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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accuracy of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and to verify usefulness of the obesity rate based
on the self-reported height and weight. Methods: Self-reported height and weight values of those who took part in the 2016 Community Health Survey
in 3 areas (2,198 persons) were investigated and measured.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self-reported and the measured height, weight and BMI
was estimated with paired t-test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ercent agreement (%) and Kappa Statistics of BMI were calculated per group
( < 18.5, 18.5-24.9, 25-29.9, ≥ 30) and validity (sensitivity, specificity and predictive factor) of the self-reported obesity rate (BMI ≥ 25) was estimated.
Results: The mean values between the self-reported and the measured values were compared, and it was found that height was over-reported, weight
and BMI was under-reported (p < 0.0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height, weight and BMI was all 0.9 or higher (p < 0.05). When it comes to
the mean difference in height and weight per group (4 groups), both sexes in height group 4 under-reported the height and male in weight group 1
over-reported the weight. BMI % agreement per BMI group was 88.3% in male and 85.4% in female, and Kappa Statistics was 0.779 (95% CI, 0.76-0.80) in
male and 0.673 (95% CI, 0.65-0.70) in female. The sensitivity of self-reported BMI based on BMI 25 was 82.7% in male and 67.8% in female, showing a
higher value in male. Obesity prevalence based on the self-reported values was 87.1% and 71.3% of that based on the measured values in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and it got lower among elderly people who are 60 years old or more. Conclusions: In community-based epidemiological studies,
height, weight, and obesity rate should be compared and evaluated based on measure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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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ndex, BMI) 30 이상 고도비만은 남녀 각각 6.1%, 4.7%로[1], 미국, 유럽
등 서양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비만율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우리나라의 성인 비만율(체질량지수≥ 25

2001년(31.8%) 대비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도비만은 2001년(남 2.8%, 여

kg/m )은 2015년 기준 남 39.6%, 여 26.0%이며, 체질량지수(body mass

3.5%) 대비 남자 2.18배, 여자 1.2배 증가하였다. 이에 정확한 비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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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추세 관찰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는 정보수집의 상대적 편의성 및
효율성으로 인해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비만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

의적이고 숙련된 조사원을 확보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전라남도 구례군이 본 연구
의 조사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다[2-8]. 그러나 자가보고값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를 이끌

CHS의 표본추출은 동/읍 ·면 내에서 주택유형에 따라 시·군 ·구 당

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신장과 체중에 대한 자가보고값

평균 900명, 오차범위 ± 3%로 설정한다. 표본추출은 확률비례계통표

과 실측값의 상관계수가 대부분 0.9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대규

본추출법으로 1차 표본지점을 추출하고 계통추출법으로 2차 표본가

모 역학연구에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9-17]. 한편

구를 선정한다. 본 연구는 2016년 CHS에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24].

으로 자가보고 신장은 과대보고 되고, 체중은 과소보고 되는 일관된

본 연구목적이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것이므

오류가 관찰되며, 자가보고값에 의한 BMI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로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 측정된 신장, 체중 정보를 모두 가진 참여자

[3,5,6,18,19], 이런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로 최종연구대상을 정의하였다. 3개 지역의 CHS 총 완료자는 2,701명

제안하고 있다[2,20,21].

이었으며, 이 중 CHS 시 신장 또는 체중 자가보고 미응답자는 328명이

그간 국내에서 3편의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의 정확성 연구가 수행

었다.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 정보 응답자(2,373명) 중 신체계측 거절

되었으며, Song and Yoon [22]은 비만도 평가를 위한 경우 실측치를 사

175명을 제외한 2,198명(남자 1,080명, 여자 1,118명)을 최종 분석대상

용할 것을 권고했고, Kim et al. [23], Lee et al. [17]은 자가보고값이 임상

으로 하였다.

및 공중보건 현장에서 사용할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이 연구들은 병원 검진센터 방문자[17, 22] 또는 입원환자 대상
[23]으로 실시된 것으로 신장과 체중을 일반인보다 정확하게 보고했
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수집방법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11월 1일이었으며, 조사는 한림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No. HIRB-2016-042)를 통과한 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는 시·군·구 단

CHS는 조사원이 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로 수

위의 주요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학조사로, 2008

행하며, 신체계측은 CHS를 완전히 마친 후 동의자에 한해 실시하였

년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비만율은 자가

다.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 정보는 CHS를 통해 얻었고 이후 신체계측

보고 신장과 체중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이 결과는 지방정부의 건강정

동의자를 대상으로 계측된 신장과 체중 정보를 수집하였다. CHS의 신

책 수립과 평가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CHS에서 보고된 2013년 비만

장과 체중 설문문항은 ‘현재 본인의 키는 얼마입니까?’, ‘현재 본인의

율은 24.7%로 측정 기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2.7% 대비 8.0%p 낮게

몸무게는 얼마입니까?’이며, 소수점 한자리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24]. 그러

신체계측이 CHS에 부가적으로 실시된 만큼 측정이 설문조사 응답

나 아직 일반인구 대상의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의 정확성에 대한 국내

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두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어, CHS 비만율의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

중요했다. 이에 조사원으로 하여금 설문조사 중에는 신체계측에 대해

는 실정이다.

언급하거나 체중계 등의 장비를 대상자가 보이는 곳에 두는 등 측정이

이에 본 연구는 CHS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장과 체중을 실측함으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행동을 절대 금지시켰다. 이 지침은 조사원 교

로써 자가보고 신장, 체중, 그리고 BMI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

육시 가장 강조하였고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우선적으로

반으로 산출한 비만 유병률의 예측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점검하여 두 조사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장 측정 장비는 인키즈 초음파 신장계(InLabS 50, InBody Co.,

연구 방법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이 신장계는 이동용 신장 측정기로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초음파 감지기가 있어 편평한 바닥과 장

연구대상

애물만 없으면 측정이 가능하다. 0.1 cm 간격으로 200 cm 까지 측정이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단위인 전국 254개 시·군·구 중 3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키즈의 수평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별

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조사에 참여하는 전수를 본 조사의 모

도의 지지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체중계는 타니타 HD-660 디지

집단으로 하였다. 선정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적 안배(중부-

털 체중계를 선정하였으며, 0.1 kg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이동용

수도권, 영남, 호남)와 도시화 수준(대도시, 중소도시, 군)을 고려하였

체중계 중 가장 가벼운 체중계에 해당된다. 장비의 선정은 정확성과 함

다. 아울러 조사의 용이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본 연구 참여에 호

께 이동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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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 발생 가능한 장비손상을 위해 별도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도록 하였다. 해당 지역에 여유분의 장비를 구비하여 문제 발생 시 즉

연구 결과

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장 측정은 대상자의 모자, 머리핀 등의 장식을 제거하고 발뒤꿈치,
엉덩이, 등, 뒷머리 네 부분이 수직이 되도록 벽에 밀착시켜 똑바로 세

신장, 체중, BMI의 자가보고와 측정 간의 차이 및 상관성

우고 측정하였다. 조사원이 본인의 눈높이에서 정확히 신장계의 수평

지역사회 거주 일반 성인의 자가보고와 측정 값 간의 차이는 Table 1

을 맞출 수 있도록 받침대 사용을 권장하였다. 체중 측정을 위해 체중

과 같다. 남녀 모두 실제보다 키는 크게(남 0.48 cm, 여 0.38 cm), 몸무게

계는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두고, 대상자는 얇은 옷차림과 안경, 휴

는 가볍게(남 -0.74 kg, 여 -1.23 kg) 응답하였다. BMI는 남녀 각각 0.39

대전화 등 개인소지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신장과

kg/m2, 0.60 kg/m2 과소보고 하였다.

체중은 각각 1회 측정하였고 소수점 1자리까지 기록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신장의 경우 남녀 모두 40대 이상부터 실제 보다
크게 보고하였으며 특히 60대 이상에는 1 cm 이상(남자 1.27 cm, 여자

자료분석

1.31 cm) 크게 응답하였다. 20-30대의 경우 남자(0.01 cm, p = 0.943)는

신장, 체중, BMI의 자가보고 및 측정값의 차이(자가보고값-측정값)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여자는 0.29 cm (p = 0.004) 작게 보

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평균과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고 하였다. 체중은 남녀 모두 모든 연령군에서 과소보고 하였으며, 젊

CI)을 산출하였고, 두 값 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

은 연령층에서 보다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남자 20-30대 -1.27

하였다. 실제 신장과 체중 수준에 따라 자가보고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kg, 40-50대 -0.70 kg, 60대 이상 -0.22 kg; 여자 20-30대 -1.29 kg, 40-50

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값을 기준으로 연령군별로 신장과 체중을 4

대 -1.29 kg, 60대 이상 -1.01 kg). 자가보고 키와 몸무게로 산출된 BMI

분위수로 나누어 자가보고값 및 측정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는 측정기반 BMI 대비 남녀 모두 과소보고 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

BMI 군별 일치도 평가를 위해 자가보고 및 측정값을 기반으로 한
BMI를 각각 4군(<18.5, 18.5-24.9, 25.0-29.9, ≥ 30.0)으로 범주화하여 카

다. 특히 여자는 연령 증가와 함께 두 값 간 BMI 격차가 증가하였다
(20-30대 -0.41 kg/m2, 40-50대 -0.58 kg/m2, 60대 이상 -0.84 kg/m2).

파통계량(kappa statistic)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만유병률과 자가

키, 몸무게, BMI의 자가보고값과 측정값 간의 상관계수는 남녀 모

보고 기반 비만율(BMI ≥ 25)의 신뢰도(% 일치율, 카파통계량)와 타당

두 0.9를 초과하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몸무게(남 R = 0.960, 여

도(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R= 0.939)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BMI (남 R= 0.925, 여 R= 0.915) (Fig-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자가보고값과 측정값에 기반한 비

ure 1), 키(남 R= 0.908, 여 R= 0.900) 순이었다. 성별, 연령군별로 살펴보

만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면, 몸무게는 남녀 모든 연령군에서 0.9 이상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연령군(19-39세, 40-59세, 60세 이상)별로 층화하여

Men

와 BMI는 50대까지는 0.9 수준의 상관성을 보이다 60대 이상에서 감소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40

r= 0.925

Women

r = 0.915

Measured BMI

Measured BMI

40

30

20

30

20

Line of equality
Line of best fit

10
10

20

30

40

Self-reported BMI

Line of equality
Line of best fit

10
10

20

30

40

Self-reported BMI

Figure 1. Correlation of self-reported and measured body mass index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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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7.21)
174.7 (6.57)
170.9 (5.85)
165.4 (6.43)

158.1 (6.33) 0.38 (2.71)
161.8 (5.42) -0.29 (1.80)
158.3 (5.58) 0.24 (2.46)
153.8 (5.65) 1.31 (3.53)

1,118
336
474
308

0.48 (3.00)
0.01 (2.84)
0.27 (1.69)
1.27 (4.18)

<0.001
0.943
0.001
<0.001

p

0.22, 0.54 <0.001
-0.48, -0.09
0.004
0.02, 0.47
0.032
0.91, 1.70 <0.001

0.30, 0.66
-0.29, 0.32
0.11, 0.43
0.81, 1.73

Difference*
Measured
Mean (SD) Mean (SD)
95% CI

1,080
336
430
314

n

0.900
0.943
0.899
0.793

0.908
0.902
0.958
0.773

r**

58.1 (8.05)
56.6 (8.00)
59.0 (8.18)
58.5 (7.68)

71.0 (12.07)
75.8 (13.20)
72.5 (10.10)
64.0 ( 9.93)
-1.23 (2.74)
-1.29 (2.98)
-1.29 (2.34)
-1.01 (3.02)

-0.74 (3.41)
-1.27 (4.16)
-0.70 (2.75)
-0.22 (3.28)
-1.39, -1.07
-1.61, -0.97
-1.50, -1.08
-1.40, -0.72

-0.94, -0.54
-1.72, -0.82
-0.96, -0.44
-0.58, 0.14

Difference*
Measured
Mean (SD) Mean (SD)
95% CI

Weight (kg)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0.234

p

0.939
0.928
0.959
0.920

0.960
0.950
0.962
0.944

r**

23.3 (3.26)
21.6 (2.87)
23.6 (3.22)
24.7 (2.89)

24.4 (3.41)
24.8 (3.82)
24.8 (3.02)
23.4 (3.23)
-0.60 (1.32)
-0.41 (0.98)
-0.58 (1.33)
-0.84 (1.57)

-0.39 (1.30)
-0.42 (1.39)
-0.32 (0.87)
-0.45 (1.64)
-0.68, -0.52
-0.52, -0.31
-0.70, -0.46
-1.02, -0.67

-0.46, -0.31
-0.57, -0.27
-0.40, -0.23
-0.63, -0.27

Difference*
Measured
Mean (SD) Mean (SD)
95% CI

Classification

Total
Q1
Q2
Q3
Q4
19-39
Q1 (≤170.4)
Q2 (170.5-174.7)
Q3 (174.8-178.8)
Q4 (≥178.9)
40-59
Q1 ( ≤167.2)
Q2 (167.3-171.1)
Q3 (171.2-175.0)
Q4 (≥175.1)
≥60
Q1 (≤161.4)
Q2 (161.5-166.0)
Q3 (166.1-170.1)
Q4 (≥170.2)

1.15, 2.31
0.14, 0.56
-0.15, 0.29
-0.46, -0.05

0.12, 2.04
-0.21, 0.26
-0.53, 0.06
-1.44, -0.21

0.45, 1.35
-0.10, 0.53
-0.08, 0.35
-0.37, 0.02

2.00, 5.15
0.38, 1.38
-0.33, 0.90
0.06, 0.62

1.08 (4.42)
0.02 (1.08)
-0.24 (1.35)
-0.83 (2.85)

0.90 (2.85)
0.22 (1.68)
0.14 (1.11)
-0.17 (1.03)

3.58 (6.99)
0.88 (2.25)
0.29 (2.79)
0.34 (1.23)

95% CI

19-39
Q1 (≤ 158.1)
Q2 (158.2-161.9)
Q3 (162.0-165.6)
Q4 (≥ 165.7)
40-59
Q1 (≤154.9)
Q2 (155.0-158.4)
Q3 (158.5-162.0)
Q4 (≥162.1)
≥60
Q1 (≤150.3)
Q2 (150.4-154.1)
Q3 (154.2-157.8)
Q4 (≥ 158.9)

Total

Classification

Height (cm)

1.73 (4.86)
0.35 (1.75)
0.07 (1.84)
-0.23 (1.90)

Mean (SD)

Men

2.74 (3.84)
1.77 (2.93)
0.86 (2.38)
-0.18 (4.05)

1.27 (3.84)
0.39 (1.37)
-0.10 (0.87)
-0.62 (2.19)

0.06 (1.50)
-0.23 (1.50)
-0.28 (0.93)
-0.73 (2.74)

1.30 (3.45)
0.59 (2.10)
0.12 (1.54)
-0.53 (2.96)

Mean (SD)

Women

1.88, 3.60
1.10, 2.45
0.32, 1.40
-1.11, 0.75

0.58, 1.96
0.14, 0.64
-0.26, 0.06
-1.02, -0.22

-0.26, 0.38
-0.56, 0.11
-0.48, -0.08
-1.32, -0.13

0.90, 1.70
0.34, 0.84
-0.07, 0.30
-0.88, -0.18

95% CI
Total
Q1
Q2
Q3
Q4
19-39
Q1 ( ≤ 66.9)
Q2 (67.0-73.5)
Q3 (73.6-83.3)
Q4 ( ≥ 83.4)
40-59
Q1 ( ≤ 65.6)
Q2 (65.6-72.3)
Q3 (72.4-78.8)
Q4 ( ≥ 78.9)
≥ 60
Q1 ( ≤ 57.3)
Q2 (57.4-64.0)
Q3 (64.1-70.0)
Q4 ( ≥ 70.1)

Classification

Men

1.62 (4.40)
-0.21 (2.05)
-0.89 (2.06)
-1.47 (3.12)

0.45 (3.07)
-0.59 (2.42)
-0.90 (2.26)
-1.78 (2.72)

0.20 (4.02)
-1.10 (1.49)
-1.33 (2.10)
-2.84 (6.50)

0.72 (3.83)
-0.63 (2.08)
-1.04 (2.16)
-2.02 (4.37)

Mean (SD)

0.64, 2.60
-0.66, 0.25
-1.37, -0.42
-2.17, -0.77

-0.14, 1.03
-1.05, -0.12
-1.34, -0.47
-2.30, -1.26

-0.67, 1.07
-1.42, -0.77
-1.79, -0.88
-4.25, -1.43

0.26, 1.17
-0.88, -0.38
-1.30, -0.78
-2.55, -1.50

95% CI

Women
Total
Q1
Q2
Q3
Q4
19-39
Q1 ( ≤51.3)
Q2 (51.4-55.2)
Q3 (55.3-60.4)
Q4 ( ≥60.5)
40-59
Q1 ( ≤53.2)
Q2 (53.3-58.0)
Q3 (58.1-63.1)
Q4 ( ≥63.2)
≥60
Q1 ( ≤54.1)
Q2 (54.2-58.5)
Q3 (58.6-63.3)
Q4 ( ≥63.4)

Classification

Weight (kg)

p

0.15 (3.25)
-0.92 (1.50)
-1.07 (1.49)
-2.42 (4.31)

-0.45 (1.80)
-1.07 (1.63)
-0.93 (1.28)
-2.72 (3.40)

-0.50 (1.09)
-0.64 (1.39)
-0.95 (1.30)
-3.08 (5.17)

-0.30 (2.16)
-0.90 (1.53)
-0.97 (1.34)
-2.75 (4.24)

Mean (SD)

0.915
0.940
0.913
0.845

0.925
0.931
0.958
0.862

r**

-0.59, 0.88
-1.25, -0.58
-1.41, -0.73
-3.40, -1.43

-0.77, -0.12
-1.36, -0.78
-1.17, -0.69
-3.34, -2.10

-0.73, -0.27
-0.95, -0.33
-1.23, -0.66
-4.20, -1.96

-0.55, -0.05
-1.08, -0.72
-1.13, -0.81
-3.25, -2.24

95% CI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Body mass index (kg/m2)

Table 2. Mean difference according to quartile of measured height and weight by gender and age groups								

SD,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 =Self-reported value minus measured value.
**All p-values are <0.001.

Men
Total
19-39
40-59
≥60
Women
Total
19-39
40-59
≥60

Gender

Height (cm)

Table 1. Mean differenc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lf-reported and measured height (cm), weight (kg), and body mass index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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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of Self-reported Height, Weight and BMI

Table 3. Agreement between measured and self-reported body mass index categories by age groups in men
Measured BMI
Total
<18.5
18.5-24.9
25.0-29.9
≥30.0
Total
19-39
<18.5
18.5-24.9
25.0-29.9
≥30.0
Total
40-59
<18.5
18.5-24.9
25.0-29.9
≥30.0
Total
≥60
<18.5
18.5-24.9
25.0-29.9
≥30.0
Total

Self-reported BMI, n (%)
18.5-24.9

25.0-29.9

23 (76.7)
9 (1.4)
0 (0.0)
1 (1.9)
33

7 (23.3)
596 (95.7)
72 (19.3)
1 (1.9)
676

0 (0.0)
18 (2.9)
301 (80.5)
17 (32.1)
336

0 (0.0)
0 (0.0)
1 (0.3)
34 (64.2)
35

30
623
374
53
1,080

88.3

4 (80.0)
0 (0.0)
0 (0.0)
1 (3.6)
5

1 (20.0)
183 (97.9)
16 (13.8)
0 (0.0)
200

0 (0.0)
4 (2.1)
99 (85.3)
6 (21.4)
109

0 (0.0)
0 (0.0)
1 (0.9)
21 (75.0)
22

5
187
116
28
336

91.4

6 (100.0)
1 (0.4)
0 (0.0)
0 (0.0)
7

0 (0.0)
221 (97.4)
28 (15.5)
0 (0.0)
249

0 (0.0)
5 (2.2)
153 (84.5)
6 (37.5)
164

0 (0.0)
0 (0.0)
0 (0.0)
10 (62.5)
10

6
227
181
16
430

90.7

6 (31.6)
192 (91.9)
28 (36.4)
1 (11.1)
227

0 (0.0)
9 (0.0)
49 (63.6)
5 (55.6)
63

0 (0.0)
0 (0.0)
0 (0.0)
3 (33.3)
3

19
209
77
9
314

81.8

13 (68.4)
8 (3.8)
0 (0.0)
0 (0.0)
21

≥ 30.0

Total

Agreement Underreport Overreport
(%)
(%)
(%)

<18.5

9.3

Kappa*
(95% CI)

2.4
0.779
(0.76-0.80)

6.8

1.8
0.843
(0.82-0.87)

8.1

1.2
0.825
(0.80-0.85)

13.4

4.8
0.61
(0.57-0.66)

BMI, body mass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All p-values are <0.001.									

측정기준 신장과 체중 4분위에 따른 자가보고의 정확성

커졌으나, 남자 1사분위는 오히려 과대보고 하는 특이성이 관찰되었

실제 키와 몸무게의 사분위에 따른 자가보고의 정확성은 Table 2와

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연령군에서 관찰되었다. 연령군별 4사분위

같다. 전체 대상자로 분석한 경우 키는 크게 몸무게는 가볍게 보고했

의 체중 차이 평균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30대는 남녀 각각 -2.84

으나, 측정 기준 키와 몸무게의 사분위 수준에 따른 보고에서는 다른

kg, -3.08 kg, 40-50대는 -1.78 kg, -2.72 kg, 60대 이상은 -1.47 kg, -2.42 kg

양상이 관찰되었다.

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과소보고 수준이 더 컸다.

키가 가장 작은 1사분위는 남녀 각각 1.73 cm, 1.30 cm 과대보고 하
였으며, 2-3사분위에서는 그 수준이 감소하다 4사분위에서는 오히려

BMI 구간 일치도

실제보다 작게 보고(남 -0.23 cm, 여 -0.53 cm)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Tables 3, 4는 측정 BMI와 자가보고 BMI의 4구간별(<18.5, 18.5-24.9,

남녀 모두 3사분위 대상자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하였다(남 0.07 cm,

25.0-29.9, ≥30) 일치도를 보여준다. 대각선 상의 숫자들이 일치되는 값

여자 -0.12 cm). 이러한 경향성은 60대 이상의 남자를 제외한 남녀 모

이며 대각선 윗쪽 숫자들은 과대보고를, 아랫쪽 숫자들은 과소보고를

든 연령군에서 관찰되었고, 남자 60대 이상은 모든 분위에서 과대보고

의미한다. 남자의 자가보고와 측정 BMI 구간의 일치율(percentage of

되었다. 연령군별 1사분위 대상자의 과대보고 수준을 살펴보면, 남녀

agreement)은 88.3% (954명), 과소보고 9.3% (100명), 과대보고 2.4%(26

모두 고령일수록 과대보고 수준이 증가하였다. 남자는 20-50대는 약 1

명)이었다. 여자는 BMI 구간별 일치율 85.4% (955명), 과소보고 12.6%

cm 정도, 60대 이상에서는 3.58 cm로 증가되었고, 여자는 20-30대에서

(141명), 과대보고 2.0% (22명)으로 나타났다. BMI 구간 일치율을 연령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40-50대는 1.27 cm, 60대 이상은 2.74 cm로

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91.4%, 90.7%, 81.8%, 여자는 91.4%, 87.1%, 76.3%

증가하였다.

로 모든 연령군에서 남자의 일치율이 높았다. 측정 BMI를 기준으로

몸무게의 경우 남녀 모두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과소보고 수준이

BMI 구간별 일치율을 보면 남녀 모두 정상군(18.5-24.9 kg/m2)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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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greement between measured and self-reported body mass index categories by age groups in women
Measured BMI
Total
<18.5
18.5-24.9
25.0-29.9
≥30.0
Total
19-39
<18.5
18.5-24.9
25.0-29.9
≥30.0
Total
40-59
<18.5
18.5-24.9
25.0-29.9
≥30.0
Total
≥60
<18.5
18.5-24.9
25.0-29.9
≥30.0
Total

Self-reported BMI, n (%)
Total

Agreement Underreport Overreport
(%)
(%)
(%)

<18.5

18.5-24.9

25.0-29.9

≥ 30.0

43 (86.0)
22 (2.9)
0 (0.0)
0 (0.0)
65

7 (14.0)
728 (95.7)
97 (35.9)
2 (5.4)
834

0 (0.0)
11 (1.4)
169 (62.6)
20 (54.1)
200

0 (0.0)
0 (0.0)
4 (1.5)
15(40.5)
19

50
761
270
37
1,118

85.4

27 (87.1)
11 (4.1)
0 (0.0)
0 (0.0)
38

4 (12.9)
254 (95.5)
10 (28.6)
0 (0.0)
268

0 (0.0)
1 (0.4)
25 (71.4)
3 (75.0)
29

0 (0.0)
0 (0.0)
0 (0.0)
1 (25.0)
1

31
266
35
4
336

91.4

12 (92.3)
9 (2.7)
0 (0.0)
0 (0.0)
21

1 (7.7)
317 (96.1)
35 (31.8)
0 (0.0)
353

0 (0.0)
4 (1.2)
74 (67.3)
11 (52.4)
89

0 (0.0)
0 (0.0)
1 (0.9)
10 (47.6)
11

13
330
110
21
474

87.1

4 (66.7)
2 (1.2)
0 (0.0)
0 (0.0)
6

2 (33.3)
157 (95.2)
52 (41.6)
2 (16.7)
213

0 (0.0)
6 (3.6)
70 (56.0)
6 (50.0)
82

0 (0.0)
0 (0.0)
3 (2.4)
4 (33.3)
7

6
165
125
12
308

76.3

12.6

Kappa index*
(95% CI)

2.0
0.673
(0.65-0.70)

7.1

1.5
0.753
(0.71-0.80)

11.6

1.3
0.705
(0.67-0.74)

20.1

3.6
0.544
(0.50-0.59)

BMI, body mass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All p-values are <0.001.									

율이 95.7%로 가장 높고, 비만군(≥ 30 kg/m2)의 일치율(남 64.2%, 여

자가보고 비만율은 남자 34.4%, 여자 19.6%로 측정 기반 비만율(남

40.5%)이 가장 낮아서 BMI가 높을수록 분류 오류율이 높음이 관찰되

39.5%, 여 27.5%) 대비 남녀 각각 5.1%p, 7.9%p 과소보고 되었다. 이를

었다. 우연에 의한 일치율을 보정한 카파통계량은 남자 0.779 (0.76-

rate ratio로 산출하면 남녀의 자가보고 비만율은 실측 대비 각각 87.1%,

0.80), 여자 0.673 (0.65-0.70)으로 남자가 더 높았다. 연령군별로 남자는

71.3% 수준이었다. 연령군별로는 50대까지는 남녀 각각 90%, 75% 수준

0.843(0.82-0.87), 0.825(0.80-0.85), 0.610(95% CI, 0.57-0.66), 여자는

을 유지하다 60대 이후 남자 76.6%, 여자 64.9% 수준으로 낮아졌다. 자

0.753(0.71-0.80), 0.706(0.67-0.74), 0.544(0.50-0.59)로 고령일수록 카파값

가보고값에 의한 비만율 예측은 남자에서 더 정확했으며 60세 이상에

이 낮아졌으며, 모든 연령군에서 여자의 카파값이 낮았다.

서는 남녀 모두 예측수준이 떨어졌다.

자가보고 기반 비만율의 타당도와 자가보고 및 측정기반

고찰 및 결론

비만율의 차이
Table 5는 측정기반 BMI 25를 기준으로 한 자가보고 기반 비만율의

본 연구 대상자는 신장은 실제보다 크게, 체중은 실제보다 작게 보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고하였다. 하지만 실제 신장과 체중 수준에 따라 그 오차의 방향성이

value), 그리고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와 자가보고 및 측

달라졌는데, 특히 신장이 큰 여자들은 신장을 과소보고 하는 경향성

정기반 비만 유병률의 비교이다. 자가보고 비만율의 민감도는 남녀 각

을, 체중이 적게 나가는 남자들은 체중을 과대보고 하는 경향성을 확

각 82.7%, 67.8%, 특이도는 각각 97.2%, 98.6%로 남녀 모두 특이도에 비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장과 체중의 자가보고값과 측정 값 간의 상관

해 민감도가 낮았고, 남자에 비해 여자가 낮았다. 민감도는 연령이 증

성은 높으나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에 기반한 비만율은 여자와 고령에

가할수록 낮아져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에서는 60%대로 떨어졌다.

서 보다 과소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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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lidity of self-reported obesity on measured obesity and prevalence of obesity (body mass index≥25)
Validity
Gender

Age (y)

Men

Total
19-39
40-59
≥60
Total
19-39
40-59
≥60

Women

Sensitivity

Specificity

82.7
88.2
85.8
66.3
67.8
74.4
73.3
60.6

97.2
97.9
97.9
96.1
98.6
99.7
98.8
96.5

Prevalence, %

Positive predictive Negative predictive
value
value
95.1
96.9
97.1
86.4
95.0
96.7
96.0
93.3

89.6
91.7
89.1
88.3
89.0
96.7
90.6
75.3

Self-reported Measured
34.4
39.0
40.5
21.0
19.6
8.9
21.1
28.9

39.5
42.9
45.8
27.4
27.5
11.6
27.6
44.5

% diff (%p)

Rate ratio

-5.1
-3.9
-5.3
-6.4
-7.9
-2.7
-6.5
-15.6

87.1
90.9
88.4
76.6
71.3
76.7
76.4
64.9

% diff = Self-reported value minus measured value.
Rate ratio=Self-reported value devide by measured value.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 실제보다 키는 크게, 몸무게는 가볍게 보고

경향이 있었으며, 20-50대에 비해 1사분위 대상자의 과대보고 수준이

하였고 이런 결과가 반영되어 BMI 또한 과소보고 되었다. 이 결과는

두드러지게 컸다. 반면 50대 이하 중 키가 큰 사람(20-30대 남자의 4사

이전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3,6,11,12,16,18,20].

분위, 20-30대 여자 3-4사분위, 40-50대 여자의 4사분위)은 자신의 실

신장을 과소보고 한 두 연구[10,20]는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인 결과

제 키보다 작게 보고하는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신장은 체중에 비해

라고 보고했다.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거주 54-59세 여성 대상

측정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과거의 측정값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

연구로 저자들은 사회적으로 작은 체형을 선호하는 것 또는 정기적

가보고의 정확도가 체중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

신장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설명

서 실제로 키가 줄어드는데, 노인들이 이러한 실제 신장변화를 고려하

했다[10]. 스코틀랜드 25-64세 남녀 대상 연구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결

지 않고 과거의 실측값을 보고하는 경우, 현재의 실측값과 상당한 차

과이나,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대

이가 날 수 있다. 반면, 본인의 키를 과소보고 하는 여자의 경우 키가

상자들이 완전히 성장하기 이전의 키를 기억하고 있거나 키가 큰 것이

큰 여성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가 낮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했

사회적, 경제적 낙인 또는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신장

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19세 이상으로, 20대 초반의 경우

에 무관심 했을 가능성으로 설명했다[20].

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의 측정값을 보고했을 수 있다.

체중의 경우 남자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해 온 반면, 여

본 연구에서는 체중이 작은 1사분위 남성에서 실제보다 과대보고

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과소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연

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과대보고 수준은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

구 중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와 검진센터 방문자 대상으

고 60대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이런 결과의 일부는 체중

로 수행한 연구[17]에서 여자는 체중을 각각 0.17 kg, 0.26 kg 과대보고

이 적게 나가는 것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Kim et al. [23]은 대상자가 환자인 만큼 병원입원, 치료 등으로

낮은 체중, 즉 마른 체형에 대해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

인해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Lee et al.

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Lin et al. [9]은 weight cycle 경험(20

[17]은 체중수준을 사분위로 나누었을 때 체중이 가장 무거운 4사분

kg 이상 감량했다가 복귀한 경험) 또는 평생체중의 차이(20세 이후 임

위에서는 체중을 과소보고 하는 것이 관찰되어, 체중 수준에 따라 보

신/수유기 이외 최고 체중-최저 체중)가 큰 여자들이 체중을 과대보고

고 수준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위 두 연구는 비록 일반적인 결

했다고 보고했다.

과와 달리 여자에서 체중을 과대보고 하였으나 0.17 kg, 0.26 kg의 차이

자가보고 및 측정에 의한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들은 모두 신장과

는 본 연구의 1.23 kg에 비해 상당히 정확한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

체중, 그리고 BMI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9 이상으로 높다[4,6,14,17,

와는 달리 조사장소가 병원 또는 검진센터이므로 이후 측정이 이루어

22,23,25].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BMI 간 상관계수

질 것을 예측해 보다 정확하게 신장을 보고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는 신장 또는 체중 간 상관계수 보다는 낮으며, 그 이유는 BMI 산출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신장과 체중의 수준에 따라 자가보고 응답의

정에서 신장과 체중의 오차가 증폭되기 때문이다[22]. 이는 자가보고

정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별, 연령군별로도 차이를

와 측정에 의한 BMI 군별 일치율을 저하시키고 결국 자가보고값에 의

보였다.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모든 분위에서 신장을 과대보고 하는

한 비만 유병률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에서도 BMI의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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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남 0.925, 여 0.915로 비교적 높았으나, 이는 BMI 4군 간 일치율과

자신의 신장과 체중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자가보고시 신장은 소수

kappa index는 남녀 각각 88.3%, 85.4% 및 0.779, 0.673으로 낮아졌고, 이

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고, 체중은 반내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는 결국 BMI 25 기준 비만율을 과소보고(남 5.1%p, 여 7.9%p) 하는 결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는 정보수집의 편의성과 비용 측면에서 자가

과로 이어졌다. 이는 신장과 체중간 상관성이 보다 낮은 60대 이상 고

보고 신장과 체중에 기반한 비만율 산출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령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60대 이상의 BMI 간 상관계수는 남 0.862, 여

조사를 통해 자가보고 기반 비만율은 실제 신장과 체중 수준, 그리고

0.845로 이전 연령층보다 낮았으며, 이는 이전 연령대비 BMI 구간 일치

성, 연령에 영향을 받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비만율 산출을 목적으

율(남 81.8%, 여 76.3%)을 낮추고 비만율의 과소보고(남 6.4%p, 여

로 자가보고값을 수집하는 경우 높은 상관관계만으로 자가보고값의

15.6p%) 수준을 증가시켰다.

유용성을 판단하면 잘못된 연구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가보고값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비교나 상관계수와 같이 두 값을 연속변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많은 대규모 역학연구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수로 비교할 경우 자가보고값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자가보고값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모델 개

를 순위척도 또는 특정 값을 기준치로 두 군으로 분류할 경우 비만집

발 등 자가보고값의 유용성을 높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 분류의 정확도, 즉 민감도가 낮아지게 된다[26]. 민감도는 선별검사

성별, 연령군별로 오차수준이 다른 양상은 성, 연령 구성이 다른 지역

의 타당도 중 하나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실제 검사에서 질병이 있다

간 비만율 비교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

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가보고 BMI 기반 비만율의

라서 가급적 신장, 체중, 그리고 비만율 등은 실측자료에 기반한 지역

정확도 수준을 측정 BMI 기준 비만 유병률과의 rate ratio로 평가해 본

간 비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 자가보고 BMI의 민감도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의 정확도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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