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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신체내 혈당과 젖산의 변화
Changes of Blood Glucose and Lactate Concentration in Body Wearing
Firefighting Protective Equipments
방창훈*
Bang, Chang-Hoon*

Abstract
The aim of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changes of blood glucose and lactate concentration with wearing firefighting protective equipm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safety of firefight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Glucose decreased by 6.0% in
o
o
o
the 3 METs, 13.0% in the 9 METs at WBGT 30 C. Glucose decreased by 9.0% at WBGT 20 C, 11.3% at WBGT 30 C in the 9 METs.
o
o
Lactate increased by 78.3% in the 3 METs, 150.0% in the 9 METs at WBGT 30 C. Lactate increased by 87.5% at WBGT 20 C,
o
127.3% at WBGT 30 C in the 9 METs. It is concluded that blood glucose and lactate concentration varied considerably and reflected
by firefighting protective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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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시 작업강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혈당은 실험온도 WBGT 30oC에서 작업강도가 3 METs에서는 실험전후 약 6.0% 감소하였으나 9 METs에서는 약 13.0% 감소하
였고, 작업강도 9 METs에서 실험온도 WBGT 20oC에서는 약 9.0% WBGT 30oC에서는 약 11.3% 감소하였다. 젖산은 실험온도
WBGT 30oC에서 작업강도가 3 METs에서는 실험전후 약 78.3% 증가하였으나 9 METs에서는 약 150.0% 증가하였으며, 작업강도 9
o
o
METs에서 실험온도 WBGT 20 C에서는 약 87.5%, WBGT 30 C에서는 약 127.3%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은
혈당과 젖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핵심용어 : 소방용 보호장구, 혈당, 젖산

1. 서

론

구조(10.5%), 교육훈련(9.7%) 순으로 조사되었다(NEMA,
2013).

화염으로 인한 고열과 연소가스로 인한 유독가스, 물기 가
득한 미끄러운 바닥 등의 위험한 물리·화학적 환경에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과 같은 중작업(heavy work)을 수행
하는 소방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
리증진의 최일선에서 이바지하고 있다.
2012년 소방대응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8,850명의 소
방공무원이 1일 평균 118.2건의 화재, 1,172건의 구조, 4,093
건의 구급환자이송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순직 7명,
공상 285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업무유형별 공사
상자 발생현황을 분석하면 화재진압(23.5%), 구급(23.1%),

상기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작업강도는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더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과로로 이어져서 신체장애와 부
상,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국내·외 소방공무원 사고관련 통
계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소방공무원 질병 공사상자의 유
형별 원인분석에서 과로가 25%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NEMA, 2008), 미국의 경우에도 과로가 23.1%로 주요
사고의 원인으로 조사되었다(NFPA, 2008).
이전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적 소모는 과
로와 피로로 이어지면서 부상을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

*정회원.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부교수(Tel: +82-55-249-2657 Fax: +82-505-9999-2166, E-mail: bangch@kyungnam.ac.k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 263 -

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Romet et al., 1987; Lusa et al.,
1993; Malley et al., 1999; Walton et al., 2003; Bang et al.,
2010).
소방공무원의 에너지 소비대사당량은 약 8~12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s)로 일반적으로 앉아서 작업하는 사
무직의 경우 1.5~2 METs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
비하며 직업군중 최고의 작업강도를 가진다(Choi et al.,
2008).
신체 활동이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중에서 혈당은 대사활동의 1차적인 에너지원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Park, 1996). 또한 근육에 축적
된 젖산은 근피로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강
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신
체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신체
대사작용에 의해 축적된 부산물의 제거, 소모된 에너지원의
보충, 항상성의 회복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로 하나, 국내에서
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보호복처럼 고온 환경하에서 작업시 착용하는 보호복
은 형태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위험
물 처리 작업자 가이드라인에서는 비투과성 보호복을 착용시
에는 일반근무복 착용자보다 작업온도가 22.5~25.3oC에서는
o

작업시간을 20%, 32.2 C 이상에서는 67% 정도 줄여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OSHA, 1985).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시 무거운 소방보호복을 착용하고
각종 장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2.2 연구방법
본 실험에서는 소방용 보호장구로 국내 A사의 소방방화복
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였으며 무게는 18.8 kg이다. 실험은 1
주간의 여유를 두고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실험준비실에서 소방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10
분정도 안정시킨 다음 실험실로 입장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온도조건은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index)를
사용하여 WBGT 20oC(흑구온도 22.5oC, 건구온도 23.0oC, 습
o
o
o
도 69.7%), WBGT 30 C(흑구온도 40.5 C, 건구온도 40.4 C,
습도 34.9%)로 설정하여 주위 온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
였다. WBGT는 Yaglou 등에 의하여 고온 환경을 평가하는 온
열지표로 제안되었으며(Yaglou et al., 1950), 근로자들의 열
환경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지표로 ISO, NISOH, ACGIH
등에서 추천하고 있다(ISO, 2003; NISOH, 1986; ACGIH,
1996).
실험자에게 온열실험실에서 트레드밀을 사용하여 작업부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업강도 부하는 3 METs(3.0 km/h,
2.2%), 9 METs(6 km/h, 10%)의 강도로 15분 동안 진행하였
으며, 이후 실험준비실로 이동하여 소방용 보호장구를 탈의하
고 휴식을 취하였다.
실험자의 수분상태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실험 1시간 전에
250 mL의 물을 섭취하게 하였다.
혈당과 젖산의 측정은 일중효과를 고려하여 동일시간에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참여자는 공복상태로 진행하였다. 측
정시기는 실험시작시(pre 0 min), 실험종료시(post 15 min),
회복시(recovery 15 min)에 핑거팁으로 채혈하여 혈당분석기

활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
험을 통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와 젖산분석기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혈중
혈당과 젖산의 변화를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3. 자료분석
자료의 처리는 SPSS 14.0을 이용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
(S.D)를 산출하였다. 작업강도와 실험온도에 따른 혈당과 젖
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repeated measur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0.05로 설정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K대학교 재학 중이며, 근골격계 질
환이 없는 소방공무원을 희망하는 건강한 남학생 8명을 대상
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실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
생들을 피험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앞서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측정절차에 따르게 주의 사항을 알려주
었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8)

Age(yr)

Height(cm)

Weight(kg)

24.3±0.71

177.6±7.38

71.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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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Fig. 1에 실험온도 WBGT 30oC에서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
시 작업강도(3 METs, 9 METs)에 따른 혈당(glucose)의 시기
별 측정결과를 실험시작시(pre 0 min), 실험종료시(post 15
min), 회복시(recovery 15 min)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혈당은 실험 시작시보다 종료시에 낮게 나타나
고 회복시에 약간 상승하고, 작업강도 3 METs의 경우는 감소
와 증가가 완만하나 작업강도 9 METs의 경우는 변화의 폭이
크다.
작업강도가 3 METs의 경우 각 측정시기별 상관관계를 분석

Fig. 1. Time Courses of Glucose for the Two Trials in WBGT
o
30 C (*p<.05, **p<.01, ***p<.001 vs. pre 0).

Fig. 2. Time Courses of Glucose for the Two Trials in 9 METs
(*p<.05, **p<.01, ***p<.001 vs. pre 0).

하면 실험시작시를 기준으로 실험종료시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나(p<.05), 회복시에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작업강도가 9 METs의 경우에서는 실험종료시(p<.001)와 회
복시(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혈당은 일반적으로 안정시 정상적인 혈액 내에는 1 dl당

가 혈중으로 배출되어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Fig. 2에 작업강도 9 METs에서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시 실
험온도(WBGT 20oC, WBGT 30oC)에 따른 혈당(glucose)의
시기별 측정결과를 실험 시작시(pre 0 min), 종료시(post

60~110 mg/dl 정도 존재하며 기타 당으로는 과당(fructose).
갈락토오스(galactose), 마노스(mannose), 락토오스(lactose)
등이 미량 존재한다. 이를 혈당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공
복 시에도 유지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혈당은
대부분 식품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이 소화 분해된 후 단당류
의 형태로 소장에 흡수되고 이렇게 흡수된 단당류 즉,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근육이나 간으로 운반되어 저장되게 된다. 또
한 근육 및 간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의 탄수화물섭취로 인해 근육 및 간의 저장량을
초과하는 여분의 혈당은 지방조직으로 운반되어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장된 혈당은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거쳐 대사에 이용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신체활동시 혈당의 농도는 단시간에 과도한 활동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장시간에는 오히려 저하되며, 에너지
수요 면에서도 초기에는 90%가 탄수화물에 의해 산화되지만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에서의 산화율이 증가하여 전체의
95%정도가 지방으로부터 산화된다. 이는 작업초기 및 단시간
고갈되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인슐린
등의 작용에 의해 혈중에 혈당으로 투입하게 되어 혈당치는

의 농도는 감소하며, 이후 간에서 당원분해에 의해 글루코스

15 min), 회복시(recovery 15 min)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실험온도에 따른 혈당의 변화는 실험 시작시, 종료시 그리
고 회복시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온도가 WBGT 20oC의 경우 각 측정시기별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실험시작시를 기준으로 실험종료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나(p<.001), 회복시(p>.05)로 유의하지 않았
다. 실험온도가 WBGT 30oC의 경우에서는 실험종료시와 회
복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고온환경에서의 작업시 인체는 근육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를 위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야 하며, 동시에 대사열을
심부로부터 외층으로 수송해야 한다. 또한 증발을 통한 열방
출을 위해 발한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때 과다한 체액 손
실에 따른 혈장량의 감소로 인한 순환기능의 저하라는 부담
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저온환경에서보다 높은 심박수를
나타내고 산소섭취량도 증가하여 더 많은 글리코겐을 사용하
여 혈당의 수치가 감소하게 된다(Jung et al., 2008).
화재진압시 소방공무원은 고온의 환경에서 체온이 상승하
게 되며, 혈중 혈당의 수치는 감소할 수 있으며 뇌와 신경기
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지고, 뇌신경계는 에너지 부족
을 느끼게 되어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게 된다. 그 결
과로 현기증,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다.
Fig. 3에 실험온도 WBGT 30oC에서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며, 반면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
의 농도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Hwang, 2010).
Smith 등의 연구에서는 고온환경에서 두가지 형태의 방화
복 착용후 소방훈련시 혈당의 변화가 25.4~29.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mith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작업강도 증가에 따라 혈당이 감소하였으며,
이후 약간 증가한다. 즉, 작업강도가 높다는 것은 단위시간당

시 작업강도(3 METs, 9 METs)에 따른 젖산(lactate)의 시기별
측정결과를 실험 시작시(pre 0 min), 종료시(post 15 min), 회
복시(recovery 15 min)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작업강도에 따른 젖산의 변화는 실험 시작시보다 종료시에
높게 나타나고 회복시에 약간 감소하고, 작업강도 3 METs의

에너지소비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강도가 증가할수
록 혈당이 근육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혈당

경우는 증가와 감소가 완만하나 작업강도 9 METs의 경우는
변화의 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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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Courses of Lactate for the Two Trials in WBGT
30oC (*p<.05, **p<.01, ***p<.001 vs. pre 0).

Fig. 4. Time Courses of Lactate for the Two Trials in 9 METs
(*p<.05, **p<.01, ***p<.001 vs. pre 0).

작업강도가 3 METs의 경우 각 측정시기별 상관관계를 분
석하면 실험시작시를 기준으로 실험종료시와 회복시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작업강도가 9 METs
의 경우에서도 실험종료시(p<.001)와 회복시(p<.01)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 회복시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o
실험온도가 WBGT 20 C의 경우 실험시작시를 기준으로 실
험종료시(p<.001)와 회복시(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실험온도가 WBGT 30oC의 경우에서도 실험종료
시와 회복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젖산은 신체의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체내에 젖산이
축적되면 일시적인 근피로 현상이 발생되고, pH의 감소와 함

고온에서 작업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으로
는 근육에 생성된 열을 피부로 전달하기 위해 상당량의 혈액

께 근수축 기전을 저하시키며, 세포의 산성도를 증가시켜 산
소의 활동이 억제된다. 또한 해당과정으로 인한 ATP(adenosine triphosphate) 생성이 젖산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최대 운

이 근육과 피부쪽으로 양분되어 이동하게 되고 혈액의 재분
배로 인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여 1회 박출
량(stroke volume)을 감소시키게 된다. 산소운반능력에 있어

동후에 근육내의 젖산 축적은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은 근육

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1회 박출량의 감소로 인해 심

pH와 혈액 pH에 급속한 감소를 일으키며, 낮은 pH는 무산소

박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급격한 심박수의 상승은 신
체작업능력을 제한하게 된다(Costill et al., 1975). 따라서 고
온 환경하에서는 혈중 젖산의 축적이 상승하여 피로를 촉진

적으로 생성되어 ATP 생성을 억제할 수도 있어 근육의 피로
를 야기하게 된다(Karlsson et al., 1971).
소방공무원이 호스작업, 소방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다
METs 정도이며 이는 안정시 대사작용의 약 8~12배에 해당한

하게 된다(Macdougal et al., 1974; Williams et al., 1962).
Smith 등의 연구에서는 고온환경하(89.6oC)에서 소방활동
시 일반적인 온도(13.7oC)에 비하여 젖산의 변화가 유의하게

다(Choi et al., 2008). 즉 소방활동의 작업강도는 매우 높으며
신체의 피로는 증가하고 젖산의 수치는 상승한다. 이러한 결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Smith et al., 1997).
이상의 결과를 분석하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방용 보호장

과는 다른 연구자와 유사하며, Clare 등의 연구에서는 실제
소방훈련 후에 젖산의 농도는 실험전보다 약 109.3% 증가하
였으며, 소방훈련과 구급훈련을 연이어 작업시에는 약 245.5%
증가하여 신체의 한계에 도달한다고 보고하였다(Clare et al,
2005). 또한 Heimburg 등(2006)의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환자
구조 훈련에서 탈진상태(all-out)에서의 실험 참가 소방공무원
젖산의 농도는 13±3 mmol/L 이라고 하였다. 고강도의 작업
이 지속될수록 신체의 피로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소방공

구를 착용하고 실험온도와 작업강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혈당과 젖산의 변화는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Table 2에 혈당과 젖산의 집단과 측정시기별 변화를 나타내
었다.
혈당의 경우 작업강도와 실험온도 증가에 따른 집단과 측정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기에 대

무원의 피로증가는 안전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Fig. 4에 작업강도 9 METs에서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시 실
o
o
험온도(WBGT 20 C, WBGT 30 C)에 따른 젖산(lactate)의 시
기별 측정결과를 실험 시작시(pre 0 min), 종료시(post 15 min),

한 차이는 있었다(p<.05).
Smith 등의 연구에서도 실험온도에 따른 혈당의 수치는 측

리 오르기 등의 소방활동시 소비되는 에너지 대사량은 8~12

회복시(recovery 15 min)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실험온도에 따른 젖산의 변화는 실험 시작시, 종료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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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본 연구와 같이 나타나지 않
았다(Smith et al., 1997).
젖산은 작업강도의 증가에 따라 집단과 측정시기 각각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또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05). 실험온도의 변화에 따라서는

Table 2. Responses of Glucose and Lactate in the Experiments

Variable

Glucose
(mg/dL)

Lactate
(mmol/L)

Time(min)

Group

Source

F

P

99.4 ± 10.34
95.6 ± 3.47

Group
Time
Group×Time

1.711
15.720
2.041

.209
.001***
.146

94.1 ± 3.92
92.6 ± 4.30

97.5 ± 5.39
95.4 ± 3.67

Group
Time
Group×Time

.446
46.232
1.059

.514
.001***
.359

2.3 ± 0.36
2.4 ± 0.49

4.1 ± 0.44
6.0 ± 1.40

2.9 ± 0.33
4.0 ± 0.82

Group
Time
Group×Time

20.042
71.465
8.290

.001***

2.4 ± 0.41
2.2 ± 0.30

4.5 ± 0.79
5.0 ± 1.02

3.3 ± 0.26
3.7 ± 0.56

Group
Time
Group×Time

2.018
77.556
1.929

.175
.001***
.162

pre 0

post 15

recovery 15

104.3 ± 8.51
104.7 ± 8.70

98.0 ± 5.43
91.1 ± 2.76

WBGT 20 C
o
WBGT 30 C

103.4 ± 3.43
104.4 ± 1.32

3 METs
9 METs

3 METs
9 METs
o

o

WBGT 20 C
WBGT 30oC

측정시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o
혈당은 실험온도 WBGT 30 C에서 작업강도가 3 METs에
서는 실험전후 약 6.0% 감소하였으나 9 METs에서는 약

o
셋째, 온도변화에 따른 젖산은 실험온도 WBGT 30 C에서
작업강도가 3 METs에서는 실험전후 약 78.3% 증가하였으나

9 METs에서는 약 150.0% 증가하였다.
넷째, 작업강도 변화에 따른 작업강도 9 METs에서 실험온

13.0% 감소하였다. 또한 작업강도 9 METs에서 실험온도
WBGT 20oC에서는 약 9.0% WBGT 30oC에서는 약 11.3%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혈당의 항상성(homeostasis)유지

도 WBGT 20oC에서는 약 87.5%, WBGT 30oC에서는 약
127.3% 증가하였다.

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혈당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

이상의 연구결과 소방용 보호장구의 착용은 신체의 에너지
대사와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므로 시기간의 차는 나타났지만 정상범위(60-110 mg/dL)내
에서 변동이 생겨났다(Hayley, 2013).
젖산은 실험온도 WBGT 30oC에서 작업강도가 3 METs에
서는 실험전후 약 78.3% 증가하였으나 9 METs에서는 약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가 소방전공 학생들로 한
정되어 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일반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50.0% 증가하였다. 또한 작업강도 9 METs에서 실험온도
WBGT 20oC에서는 약 87.5%, WBGT 30oC에서는 약 127.3%
증가하였다. 젖산이 작업강도와 온도에 따라 높은 결과를 보
이는 것은 에너지대사에서 무산소성 대사과정이 진행되어 나
타난 결과이다(Choi et al., 2008). 즉,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고강도 소방활동과 실험온도 상승이 젖산농도를 상승시켜 신
체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시 실험온도와 작업강
도 변화에 따른 혈당과 젖산의 추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구하였다.
첫째, 온도변화에 따른 혈당은 실험온도 WBGT 30oC에서
작업강도가 3 METs에서는 실험전후 약 6.0% 감소하였으나
9 METs에서는 약 13.0% 감소하였다.
둘째, 작업강도 변화에 따른 혈당은 9 METs에서 실험온도
o

o

WBGT 20 C에서는 약 9.0% WBGT 30 C에서는 약 11.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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