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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STRACT

연구배경: 2008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

Background: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estimated

에서는 실측된 신장과 체중이 아닌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을

based on self-reported height and weight recorded in the

이용하여 비만 유병률을 구한다. 저자들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와 비교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 저평
가 정도와 양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ommunity Health Survey (CHS), a nationwide survey
which began in 200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xtent and consistency of underestimation in obesity and
overweight prevalences in CHS compared to the Korea

방법: 본 연구는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1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 성인 자료를 이용하여 비만

National

체중을 실측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자가보고로 조사
한다.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ata.
Method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prevalence

과 과체중 유병률을 각각 구하여, 두 조사간의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 차이를 산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신장과

Health

estimates of obesity and overweight among Korean adults
aged 20 and over using 2010 KNHANES and 2010 CHS
data. In contrast to KNHANES data, where subjects' height
and weight were actually measured, CHS data relied on

결과: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2010 지역사회건강조

subjects' self-reported height and weight.

사에서는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이 각각 8.6%P와 7.8%P 저평

Results: Compared to KNHANES, CHS underestimated

가 되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신장

the obesity and overweight prevalence by 8.6%P and 7.8%P,

(남자: -0.9 cm, 여자: -1.7 cm)은 더 크게, 체중(남자: 0.5 kg,
여자: 1.1 kg)과 체질량지수(남자: 0.4 kg/m2, 여자: 1.0 kg/m2)
는 더 작게 평가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의 신장의 과대

respectively. Height (men: -0.9 cm, women: -1.7 cm) was
overestimated while weight (men: 0.5 kg, women: 1.1 kg) and
body mass index (men: 0.4 kg/m2, women: 1.0 kg/m2) were
underestimated in CHS compared to KNHANES data. The

평가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컸으며, 체중의 저평가 정도는

overestimation of height was greater as age increased and

남자에서는 20~30대에서, 여자에서는 20~40대에서 1.0 kg

weight was underestimated by more than 1.0 kg among me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ceived: Oct. 22, 2013; Reviewed: Nov. 18, 2013; Accepted: Nov. 20, 2013
Corresponding author: Young Gyu Ch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Paik Hospital, 9, Mareunnae-ro, Jung-gu, Seoul
100-032, Korea
Tel: 82-2-2270-0907, Fax: 82-2-2267-2030, E-mail: jacobel@hanmail.net, Mobile: 82-10-4632-8228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64 -

－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유병률 비교 －

aged 20~39 and women aged 20~49 according to CHS data.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CHS underestimated both obesity and

결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과 과체중 유

overweight prevalences among Korean adults and the degree
병률을 저평가하였으며, 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of underestimation differed across gender and age.

중심단어: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 과체중,

Key words: Community Health Survey, Korea National

유병률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besity, Overweight,
Prevalence

서

로 조사하며, 신장과 체중 또한 자가보고에 의해 조사된다.

론

본 연구는 2010 지역사회건강조사와 2010 국민건강영양조
비만은 체지방이 증가되어 대사 질환의 이환과 사망 위

사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세

험이 증가된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매해 약 2백8십만 명

이상 성인 중 신장이나 체중의 자료가 없거나, 계산된 체질

의 성인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2
2
량지수가 10 kg/m 미만이거나 50 kg/m 이상인 사람의 자

1)
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

료는 이상값으로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자는 국민건강영

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양조사 6,238명, 지역사회건강조사 216,634명이었다.

나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적인 전략 수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

2)
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비만의 위험성과 이의 예방 및

2
하였으며, 비만은 체질량지수 25 kg/m 으로, 과체중은 23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이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

kg/m2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두 조사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립 및 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비만 유병률

평균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와 비만 및 과체중의 유병률을

은 2007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약 31% (남자: 35~36%, 여

구하였으며, 두 조사 간의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 차이를 계

3)

자: 25~27%)를 유지하고 있다.

산하였다. 두 조사 간의 유병률 차이에 대한 표준오차[SE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

(Pk - Pc)]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5)

해 구해지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신장과 체중을
실측하여 비만 유병률을 구한다. 2008년에 전국적으로 시작

SE( Pk - Pc) =

Var( Pk) + Var( Pc) - 2Cov( Pk,Pc)

되어 매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실측된
신장과 체중이 아닌,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

Var( Pk) + Var( Pc)

비만 유병률을 구하고 있다.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 자료

=

SE ( Pk) + SE( Pc)

2

2

를 이용하면 실측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만 유병률을
4-6)
저평가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 신장과 체중의 자

본 공식에서 Pk과 Pc는 각각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

가보고에 의한 비만 유병율의 저평가 정도와 양상에 대한

회건강조사에서 산출된 유병률이며, SE (Pk)과 SE (Pc)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각각 Pk과 Pc의 표준오차이다. 두 조사는 독립적인 조사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므로, 두 유병률 간의 공분산은 0인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교하여 2010

모든 통계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SPSS Inc.,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의 저평가 정도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와 양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각각의 표본설계를 고려하여 복합표본분
석을 시행하였다.

방

법
결

과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한국인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로 2007년부터는 매년 주기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2010 지역사회건강조사

변환되어 조사되고 있으며, 신장과 체중은 사전에 체계적인

에서는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이 각각 8.6%P와 7.8%P 저평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직접 측정된다.

가 되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의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저평가 정도는 모두 여자에서 남자보다 더 컸으나, 남자에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조사로, 사전에 미리 교육받

서는 비만 유병률에 비해 과체중 유병률의 저평가 정도가

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직접면접방식으

작은 데에 비해, 여자에서는 과체중 유병률의 저평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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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estimates of obesity and overweight by gender and age, from 2010 KNHANES and 2010 CHS
Number of respondents

Total

2010
2010
KNHANES CHS
6,238
216,634

Prevalence of obesity % (95% CI)

Prevalence of overweight % (95% CI)

2010
KNHANES
32.0
(30.5~33.5)

2010
Difference
CHS
KNHANES-CHS
23.4
8.6
(23.1~23.6)
(7.1~10.1)

2010
KNHANES
55.0
(53.4~56.6)

2010
Difference
CHS
KNHANES-CHS
47.2
7.8
(46.9~47.4)
(6.2~9.4)

37.3
(35.0~39.6)
28.6
(23.4~34.4)
42.7
(37.9~47.7)
42.0
(37.4~46.7)
38.3
(33.8~43.1)
38.3
(32.8~44.1)
24.8
(20.3~29.9)

29.3
(28.9~29.6)
23.7
(22.9~24.7)
34.3
(33.5~35.1)
32.7
(32.0~33.5)
30.4
(29.6~31.3)
26.2
(25.3~27.1)
17.5
(16.6~18.4)

62.1
(59.8~64.4)
52.1
(46.4~57.7)
66.3
(60.8~71.3)
67.1
(62.8~71.1)
68.4
(63.5~72.9)
60.8
(54.0~67.1)
46.7
(41.3~52.3)

57.4
(57.0~57.8)
46.4
(45.4~47.5)
62.2
(61.4~63.0)
62.9
(62.1~63.7)
61.5
(60.6~62.4)
57.0
(56.0~58.0)
42.8
(41.7~44.0)

Male
Total
20~29
years
30~39
years
40~49
years
50~59
years
60~69
years
≥ 70
years

2,686

101,528

281

11,942

517

18,856

537

22,098

483

19,798

476

16,053

392

12,781

3,552

115,106

8.0
(5.6~10.3)
4.8
(-0.7~10.3)
8.4
(3.5~13.4)
9.3
(4.6~13.9)
7.9
(3.2~12.6)
12.1
(6.4~17.8)
7.3
(2.4~12.2)

4.7
(2.4~7.1)
5.6
(-0.1~11.4)
4.0
(-1.3~9.3)
4.2
(0.0~8.5)
6.9
(2.2~11.7)
3.8
(-2.8~10.4)
3.9
(-1.7~9.5)

Female
Total

26.9
17.4
9.4
48.0
36.9
11.2
(25.1~28.8) (17.2~17.7)
(7.6~11.3)
(45.7~50.3) (36.5~37.2)
(8.9~13.5)
20~29
423
13,517
12.6
6.9
5.7
23.4
16.0
7.4
years
(9.9~15.9)
(6.4~7.4)
(2.7~8.8)
(19.1~28.4) (15.3~16.8)
(2.7~12.1)
30~39
727
20,741
19.0
12.0
7.0
35.5
26.3
9.2
years
(15.6~22.8) (11.5~12.5)
(3.4~10.5)
(31.6~39.7) (25.6~27.0)
(5.1~13.3)
40~49
638
23,384
26.9
16.4
10.6
50.4
38.5
11.9
years
(23.0~31.2) (15.8~16.9)
(6.4~14.7)
(45.3~55.5) (37.7~39.3)
(6.7~17.0)
50~59
697
22,334
34.5
24.0
10.4
63.1
51.1
12.1
years
(30.7~38.4) (23.3~24.7)
(6.6~14.3)
(58.2~67.8) (50.2~51.9)
(7.3~16.9)
60~69
561
18,043
43.7
30.6
13.1
67.0
57.3
9.8
years
(38.5~49.1) (29.8~31.5)
(7.7~18.4)
(62.4~71.3) (56.3~58.2)
(5.2~14.3)
≥ 70
506
17,087
34.6
23.8
10.8
61.3
44.4
17.0
years
(29.9~39.6) (23.0~24.8)
(5.9~15.7)
(56.8~65.7) (43.4~45.4)
(12.5~21.5)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HS, Community Health Survey; CI, confidential
interval.

가 비만 유병률보다 더 컸다. 여자에서는 40대 이후부터 지

도로 비슷하였으며, 여자에서는 70대 이상에서 1.4 kg/m2로

역사회건강조사에서 비만 유병률이 10%P 이상 저평가되는

가장 컸다(Fig. 1).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에서는 비만 유병율의 저평가는 60
대(12.1%P)에서, 과체중 유병율의 저평가는 50대(6.9%P)에

고

찰

서 가장 컸다(Table 1).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신장(남자: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0.9 cm, 여자: -1.7 cm)은 더 크게, 체중(남자: 0.5 kg, 여

비교하여 남녀 모두에서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을 저평가하

2
2
자: 1.1 kg)과 체질량지수(남자: 0.4 kg/m , 여자: 1.0 kg/m )

였다. 비만 유병률의 저평가는 고령자에서는 신장의 과대

는 더 작게 평가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의 신장의 과

평가와 젊은 사람들에서는 체중의 저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

대평가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컸으며, 체중의 저평가 정도는

으로 생각된다. 고령자에서의 신장의 과대 보고는 척추체와

남자에서는 20~30대에서, 여자에서는 20~40대에서 1.0 kg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노화에 따른 신장의 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체질량지수

소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수 있다.

7)

2

체중의 저평

가는 젊은 사람들에서 더 컸는데, 이는 나이가 젊을수록 날

저평가 정도는 남자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0.3~0.5 kg/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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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유병률 비교 －

Fig. 1. Mean values of weight, height and body mass index by gender and age, from 2010 KNHANES and 2010 CH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HS, Community Health Survey.

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자신보다 적은 체중을 선호하
8)

서는 과체중 유병률의 저평가 정도가 비만보다도 더 큰 것

본 연구에서 남성은 비만에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만하지 않은 여성에서도 체질량지

비해 과체중 유병률의 저평가 정도가 작은데 비해, 여성에

수의 저평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녀 간의 이상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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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의 차이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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