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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보행이 불가능하여 신장의 측정이 어려운 사
람에게 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식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며,선정된 대상을 임의로 두 군으로 배정하여 한 군에서 유도된 공식을 다
른 군에 적용하는-교차타당성만을 평가했던-이전의 연구방법과는 다르게,보행 및
신장의 측정이 가능한 성인에게서 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식을 유도하고 이
것의 교차타당성 평가 뿐 아니라 실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에
게 적용하여 그 임상적 타당성까지 평가한 최초의 연구이다.

공식 유도 및 교차타당성 평가는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이 멈추었다고 판단되는 20세부터 69세까지의 남녀 5063명(남자
2532명,여자 2531명)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5세 또는 10세 간격으로 층화한 후
각 연령대에서 임의로 20%를 추출하여 교차타당군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80%에서
공식을 유도하였다.임상적 타당성 평가는 두 종류의 대상군을 이용하여 진행하였
으며,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군과 나이제한 없는 20세 이상의 보행이 불가능한
군이 그 대상이었다.노인 군의 경우 2008년 4월 한 달 동안 가천의과학대학교 길
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및 종합검진센터에 내원한 65세 이상의 남녀 33명(남자 7
명,여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이들은 신장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
병력 및 과거병력이 없고,홀로 신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보행불가능군
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과 재
활의학과에 입원해 있는 남녀 39명(남자 25명,여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이
들은 적어도 연구기간동안 좌식생활을 하고 있었고,좌식생활을 하기 이전의 신장
을 의무기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대상자에 선정된 모든 사람들의
키,몸무게,나이,그리고 무릎 키를 기록하였다.공식유도군에서 나이와 무릎키를
독립변수,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 회귀식을 유도하고,이 식에 대하여 교
차 타당성 평가 및 임상적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 vii -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에서 나이와 무릎키를 이용하여 신장을 유추하는 공식은 남녀모두에서 매
우 높은 타당도를 보였으며,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식은 65세 이상의
노인 뿐 아니라 실제 보행이 불가능하고 신장을 측정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임상
적으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향후 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식에 대한 유
효성 뿐 아니라 그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며,신장의 측정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영양상태 평가를 위한 신체계측 시 무릎키 측정을 포함시켜야 하겠다.

─────────────────────────────────────
중심 단어:신체계측,키 추정,무릎키,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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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111)))신신신체체체계계계측측측의의의 역역역사사사
신체계측에 의학적 의미가 가미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반부터이다.

체코의 의사이자 인류학자였던 MatiegkaJ(1921)는 당시 단순한 신체크기의
측정에 불과했던 신체계측을 이용하여 체내 지방의 양을 예측한다는 획기적
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그는 신체 각 부위의 길이,폭,둘레 그리고 피부
주름두께(skinfoldthickness)를 이용하여 체내 지방의 양을 예측하는 공식을
유추하였다.그의 연구는 “신체의 효율성에 대한 실험”이라는 다소 재미있고
엉뚱한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당시 신체의 소중함을 우선시 하던 기독교 사
회의 풍토에서 호된 혹평을 받았다.하지만,신체계측은 비 침습적이고 측정이
간단하며 이동이 편리하다는 분명한 장점으로 인해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그것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지난 십수 년간 체내 성분을 정
확히 파악하는 의료기기-컴퓨터 단층촬영법(computedtomography,CT),자
기공명영상법(magneticresonanceimaging,MRI),그리고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기(dualenergyX-rayabsoptiometry,DXA)등-의 발전에도 불구
하고 신체계측법에 대한 연구는 위축되지 않았고,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기준
(goldenstandard)으로 하여 그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현
재 피부주름두께를 이용하여 체내 지방량을 유추하는 공식만 해도 50개 이상
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WangJet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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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신신신체체체계계계측측측의의의 활활활용용용
체내 구성은 크게 네 가지 요소-골격,피부와 피하지방조직,근육,그

리고 나머지-로 나눌 수 있으며,이 중 골격의 양은 신장과 사지뼈의 너
비로 예측할 수 있고,피부와 피하지방조직의 양은 체표면적(body
surfacearea,이하 BSA)과 신체 각 부위의 피부주름두께를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근육의 양은 신장과 사지의 둘레를 통해 유추할 수 있
다.(BrozekJ,1964)이러한 구성성분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체내 지방이
다.이는 ‘체내 지방이 과도한 상태’로 정의되는 비만이 악성종양이나 심
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전 연령층에 걸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BrayGA,
2008)이 밝혀졌기 때문이다.체내 지방의 총량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체질량 지수(bodymassindex,이하 BMI)이며,이는 체중
을 키의 제곱값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또한,최근에는 복부지방의 중요성
이 대두되면서 허리둘레(waistcircumference),허리둘레 엉덩이 비(waist
tohipratio)그리고 허리둘레 키 비(waisttoheightratio)와 같은 신체
계측치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장과 체중은 신체계측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항목이다.체중
은 약물의 분포 및 배설에 영향을 끼치며 특히,소아의 경우 체중에 의해
약물투여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 소아응급실에서 약 용량,
기도삽관용 튜브의 크기 그리고 혈관 카테터의 크기 등을 결정하는 소아
의 체중 추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DuBoisD etal,
2007;RamarajanN etal,2008)신장은 체중과 함께 간단하면서도 유용
한 여러 가지 임상지표의 구성요소이며,신장에 대해서는 그것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군,즉 노인이나 장애
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유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나이가 들
어도 그 길이가 변하지 않고 어떤 자세에서도 측정이 편리한 장골(long
bone)을 이용하여 믿을 수 있는 신장을 유추하고자 하였다.신장을 사용
하는 대표적인 임상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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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BMI=체중(kg)/<신장(m)>2

⑵ 체표면적(bodysurfacearea,BSA)(DuboisD,1916)
=0.007184x<체중(kg)0.425x신장(cm)0.725>

⑶ 기초대사율(basalmetabolicrate,BMR)(HarrisJA,1919)
여성:655+<9.6x체중(kg)>+<1.8x신장(cm)>-(4.7x나이)
남성:66+<13.7x체중(kg)>+<5x신장(cm)>-(6.8x나이)

⑷ 크레아티닌 신장 지수(creatinine-heightindex,CHI)(WalserM,
1987):24시간 동안 소변에서 나온 크레아티닌의 양을 같은 신장의
정상인에서 나오는 양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영양상태 측
정의 생화화적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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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인인인구구구의의의 고고고령령령화화화 및및및 노노노인인인에에에서서서의의의 영영영양양양평평평가가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KoreaNational

StatisticsOffice,2006)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건강문제는 이미 최고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51%
가 조사시점에서 2주내에 외래를 이용하였고,16%는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보건복지부,2005)이러한 의료이용의 실태는 단순한 노
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젊은 층의 상대적 감소에 의한 부양비의 급증 및 이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필요성과 맞물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아직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
시키기에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오영호,2000)

노인에서의 영양상태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CovinskyKEetal,1999;
질병관리본부,2005)MorleyJE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
이 영양이 불량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향후 사망률이 높았으며
(1998),StrattonRJ등은 노인에 있어 적절한 영양의 공급은 향후 나타날 부
정적인 결과를 회복시킨다고 하였다.(2000)하지만,이러한 중요성이나 심각성
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그 평가에 대해 단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없다.

일반적으로 영양평가의 방법은 설문을 이용하는 방법(부록 1),신체계측
을 이용하는 방법,그리고 혈액검사를 비롯한 특수검사를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있다.(BrandonK etal,2003)설문의 경우 다 문항 설문만이 그나마 정확
할 뿐 일반적으로 노인의 영양상태 예측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Reuben
DB etal,1995;RushD,1993)으로 알려져 있으며,생화학적 표지자로서 많
이 사용 되는 혈중 알부민은 외래 및 입원 환자에서 향후 유병율 및 사망률
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CommitteofNutritionServicesforMedicare
Beneficiaries,2000)으로 알려져 있으나,영양부족보다는 염증이나 체내수분의
상태와 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BalmerPE,2001)신체계
측에 의한 방법은 침습적이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하고 재현성이 높은 값
싼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특히 신장은 체내 지방의 양을 간접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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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표인 BMI의 중요한 요소로서 비만이나 영양부족의 평가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BMI는 특정수치 미만을 영양불량으로 가정했을 때 향후 사망률
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LandiFetal,1999),BMI의 중요
한 요소인 신장을 노인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SullivanDH
etal,1989)

이와 같은 이유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들이 개발되었으며(GuigozY etal,1996;DetskyAS,1994),이 중 노인영양
위험지표(geriatricnutritionalriskindex,GNRI)는-1988년 BuzbyGP등이 처
음 개발한 영양위험지표(nutritionalriskindex,NRI)(1988)가 술후 사망률 및
입원환자의 영양평가에 사용되던 것에 착안하여-노인에서 무릎키를 이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키와 몸무게를 추정하고,이것으로 계산된 BMI와 알부민 수
치를 조합하여 계산한 값으로 노인입원환자의 향후 사망률 및 유병률을 예측
하는데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지표임이 발표되었다.(BouillanneOet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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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무무릎릎릎키키키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신신신장장장의의의 추추추정정정
노인은 정상적으로 척주지지근의 약화 및 디스크 내의 수분함량의 감소

로 인해 신장이 작아지게 되고,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이나 심한
무릎 골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 등으로 인해 실제 측정되는 키를 신뢰
하기 어려울(TrotterM etal,1951)뿐 아니라 전신쇠약이나 뇌졸중 등의 후
유증으로 인해 좌식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신장의 측정이 불가
능한 경우도 있다.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길이가 변하지 않는
장골(longbone)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신장을 유추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TrotterM등(1958)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젊은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군 입대당시의 기록에 의한 신장과 사체를 통해 측정한 여러 가지
장골 길이간의 공식을 유추하였다.그는 인종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백인계,흑
인계,몽골인계,그리고 멕시코인계로 나누어 유추하였으며,현재 우리나라 국
립 과학수사 연구소에서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의 신장을 추정하는데
이 공식을 쓰고 있다.ChumleaWC등(1985)은 60세부터 90세까지의 건강한
코카시안 인을 대상으로 무릎키를 통한 키의 추정식을 유추하였으며,이는 살
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였다.이후 서구인을 대상으로는 대규모
연구들(Chumleaetal,1992;Chumleaetal,1998)이 발표되었으며,1995년 세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는 무릎키가 총 팔길이
(arm span)와 함께 신장의 측정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있어 신장의 추정에 유
용한 대변도구라고 하였으며,특히 무릎키는 노인에 있어 관절강직이 많고,총
팔길이에 비해 포함되는 관절의 수가 적어 장골을 통한 신장의 추정에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1995)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규모나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우
리 나라에서는 한경희(1995)가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키와
총 팔길이를 통해 신장을 유추하고 이것을 Chumlea의 공식과 비교한 바 있
다.그의 연구에 의하면,남녀노인 모두에서 신장은 무릎키 및 총 팔길이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그 중 무릎키가 총 팔길이보다 좀 더 높은 상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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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그의 연구에서 유도된 공식을 Chumlea의 공식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
와 타당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뿐 아니라 보행이 불가능한 젊은 장애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
장의 추정식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부록 2)이를 위해서는 성장이
멈추었다고 생각되는 20세 전후 이후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충분한 수의 대
상자가 있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적지 않으며,일반적으로
각국의 전국적인 조사 시에는 이러한 신체계측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 장
애인의 추정수는 20세 이하의 경우 2000년 105,000명에서 95,000명으로 약간
감소한 반면,20세 이상의 경우는 2000년 1,344,000명에서 2,006,000명으로 불
과 5년 사이에 50%나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이는 크고 작은 사고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요양시설은 그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가치료의 경우도 그들의 의학적 상태를 적
절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들에게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으로써 신장의
추정을 포함한 신체계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외에도 무릎키의 활용은,무릎키가 클수록 무릎 관절에 걸리는 회전력
이 많아 골관절염의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중증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골관절염의 위험인자로서 고려되고 있을(HunterDJetal,2005)
뿐 아니라,실제 측정된 키와 공식에 의해 계산된 키의 차이가 골밀도와 관계
가 있음을 바탕으로 향후 척추골 및 대퇴골의 골절예측위험인자로 제시되고
있다.(BunoutD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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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저자는 신체계측 시 무릎키 측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며,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2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서 연령과 무릎키
를 통해 신장을 추정하는 공식을 유도하고 교차 타당성을 평가한다.

둘째,65세 이상의 노인과 신장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된 신장을 신뢰할
수 없는 군에게 공식을 적용하여 임상적인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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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선선선정정정

1)공식의 유도 및 교차타당성 평가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자료(부록 3)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무릎키에 대한 정보가 있는 7세부터 69세까지를 그 대상으
로 하였고,이중 성장이 멈추었다고 예상되는 20세 이상의 남녀 5063명(남자
2532명,여자 253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이상의 자료를 5세 및 10세 간
격으로 층화하고,각 연령 대에서 임의로 20%를 추출하여 교차타당군으로 선
정하였으며,나머지 80%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식을 유도하였다.성장이 멈춘
시점을 20세로 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Figure1)여성의 경우 폐경 시점으
로 판단되는 50세를 전후로 두 군으로 분류하였으며,이는 최근 국내 코호트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HongJS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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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Thedistributionofthemeanheightineachageby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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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상적 타당성 평가

⑴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군
2008년 4월 한 달 동안 인천광역시 구월동에 소재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및 종합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65세 이상의 남
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측정 전 문진 및 신체검진을 통해 급성 질환으
로 전신쇠약이 심한 환자,척추 압박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척주 휘어짐
이 있는 환자,심한 무릎 골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굽힘의 구축이 있는 환
자,그리고 전신 또는 하지부종이 있는 환자 등 자동 신장측정기를 통해
신장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무릎키를 측정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한 33명
(남자 7명,여자 26명)이 그 대상이었다.

⑵ 나이제한 없는 보행 불가능한 환자군
위와 동일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신촌동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
촌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및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있는 남녀 39명(남자
25명,여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이들은 적어도 상기 기간동안 좌
식생활을 하였고 정상적으로 신장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또한,그러
한 상태에 이르기 이전(정상적인 자세에서 신장을 측정할 수 있는)의 의
무기록이 있는 자 들이었다.이들은 대부분 뇌졸중,사고 그리고 수술 등
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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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료료료의의의 수수수집집집

1)공식의 유도 및 교차타당성 평가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자료 중 나이,성별,체중,신장 그리고 무
릎키를 이용하였다.무릎키는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앉은 무릎키’에 해
당하는 것이며,각 측정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장: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아 피 측정자의 뒤쪽에 놓고 바닥면에서 머리
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이때 피 측정자의 머리카락을 누
르면서 잰다.

․체중:저울 위에서 양발에 몸무게를 나누어 싣고 선 후 눈금을 읽는다.
․앉은 무릎높이(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무릎키)

:측정자는 피 측정자의 오른쪽 옆에서 수직자를 피 측정자의 오른쪽 다
리 옆에 놓는다.한손으로 수직자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가로자의 아래가
무릎뼈위점에 나란히 닿도록 한 후 바닥면에서 무릎뼈위점까지의 수직거
리를 측정한다.무릎뼈위점은 무릎뼈 위가의 가장 위쪽을 의미한다.

<Figure2> Measurementofkneeheightandadatum pointinthevalidation
andcross-validation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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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상적 타당성 평가

⑴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군
해당 환자들의 성별,나이 그리고 자동 신장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신장과
체중을 기록하였다.신장과 체중의 측정은 신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인 상
태에서 실시되었으며,뒤통수,등,엉덩이 그리고 발뒤꿈치의 네 곳이 신
장계의 막대부분에 닿도록 하고 시선은 정면을 보도록 하였으며,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록하였다.무릎키는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줄자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고(RosersonR etal,2000),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을 90°유
지한 상태에서 발뒤꿈치부터 무릎까지의 거리로 정했으며,이는 Chumlea
의 방법(ChumleaWCetal,1985)과 동일한 것이다.

⑵ 나이제한 없는 보행 불가능한 환자군
과거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해당 환자들이 보행이 가능하던 시점의 신장
과 체중 그리고 그 당시의 나이를 기록하였다.무릎키는 누운 상태에서
실시하였고,방법은 교차타당성 평가 군에서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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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AS9.1(SASInstitute,Inc.,Cary,NC)를 이

용하였으며,모든 자료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타당군에서 무릎키와 나이를 통해 신장을 유
추하는 공식의 유도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교차타당성 평가는 paired
t-test와 BlandAltman의 일치도 분석(BlandJM,AltmanDG:1986)을 이용하였
고 임상적 타당성 평가는 Wilcoxonsignedranktest를 이용하였다.유의수준은 P
값 0.05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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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수는 타당군의 경우 남자 2020명 여자 2021명(폐경 전 1425명,폐경
후 596명)이었고,교차타당군의 경우 남자 512명 여자 510명(폐경 전 360명,폐경
후 150명)이었으며,임상타당군의 경우 노인 군은 남자 7명 여자 26명,보행불가능
군은 남자 25명 여자 14명이었다.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타당군의 경우 남자
40.8±14.2세 여자 폐경 전 33.0±7.9세 폐경 후 59.0±5.5세,교차타당군의 경우 남자
40.6±14.1세 여자 폐경 전 32.9±7.9세 폐경 후 59.2±5.4세,그리고 임상타당군의 경
우 노인 군은 남자 67.00±3.3세 여자 68.42±3.3세,보행불가능 군은 남자 58.4±13.8
세 여자 67.43±10.3세 이었다.신장은 타당군의 경우 남자 169.41±6.4cm 여자 폐경
전 158.0±5.1cm 폐경 후 152.9±5.2cm,교차타당군의 경우 남자 169.6±6.2cm 여자
폐경 전 158.3±5.4cm 폐경 후 153.3±5.1cm,그리고 임상타당군의 경우 노인 군은
남자 163.6±12.0cm,여자 152.2±3.8cm,보행불가능 군은 남자 169.4±5.6cm 여자
153.4±6.4cm이었다.무릎키는 타당군의 경우 남자 50.5±2.5cm 여자 폐경 전
47.4±2.0cm 폐경 후 46.0±2.1cm,교차타당군의 경우 남자 50.6±2.4cm 여자 폐경
전 47.5±2.2cm 폐경 후 46.2±1.9cm,그리고 임상타당군의 경우 노인 군은 남자
48.8±1.5cm 여자 46.2±2.0cm,보행불가능 군은 남자 51.3±3.2cm 여자 36.0±2.7cm
이었다.(Table1)

임의추출 하기 이전의 모든 대상자(타당군과 교차타당군)에서 성별 키와 무릎
키의 상관분석 시 상관계수는 남자 0.840(P값<0.001)여자 0.837(P값<0.001)이었
다.(Fig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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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333>>>TTThhheee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bbbeeetttwwweeeeeennnhhheeeiiiggghhhtttaaannndddkkknnneeeeeehhheeeiiiggghhhtttbbbyyyssseeexxxiiinnn
ttthhheeevvvaaallliiidddaaatttiiiooonnngggrrrooouuuppp



- 18 -

222...공공공식식식의의의 유유유도도도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평평평가가가

타당군에서 무릎키와 나이를 독립변수로 하고 측정된 신장을 종속변수로 하
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유도된 공식은 남자의 경우 신장
=74.63-0.09*나이+1.95*무릎키 이었고(결정계수 0.73,RMSE3.32)여자의 경우 폐
경 전은 신장=66.13-0.07*나이+1.99*무릎키,폐경 후는 신장=70.87-0.14*나이+1.96*
무릎키 이었으며(각각 결정계수 0.68/0.69,RMSE 2.90/2.88),이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Table2).SASprogram 중 datamining기법을 이용하여 교차타당
군에서의 RMSE를 구했을 때,남자의 경우 2.94여자의 경우 폐경 전 2.72폐경
후 3.05이었다.

교차타당성 평가에서는 유도된 공식에 의해 계산된 신장과 실제 측정된 신장
과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였으며,남자의 경우 0.01±2.95cm(P=0.9340)여자
의 경우 폐경 전 -0.11±2.72cm(P=0.4466),폐경 후 -0.03±3.06cm(P=0.9136)이었
다.(Table2)

Bland-Altman일치도 분석결과는 Figure4-1～ Figure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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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444---111>>> PPPlllooottttttiiinnnggg ttthhheee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 bbbeeetttwwweeeeeennn mmmeeeaaasssuuurrreeeddd hhheeeiiiggghhhtttfffrrrooommm
eeessstttiiimmmaaattteeeddd hhheeeiiiggghhhttt bbbyyy BBBlllaaannnddd---AAAllltttmmmaaannn aaagggrrreeeeeemmmeeennnttt aaannnaaalllyyysssiiisss iiinnn cccrrrooossssss
vvvaaallliiidddaaatttiiiooonnngggrrrooouuuppp(((mmmaaalll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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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444---222>>> PPPlllooottttttiiinnnggg ttthhheee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 bbbeeetttwwweeeeeennn mmmeeeaaasssuuurrreeeddd hhheeeiiiggghhhtttfffrrrooommm
eeessstttiiimmmaaattteeeddd hhheeeiiiggghhhttt bbbyyy BBBlllaaannnddd---AAAllltttmmmaaannn aaagggrrreeeeeemmmeeennnttt aaannnaaalllyyysssiiisss iiinnn cccrrrooossssss
vvvaaallliiidddaaatttiiiooonnngggrrrooouuuppp(((ppprrreeemmmeeennnooopppaaauuusssaaalllfffeeemmmaaalll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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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444---333>>> PPPlllooottttttiiinnnggg ttthhheee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 bbbeeetttwwweeeeeennn mmmeeeaaasssuuurrreeeddd hhheeeiiiggghhhtttfffrrrooommm
eeessstttiiimmmaaattteeeddd hhheeeiiiggghhhttt bbbyyy BBBlllaaannnddd---AAAllltttmmmaaannn aaagggrrreeeeeemmmeeennnttt aaannnaaalllyyysssiiisss iiinnn cccrrrooossssss
vvvaaallliiidddaaatttiiiooonnngggrrrooouuuppp(((pppooossstttmmmeeennnooopppaaauuusssaaalllfffeeemmmaaalll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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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유유유도도도된된된 공공공식식식의의의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타타타당당당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임상적 타당성평가는 교차타당성평가와 동일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대상자의
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 모수방법(Wilcoxon signed
ranktest)을 시행하였다.실제 측정된 키와 Table2에서 제시된 공식을 통해 유추
된 키와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그 중위수와 사분위수는 노인의 경우 남자
0.65±4.65cm(P=0.9375)여자 -0.10±3.65cm(P=0.8532)이었고,보행불가능군의 경우
남자 -0.23±5.45cm(P=0.9065)여자 1.64±5.36(P=0.2412)이었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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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111)))타타타당당당도도도 평평평가가가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에서 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식을 유도하고

이를 실제 거동이 불편하여 측정된 신장을 신뢰할 수 없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한-임상적 타당성 평가(clinicalvalidation)-최초의 연구
이다.무릎키를 이용하여 신장을 유추하는 이전의 거의 모든 연구는,연구에
등록된 사람을 임의로 두 군으로 배정하고 한 군에서 유도된 공식을 다른 군
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했다.이는 건강한 노인에서 유도된 공식을 건강한 노
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이 무릎키를 통한 신장추정의 취지-측
정된 신장을 신뢰할 수 없거나 신장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노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최근 VanLierAM 등은 다른 목적으로 이
루어진 이전의 6개 연구에 등록된 노쇠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키
를 비롯한 신체계측을 통해 신장의 추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그의 발
표에 따르면,기존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umleaetal,1985)
에서 추정된 공식은 노쇠한 노인의 신장을 과대평가한다고 하였으며,그의 연
구에서 유도된 공식이 신장 측정이 불가능한 노인에 적용하기에 더 적절하다
고 하였다.(2007)하지만,궁극적으로 어떤 대상에서 유도된 공식이 적절하느
냐의 판단은 유추된 키로 계산된 체질량 지수나 영양평가도구의 장기간 생존
율이나 유병율 예측도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현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추정된 키에 대한 타당도평가의 적절성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타당도 평가방식과는 다르게 임상적 타당성 평
가법을 이용하였다.임상적 타당성 평가법은 그동안 체중의 유추에 대한 연구
에서만 이용되었는데(ChumleaWCetal,1988),이는 체중의 경우 측정이 어
려운 환자이더라도 특정기기를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할 수는 있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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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만,신장의 경우는 척주기립근의 쇠약정도나 디스크내의 수분감소 정
도를 예측해서 원래의 키를 유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과거의 키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효용면에서 다
소 회의적이다.(GorberSCetal,2007)노인은 자신의 실제 키를 기억하지 못
하고 있을(Alvarez-ToricesJCetal,1993;HaboubiNY etat,1990)뿐 아니
라,기억하고 있다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키로 기억한다.(VailasLIetal,1998;
StewartAW etal,1987)KuczmarskiMF등은 제 3차 미국 국민건강영양조
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에서는 자가보고 된 키와 몸무게가 믿
기 어렵다고 하였다.(2001)키는 체질량 지수의 분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제곱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결국 실제보다 낮은 체질량지수를 나타내게 되
고 이는 비만이나 과체중의 진단에 있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또한,노인은
어느 정도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게 되며,치매나 뇌졸중으
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문진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그리고 환
자나 보호자에 의해 기억된 키와 몸무게가 실제 계측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일련의 신체계측을 추정하는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과거의무기록을 조
회하여 좌식생활을 하기 이전-혼자 거동이 가능했던 시기-의 나이와 신장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대상자는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병원에 입원했
던 기록이 있는 환자이고,응급실 내원기록이나 기타 신장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질환으로 입원했던 기록은 배제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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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신신신체체체계계계측측측오오오류류류(((aaannnttthhhrrrooopppooommmeeetttrrriiiccc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eeerrrrrrooorrr)))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신체계측법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측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오류를 감당해야 한다.예상
되는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
(validity)가 바로 그것이다.신뢰도는 재현성(reproducibility)의 문제라고도 불
리우는 것으로 반복측정으로 인해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타당도는 치우침(bias)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소위 ‘참값’으로부터 얼마
나 차이가 나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Habichtetal,1979)

신뢰도는 다시 정확도(precision)과 의존도(dependability)로 나눌 수 있으
며,의존도는 개체의 일중변동과 같은 생리적 차이를 의미한다.신장의 경우
중력에 의한 척주의 압박에 의해 일중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타당군과 교차타당군의 경우 사업의 진행 상 측정을 하루 중 특
정 시점으로 국한시키지는 않았고,임상타당군의 경우 현재의 신장은 측정에
서 제외되었다.정확도는 신체계측 시 발생하는 오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
로 관찰자간 오류(interobservererror)와 관찰자내 오류(intraobservererror)가
그것이다.관찰자간 오류는 한 개체를 측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관찰자의 측
정값의 차이를 의미하고,관찰자내 오류는 같은 개체를 동일 관찰자가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측정치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이상적으로는,본격적인 연구이
전에 최소 10명이상의 개체를 대상으로 사전연구(pilotstudy)를 진행하고,이
를 통해 측정치의 기술적 오류(technical error of measurement,TEM)나
신뢰계수(coefficientofreliability,R)를 계산하고 이를 감당하고도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대상자의 수,관찰자의 수,그리고 특정기간 동안 측정하는 대상자
의 수 등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UlijaszekSJetal,1999)본 연구에서
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이루어진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였고,이 자
료는 측정 전 모든 측정자를 대상으로 인체해부학 및 인체측정학 그리고 측
정오차의 관리 등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실제 실습을 통한 기술습득을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또한,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소아가 아닌 성인이었다는 점과 피부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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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나 둘레의 측정이 아닌 단순한 길이와 체중의 측정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오류가 줄어들 수 있는 한 요인이었다.(Zerfas,1985)임상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에 있어 원래의 계획은 다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었고,실제 연구의 중간시점에서 다 기관에서 다수의 측정자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였다.이는 사전연구의 미비로 인해 어떤 종류의 오류에 해당되는지 가늠할
수 없었고,더욱이 모든 측정자들에게 일률적인 측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자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들었다.결국,저자는 측정교육을
받은 최소한의 측정자에 의해 최대한의 대상자를 수집한 한 기관의 자료만을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타당도는 ‘참값’의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오
류이다.대표적으로 측정기기요인과 측정자요인이 있는데,측정기기의 경우는
측정법이 복잡할수록 오류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공식
유도군과 교차타당군의 경우 수직자를 이용하였고,임상타당군에서는 기존의
무릎키 연구에서 사용하는 미끄러져 움직이는 캘리퍼(slidingcaliper)대신 줄
자를 이용하였는데,이는 줄자가 무릎키의 측정에 있어 캘리퍼를 대신할 수
있는 값싸고 믿을 수 있는 도구라는 RosersonR등의 연구결과(2000)에 기초
한 것이었다.



- 29 -

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임상타당군 중 장애인의 경우 평균연령은 남자 58.40세 여자 67.43세이나,

그 분포를 보면 36세에서 86세까지 고르게 수집되었으며,60세를 기준으로 동
일한 수를 보였다.이는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총 2,101,000명의 장애인 중 36세에서 60세까지의 장애인이 905,000명, 60세
이상의 장애인이 903,000명인 분포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상관분석을 통한 신장과 무릎키의 성별 상호관계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상관계수는 남자 0.840여자 0.837로,ChengHS 등의 연구결과
(2001)에서 나타난 남자 0.73여자 0.68보다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이
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수가 4배가량 더 많았고,연령대별 분포에서도
보다 균일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대상자의 분포와 수는 신체계측을 이용하여 공식을 유도하는
연구에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그 분포는 각 연령대별로 넓게
분산되어 수집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무릎키를 이용하여 신장
을 유추하는 이전의 연구들 중 연령대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한시키면서
대상자의 수가 남녀 합쳐 100명이 되지 않는 연구들에서 이러한 변수 간 신
뢰할 수 있는 경향을 유도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된다.실제 중간시점에 65세
이상의 노인군에서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결과를 보였었다.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자료’중 임상적으로 측정이 쉬우며
신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치들에 대한 상관분석 시 타 지
표보다 무릎키가 앞도적인 상관성을 보였다.(부록 4)이는 유효성평가를 위한
대상자 수집의 한계로 인해 단순한 상관계수만을 비교하였던 결과이지만,향
후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의 선정을 위한 회귀분석과 각 지표들의 특성-길이,
포함 관절의 수,지표의 위치-에 따른 비교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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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공공공식식식의의의 유유유도도도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와 같이 젊은 층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을 유추한 연구는 드
물다.이 중 본 연구와 같이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는 1994년
발표된 Chumlea등에 의한 연구가 유일하다.그의 연구에서 성인남자의 유도
공식에는 나이의 항목이 빠져 있는데,이는 가장 적합한 모델선정과정에 의한
것이었다.본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무릎키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결정계
수 0.70RMSE3.51로 나이까지 포함해서 유도된 본 연구의 공식에 비해 설
명력이 낮았다.단순한 두 연구의 비교만으로 단언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으나
서양남자의 경우 한국 남자에 비해 나이에 따른 신장의 감소정도가 더 적다
고 해석할 수 있겠다.또한,교차타당도 평가에 있어 기존의 고전적 회귀분석
을 통해 구축된 모형을 pairedt-test를 통해 일차적으로 평가하였고,
Bland-Altman일치도 분석 및 SASprogram중 datamining기법을 이용하여
재차 확인함으로써 유도된 공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와는 다르게 여자에서 폐경을 기준으로 두 군
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공식을 유도하였다.폐경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한국
인의 경우 중위값이 48세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50세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각 공식의 나이항목에 대한 계수를 비교해
볼 때,폐경전의 경우 0.07폐경후의 경우 0.14로 거의 2배가량의 차이를 보였
다.이것은 폐경 후의 여성은 폐경 전의 여성에 비해 신장의 추정에 있어 나
이의 영향이 2배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는 예상한 바와 같이,폐경이라는 특
수한 상황으로 인해 골밀도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신장감소의
가속화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
해서는 여타연구와 같은 단면연구 보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여성에
서 각 개인별 신장의 추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공식에 비해 본 연구와
같이 젊은 층까지 포함한 연구에서의 공식은 남녀 모두에서 나이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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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미하였는데,젊은 층까지 포함시킨 연구는 노인층에서의 더욱 현저한
신장의 감소나 세대효과(seculareffect)를 간과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반
면,노인층만을 대상으로 유도된 공식은 젊은 나이이면서 보행이 불가능한 사
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하지만,본 연구에서 남자에서의 임
상적 타당성 평가결과를 보면 전 연령층을 포함하여 유도된-단순한 하나의-
공식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매우 유
효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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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

본 연구에서 공식의 유도 및 교차타당성의 평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국
적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이는 무릎키를 이용한 이전 연구에 비해 가장 신빙성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무릎키 측정을 앉은 자세에서 수직자를 이용했
다는 점으로 인해 누운 자세에서 캘리퍼를 이용하여 유도된 여타의 공식과 비교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또한 임상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줄자를 이용하
여 측정을 하였으나,줄자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향
후 수직자,캘리퍼 그리고 줄자의 측정에 있어 도구 간 오류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아울러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는 임상적 타당성
평가에 있어,노인군의 남자와 보행불가능군의 여자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통계
적 타당성 평가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향후 사전연구를 통해 관찰자간 오류
및 관찰자내 오류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상자 수의 선정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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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및및및 제제제 언언언

본 연구는 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식에 대해 임상적 타당성 평가를 한
최초의 연구이며,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젊은 성인층까지 포함해서 공식을 유
도한 드문 연구 중 하나이다.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
식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타당하게 적용되었으며,앞
으로 실제 임상에서도 이들에게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향
후에는 이러한 타당성 평가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그 유용성에 대한 연구 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신체 계측치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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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

TTThhheeeVVVaaallliiidddiiitttyyyooofffSSStttaaatttuuurrreee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UUUsssiiinnngggKKKnnneeeeeeHHHeeeiiiggghhhttt
iiinnnKKKooorrreeeaaannn

InCheolHwang,M.D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DaeRyongKang,Ph.D.)

Information on height is prerequisite in metabolic and nutritional
assessmentofpatients.Practicaldifficultiesareoftenencounteredtomeasure
theheightoftheelderlyandhandicappedperson,arisingfrom thedisabilityof
standing straightly.Thisstudy wasdesignedforvalidating height-estimated
equation using knee heightin elderly over65 years old and handicapped
person.Thisisthefirststudy toperform theclinicalvalidation applied in
elderlyandhandicappedpersonaswellascrossvalidationoftheequationfor
predictingheightusingkneeheightinducedbyhealthyadults.Thisstudyis
discriminatedfrom thepreviousstudyinthatonlycrossvalidation,whichan
equationinducedbyrandomlyselectedgroupwasappliedtotheothergroup.

A totalof5063people(2532males,2531females)ranginginagefrom 20
to69yearswhoaredeterminedtostopgrowingwereincludedinthisstudy
from the SIZE KOREA 2004 database published b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validation
group and cross validation group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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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wasperformedthroughtwogroups;33healthyelderlypeopleover
65years(7males,26females)and39handicappedpeopleover20years(25
males,14females).Height,age,andkneeheightwererecordedinallsubjects.
Regression modelwas induced with age and knee heightas independent
variables,and heightasa dependentvariable.Crossvalidation and clinical
validationwereperformedwithrespecttothisequation.

Themainresultofthisstudyarefollowing;
Itshowsthatheight-estimatedequationusingkneeheightinKoreanhashigh
validityonbothsex,andthatequationwasappliedefficientlytotheelderly
andhandicappedpersons.

Henceforth,thereisaneedofstudythatinvestigatetheclinicalusefulness
ofheightestimationusingkneeheight,anditshouldbeincludedmeasuring
kneeheightonanthropometryofhandicappedpersonandelderlyforassessing
theirnutritionalstatus.

─────────────────────────────────────
Keywords:Anthropometry,statureestimation,kneeheight,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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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111...노노노인인인 영영영양양양평평평가가가 설설설문문문지지지
1)SNAQ(SimplifiedNutritionAssessment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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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CREEN II
(SeniorsintheCommunity:RiskEvaluationforEatingandNutrition)

(1a)Hasyourweightchangedinthepast6months?**

(1b)Haveyoubeentryingtochangeyourweightinthepast6
months?

(1c)Doyouthinkyourweightis...?
(perceptionofoverweight,underweightorappropriateweight)
(2)Doyouskipmeal?**

(3)Doyoulimitoravoidcertainfoods?
(4)How wouldyoudescribeyourappetite?**

(5)How manypiecesorservingsoffruitandvegetablesdoyoueat
inaday?*

(6)How oftendoyoueatmeat,eggs,fishpoultryormeat
alternatives?

(7)How oftendoyouhavemilkproducts?
(8)How muchfluiddoyoudrinkinaday?*

(9)Doyoucough,chokeorhavepainwhenswallingfoodorfluids?**

(10)Isbitingorchewingfooddifficultforyou?
(11)Doyouusecommercialmealreplacementsorsupplements?
(12)Doyoueatoneormoremealsadaywithsomeone?*

(13a)Whousuallypreparesyourmeals?
(13b)Whichstatementbestdescrinbesmealpreparationforyou?*

(14)Doyouhaveanyproblemsgettingyourgroceries?
*Itemsincludedinabbreviatedversion.
**Double-weightedforscoringinabbreviated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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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UST(MalnutritionUniversalScreening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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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TERMINE
(D:Disease,E:Eatingpoorly,T:Toothloss/mouthpain,
E:Economichardship,R:Reducedsocialcontact,M:Multiplemedicines,
I:Involuntaryweightloss/gain,N:Needsassistanceinselfcare,
E:Elderyearsaboveag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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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NA(MiniNutritional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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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제제제 555차차차 한한한국국국인인인 인인인체체체치치치수수수조조조사사사 사사사업업업
1)개요

한국의류학회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참여하고,대한 인간공학회가 주관
한 사업으로써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 인체치수자료의 확보 및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인체치수정보를 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조사대상
아기,어린이,학생,성인,노년을 포함하는 0세-90세의 14,200명

3)사업기간
2003년 3월 28일 -2004년 11월 30일

4)측정항목
① 직접측정

측정대상 연령 측정항목 수
아기 <18개월 31
어린이 2-6세 45
학생/성인 7-69세 119
노인 ≥70세 61

② 동측정
③ 3차원 측정

5)조사지역

구분 지역 조사단위 조사대상인원
1권역 1지역 서울/인천 181 6,943명2지역 경기/강원
2권역 3지역 대전/충청 89 3,260명4지역 광주/전라/제주
3권역 5지역 대구/경북 72 3,897명6지역 부산/울산/경남

계 342 14,200명

6)구체적인 활용분야
⑴ 의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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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S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형 유형의 세분화 및 세분화된 체
형에 따라 보다 엄밀한 size의 구분기준을 제시
-구분된 그룹에 속한 관측자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함으로
써 제조업체에 대해 경제성 및 시장성 판단 기준을 제시
-실제 기성복 구매 현장에서 필요한 인체치수를 입력함으로써 의복 선
택시 소비자로 하여금 쉽고도 잘 맞는 옷을 선택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
록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
⑵ 자동차분야
-자동차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인체측정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를 대표
할 수 있는 요인의 도출
-Pattern과 size의 분석을 통해 체형별 크기분포에 관한 정보 도출
-자동차 운전석 설계에 활용가능 하도록 요인을 이용한 ANOVA등의 정
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기준 마련
⑶ 가구분야
-가구를 사용하는 대상의 지정
-가구제작에 필요한 인체변수의 선정
-요인의 도출
-그룹형성 및 PivotTable작성
⑷ 신발분야
-신발의 경우 현재 KS규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의료제작과 동일
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신발의 경우 이번에 측정된 관
련변수가 적어 발에 보다 잘 맞는 신발제작용 기준제시가 쉽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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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상지관련

․위팔길이(upperarm length):어깨 가쪽점에서 노뼈위점까지의 길이

․팔길이(arm length)
:어깨 가쪽점에서 노뼈위점을 지나 손목 안쪽점까지의 길이



- 53 -

․팔안쪽길이(underarm length):겨드랑점에서 손목안쪽점가지의 길이

․위팔수직길이(shoulder-elbow length)
:어깨점에서 팔꿈치아래점까지의 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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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팔수평길이(elbow-wristlength)
:팔꿈치를 벽면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벽면에서 손목안쪽점까지의 수평거리

․팔꿈치손끝수평길이(forearm-fingertiplength)
:직각으로 굽힌 팔의 팔꿈치뒤점에서 손끝점까지의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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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주먹수평길이(elbow-griplength)
:직각으로 굽힌 팔의 팔꿈치뒤점에서 주먹까지의 수평거리

․손직선길이(handlength)
:손목가쪽점 수준의 접힘선에서 손끝점까지의 직선길이



- 56 -

․손바닥직선길이(palm lengthperpendicular)
:손목가쪽점 수준의 접힘선에서 셋째손가락 가까운 쪽 접합선까지의 직

선길이

․둘째손가락직선길이(indexfingerlength)
:둘째손가락 끝점에서 둘째손가락 첫째마디 접힘선까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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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하지관련
․넙다리 직선길이(thighverticallength):볼기고랑점에서 오금점까지의 길이

․발직선길이(footlength):발꿈치점에서 발끝점까지의 직선길이

․가쪽복사높이(lateralmalleolusheight)
:바닥면에서 가쪽복사점까지의 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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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인체체체 부부부위위위별별별 기기기준준준점점점의의의 정정정의의의
A.머리

a.머리마루점:머리수평면을 유지할 때 머리 부위 정중선 상에서 가장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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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몸통
a.어깨점:어깨뼈봉우리에서 가장 가쪽으로 돌출한 점

b.어깨가쪽점:위팔폭을 이등분하는 수직선과 겨드랑둘레선이 만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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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겨드랑점:겨드랑 접힘선의 가장 아래점

d.볼기고랑점:볼기와 넙다리의 연결부분에서 아래 주름의 가장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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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상지
a.노뼈위점:노뼈 바깥 가장자리에서 가장 위쪽

b-1.팔꿈치뒤점
:팔을 90°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머리 부위의 가장 뒤쪽

b-2.팔꿈치아래점
:팔을 90°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머리 부위의 가장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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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손목안쪽점:자뼈 붓돌기 가장 아래쪽

d.손목가쪽점:노뼈 붓돌기 가장 아래쪽

e.손끝점:가운데 손가락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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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하지
a.오금점:장딴지와 넙다리 사이 연결 위치에서 무릎너비의 가운데

b.가쪽복사점:가쪽복사에서 가장 가쪽으로 돌출한 곳

c-1.발끝점:첫째 또는 둘째 발가락 중 더 긴 발가락의 끝
c-2.발꿈치점:발꿈치의 가장 뒤쪽


	차 례
	국문요약
	Ⅰ.서론
	1.연구의 배경
	1)신체계측의 역사
	2)신체계측의 활용
	3)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에서의 영양평가
	4)무릎키를 이용한 신장의 추정

	2.연구의 목적

	Ⅱ.연구방법
	1.대상자의 선정
	2.자료의 수집
	3.분석방법

	Ⅲ.연구결과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공식의 유도 및 타당성 평가
	3.유도된 공식의 임상적 타당성 평가

	Ⅳ.고찰
	1.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1)타당도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2)신체계측오류에 대한 고찰

	2.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공식의 유도 및 타당성 평가

	3.연구의 한계점

	Ⅴ.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