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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악력과 고혈압 유병률과의 관계: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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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ng-A Lee. Relationship between Grip Strength and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Korean Adults: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5). The Journal of Kinesiology, 2017 19(3): 53-6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and type of physical activit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grip strength among Korean
adults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rip strength and prevalence of hypertension. [METHODS] We analyzed a secondary database, the 6th Korean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2015), which examined the grip strength, frequency and
type of physical activity, body composition, blood pressure, and biomakers of blood among Korean adults. The grip strength
was divided 4 groups based on a quartile and 88.7% of participants mainly were using the right hand. Contingency table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hysical activity frequency and physical activity type among the 4 groups. Als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grip strength.
[RESULTS] The frequency of strength exercise, and flexibility exercis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ourth group (4th
Quartile) among four groups. When the first quartile group was as a reference (1),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femal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second quartile group at 60% (2nd Quartile, [0.40(0.18, 0.90)]), the third quartile group at 58%
(3rd Quartile, [0.42(0.19, 0.90)]), and the fourth quartile group at 85% (4th Quartile, [0.15(0.06, 0.40)]). In male, the hypertension
prevalenc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third quartile group at 60% (3rd Quartile, [0.40(0.18, 0.90)]), and the fourth quartile
group at 69% (4th Quartile, [0.31(0.12, 0.81)]). The left grip strength in both female and male also showed a similar tendency
in the relationship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grip strength. [CONCLUSIONS] The grip strength can be used as an index
for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To reduce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improve grip strength, regular
high intensity exercise, strength exercise, and flexibility exercise should be recommended.
Key words : grip strength, hypertension, vigorous exercise, strength exercise, flexibility exercise
주요어 : 악력, 고혈압, 고강도운동, 근력운동, 유연성운동

서론
악력은 전반적인 근력을 예측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
라, 건강과 질병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체지표로 알려졌
다(Roberts et al., 2011; Bohannon et al., 2015). 최근 메
타분석에서 악력은 인지, 신체기능,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으며, 전체 대상자를 이분위수로 나누어 악력이 낮은
그룹과 악력이 높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사망률은 악
력이 낮은 그룹에서 79% 높게 나타났으며, 악력 1kg이
증가할 때, 사망률을 4%까지 낮춘다고 보고하였다(Rijk

et al., 2016).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악력
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tenholm et
al., 2012; Cheung et al., 2013). 2015년 우리나라 통계
청 보도 자료에서도 고혈압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
환과 같은 순환계 심혈관질환은 사망원인의 2순위를
차지하며, 70세 이후의 노인인구에서 급증하고 있어 순
환계 심혈관질환은 고령화 사회의 추세를 고려하여 우
선적으로 관리하여 예방해야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특히,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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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환계 심혈관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고 심혈관질환의 발병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알려
졌으나,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졌다(Pocin et al., 2012).
고혈압 조절에 관한 다양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운동은 고혈압과 같은 순환계 심혈관질환을 호전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으며(Moraes et al.,
2012), 구체적으로 유산소성운동과 근력운동을 통해
고혈압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졌다. 또한,
10주간의 악력운동을 통해서 수축기 혈압을 7~8
mmHg 낮추는 효과를 확인하였다(Badrov et al.,
2013). 악력과 운동에 관한 문헌고찰에서도 악력운동
중재를 통해서 수축기혈압은 13 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은 8mmHg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
다(Bentley et al., 2015).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
해 볼 때,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고강도운동을 통해 악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악력향상을 통해 순환계 질환의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운동 강도와 운동 빈도가 악력을 향상시키고 순환계질
환의 유병률을 낮추는지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을 대상으로 악력의 차이에 따른 신체활동과 운동참여
의 유형과 빈도를 파악하고, 악력과 고혈압 유병률과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인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원시자료인 제
6기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2015). 한국
성인 19세 이상이며 80 이하인(평균 46.60±0.37세) 남⋅녀
총 5,63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적인 본 연구의 대상
자 특성인 연령, 체중, 키,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혈액분석지표, 악력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변인별
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측정되었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M±SD)
Total
(N=5,632)
Age(years)

46.60±0.37

Height(cm)

164.27±0.17

Weight(kg)

64.78±0.22

Body mass index(kg/㎡)

23.89±0.06

Waist circumference(cm)

82.59±0.18

Systolic blood
presure(mmHg)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117.45±0.32
75.09±0.21

Glucose(mg/dl)

99.96±0.44

Hemoglobin A1c(%)

5.63±0.02

Total cholesterol(mg/dl)

190.01±5.77

Triglyceride(mg/dl)

139.05±2.19

HDL-cholesterol(mg/dl)

51.26±5.77

LDL-cholesterol(mg/dl)

113.70±0.53

Right grip strength(kg)

30.94±0.21

Left grip strength(kg)

30.51±0.20

M
F
45.54±0.43
47.63±0.44
171.22±0.18
157.49±0.15
71.87±0.31
57.86±0.19
24.45±0.84
23.34±0.08
86.12±0.21
79.13±0.23
120.16±0.41
114.82±0.40
77.89±0.28
72.38±0.22
102.49±0.66
97.43±0.51
5.66±0.02
5.60±0.02
189.61±0.85
190.41±0.74
167.84±3.77
110.18±1.54
47.52±0.80
55.03±0.29
114.47±0.80
112.92±0.62
39.96±0.26
23.65±0.13
38.41±0.25
22.38±0.14

신체구성의 측정
신장과 체중은 자동측정기(JENIX DS-102, Dong
Sahn Jenix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kg/㎡)]는 체중(kg)
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허리둘레
는 팔을 가볍게 내리고 정상 호기 상태에서 정골 능선
과 12번째 갈비뼈 사이에서 가장 얇은 둘레를 측정하
였다(WHO, 2013).

악력과 혈압의 측정과 고혈압 유무
악력검사를 위하여 디지털 악력계(Digital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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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dynamometer, T.K.K 5401, Japan)를 이용하
여 양손을 교대로 총 6회 각각 3회씩 측정하였고, 최
종값은 각 3회의 평균값으로 오른쪽 악력(kg)과 왼쪽
악력(kg)값으로 표기하였다. 혈압의 측정은 수은 혈압
계(HI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인 수축
기 혈압 140 mmHg, 이완기 혈압 90 mmHg 기준 이

상일 경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지정하고, 추
가적으로 고혈압 약의 복용여부의 설문에 관하여 복용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고혈압 약의 복용자이며 고혈압
환자로 지정하였다.

혈액검사 및 흡연유무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채혈 전 30분
간 안정을 취한 후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상완 정맥
에서 정맥혈 5 cc를 항응고제가 들어 있는 진공관에
채취하고, 혈장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해 3000 rpm로 15

분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액을 분리하였다. 비색
법(colorimetry)인 전자동 임상화학 분석기(ADVIA
1650, Bayer, Tarrytown, NY, USA)를 이용하여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분석하였
다. 흡연유무는 설문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입니까”의 응답으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무흡연, 담배의 수를 응답한 경우를 흡
연으로 정하였다.

운동참여의 실태조사
원시자료인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신체활동
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SHORT)를 이용하
여 일주일동안의 고강도 운동 일수, 중강도 운동 일수,
여가에서 고강도 신체활동 일수, 여가에서 중강도 신체활동
일수, 근력 운동 일수, 유연성 일수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한 운동과 신체활동 참여의 주당 일수에 따라
운동의 빈도로 나타내었다.

자료처리
2015년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지침(Korea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2015)을
참고하여,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변수에 따라 복
합표본설계를 이용한 2단계층화 집락확률 추출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19세 이상의 모든 남
⋅녀를 대상으로 결측값이 없는 모든 대상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구성 특성을 나타
내기 위해서 나이,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혈액지표의
특성, 악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악력은

최고악력과 최저악력을 기준으로 사분위수로 나누어
전체 그룹에서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 순으로 1번째
(1st Quartile) 그룹, 2번째(2nd Quartile) 그룹, 3번째
(3rd Quartile) 그룹, 4번째(4th Quartile) 그룹으로 지
정하였다. 또한, 4 그룹의 운동과 신체활동 유형별 주
당 참여 빈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을
이용하였다. 고혈압의 유병률과 악력크기의 차이에 따
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3.0 window version
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5,634명의 한국 성인
으로 평균연령은 46.60 ± 0.37세였고, 대상자들의 일반
적인 신체적 특성, 혈액지표, 악력 평균은 전체평균과
남자와 여자의 평균을 각각 나누어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의 분포를 살펴
보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88.7%에 해당
하여 대부분의 대상자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응답하였고,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5.1%,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대상자는 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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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의 차이에 따른 운동강도와 운동빈도
악력의 차이에 따른 운동의 참여빈도와 형태는
<Figure 1>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악력을 사분
위수로 나누고 나이, 성별, 흡연유무, 키, 몸무게, 체질

량지수, 허리둘레, 고혈압약, 혈당과 같은 변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보정변수를 통제 하고, 악력이 가장
높은 4번째 그룹을 기준으로 사분위수의 1번째 그룹,
2번째 그룹, 3번째 그룹 간 근력운동 참여 일수의 차
이는 4번째 그룹(4th Quartile)이 주당 2.72 ± 0.13일

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grip strength and physical activity type and intensity on the right hand grip

Fig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grip strength and physical activity type and intensity on the left hand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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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hypertension prevalence according to the quartile of grip strength
Grip strength

Unadjusted OR (95% CI)

1st Quartile
(>22.63kg)

1

2nd Quartile
(22.63≤ ~ <28.17kg)

0.87 (0.51, 1.49)

3rd Quartile
(28.17 ≤ ~ <37.70kg)

Right

0.93 (0.56, 1.53)

4th Quartile
(≥37.70kg)

0.77 (0.46, 1.31)

1st Quartile
(>22.23kg)

1

2nd Quartile
(22.23≤ ~ >28.87kg)
3rd Quartile
(28.87≤ ~ >38. 77kg)
th

4 Quartile
(≥38.77kg)

0.78 (0.48, 1.26)
Left

1.04 (0.66, 1.63)
0.92 (0.53, 1.60)

Hypertension
Adjusted OR(95% CI)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1
1

(>35.07kg)
(>20.53kg)

0.64 (0.30, 1.44)
0.40 (0.18, 0.90)*
0.40 (0.18, 0.90)*
0.42 (0.19, 0.90)*
0.31 (0.12, 0.81)*
0.15(0.06, 0.40)*
1
1
0.51 (0.24, 1.08)
0.41 (0.18, 0.97)*
0.54 (0.27, 1.11)
0.41 (0.18, 0.91)*
0.33 (0.15, 0.75)*
0.26 (0.11, 0.63)*

(35.07≤ ~ <40.07kg)
(20.53≤ ~ <23.77kg)
(40.07≤ ~ <45.03kg)
(23.77≤ ~ <26.97kg)

Male

(≥45.03kg)

Female

(≥26.97kg)

Male

(>33.63kg)

Female

(>19.37kg)

Male

(33.63≤ ~ <38.70kg)

Female

(19.37≤ ~ <22.43kg)

Male

(38.70≤ ~ <42.77kg)

Female
Male
Female

(22.43≤ ~ <25.57kg)
(≥42.77kg)
(≥25.57kg)

OR: Odd Ration,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actors: age, smoking, body mass index, and hypertension medications

참여 했으며, 3번째 그룹(3rd Quartile)은 주당 2.40 ±
0.09일, 2번째 그룹(2nd Quartile)은 주당 2.19 ± 0.96
일, 1번째 그룹은 주당 2.21 ± 0.11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유연성운동에서 주당 참여일수에 유의
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1st Quartile: 2.91 ± 0.11, 2nd
Quartile: 3.27 ± 0.09, 3rd Quartile: 3.52 ± 0.10, 4th
Quartile: 4.08 ± 0.12, p<0.05). 반면, 왼쪽 악력은 고강
도운동, 근력운동, 유연성운동 참여 일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네 그룹 중 악력이 가장 높은 4
번째 그룹에서 참여일수가 평균 3일 이상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악력의 차이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
<Table 2>는 악력의 차이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악력이 높아질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낮
아졌는데,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이, 흡연유무,
체질량지수, 고혈압약, 보정변수를 통제 하고, 남자와
여자에 관하여 각각 악력과 고혈압 유병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오른쪽 악력에서,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 (1st Quartile, 20.53kg 미만)을 1로 하였을
때, 그룹 중 4번째 그룹(4th Quartile, 26.97kg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이 0.15(0.06, 0.40)로 85% 유의하게 낮아
졌으며, 3번째 그룹(3rd Quartile, 23.77kg 이상
26.97kg 미만)은 0.42(0.19, 0.90)로 58% 유의하게 낮아
졌고, 2번째 그룹(2nd Quartile, 20.53kg이상 23.77kg
미만)은 0.40(0.18, 0.90)으로 60%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자의 경우도,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1st Quartile, 35.07kg 미만)을 1로 하였을 때, 그
룹 중 4번째 그룹(4th Quartile, 45.03kg 이상)의 고혈
압 유병률이 0.31(0.12, 0.81)로 69% 유의하게 낮아졌으
며, 3번째 그룹(3rd Quartile, 40.07kg 이상 45.03kg 미
만)은 0.40(0.18, 0.90)로 60% 유의하게 낮아졌다. 남⋅
녀 모두 오른쪽 악력과 같이 왼쪽 악력에서도 악력이
높을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하였다.

논의
본 연구는 악력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의 유형과 빈
도의 차이를 확인 하였으며, 악력과 고혈압의 유병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악력이 높을수록 고강도 운동, 근력운동,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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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악력이 높을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낮은
악력은 고혈압의 유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높은
악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상시 고강도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의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성인은 악력이 높을수록 고혈
압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브라질 성인 총 1,395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유병유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
과 악력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여 낮은 그룹에서 고혈
압[OR=2.21(91.31, 3.61)], 당뇨[OR=4.18(1.35,12.95)], 합
병증[1.99(1.27,3.12)]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Amaral et al., 2015), 악력은 건강 생체지표임을 재확
인 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백만 군인을 대상으로 37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악력은 심혈관질환과 뇌졸중과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Silventoinen et
al., 2009), 노인에서도 악력은 노인의 인지, 정서적 감
정, 신체기능,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었다(Oksuzyan et
al., 2010; Stessman et al., 2017). 그 외에도, 오스트레
일리아 인구 총 1,066명을 대상으로도 연구되었는데 3
년간 추적 조사한 오스트레일리아 코호트 연구에서 악
력은 사망률과 역상관 관계를 나타났으며 악력을 삼분
위수로 나누어 가장 악력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여 가
장 악력이 낮은 그룹에 대한 사망률이 3.33(1.53, 7.22),
2번째 낮은 그룹에서의 사망률은 1.42(0.61, 3.28)로 악
력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각각 확인하였
다. 일본인의 결과에서도 악력 감소는 사망률의 증가
와 관련성이 있었다(Taniguchi et al., 2016). 악력은 만
성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의 사망률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겠다.
악력의 차이에 따른 운동강도와 운동빈도를 살펴보
면, 악력이 높을수록 고강도운동, 근력운동, 유연성운
동의 참여일수가 평균 3일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실상 선행연구에서 악력의 차이에 따른 운동참여 빈
도, 운동강도, 운동유형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6
주간, 주3회, 한 시간의 요가 운동으로도 악력의 향상
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Madanmohan et
al., 2008), 근력운동, 일상생활의 변화로 악력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Rizzoli et al., 2013). 이
러한 선행연구는 악력이 높을수록 고강도운동, 근력운

동, 유연성운동의 참여빈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
받침 한다 할 수 있다. 악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웰빙의 가치이며, 악력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유지와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악력을 증가
시키기 위한 고강도운동과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Taekema et al., 2010).
악력이 낮을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은 생리학적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근력감소와 근력감
소의 원인을 차단하는 운동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겠
다. 근력감소는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적으로 유
도된 염증분자와 관련이 있으며, 사실상 근력의 감소뿐
만이 아니라 고혈압과 같은 순환기심혈관질환을 일으
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Phillips & Leeuwenburgh,
2005; Maninou et al., 2014). 또한, 증가된 지방이 근섬
유 다발에 침윤하게 되고 근육내 지방세포의 축적은 미
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Janssen & Ross,
2005). 더욱이, 특이염증신호경로는 세포자멸사를 유도
하여 근육량과 근기능 저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 졌
다(Chung et al., 2009; Marzetti et al., 2012).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미토콘트리아의 기능
을 향상시키고, 염증지표, 산화적 스트레스, 골격근에서
의 세포자멸사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Brook et al.,
2013; Lackland & Voeks, 2014). 이러한 운동의 순기능
을 통해 고혈압의 유병률을 낮추도록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제한점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
로 한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즉, 악력이 고혈압의
원인인자로 독립적인 원인인자(independent causative
factor)인지 또는 부수적인 인자인지(epiphenomenon
factor) 그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 성인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운동의 강도와 유형, 남⋅
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보안된
다면, 임상적인 활용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는 악력의 차이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의 유형과
빈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악력과 고혈압의 유병률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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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성인은 악력이 높을수록 고강도 운동,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악력이 높을
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악력은 한국 성인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유병
률을 예측하는 인자라 할 수 있겠으며, 연령의 증가와 더
불어 급격히 감소하는 악력을 고려할 때, 고령화 사회에
서 악력과 같은 근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고
강도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의 참여를 높이도록
권장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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