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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들어 눈부신 경제 산업의 발달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비만의 유병

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비만 관련 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보

건 사회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 환

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그들의 건강인식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연구도 부족한 상

태이다.

본 연구는 1995년과 1997년 전 국민 피부양자 건강진단에 모두 참여했

던 40세 이상 39753명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의 양상을 살펴

보고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였다.

체질량지수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저체중 , 정상 체중군 , 과체중 , 비만 I ' , 비만 II '의 5단계로 나누었

다. 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하에 네가지 응답으로 평가되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체질량

지수의 양상과 체질량지수와 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관련성을 보

기 위하여 기술통계, X2- test , 분산분석(ANOVA )를 사용하였고, 비만과 과

거 질병력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95년 평균 체질량지수는 1995년과 1997년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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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kg/ m 2
이었다. 또한 체질량지수 27kg/ m2

이상의 비만군은 1995년 14.5%

였고, 1997년 13.9%였다. 비만과 과거 질병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본 결

과 체질량지수 27kg/ m2
이상의 비만군에서 고혈압, 당뇨, 간질환과 같은 생

활습관병과 특히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1997년 대상자의 25.6%에서 본인이 건

강하다 라고 응답했으며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응

답한 사람은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과체중과 비만군에서 정상

범위군(18.5≤BMI< 25)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 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정상 범위군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병은 없는 것 같

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p< 0.01). 또한 1995

년, 1997년 모두에서 체중이 과체중군, 비만 I, II군으로 갈수록 정상 체중

군에 비해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질환군의 비율이 높았다

(p< 0.01).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그룹간의 체질량지수 비교에서는 자신의 건강상

태를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았고(p< 0.01),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는 군의 체질량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생활습관병의 유병률이 높은 비만군에서 체질

량지수 정상군에 비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신의 건강위험도를 인지 못하고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만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

이 보건학적 관점에서 시급하다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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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질병중의 하나가 비만일 것이다.

그동안 비만은 고지방의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문제로 인

식되어 왔으나 아시아지역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비만의 안전지대

는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비만은 이제 선진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W H O, 1998).

사실 15- 20년 전만 해도 비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리 흔치 않았고,

심지어는 부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때도 있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의 바탕

위에 최근 들어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 덕분에 식생활은 풍족하게 되었고,

활동량이 줄게 되면서 비만인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비만 유병

률의 증가와 발맞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만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고,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

증가할 비만인구에 대한 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는 20세이상 성인의 54.9%가 체질량지수 25kg/ m2이상인 과체중 이상이고,

인구의 반이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있고, 체중조절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

용되는 비용이 3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강재헌 등, 1999).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비만은 심장병,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 질환, 골관절염 등의 만성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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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질병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F elber JP et al, 1993; Pi- suny er F ,1993; M an son JE et al, 1990) 남성에서 직

장암, 대장암, 전립선암을 여성에서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과도 관

련되어 있다(Kis sebah AH et al, 1989; Garfinkel L , 1985). 또한 수명을 단축

시키는 중요한 건강문제이고, 더불어 외관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또

한 주지 못한다. 이렇듯 21세기를 사는 인류에게서 비만은 가장 중요한 질

환중의 하나이고 비만에 대한 보건학적 관심은 아무리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규모 단위의 역학적 연구와 보건학적 대비가 필

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2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비만의 치료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동수정요법, 식사요법, 운

동요법, 약물요법이 있다(대한비만학회, 1995; 대한가정의학회, 1997). 이중 행

동수정요법은 일상의 습관 또는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체중 감소에 도달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수정요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감량한 체중

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으며, 중도 탈락률도 다른 방법에 비해

낮은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른 치료요법 뿐만 아니라 특히 행동수정

요법에서의 선행 요건은 비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

리나라의 다른 소규모 단면적 연구에서는 비만이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이

며 건강상태 및 평균수명과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송기환 등, 1998). 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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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비만이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

다. 심지어는 의사들에게조차 비만의 동반 질환의 치료에만 급급하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만에 대해서는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정

영진 등, 1999). 서구의 연구들을 보면 체질량지수는 남성뿐 아니라 특히 여

성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진 것으로 나타난다(S eidell JC et al,

1986). 이는 서구에서 더 일찍이 높은 비만 유병률을 갖게 되면서 비만의

심각성을 더 빨리 인지하고, 이런 실질적인 국가 보건의 짐을 덜기 위한

국민 홍보와 대책마련의 결과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그런 필요성에 발맞춰 우리나라 사람에서의 체질량지수와 주

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서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

기로 삼고, 보건학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3년부터 2년

간격으로 시행된 전 국민 건강진단의 보험공단 자료 중 여성자료를 이용하

였는데 그 이유는 남성에서보다 여성에서 체질량지수가 건강에 대한 불평

과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외국 연구를 착안하였고(S eidell JC et al, 1986),

전 국민 대상의 광범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40대 이상 한국 여성의 체질량지수의 일반적 양상을 알아본다.

둘 째,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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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기간

전 국민 피부양자 건강진단은 1993년도 당시 만 4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피부양자로서 1993년 1월 1일 당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전국적 규모의 성인병 건강진단이다. 1993년

시행당시 437,467명이 참여하였으며, 1995년 275,075명, 1997년 336,181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 자료 중 1993년부터 1997년까지 3회 건강검진에 모두

참여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39,753명이었

으며 이는 1997년 수검인원의 11.8%에 해당되는 인원이었다. 이들 자료중

1993년 자료를 제외하고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제외한 이유는 처음 실시되

는 피부양자 건강 검진으로 피검자들의 설문응답이 불충분하고, 1995년과

199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일치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2 . 연구에 사용된 변수와 체질량지수 구분

성인병 건강진단 자료중 문진표와 신체 검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문

진표를 통하여 과거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음주력, 흡연력, 운동력의 자료

가 사용되었으며, 신체 검사 자료를 통하여 키, 몸무게, 혈압, 혈당의 자료

가 사용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이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 본위의 판정이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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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라는 질문하에 1.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병은 없는 것 같으

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4.질병이 있

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네가지 문항으로 평가되어졌다.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논란도 많으나 이 연구에서

는 체질량지수(체중/키2 )을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질병 이환율 및 상대

위험도를 반영한다.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체질량지수 25- 29.9 kg/ m 2
을 과체중, 30kg/ m 2

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비만도 30- 34.9kg/ m2 , 35- 39.9kg/ m2 , 40kg/ m2이상의 세

급간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는 건강 위험도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을 이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구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지침은 체질량지

수 23kg/ m 2미만을 정상군, 23- 24.9kg/ m2을 과체중, 25kg/ m2이상을 비만으

로 구분하는 방법인데(대한가정의학회, 1997; 대한비만학회, 2000) 이 기준도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구분이고, 이 연구의 대상이 된 40세 이상의 한국

여성의 기준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

할 때 비만의 절단점을 체질량지수 27kg/ m 2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을 듯하

다. 그 근거는 명백한 건강 위험도의 증가를 보이는 체질량지수의 기준점

이 27kg/ m2이상이라는 많은 연구가 있고(Gray DS , 1989; St ev en s J et al,

1998), 1983년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회사의 신장- 체중 일람표에 따른 이

상체중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체질량지수 27kg/ m2이상인 경우였다는

보고가 있고(대한비만학회, 1995; M an son JE et al, 1995), 서양에서 약물치료

를 시작하는 적응증을 체질량지수 30kg/ m 2이상인 경우 혹은 27kg/ m2이상

이면서 심혈관계 합병증(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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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반된 경우라는 점(NHLBI, 1998),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비만 인구

가 증가할 때 캐나다 연구에서 사용되던 기준이었다는 점(T rakas K et al,

1999; DNHW S C, 1981; F itness an d am at eur sport can ada , 1983; Milla W J et al,

1993)으로 전체인구에서 보다 체질량지수가 증가한 한국 40대 이상 여성에

서 적합한 기준이다. 또한 미국의 건강 통계를 위한 국립센터에서는 20세

에서 29세 남녀의 85%이상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정의한다라는 기준(F au ci

A S et al, 1998)에 맞추고 1998년 만 20세에서 21세까지의 남녀의 체질량지

수가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1998년)상 남녀 각각 22.2kg/ m2
와 21.7kg/ m 2

인

점을 고려할 때 과체중의 체질량지수 절단점을 25kg/ m2로 잡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체질량지수 25kg/ m 2미만에서도 체중증가가 있다면 건강위험

도가 증가될 수 있고(F au ci A S et al, 1998), 체질량지수가 정상이라도 허리

둘레가 높으면 질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임상에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비만관련질환(제2형 당뇨병, 고혈압, 관

상동맥질환)등을 함께 고려하여 비만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강재헌 등,

1999; F auci A S et al, 1998)(표 1).

<표 1> 연구에 사용된 체질량지수 기준

구분 비만도 분류 체질량지수 범주 (kg/ m 2 )

저체중 < 18.5

정상 18.5 - 24.9

과체중 25.0 - 26.9

비만 I 27.0 - 29.9

II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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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석방법

SAS 6.12 컴퓨터 통계 팩키지를 사용하였다.

1995년과 1997년 각각 대상 여성의 평균 연령과, 체질량지수, 음주력,

흡연력, 신체 활동력을 조사하였고, 체질량지수 25kg/ m2
이상과 27kg/ m2

이

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체질량지수는 1995년과 1997년 각각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에서 정한

체질량지수 기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체질량지수 급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X2 - test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또 체질량

지수 25kg/ m 2와 27kg/ m2을 비만의 절단점으로 하여 건강상태를 각각 빈도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군에 따른 체질량지수 평균의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 -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 초기에 문진표에서 질문되어진 12가지 질환에 대한 과거 질병력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질병력이 비만과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보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비만군을 체질량지수 27kg/ m2이상으로 하여

음주력, 흡연력, 신체 운동, 연령에 따라 보정한 후 정상군에 대한 비만군

의 과거 질병력에 대한 비차비를 구해 보았다.

비만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는데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신체 운동, 연령증가에 따른 정상군에 대한 비만군의 비

치비를 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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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의 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1).

<그림 1> 연구의 틀

비만II (30< =BMI)

비만I (27< =BMI< 30)

과체중(25< =BMI< 27)

정상체중 (18.5< =BMI< 25)

저체중 (BMI< 18.5)

기준1 기준2

비만군(BMI≥27) (BMI≥25)

정상군(BMI< 27) (BMI< 25)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X2 - test

체질량 지수

연구 시행당시 비만과 과거 질병력 사이의 관계

1.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

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3.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4.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ANOVA

X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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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한국여성 39,753명의 연령은 1995년 당시 42세에서 77세까지 다양

하였고, 평균연령은 49.0±5.2세였다.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1995년과 1997년

모두 24.1±2.8kg/ m2
이었다(표 2).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
1995년도

(N =39753)
m ean±SD

1997년도
(N =39753)
m ean±SD

나이 (세) 49.0±5.2 51.0±5.2

체질량지수
(kg/ m 2)

24.1±2.8 24.1±2.8

흡연력 (% )
흡연안함
과거흡연
현재흡연

98.4
0.5
1.2

98.5
0.4
1.1

음주력 (% )
음주안함
경한음주*
과한음주**

91.2
8.3
0.5

90.0
9.4
0.6

운동력 (% )
규칙적운동 35.6 40.5

체질량지수≥27 (% )
체질량지수≥25 (% )

14.5
34.7

13.9
33.7

*일주일에 1- 2회 이하
**일주일에 3-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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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 유병률과 평균체질량지수는 증가한다. 흡연

상태가 과거흡연에서 비만 유병률과 평균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비만 유병률과 평균체질량지수는 증가하였고, 운동을

안하는 그룹이 운동그룹에 비해 비만 유병률이 높았으나 평균체질량지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한국여성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만의 유병률과 평균 체

질량지수(1997년)

사람수 비만 유병률,% (95%CI) 평균 BMI(95%CI)

나이

40- 44 3313 9.5 (8.5- 10.5) 23.4 (18.0- 28.8)

45- 49 14922 11.7 (11.2- 12.3) 23.8 (18.4- 29.3)

50- 54 11087 14.5 (13.8- 15.1) 24.2 (18.7- 29.6)

55- 59 7551 17.1 (16.2- 17.9) 24.5 (19.0- 30.0)

60이상 2880 19.4 (18.0- 20.9) 24.6 (18.7- 30.4)

흡연상태

비흡연 24506 14.0 (13.5- 14.4) 24.1 (18.5- 29.6)

과거흡연 110 20.0 (12.5- 27.5) 24.5 (18.1- 30.8)

현재흡연 267 15.4 (11.0- 19.7) 24.1 (17.9- 30.2)

음주상태

비음주 32313 13.6 (13.3- 14.0) 24.0 (18.5- 29.6)

경한음주 3391 14.7 (13.4- 15.9) 24.2 (18.8- 29.6)

과한음주 210 21.4 (15.8- 27.0) 24.6 (18.3- 30.9)

운동상태

운동안함 22097 14.7 (14.3- 15.2) 24.1 (18.4- 29.8)

주 1- 4회 12832 12.6 (12.0- 13.2) 24.1 (18.8- 29.3)

주 5회 이상 2182 13.0 (12.6- 14.4) 24.1 (18.8- 29.3)

CI = confiden ce in terv al , 체질량지수 27kg/ m 2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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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대상의 과거 질병력

연구 시행 당시 과거에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진단(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으로 질병력을 조사하였다. 대상자 39753명

중 26879명(67.6%)은 특별한 질병력을 갖지 않았다. 과거 질병력을 가진

대상자 14585명중 고혈압은 613명(4.2%) 이었으며, 당뇨병은 315명(2.2%)

이었고, 간질환은 510명(3.5%)이었다(표 4).

<표 4> 건강검진 시행 당시 과거 질병력

질환 사람수 (% )

폐결핵 517 (3.5)

고혈압성 613 (4.2)

간질환 510(3.5)

당뇨병 315 (2.2)

신질환 573 (3.9)

빈혈증 158 (1.1)

기타 흉부질환 220(1.5)

암질환 229 (1.6)

호흡기 질환 312(2.1)

정신 신경 계통 709 (4.9)

소화기 질환 1506 (10.3)

기타증 8923 (61.2)

총계 14585 (100.0)

- 11 -



4 . 비만군 (BMI≥27 kg/ m2 )에서 과거 질병력의 비차비

연령, 흡연력, 음주력, 운동력을 보정하여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비만군(체질량지수 27kg/ m2
이상)에서 정상군보다 고혈압, 당뇨, 간질환같은

생활습관병의 과거 질병력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p≤0.01)(그림2).

<그림 2> 한국여성에서 정상군에 대한 비만군의 과거 질병력의 보정된 비차비

(비만의 절단점을 체질량지수 27kg/ m 2이상으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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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 대상의 체질량지수의 분포

1997년도 피검자의 체질량지수는 18.5kg/ m 2
이상 25kg/ m2

미만의 정상

체중범위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25kg/ m 2
이상 27kg/ m 2

미만의 과체중군

은 19.86%로 두번째였다. 정상 체중군은 연령이 젊을수록, 과체중 또는 비

만군은 연령이 늙을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질량지수 30kg/ m2
이

상의 사람도 2.77%가 되었다(표 5).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

라 1997년 40대 이상 한국 여성에서의 연령별 체질량지수의 분포를 알아보

았다(표 6). 1997년 당시 연구에 참여한 한국 여성에서 연령별 평균 체질량

지수의 분포를 알아보았다(그림 3).

<표 5> 연령별 체질량지수 분포(1997년)

구분
1997년

계

연 령
1995년

40- 49 50- 59 60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MI< 18.5 1.7 2.0 1.4 2.0 1.6

18.5≤BMI< 25 64.6 69.0 61.5 56.5 63.6

25≤BMI< 27 19.9 17.8 21.6 22.1 20.3

27≤BMI< 30 11.1 9.0 12.5 15.4 11.7

30≤BMI 2.8 2.3 3.0 4.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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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WHO 기준에 따른 연령별 체질량지수 분포(1997년)

구분
1997년

계

연령

40- 49 50- 59 60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BMI< 18.5

(저체중)

1.7 2.0 1.4 2.0

18.5≤BMI< 25

(정상체중)

64.6 69.0 61.5 56.5

25≤BMI< 30

(과체중)

31.0 26.8 34.1 37.4

30≤BMI< 35

(비만I)

2.7 2.2 2.9 4.0

35≤BMI< 40

(비만II)

0.1 0.1 0.1 0.1

40≤BMI

(고도비만)

0.01 0.01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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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 여성에서 연령별 평균 체질량지수 분포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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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분포

1997년 자신이 건강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5.6%였다. 연령별

로는 40대에서 건강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 60대로 갈수록 점

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

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43.9%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특별한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질환군은 4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7).

<표 7> 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1997년) (단위 : %)

구 분
1997년

계

연 령
1995년

40- 49 50- 59 60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건강하다 25.6 28.0 23.8 22.8 25.6

2)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43.9 46.8 42.5 35.1 44.0

3)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16.9 15.2 18.1 20.4 17.8

4)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13.5 10.1 15.7 21.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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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관계

체질량지수를 다섯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과의 관

련성을 비교해 본 결과 1995년에는 정상 체중군에서보다 과체중군, 비만 I,

II군에서 자신을 건강하다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p< 0.01). 1997년에

는 비만 II군에서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인지하는 비율은 줄었으나 비만 I,

과체중군에서는 여전히 정상 체중군보다 자신을 건강하다라고 평가하는 비

율이 높았다(p<0.01). 반면 정상 체중군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병은 없으

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1995년, 1997년 모

두에서 체중이 과체중군, 비만 I, II군으로 갈수록 정상 체중군에 비해 질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질환군의 비율이 높았다(p< 0.01)(표 8, 9).

<표 8>체질량지수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1995년) (단위 : %)

건강상태

체질량지수

계(N) 건강함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계 100.00 (39753) 25.6 44.0 17.8 12.5

< 18.5 (저체중) 100.00 ( 651) 12.1 53.5 20.7 13.7

18.5- 24.9(정상체중) 100.00 (25294) 25.4 45.8 17.1 11.7

25.0- 26.9 (과체중) 100.00 ( 8070) 26.9 41.0 19.0 13.1

27.0- 29.9 (비만I) 100.00 ( 4638) 26.1 39.4 19.4 15.1

≥30.0 (비만II) 100.00 ( 1100) 27.5 39.4 17.5 15.7

X2 =240.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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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체질량지수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1997년) (단위 :%)

건강상태

체질량지수

계(N) 건강함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계 100.00 (39753) 25.6 43.9 16.9 13.5

< 18.5 (저체중) 100.00 ( 671) 17.6 49.8 17.6 15.1

18.5- 24.9(정상체중) 100.00 (25669) 25.5 45.6 16.2 12.7

25.0- 26.9 (과체중) 100.00 ( 7896) 27.0 40.9 17.7 14.4

27.0- 29.9 (비만I) 100.00 ( 4417) 25.6 40.1 19.2 15.1

≥30.0 (비만II) 100.00 ( 1100) 24.7 38.1 17.5 19.6

X2 =166.7(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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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비만의 절단점을 체질량지수 2 5 kg/ m2 과 27 kg/ m2 으로 구분

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양상

비만의 절단점을 체질량지수 25kg/ m 2
과 27kg/ m 2

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1995년과 1997년 모두에서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와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p< 0.01). 그러나, 1997년 비만의 절단점을 체질량지수 27kg/ m2
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제외하고,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p< 0.01)(그림 3,4).

<그림 4> 1995년 한국 여성에서 비만군과 정상군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 (1=건강하다라고 생각한다.

2=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4=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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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97년 한국 여성에서 비만군과 정상군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 (1=건강하다라고 생각한다.

2=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4=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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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관적 건강 상태군간의 체질량지수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네 그룹간의 체질량지수를 비교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

고 생각한다 라고 응답한 군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질량지수가 낮았으며(p< 0.01),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질환군

에서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았다(표 10).

<표 10> 주관적 건강 상태군간의 체질량지수 비교

1995년 체질량지수 1997년 체질량지수

평균±SD 평균±SD

1.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4.3 ± 3.1 24.2 ± 2.7

2.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3.9 ± 2.9 23.9 ± 2.8

3.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24.3 ± 3.5 24.2 ± 2.8

4.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24.4 ± 3.0 24.4 ± 3.0

F 값(P값) 66.6 (0.0001) 61.6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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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본 연구는 93년부터 시행되었던 피부양자 전 국민 건강검진에 참여했던

40대 이상의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의 양상을 살펴보고,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만은 더 이상 서구문제가 아니라는 사실과 체질량지수 정상 범

위군에서보다 비만군과 과체중군에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0대 이상 한국 여성중 체질량지수 25kg/ m2을 넘는 사람은 1997년

33.7%이고, 체질량지수 30kg/ m 2을 넘는 사람은 2.8%로 1995년 전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 영양 조사 여성 결과의 22.1%와 2.2%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보건사회부, 1997).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질량지수가 증

가하는 이유 때문으로 사료되며,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기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이론적 배

경을 갖춘 새로운 체질량지수의 기준이 필요했다. 현재 세계 보건 기구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체질량지수의 급간은 허리 둘레 및 심혈

관 질환의 위험요인이나 질병 이환 유무를 함께 고려하여 건강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고 또한 여러 이론적인 근거를 종합하여 40

대 이상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새로운 체질량지수의 기준을 제시해 보았

고, 이는 연구결과상 체질량지수 27kg/ m 2이상에서 고혈압, 당뇨, 간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과 특히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타당했다고 생

각한다. 또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만 인구를 고려할 때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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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건강인식에 대한 개관적이고 실증적인 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

고 있다. 개인의 건강상태 인식은 주관적이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동일

한 개인의 평가도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인식이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주관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용어로서, 지각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

동은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상황 속에서

도 타인과 다른 개인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지각방식에 의해서도 결정되

며, 따라서 현재의 인식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

다고 한다(최정훈, 1972). 비만에 있어서는 본인이 비만하다는 것을 인지하

고, 비만이 많은 질병의 근원일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서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방면으로의 생활 습관

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비만의 치료도 한층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상 40세 이상 한국여성에서 1997년 25.63%가 본인이 건강하

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3.94%는 특별한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주

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증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상태 인식과 체질량지수와의 관

련성을 비교한 결과 1995년과 1997년 모두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비율이 정상 범위군(BMI18.5- 24.9kg/ m 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체중, 비만군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로 응답한 비율도 정상

범위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는 자신의 현

재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체질량지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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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범위군에 비해 높은 반면, 정상 범위군에서는 자신의 현재의 건강상태

는 특별한 병은 없는 정도이나 건강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른 전 국민 성인병 건강진단 연구 결과에서 보면 본인은 건강하

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단순요양, 휴무요양) 판정을

받은 사람이 평균 5.63%로 나타난다고 한다(의료보험관리공단, 1998). 이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만군에서 많은 비율

을 차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신의 건강 위험도를 인지 못하고 자신

을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만군에 대해 인식전환과 행동양식의 변

화로의 유도는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구들은 지금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

에게 들어가고 있는 의료비용도 엄청난 금액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닥칠 비만과의 전쟁에 미리 대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비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최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고,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현재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 검진 문진표상의 한가지 질

문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설문지나, 한국인에 맞는 설문지의 개발을 통해 정확

한 건강상태의 측정을 이룰 때 보다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다.

둘째, 40대 이상의 한국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한국인에서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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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비만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3회에 걸친 피부양자 건강검진에 모두 참

여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계획하였으나 단면적 연구에 그친

점이다. 1993년도 자료가 처음 실시되었던 이유로 건강상태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 1995년과 1997년에 비해 일치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

나 연구대상이 피부양자 건강검진에 참여한 전체 대상은 아니었지만 전체

건강검진 결과와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모집단으로부

터 적절한 표본 추출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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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본 연구는 1995년과 1997년 전 국민 피부양자 건강진단에 모두 참여했

던 40세 이상 39753명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의 양상을 살펴

보고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95년 평균 체질량지수는 1995년과 1997년 모두에서

24.1kg/ m 2이었다. 또한 체질량지수 27kg/ m2이상의 비만군은 1995년 14.5%

였고, 1997년 13.9%였다. 비만과 과거 질병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본 결

과 체질량지수 27kg/ m2이상의 비만군에서 고혈압, 당뇨, 간질환과 같은 생

활습관병과 특히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는 1997년 대상자의 25.6%에서 본인이 건

강하다 라고 응답했으며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응

답한 사람은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과체중과 비만군에서 정상

범위군(18.5≤BMI< 25)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 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정상 범위군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병은 없는 것 같

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p< 0.01). 또한 1995

년, 1997년 모두에서 체중이 과체중군, 비만 I, II군으로 갈수록 정상 체중

군에 비해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질환군의 비율이 높았다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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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그룹간의 체질량지수 비교에서는 자신의 건강상

태를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았고(p< 0.01),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는 군의 체질량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생활습관병의 유병률이 높은 비만군에서 체질

량지수 정상군에 비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신의 건강위험도를 인지 못하고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만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

이 보건학적 관점에서 시급하다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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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비만군 ( BMI ≥ 27k g/ m 2 )에서 과거 질병력의 비차비

폐결핵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0.48 0.34- 0.67 0.0001

고혈압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1.55 1.27- 1.88 0.0001

당뇨병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1.44 1.09- 1.90 0.01

간질환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1.41 1.13- 1.77 0.002

소화기질환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0.66 0.55- 0.78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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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체질량지수 25kg/ m2
이상에서 과거 질병력의 비차비

폐결핵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0.52 0.42- 0.65 0.0001

고혈압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1.49 1.26- 1.75 0.0001

당뇨병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1.32 1.05- 1.66 0.02

간질환 과거력

OR 95% C.I p - v alu e

정상군 1.0

비만군 1.37 1.15- 1.6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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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 여성에서 연령대별 체질량지수 분포(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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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비만의 관련 요인 분석

비만(27≤bmi) 이환

OR 95% CI P - value

연령(세)

40- 44 1.0

45- 49 1.27 1.12- 1.44 0.0002

50- 54 1.63 1.43- 1.85 0.0001

55- 59 1.98 1.73- 2.25 0.0001

60이상 2.32 2.00- 2.67 0.0001

운동력

운동안함 1.0

주당1- 4회 0.84 0.79- 0.90 0.0001

주당5회이상 0.87 0.77- 0.99 0.0435

음주력

음주안함 1.0
경한음주

(주1- 2회)
1.16 1.05- 1.29 0.0034

과한음주

(주3회이상)
1.78 1.27- 2.48 0.0008

흡연력

흡연안함 1.0

과거흡연 1.44 0.90- 2.31 0.1303

현재흡연 0.94 0.67- 1.32 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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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 e re lat ion s hip b e tw een B o dy M as s In dex an d

s ubje c tiv e h e alth s t atu s perc ept ion in k ore an w om en .

LEE, BYUNG- HWA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 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 Ha Jee, Ph D)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economy and popularization of

the westernized diet pattern , the rapid growths of obesity , obesity

related diseases and other related social problems have become a hard

issue. However ,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obesity patient s , there have been few attempt s to improve their health

and few reliable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topic of health status

perception of obesity patient s .

T 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body mass index (BMI) in Korean women over 40, 2)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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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sample of 39,753 Korean women over 40,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s in 1995 and 1997, was used in the

study . Based upon the characterist 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findings from the earlier studies, BMI were divided into five levels

underw eight , normal range weight , overw eight , obesity I, and obesity II.

T he present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were divided into four

responses using questionnaire.

Data w ere analyzed using SAS package program . T he distribution of

BMI and the relationship betw een BMI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ere gain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 chi- square test , and analy sis of

variance (ANOVA ). Logistic regression analy sis w 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 een obesity and past disease history .

T he BMI mean of the study group was the same 24.1 kg/ m 2 in both

years of 1995 and 1997, and the obesity group over 27 kg/ m 2 made up

14.5% in 1995 and 13.9% in 1997.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past disease history , being obese people (BMI of 27 or

greater ) was particularly related to having life- style related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 diabetes mellitus, and liver disease.

T he subjective perception of present health status of the study group

was found as follow s; I am healthy (25.6%) and I don t have any

disease but I m not healthy (43.9%) recorded the highest response rate,

and regardi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based on BMI,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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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in the overw eight and obesity groups perceived them selves

as healthy than those in the normal range group (p< 0.01). On the other

hand, the most of the normal range w eight group perceived themselves

as I don t have any disease but I 'm not healthy (p< 0.01).

Comparing BMI among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groups, it was

indicated that : 1) the group subjectively perceiving as I don t have any

disease but I 'm not healthy w as low er than any other groups in terms

of BMI (p< 0.01) and 2) the groups subjectively perceiving as I am

healthy ' showed high BMI as 24.2±2.7kg/ m2 in 1997.

In conclusion , the result 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obese

people who have higher chance of carrying life style- related diseases

perceived themselves as being in healthier status than the non- obese

group.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health service, therefore, there is

a urgent need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management plan in order

to help obese people who perceive themselves healthy without being

aw are of their health risk changing their thoughts and behavi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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