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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besity has become a concern globally. The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 over the past decade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obesity as a major cause of metabolic syndrome. Body mass index (BMI) and body weight perception have been
widely used as indirect predictors of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Therefore, we aimed to evaluate subjective body weight perception and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 adults over 20 years of age and confirm the gap between body weight perception and the objective measure of BMI.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ming 9,842 Korean adults over 20 years of age using data from the VI-3 (2015) and VII-1 (201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The BMI criteria were set according to the WHO Asia Pacific Standard criteria. Perceived body weight statu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question, “How would you describe your body shape?”. The patients were grouped as “obese,” “slightly obese,” “right
weight,” and “under weight” according to the original responses (“very obese,”“slightly obese,”“normal,”“slightly thin,” and “very thi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hi-square 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mong the participants,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was progressively higher with the body weight perception as obese. Additionally,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was higher in those with a higher BMI than in those with subjective body weight perception.
Conclusion: In this Korean population, increased risk of metabolic syndrome showed higher associated with higher BMI than with body weight
perception.
Keywords: Body Mass Index; Obesity; Body Weight Perception; Metabolic Syndrome

가하였다.1,2)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빠른 사회경제학적 성장을 이루

서론

면서, 생활 습관이 변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만 및 제 2형 당뇨병의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증가 및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였다.3) 전문가들은 이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2017년에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 발

러한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대사증후군이 있음을 확인하

표하였다. 그리고 비만 인구 또한 1975년에 비해 2016년에 19억 명,

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대사증후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증

과체중인구 또한 6억 5천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거의 3배 정도 증

가하였고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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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액검사는 12시간 공복상태에서 혈청을 채혈하였고 Hitachi

요함을 확인하였다.4-6)
체중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행동적, 생물학적 결과와 관련이 있

Automatic Analyzer 7600 (Hitachi, Tokyo, Japan) 기구를 이용하였고

다.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개인에서, 정확한 체중 인식은 지속적으

사용된 시약은 Pureauto S GLU (Sekisui, Osaka, Japan)와 Cholesterol

로 건강에 유익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N high-density lipoprotein (Sekisui ), Cholesterol N low-density

7,8)

정확한 체중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

lipoprotein (Sekisui)였다.

만이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으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간접적인 예

2) 체질량지수 측정 및 주관적 체형 인식 분류 기준

측인자로 널리 이용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인종적 차이나 생활 양

BMI는 측정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2)으

식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예측 변수

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값을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

9-11)

로 체중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였다.

준과 대한비만학회 비만 기준12,13)에 따라 underweight (저체중, BMI

대사증후군과 비만의 상관관계는 이전 선행 연구에서 연구된 바

<18.5 kg/m2), right weight (정상 체중, BMI 18.5–22.9 kg/m2), slightly

있으나, 개인의 체형 인식과 대사증후군 발병 관계는 연구된 내용이

obese (과체중, BMI 23.0–24.9 kg/m2), obese (비만, BMI ≥25.0 kg/m2)

적으며, 주로 체형 인식에 대한 연구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 국한되

으로 나누어 층화하였다.

어 연구된 내용이 많아 성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관적 체형 인식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류한 매우 마른편,

그리고 개인의 잘못된 체형 인식을 반영하는 개인의 체형 인식 정도

약간 마른편을 마른편으로 간주하였고,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와 비만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치인 BMI와의 관계에 대해 연관성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을 연구한 내용은 있으나 이를 질병의 발병에 대해 대입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3)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이번 연구의 목적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관적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NCEP-ATP III14)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사증

체형 인식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나아가서 BMI

후군의 진단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복부 비만, 공복혈당장애, 고중

라는 객관적인 척도를 이용하여 주관적 체형 인식과의 간극을 확인

성지방혈증,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중 3가지 이상 만족하

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허리 둘레: 남자 ≥90 cm, 여자 ≥85 cm

방법

(2) 고혈압: 혈압 ≥130/85 mmHg 또는 약물치료 중
(3) 고중성지방혈증: TG ≥150 mg/dL 또는 약물치료 중

1. 연구 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6기 3차 년도, 제7기 1차년도 자료를 가중치

(4) 공복혈당장애: 공복 혈당 ≥100 mg/dL 또는 약물치료 중
(5)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HDL-C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또는 약물치료 중

비율 1:1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2015–2016년 총 2개년도의 검진조
사, 건강설문조사를 모두 참여한 인원 중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
으로 하였고, 분석 변수 중 결측 데이터가 있는 자를 제외한 9,84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분석 방법 및 통계 처리

대상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사증후군에 따른 범주형 변수의
빈도와 가중 백분율을 제시하고 Rao–Scott 보정을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의 평균과 표준오

2. 연구 방법

차를 제시하고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체형 인식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측정

과 BMI 분류 간 교차 빈도와 가중 백분율을 확인하고 Rao–Scott 보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인구통계자료, 흡연, 음주, 병력 등의

정을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체

자료를 이용하였고, 검진조사를 통해 얻어진 신장, 체중, 신체질량

형 인식과 대사증후군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

지수, 허리둘레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

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고, 상대 위험도로서 오즈비(odds ratio,

방,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OR) 및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대상자

HDL-C),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을 연구에 사용하였

특성 변수를 보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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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

Metabolic syndrome

Total

Yes

No

Total

3,255 (29.0)

6,587 (71.0)

9,842 (100.0)

Age (y)

55.23±0.37

43.20±0.27

46.70±0.28

Male

1,569 (56.1)

2,694 (46.9)

4,263 (49.6)

Female

1,686 (43.9)

3,893 (53.1)

5,579 (50.4)

3,055 (90.1)

5,309 (72.9)

8,364 (77.9)

200 (9.9)

1,278 (27.1)

1,478 (22.1)

895 (11.5)

1,793 (15.0)

<0.001

Marital status
Unmarried

<0.001

Household income
1st quantile

898 (23.4)

2nd quantile

869 (25.1)

1,537 (22.0)

2,406 (22.9)

3rd quantile

757 (25.4)

1,988 (32.1)

2,745 (30.2)

4th quantile

731 (26.1)

2,167 (34.3)

2,898 (31.9)

957 (9.8)

2,107 (15.0)

<0.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150 (27.7)

Middle school

438 (12.4)

612 (7.7)

1,050 (9.0)

High school

897 (30.8)

2,283 (38.2)

3,180 (36.0)

Above college

770 (29.2)

2,735 (44.4)

3,505 (40.0)

Yes

1,798 (61.4)

4,140 (65.7)

5,938 (64.5)

No

1,457 (38.6)

2,447 (34.3)

3,904 (35.5)

642 (24.9)

1,088 (20.0)

1,730 (21.4)

<0.001

Job

<0.001

Smoking
Current
Former
No

820 (26.3)

1,333 (20.1)

2,153 (21.9)

1,793 (48.7)

4,166 (59.9)

5,959 (56.7)

1,121 (29.6)

1,617 (20.5)

2,738 (23.1)

1,279 (19.0)

1,785 (17.6)

<0.001

Drinking
No
<1/mo

506 (14.3)

1/mo

275 (8.6)

2–4/mo

576 (19.4)

716 (11.6)

991 (10.7)

1,636 (27.6)

2,212 (25.2)

2–3/wk

490 (18.0)

949 (15.4)

1,439 (16.2)

≥4/wk

287 (10.0)

390 (5.9)

677 (7.1)

Yes

263 (8.8)

702 (11.8)

965 (10.9)

No

2,992 (91.2)

5,885 (88.2)

8,877 (89.1)

14 (0.4)

353 (5.8)

367 (4.2)

Right weight (18.5–22.9)

481 (13.2)

3,229 (48.1)

3,710 (37.9)

Slightly obese (23.0–24.9)

695 (20.0)

1,637 (24.6)

2,332 (23.3)

2,065 (66.4)

1,368 (21.5)

3,433 (34.6)

261 (6.9)

1,269 (19.2)

1,530 (15.7)

<0.001

Exercise

<0.001

Body mass index (kg/m2)
Underweight (<18.5)

Obese (≥25.0)

<0.001

Body weight perception
Underweight
Right weight
Slightly obese
Obese

969 (27.2)

3,024 (45.3)

3,993 (40.1)

1,473 (48.0)

1,966 (30.2)

3,439 (35.4)

328 (5.2)

880 (8.9)

552 (17.9)

<0.001

Body weight misperception
Under-estimation

2,128 (65.4)

2,862 (43.6)

4,990 (49.9)

Right-estimation

1,068 (32.9)

3,219 (48.8)

4,287 (44.2)

506 (7.6)

565 (5.9)

Over-estimation

59 (1.6)

<0.001

Hypertension

286

Yes

2,554 (75.6)

1,574 (20.9)

4,128 (36.8)

No

701 (24.4)

5,013 (79.1)

5,714 (63.2)

www.kjfp.or.kr

<0.001
<0.001

Sex

Married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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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Metabolic syndrome

Variable

Total

P-value

Yes

No

Yes

2,390 (72.0)

1,237 (17.0)

3,627 (33.0)

No

865 (28.0)

5,350 (83.0)

6,215 (67.0)

Yes

2,508 (79.4)

1,159 (17.7)

3,667 (35.6)

No

747 (20.6)

5,428 (82.3)

6,175 (64.4)

Yes

2,184 (68.5)

902 (13.3)

3,086 (29.3)

No

1,071 (31.5)

5,685 (86.7)

6,756 (70.7)

Yes

2,098 (63.2)

1,358 (19.1)

3,456 (31.9)

No

1,157 (36.8)

5,229 (80.9)

6,386 (68.1)

<0.001

Diabetes

<0.001

Hypertriglyceridemia

<0.001

Abdominal obesity

<0.001

Low HDL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for categorical variable or mean±standard error for continuous variabl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P values are from Rao–Scott χ2 test or ANOVA.

Table 2. Distribution of body weight perception within each BMI based weight status
Variable

Body weight perception
Underweight

Right weight

311 (3.2)

53 (0.5)

Slightly obese

Obese

Total

P-value
<0.001

BMI
Underweight (<18.5)

2 (0.0)

1 (0.0)

367 (3.7)

Right weight (18.5–22.9)

1,043 (10.6)

2,209 (22.4)

444 (4.5)

14 (0.1)

3,710 (37.7)

Slightly obese (23.0–24.9)

136 (1.4)

1,192 (12.1)

953 (9.7)

51 (0.5)

2,332 (23.7)

40 (0.4)

539 (5.5)

2,040 (20.7)

814 (8.3)

3,433 (34.9)

3,993 (40.6)

3,439 (34.9)

880 (8.9)

9,842 (100.0)

Obese (≥25.0)
Total

1,530 (15.5)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for categorical variable.
BMI, body mass index.
P values are from Pearson’s chi-squared test.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확률 0.05를 기

slightly obese군이 가장 높았고, 정상군의 경우 underweight 1,269명,

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right weight 3,024명, slightly obese 1,966명, obese 328명으로 right
weight군이 가장 높았다. 잘못된 체형 인식 정도에서는 대사증후군
집단의 경우 under-estimation 2,128명, right-estimation 1,068명, over-

결과

estimation 59명으로 under-estimation군이 높았고, 정상군의 경우
under-estimation 2,862명, right-estimation 3,219명, over-estimation 506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총 9,842명을

명으로 right-estimation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변수는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의 경우 3,255명(29.0%)이었고, 정상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다른 변수들에서도 두

의 경우 6,587명(71.0%)으로 분류되었다. BMI (kg/m )의 차이는 대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2

사증후군 집단의 경우 underweight (<18.5) 14명, right weight (18.5–

22.9) 481명, overweight (23.0–24.9) 695명, obese (≥25.0) 2,065명으로

2. 전체 대상자에서 주관적 체형 인식 정도와 BMI 분류 간의

obese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정상군의 경우 underweight (<18.5) 353

교차분석

명, right weight (18.5–22.9) 3,229명, overweight (23.0–24.9) 1,637명,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주관적 체형 인식 정도를

obese (≥25.0) 1,368명으로 정상 체중군이 가장 높았다.
주관적 체형 인식의 차이는 대사증후군 집단의 경우 underweight

261명, right weight 969명, slightly obese 1,473명, obese 552명으로
Korean J Fam Pract. 2020;10(4):284-291

BMI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개인이 객관적인 기준인 BMI에 비해 저
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전체 9,842명 중 4,990명으로 50.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P<0.00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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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체형 인식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Table 4).

주관적 체형 인식과 대사증후군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형

Table 5에서는 잘못된 주관적 체형 인식과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을 정상으로 인지하는 군을 비교군으로 하여 주관적 체형 인식이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성별로

과체중(slightly obese), 비만(obese)으로 인지하는 군에 대한 로지스틱

구분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under-estimation군에서 대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교차비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대상

증후군일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성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 특성에 대해 age (year), sex ,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OR, 1.885; 95% CI, 1.604–2.216).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education, job, smoking, drinking, exercise 항목 변수를 보정하였다.

때, 40대 이상에서 under-estimation군에서 대사증후군일 위험이 유

정상인 군에 비해 주관적 체형 인식을 과체중(OR, 4.039; 95% CI,

의하게 높았으며,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OR , 1.822;

3.486–4.679), 비만(OR, 11.840; 95% CI, 9.625–14.565)으로 인지하는

95% CI, 1.547–2.145) (Table 5).

군은 대사증후군일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사증후군의 세부 영
역 변수에서도 주관적 체형 인식을 과체중, 비만으로 인지하는 군

고찰

에서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4에서는 잘못된 주관적 체형 인식과 대사증후군 위험도와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체형 인식 지표와 비만 지표로 사용되는

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주관적 체형 인식과 실제 BMI로 확인된

BMI 수치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연구에서 주관적

값이 같은 경우를 비교군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체형 인식

으로 체형이 비만하다고 인식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하

에서 개인이 객관적인 BMI 수치보다 비만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군

며, 대사증후군의 세부 영역 변수인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

(under-estimation)에서 대사증후군일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OR,

증, 복부 비만,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위험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1.622; 95% CI, 1.438–1.830). 대사증후군의 세부 영역 변수에서도 동

보여주었다. 이 지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게 under-estimation군에서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으로 만성질환의 위험을 예측함에 있어서, BMI만 사

Table 3. Association between body weight perception and metabolic syndrome
Variable
Metabolic syndrome

Body weight perception

Diabetes

<0.001

Slightly obese

4.039 (3.486–4.679)

<0.001

11.840 (9.625–14.565)

<0.001

Right weight

1
0.732 (0.611–0.876)
2.033 (1.779–2.324)

<0.001

Obese

3.657 (2.951–4.531)

<0.001

Right weight

1

Underweight

0.695 (0.588–0.821)

<0.001

Slightly obese

1.743 (1.541–1.973)

<0.001

Obese

3.429 (2.868–4.101)

<0.001

1

Underweight

0.627 (0.519–0.758)

<0.001

Slightly obese

2.123 (1.885–2.391)

<0.001

Obese

3.343 (2.780–4.020)

<0.001

Right weight
Abdominal obesity

1

Underweight

0.174 (0.123–0.246)

<0.001

Slightly obese

8.542 (7.254–10.058)

<0.001

74.717 (56.166–99.396)

<0.001

Obese
Right weight
Low HDL

<0.001

Underweight
Slightly obese

Right weight
Hypertriglyceridemia

P-value

0.457 (0.373–0.559)

Obese
Hypertension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Underweight

1

Underweight

0.653 (0.559–0.762)

<0.001

Slightly obese

1.666 (1.494–1.859)

<0.001

Obese

2.422 (2.006–2.923)

<0.001

Right weight

1

HDL, high-density lipoprotein.
Adjusted for age (year), sex,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smoking, drinking,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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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 between body weight misperception and metabolic syndrome
Variable

Body weight misperception

Metabolic syndrom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Under-estimation

1.622 (1.438–1.830)

<0.001

Over-estimation

0.398 (0.291–0.544)

<0.001

Right-estimation
Hypertension

1

Under-estimation

1.312 (1.166–1.477)

<0.001

Over-estimation

0.593 (0.444–0.791)

<0.001

Right-estimation
Diabetes

1

Under-estimation

1.184 (1.057–1.325)

0.003

Over-estimation

0.649 (0.492–0.857)

0.002

Right-estimation
Hypertriglyceridemia

1

Under-estimation

1.264 (1.126–1.418)

<0.001

Over-estimation

0.816 (0.627–1.063)

0.132

Right-estimation
Abdominal obesity

1

Under-estimation

2.057 (1.834–2.307)

<0.001

Over-estimation

0.228 (0.151–0.344)

<0.001

Right-estimation
Low HDL

P-value

1

Under-estimation

1.342 (1.192–1.511)

<0.001

Over-estimation

0.893 (0.721–1.108)

0.303

Right-estimation

1

HDL, high-density lipoprotein.
Adjusted for age (year), sex,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smoking, drinking, exercise.

Table 5. Association between body shape misperception and metabolic syndrome on age, sex sub-group analysis
Variable
Metabolic syndrome

Subject

Body shape misperception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Sex
Male

Female

Under-estimation

1.289 (1.087–1.529)

0.004

Over-estimation

0.278 (0.106–0.732)

0.010

Right-estimation

1

Under-estimation

1.885 (1.604–2.216)

<0.001

Over-estimation

0.509 (0.363–0.713)

<0.001

Right-estimation

1

Age (y)
20–29

30–39

40–49

50–59

≥60

Under-estimation

1.489 (0.762–2.908)

0.244

Over-estimation

0.182 (0.039–0.856)

0.031

Right-estimation

1

Under-estimation

1.192 (0.799–1.779)

0.390

Over-estimation

0.223 (0.079–0.633)

0.005

Right-estimation

1

Under-estimation

1.706 (1.320–2.206)

<0.001

Over-estimation

0.572 (0.283–1.154)

0.119

Right-estimation

1

Under-estimation

1.498 (1.196–1.878)

<0.001

Over-estimation

0.479 (0.248–0.922)

0.028

Right-estimation

1

Under-estimation

1.822 (1.547–2.145)

<0.001

Over-estimation

0.583 (0.337–1.009)

0.054

Right-estimation

1

Adjusted for age (not in age sub-groups), sex (not in sex sub-groups),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smoking, drinking, exercise.

용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키와 체중만을 이용하여 계산

고 2008년 호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Atlantis 등16)의 연구에 의

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Janssen 등15)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BMI를

하면 체형이 비만이라고 인식할수록 권장하는 운동시간과 건강에

가지고 있더라도, 신체의 근육량이나 지방량과 같은 신체 구성 요인

좋은 음식을 먹는 확률이 낮음을 발표하였다.

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
Korean J Fam Pract. 2020;10(4):284-291

본 연구에서 주관적 체형 인식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비만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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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BMI로 측정한 비만도가 더 높은 사람에게서 대사증후

하였을 때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

군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비만하지 않

지므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체질량지수가 높음에도 비만하

다고 생각함으로써 생활 습관 개선,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을 유추

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입이 필

할 수 있다. 실제 신체 이미지를 고려한 주관적 체형 인식은 BMI와

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세 이상에서 더욱 위험도가 증가하기

함께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때문에 중년 이후 생활 습관 개선과 본인의 정확한 체형 인식이 중

개인이 체구에 비해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만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

식습관과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에서 주관적 체형 인식이 비만하다고 느끼는 군에서 우울감을 느끼

기 때문에 동일한 BMI와 체구를 가진 다른 사람에 비해 만성질환

고 무질서한 체중 조절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추가

을 예방하는 활동을 덜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18)

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못된 체형

요약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중 증가, 우울 감정, 심혈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체중 상태가 과체중, 비만이라고 판

연구배경: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단하는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심리적 과정에 더 취약 할 수 있다고

간 대사증후군은 한국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하였다.19-25) 이러한 작용은 체형에 대한 인식이 과체중, 비만인

비만이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으며, 체질량지수(body

경우 금식, 자기 유도 구토, 설사제, 이뇨제 복용과 같은 무질서한

mass index, BMI), 체형 인식을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간

체중 조절 행동(disordered weight control behavior)의 더 큰 사용과 관

접적인 예측인자로 널리 이용했다. 그리고 주로 체형 인식에 대한 연

련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상 체중이나 과체중, 비만으로 체

구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 국한되어 연구된 내용이 많아 성인으로

형을 인식하는 군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24)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으로 개인의 주관적 체형 인식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평가

의 대표성을 띄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큰 표본을 이용하였기 때문

하고, 나아가서 BMI라는 객관적인 척도를 이용하여 주관적 체형 인

에 일반적인 대한민국 성인에 적용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식과의 간극을 확인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단면적 연구로 면접 방법과 자

자 한다.

기 기입식 문진표에 의한 정보의 부정확성과 손실 가능성 및 회상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년), 제7기 1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잘못된 체

차년도(2016년) 자료를 적용하여 20세 이상의 한국 성인 9,842명을

중 조절법이나 체중 조절 방식에 대한 체중 변화는 고려하지 못했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량지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체형 인식에 대한 값을 피실험자의 답에

지역 기준과 대한비만학회 비만 기준을 따랐으며, 주관적 체형 인식

의해 측정하였다. “체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에 대한 분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류한 매우 마른편, 약간

에 대한 반응은 연구자들에 의해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과학적인

마른편을 마른편으로 간주하였고,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으로

측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3.0을 사용하였고 카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대사증후군의 주요 관리 대상인 중년층 외

제곱 검정, 분산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에 노년층도 대상으로 하여 비만을 측정함에 있어 노인에서의 체중

결과: 주관적 체형 인식이 과체중(OR, 4.039; 95% CI, 3.486–4.679),

감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비만(OR, 11.840; 95% CI, 9.625–14.565)에 해당하는 군에서 정상인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체형 인식이 비만하다고 생각할수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객관적인 BMI 지표

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비만을 객관적

보다 주관적 체형 인식에서 덜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체형 인

으로 확인하는 BMI보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체형 인식이 덜 비만

식이 올바른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한 체형 인식이 올바르거나 객관적인 BMI

타났다(OR, 1.622; 95% CI, 1.438–1.830).

보다 더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결론: 한국 성인에서 객관적인 BMI 지표가 주관적인 체형 인식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나이와 성별로 나눈 연구에서도

높은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체형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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