은 수준이었고 주말은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주중 신체활동수준

(1.63)은 Kim & Kim(2012)이 보고한 강릉지역 남자 

중·고등학교의 신체활동수준(1.44) 및 충남지역 남자 

대학생(Kim 2013)의 신체활동수준(1.55)보다 높았다. 

한편, 주중과 주말의 신체활동수준을 비교한 다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삼척지역 초등학생들의 신

체활동수준은 주중(1.56)과 주말(1.53)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Lee & Kim 2007), 영동지역 영양사

의 주중 신체활동수준(1.56)은 주말(1.52)보다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나(Lee 등 2006) 본 연구결과(주중 1.63, 

주말 1.37, P＜0.001)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활동일기를 살펴보면, 

수업과 수업 간의 휴식시간, 점식시간 및 석식시간

에까지도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 

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에는 친구들과는 별개로 학원에 가서 수

업에 참가하고 집에서는 주로 수면 등의 휴식을 취

함에 따라 주중보다 낮은 신체활동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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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Kim & Kim 2012; Kim 2013)

은 대부분 주중의 신체활동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최근 자유학기제의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진로지도

를 위한 체험활동 이외에 이들의 신체활동수준을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보행수는 주중이 12,837±3,653보

로 주말(6,661±4,937보)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

며(P＜0.001), 주중 및 주말 보행수 모두 신체활동수

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각각 r=0.495, P＜0.001 및 

r=0.686, P＜0.001)을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Kim(2007)에 연구에서도 보행수와 신체활

동수준 간에 양의 상관관계(r=0.436)를 보인 바 있다. 

Tudor-Locke 등(2004)은 미국과 호주, 스웨덴의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행수와 체질량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일정 보행수(남아 15,000보, 

여아 12,000보) 이상에서 낮은 체질량지수를 보임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보행수를 권장 보행수로 제시

한 바 있다. 본 연구 및 이와 같은 결과(Tudor-Locke 

등 2004)는 보수계를 활용하여 보행수를 관리함으로

서 신체활동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smart 

watch) 등을 이용한 신체활동량의 모니터링 및 관리

의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에너지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실시한 식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말에 비하여 

주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

고, 이에 따라 일일 총 에너지 섭취량도 주중이 주

말보다 유의하게 높아 서울지역 여자 고등학생에서

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Pak 등 2010), 서울지역 

남자 고등학생에서는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섭취량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ai 등 2008).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서울지역 남자 고등학생

이 여고생 및 강원지역 남자 고등학생에 비하여 주

말에도 주중과 유사한 에너지 섭취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 연구대상자 수가 제한적임

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지방 섭

취비율은 주중(27.4%)보다는 주말(29.9%)에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 남자 

고등학생(Chai 등 2008) 및 서울지역 여자 고등학생

(Pak 등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총 에너지 소비량(TEE)은 한국인 영

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에

너지 필요추정량보다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초ㆍ

중ㆍ고등학교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Kim(201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Kim & Kim(2012)

은 간접열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휴식대사량에 신

체활동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일일 총 에너지 소비

량(2,258kcal/day)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에너지 필요추정량(2,565kcal/ 

day) 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근거로 에너지 필요추정

량 공식의 과대평가 위험을 시사한 바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에너지 평형상태를 평가한 결과, 

주말에는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중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섭

취량보다 유의하게 높아 음의 평형을 나타내었다. 

충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3) 연구에서

도 주중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높은 음의 에

너지 평형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여자보다 남자에

서 더 컸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활동수

준(1.63)이 비교적 높은 남자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주중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가정 및 외부에서의 식

생활을 통한 에너지 섭취를 보충할 수 있는 간식이

나 식사량 증가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고, 일부 

지역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

리고 휴식대사량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공한 

추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자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보행수, 신체활동 수준 및 

에너지 소비량을 주중과 주말로 이원화하여 분석하

고 각각의 에너지 섭취량과 비교하여 에너지 평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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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는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섭취 및 

신체활동, 즉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주중과 주말에 필요한 에너

지 필요추정량 역시 차별화되어 제시할 필요할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인에 따라 신체활동 수

준 및 취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15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b)에서 제시한대로 신체활동강도(저ㆍ중ㆍ고)에 

따라 3단계로 에너지 필요추정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학입시 및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

학생에 있어서 단순한 수면 및 저활동적 신체활동

으로 일관된 주말을 보내기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

는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의도적인 신체활동 이외에 일상생활 중 에너

지 소비량을 높이기 행동수정요법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에너지 평형 유지를 위한 영양교육 예를 들면, 

나의 에너지 필요추정량 바로 알기, 자주 먹는 식품

의 에너지 함량 및 균형 잡힌 식품 선택 등의 영양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개발

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어플리케

이션의 평가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중과 주

말의 보행수, 신체활동량 및 신체활동수준을 평가하

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한 후 에너지 

섭취량과 비교함으로써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평형 

여부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5.9세이며, 신장과 

체중은 각각 172.3cm와 65.7kg이었으며 체질량지

수(BMI)는 22.1kg/m
2
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활동별 소비시간을 살펴보면 5단계

의 ‘학습활동’, 6단계 ‘대중교통 이용’, 7단계 ‘옷 

갈아입기’, 15단계 ‘바닥 닦기’, 18단계 ‘등산’ 등

에 소비한 시간이 주말보다 주중에서 유의하게 높

았으며, 주말에는 1단계 ‘수면’, 2단계 ‘휴식’, 3단

계 ‘식사 및 간식섭취’, 4단계 ‘개인위생 및 컴퓨

터 활동’에 소비한 시간이 주중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3. 대상자의 주요활동은 강도가 매우 낮은 비활동적 

수준의 활동들로써, 주중과 주말 모두 하루 중 

‘매우 가벼운 활동’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

다(각각 86.56%, 92.03%). 

4. 대상자의 신체활동수준(PAL)은 주중이 1.63으로 

주말(13.7)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보행수 또한 주

중 12,837보로 주말(6,661보)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중과 주말 모두에서 

신체활동수준이 증가할수록 보행수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5. 에너지 섭취량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및 단백질 

섭취량은 주말보다 주중에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에너지 섭취량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중 

(27.4%)보다 주말(29.9%)에 더 유의하게 높았다.

6. 주중 총 에너지 소비량(3,046.3kcal/day)은 에너지 

필요추정량(3,300.7kcal/day)보다 유의하게 낮았으

나, 주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연구대상자의 에너지 평형상태를 살펴보면 주중

에는 에너지 섭취량(2,847.2kcal/day)이 소비량(3,046.3 

kcal/day)보다 유의하게 낮은 음의 평형을 보였으

나, 주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대상인 남자 고등학생

에 있어서 보행수, 신체활동수준, 에너지 섭취량 및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 모두 주말보다는 주중에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말에는 에

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중에는 에너지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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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의 평형을 보였다. 따라서 주중 신체활동수준

이 높은 남자 고등학생들에게는 적절한 간식과 에

너지 보충이 필요하며, 대학입시 및 학업 스트레스

가 많은 고등학생에 있어서 단순한 수면 및 저활동

적 신체활동으로 일관된 주말을 보내기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할 것

이며, 아울러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

기 위한 식단 작성 및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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