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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다. 두 

조사는 목표 모집단이 같고 공통된 문항이 있으므로 비교 가능하며 두 조사의 자료가 

다양한 분석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면 

자료의 적절한 활용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건강조사 6개 

변수와 국민건강영양조사 8개 변수의 6년간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고, 이를 시도별, 

성연령별로 나누어 하위그룹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자료를 이용하여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현재흡연율, 

월간음주율,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 비만 유병율,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의 추정치 차이와 95% 신뢰구간을 분석하고, 변수별로 시도 및 

성연령별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을 평균제곱오차로 평가해 본다.  

결과: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제외하면 두 조사 모두 설문 자료를 이용한 

현재흡연율, 월간음주율,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율,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율은 

1%P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 자료를 이용한 비만 유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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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유병율, 당뇨병 유병율 추정치의 경우 각각 1.9~8.4%P차이를 보여 설문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의 차이보다 컸다. 하위그룹별 시계열 안정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 시 두 자료의 다양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이나 정책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상호 보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추정치, 비교, 시계열 안정성 

 

 

 

 

 

 

 

 

 

 

 

 

https://doi.org/10.4178/epih.e2019012


Volume: 41, Article ID: e2019012 
https://doi.org/10.4178/epih.e2019012 

3 

 

서론 

공중 보건에 관한 설문조사는 현대 역학의 기초이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해 시행된다[1]. 또한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지며 정확한 보건 조사 자료는 보건문제의 범위와 추세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2]. 특히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보건문제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한정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3].  

우리나라 공공보건, 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설문조사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지역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보건사업의 지표가 되고 있고[4],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단위의 통계를 

산출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에서 요청하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관련 전국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5]. 이 두 조사는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고 복합표본설계로 대한민국 전지역을 조사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설문의 많은 항목이 중복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은 다르지만 중복된 설문이 있는 경우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 추정치의 타당성은 모집단 전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의료기록이나 다른 설문조사 추정치와 비교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6]. 미국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해 국가단위 보건 설문조사인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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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Current Population Survey,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등 총 4개 조사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연구[7], 폭음율에 대해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와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연구[8], 

비만율에 대해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와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연구[9]등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단위 설문조사 추정치에 대한 비교 연구가 드물다. 

매년 실시하는 보건분야 국가단위 설문조사가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외에는 거의 없고 두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 어느 한 조사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건강영양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모두 정책개발이나 연구의 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두 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양한 분석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10-

13] 추정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면 자료의 적절한 활용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입안자 혹은 연구자가 두 조사의 자료를 활용할 때 개인의 

편의가 아닌 자료의 특성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거나 두 자료의 단점을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현재의 보건문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보건의 중요 통계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추정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 6개 변수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과 검진을 포함한 8개 

변수에 대해 6년간의 조사 추정치를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시도별, 성연령별 하위그룹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조사의 추정치를 더 자세히 비교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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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연구자료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조사 모두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사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 모두에게 면접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시·군·구당 900명을 조사하여 

매년 약 22만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표본추출은 통·반/리 내 주택유형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확률이 비례하도록 추출하고 계통 추출법으로 

2차 표본 가구를 선정한다[4].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만1세 이상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약 1만명에게 조사를 시행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마찬가지로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을 층화변수로 사용한 복합표본설계로 표본을 추출하며 매년 

192개 조사구의 총 3840가구를 선정하여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1세~11세), 청소년(12세~18세), 성인(19세)이상으로 나누어, 각기 특성에 맞는 

조사항목을 적용하고 모든 대상자에 대해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 

실시한다[5].  

 

(Table 1)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였고 조사 대상자수는 Table 1과 같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대상자 수가 매년 약40배 정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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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복합표본설계된 자료임을 반영하여 표본의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가중치가 부여된 대상자의 수는 두 조사가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두 조사의 비는 2010~2013년까지는 2%의 차이를 보이고 

2014~2015년까지는 1%의 차이를 보여 두 조사의 가중치가 부여된 대상자 수는 6년간 

평균 2%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가중치가 부여된 대상자를 시도별, 성연령별 하위그룹으로 나누면 2015년 현재흡연율 

변수 기준으로 평균 9%, 5%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연도별 변수별로 상이하며 

무응답으로 인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도 자료 특성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연령표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해 두 조사의 질문이 되도록 동일한 변수를 택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현재흡연율, 월간음주율,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비만 유병률로 모두 6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현재흡연율, 

월간음주율,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 비만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로 모두 8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비만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의 경우 검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나머지 

변수는 두 조사 모두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을 매우좋음, 좋음으로 답한 

비율이며, 현재 흡연율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현재 흡연상태를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운다고 답한 비율, 월간 음주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술을 한달에 한번 이상 마신다고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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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말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의사에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의사에게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말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은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로 정의하여 

산출하였으며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도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음이라도 답한 비율을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설문을 통해 자가보고 한 신장과 체중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시 신체계측한 신장과 체중으로 각각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계산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준에 따라 25Kg/m2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14], 이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고혈압 유병률은 

검진 조사에서 3회의 혈압측정으로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경우 고혈압 유병으로 정의하고 이의 비율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율과 비교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당뇨병 유병률은 검진 조사에서 8시간이상 공복자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하거나, 인슐린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을 

당뇨병 유병으로 정의하고 이의 비율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율과 비교하였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완치보다는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이기때문에 한번이라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 질병이 있다고 

간주하여 검진이라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병의 유무와의 비교가 설문 조사와 검진 

조사의 비교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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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두 조사 모두 복합표본설계된 자료임을 고려하여 추정치 산출 시 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하였다. 추정치 비교는 변수별 연도별 추정치를 이용하여 두 조사의 

절대적 차이와 차이의 95% 신뢰한계(95% confidence limit), 절대적 차이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평균 추정치의 비로 상대적 차이를 구하였다. 절대적 차이는 추정치 

차이의 절대값이고 상대적 차이는 평균 추정치에서 절대적 차이가 차지하는 비율로 

추정치가 작은 변수는 절대적 차이도 작은 경향이 있어 상대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추정치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좀 더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시계열 안정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제6기(2013~2015년)까지는 세종시를 

분리하여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하위그룹과 남녀 19세부터 

88세까지 10세 단위로 나눈 14개 성연령별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각 

변수의 하위그룹별 6년간의 추정치로 단순선형회귀직선을 구하고 이 직선에 대한 

추정치의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로 추정치의 변동성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6년동안 추정치의 추세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평균제곱오차가 

작아지게 되고 이는 시계열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분석은 

SAS(버전9.4)와 R(버전3.4.4)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1.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변수별 추정치 비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두 조사의 변수별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1 & Table 2).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Self-rated health)의 

절대적 차이는 2010년 10.5%P, 2011년 9.2%P, 2012년 11.4%P, 2013년 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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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9%P, 2015년 14.0%P로 평균 10.8%P의 차이를 보였고 상대적 차이는 평균 

33%P였다. 이는 다른 변수에 비해 큰 차이였다.  

현재흡연율(Current smoking rate)의 절대적 차이는 2010년 2.3%P, 2011년 2.3%P, 

2012년 1.3%P, 2013년 0.1%P, 2014년 0.6%P, 2015년 0.6%P로 평균 1.2%P의 차이

를 보였다. 상대적 차이는 4.9%P였다.  

월간음주율(Monthly drinking rate)의 절대적 차이는 2010년 2.2%P, 2011년 0.7%P, 

2012년 1.1%P, 2013년 0.4%P, 2014년 1.4%P, 2015년 1.0%P로 평균 1.1%P의 차이

를 보였다. 상대적 차이는 1.9%P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Hypertension diagnosis rate)과 국

민건강영양조사의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의 절대적 차이는 2010년 0.8%P, 2011년 

0.3%P, 2012년 0.3%P, 2013년 1.1%P, 2014년 2.1%P, 2015년 0.0%P로 평균 0.8%P

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 차이는 평균 4.6%P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Diabetes diagnosis rate)과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의 절대적 차이는 2010년 0.1%P, 2011년 0.2%P, 

2012년 0.6%P, 2013년 0.8%P, 2014년 1.0%P, 2015년 0.7%P로 평균 0.6%P의 차이

를 보였다. 상대적 차이는 평균 9.0%P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비만 유병률(Obesity 

prevalence by self-reported height & weight)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실측한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비만 유병률(Obesity prevalence by actually measured height & 

weight)의 절대적 차이는 2010년 8.9%P, 2011년 8.7%P, 2012년 8.8%P, 2013년 

8.3%P, 2014년 6.6%P, 2015년 8.2%P로 평균 8.3%P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 차이는 

평균 25.6%P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의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Hypertension diagnosi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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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terview)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의 고혈압 유병률(Prevalence of hypertension 

by physical exam)의 차이는 2010년 12.9%P, 2011년 9.1%P, 2012년 8.8%P, 2013년 

7.3%P, 2014년 5.1%P, 2015년 7.4%P로 평균 8.4%P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 차이는 

평균 32.0%P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의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Diabetes diagnosis rate by 

interview)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의 당뇨병 유병률(Prevalence of diabetes by 

physical exam)의 차이는 2010년 2.1%P, 2011년 2.2%P, 2012년 1.5%P, 2013년 

3.0%P, 2014년 1.5%P, 2015년 1.1%P로 평균 1.9%P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 차이는 

평균 21.6%P였다.  

 

(Figure 1 & Table 2)  

 

2.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하위그룹별 추정치의 시계열안정성 비교 

Figure 2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율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의사진단 경험률, 비만 유병률에 대해 두 조사의 

추정치를 시도별, 성연령별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시계열 추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 흡연율은 시도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정치

의 변화가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두 조사 추정치의 변화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율의 경우

도 시도별, 성연령별 그래프 모두 현재 흡연율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비만 

유병률의 경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한 반면,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실측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하여 현재 흡연율이나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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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추정치의 차이가 크며 이는 변수별 추정치 비교에서도 확인된 바 있었다. 시계열 

추세는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시도별 그래프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연령별 그래프에서는 그 변동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는 각 변수의 시도별 성연령별 하위그룹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보여준다. 시도별 하위그룹의 변수별 평균제곱오차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평균 

0.5, 0.3, 0.4으로 나타났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평균 22.6, 13.0, 16.4로 시도별 추정치

의 시계열 안정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령별 하위그룹의 변

수별 평균제곱오차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평균 0.6, 0.4, 0.3으로 나타났고 국민건강영양

조사는 평균 7.0, 13.6, 9.2로 성연령별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 Table 3) 

 

고찰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을 이용한 6개 변수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과 검진을 이용한 8개 변수의 추정치를 비교하고 시도별, 

성연령별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제외하면 두 조사 모두 설문 자료를 이용한 현재흡연율, 월간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은 1%P내외의 절대적 차이와 1.9~9%P의 

상대적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 

자료를 이용한 비만 유병률,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과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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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의사진단 경험률과 당뇨병 유병률 추정치의 경우 각각 1.9~8.4%P의 절대적 

차이와 21.6~32.0%P의 상대적 차이를 보여 설문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의 차이보다 

컸다. 하위그룹별 시계열 안정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성연령별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이 

시도별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설문자료를 이용한 변수의 경우 대체로 추정치의 차이가 매우 작았지만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그 차이가 컸다.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모두 감소하는 추세는 동일하였지만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는데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고 공통적으로 설문을 이용한 자료수집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 Fahimi et al. 의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과 다른 국가단위 

조사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변수에 따른 차이가 다양했는데 평생 흡연 경험률, 지난 

1년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험률 등은 다양한 하위그룹에서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인 반면 천식 유병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등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보통 혹은 나쁨으로 답한 분율의 조사간 차이가 절대적 

차이 4.16%P(상대적 차이 33.9%)로 다른 변수들 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3]. 본 

연구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조사간 절대적 차이가 10.8%로 Fahimi et 

al.의 연구의 절대적 차이보다 크지만 상대적 차이는 33.0%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Salomon et al. 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관해 1971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단위 

설문조사 자료를 비교 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 연령, 인종,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4개 조사의 추정치 비교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조사간 추정치 차이가 컸고 트렌드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에 

반해 당뇨병과 BMI와 같은 변수의 경우에는 조사간 추정치의 차이가 적었고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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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른 트렌드가 일치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alomon et al.은 조사간 

주관적 건강수준 추정치의 차이를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집단의 건강을 모니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변수라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7]. Chaoyang et al.의 3개의 국가단위 설문조사의 추정치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율, 비만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건강보험 미가입율은 

0.7~3.9%P의 절대적 차이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절대적 차이가 

0.4%~3.1%P로 차이의 크기는 비슷하였으나 추세는 일관되지 않은 경향성을 

보였다[15]. 이와 같이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조사마다 추정치의 차이가 큼을 

다수의 연구가 보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와 검진조사의 유병률의 차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간 차이보다 컸다.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한 비만 유병률과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실측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한 비만 

유병률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만 유병률은 8.6%P, 과체중은 7.8%P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신장의 과대평가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컸고 20~30대 남자, 

20~40대 여자에서 체중이 저평가되어 나타난 결과이다[16].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에 따른 비만 유병률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에 의한 비만 유병률의 차이가 

6.4%P, 당뇨병은 2.6%P의 차이를 보였다[17]. 그 외 연구에서도 자가보고 된 자료와 

검진을 이용한 실측 자료는 특히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하위그룹별 시계열 변동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조사 표본 대상자수가 40배 정도 많은 

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도별 하위그룹 추정치의 변동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시도별 하위그룹으로 나눌 경우 조사대상자수가 

https://doi.org/10.4178/epih.e2019012


Volume: 41, Article ID: e2019012 
https://doi.org/10.4178/epih.e2019012 

14 

 

적은 지역(200명 이하)에서 추정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성연령별 

하위그룹 추정치 변동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남녀 79~88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조사대상자수(150명 이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적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지역별 추정치에서 시계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지역별 

분석을 연구분석이나 정책의 근거로 쓸 때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두 조사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데 있어 매우 많은 문항 중 몇 개의 항목만을 비교하였고 이것은 이 두 조사의 

일부분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전제적인 추정치 차이를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모두 복합표본설계되어 있는 자료이지만 조사 

대상수와 표본추출 방법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에서 지점과 개인을 추출 단위로 하여 900명씩 매년 약22만명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자 수가 많고 전지역이 고르게 표본 추출이 되는 반면[19],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며 조사구와 가구를 추출 단위로 연간 192조사구, 3840가구, 1만명을 

조사하여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1년 단위의 전국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별로 조사대상자의 분포가 고르지 않을 수 있어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연중 조사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8월~10월까지 3개월동안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의 차이에 따른 추정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설문조사라 할 지라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의 

질문에 답하는 1:1 면접조사이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문항에 따라 면접조사 또는 

자기기입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두 조사의 조사원 질 관리도 

차이를 보인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매년 6월 지역별로 조사원을 선발하여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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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20],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위해 

8명의 조사원이 한 팀을 이루며 이 중 2명이 건강설문조사를 전담하고 총 4팀의 

전문조사수행팀이 전국을 돌며 조사를 수행한다[21]. 이렇듯 두 조사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조사 대상자 수, 대상자 선정방법, 자료수집방법뿐만 아니라 건강지표의 성격, 

질문의 형식, 질문의 순서 등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도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2, 23]. 따라서 조사간 비교 시 이러한 사소한 차이까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15].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시 두 자료의 다양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이나 정책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상호 보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한계점도 있지만 장점 또한 분명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6년치 자료와 각각 6개, 8개 변수를 이용하여 기존 국내 연구[16, 

17]에 비해 포괄적인 비교를 하였고 설문 추정치와 검진 추정치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조사 방법의 차이에 따른 추정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하위그룹별 추정치의 

시계열 안정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추정치의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하위그룹별 추정치는 

그룹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책과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 주요 보건조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한 연구이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의 조사 자료만으로 정책이나 

연구의 근거로 삼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의 

조사간 비교연구는 국가내 조사간 추정치 비교뿐만 아니라 국가간 조사 추정치 비교로 

확대되고 있다[24]. 앞으로 국내 조사의 비교 연구와 더불어 타국가 조사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가간 정책 비교 및 공유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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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aged 19 years or older in the 2010-2015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a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Year N Weighted N N Weighted N Ratio (CHS/KNHANES)

2010 229126 38999317 6254 38226440 1.02

2011 229186 39904832 6027 39050481 1.02

2012 228899 40363395 5611 39674018 1.02

2013 228764 40781906 5362 40164541 1.02

2014 228695 41143286 5040 40767231 1.01

2015 228558 41554658 5571 41176539 1.01

KCHS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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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nds in the variable estimates of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a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0-2015.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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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tinued. 

 

 

Diabetes diagnosis rate 
Obesity prevalence (Self-reported height & weight, KCHS) VS 

Obesity prevalence(Actually measured height & weight, 

KNHANES)  

Hypertension diagnosis rate (interview, KCHS) VS Prevalence of 

hypertension (physical exam, KNHANES) 
Diabetes diagnosis rate (interview, KCHS) VS Prevalence of 

diabetes(physical exam,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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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nge of difference, mean of difference and relativ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s of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KCHS) a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10-2015 

 

 

Values are presented as %. 
Note. Mean difference(Absolute difference) is the average estimate of the differences for each year. 

†Relative difference = mean difference (%, absolute difference) divided by average estimate(%) of 6-year of KNHANES

Variable Range of Difference (%) Mean Difference (%) 95% Confidence interval(%) Relative difference (%)†

Self- rated health 9.2~14 10.8   9.1 to 12.5 33.0

Current smoking rate 0.1~2.3 1.2 -0.3 to 2.8 4.9

Monthly drinking rate 0.4~2.2 1.1 -0.6 to 3.0 1.9

Hypertension diagnosis rate 0.0~2.1 0.8 -0.6 to 2.2 4.6

Diabetes diagnosis rate 0.1~1.0 0.6 -0.2 to 1.3 9.0

Diabetes diagnosis rate(interview, KCHS) VS

Prevalence of diabetes(physical exam, KNHANES)
1.1~3.0 1.9 0.9 to 2.9 21.6

Obesity prevalence(self-reported height & weight, KCHS) VS

Obesity prevalence(Actually measured height & weight, KNHANES)
6.6~8.9 8.3 6.7 to 9.9 25.6

Hypertension diagnosis rate(interview, KCHS) VS

Prevalence of hypertension(physical exam, KNHANES)
5.1~12.9 8.4 6.7 to 10.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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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ime series trends (current smoking rate, hypertension diagnosis rate, and obesity prevalence) 

by city (A, C, and E) and by sex and age (B, D, and F) in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a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0-2015. F, female; M, 

male. (continued to the next page) 

Hypertension diagnosis rate by city Hypertension diagnosis rate by sex and age 

Current smoking rate by city Current smoking rate by sex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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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inued. 

 

 

Obesity prevalence by city Obesity prevalence by sex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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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square error by city, sex and age in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KCHS) a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10-2015.  

 

 

 

 

City
Current smoking rate Hypertension diagnosis rate Obesity prevalence Current smoking rate Hypertension diagnosis rate Obesity prevalence

Busan 0.2 0.0 0.1 4.4 4.0 13.7

Chungbuk 1.0 0.1 0.9 25.8 34.4 15.8

Chungnam 0.4 0.6 0.3 39.2 15.1 40.6

Daegu 0.7 0.3 0.1 1.0 6.3 17.6

Daejeon 0.9 0.2 0.5 38.7 6.1 16.5

Gangwon 0.2 0.2 0.3 46.7 35.5 32.2

Gwangju 1.6 0.5 0.6 18.6 8.8 12.5

Gyeongbuk 0.1 0.2 0.1 20.3 13.4 10.6

Gyeonggi 0.2 0.1 0.1 2.4 0.2 0.6

Gyeongnam 0.6 0.1 0.3 11.3 1.9 8.5

Incheon 0.4 0.1 0.1 20.3 2.1 7.2

Jeju 1.0 1.0 1.6 46.7 3.7 27.1

Jeonbuk 0.4 0.2 0.5 2.8 19.5 17.0

Jeonnam 0.2 0.0 0.1 20.0 21.4 25.3

Seoul 0.1 0.1 0.1 1.8 3.1 1.2

Ulsan 0.1 0.5 0.8 61.1 33.0 15.6

Mean 0.5 0.3 0.4 22.6 13.0 16.4

KCHS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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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Group(sex age)
Current smoking rate Hypertension diagnosis rate Obesity prevalence Current smoking rate Hypertension diagnosis rate Obesity prevalence

F 19-28 0.0 0.0 0.1 5.9 0.0 3.8

F 29-38 0.0 0.0 0.1 2.1 0.3 4.4

F 39-48 0.0 0.1 0.2 1.0 2.4 13.5

F 49-58 0.1 0.1 0.1 3.1 5.8 5.8

F 59-68 0.0 0.1 0.1 1.1 9.7 11.1

F 69-78 0.0 0.5 0.1 0.4 8.7 3.1

F 79-88 0.1 2.1 1.2 3.7 30.8 17.9

M 19-28 0.3 0.3 0.3 9.4 9.4 1.8

M 29-38 1.8 0.1 0.1 8.1 1.8 5.8

M 39-48 2.0 0.2 0.3 8.8 4.4 6.6

M 49-58 0.9 0.1 0.3 0.9 19.6 12.1

M 59-68 0.9 0.5 0.6 10.7 2.5 10.8

M 69-78 0.8 1.1 0.7 7.5 18.9 16.1

M 79-88 0.8 1.0 0.8 41.7 89.7 25.6

Mean 0.6 0.4 0.3 7.0 13.6 9.2

KCHS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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