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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단문형 국제신체활동설문(IPAQ)의 신뢰도와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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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본 연구는 한국어판 단문형 국제신체활동설문(IPA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방법: 성인(15～69세) 지원자 중 완료된 69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는 조사-재조사 방법으로, 타당도는 ActicalR과 설문

지와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신뢰도는 Spearman Rho 0.427～0.646 (중앙값 0.542), Kappa 값 0.365～0.620 (중앙값 0.471)이었다. Kappa 

값은 7개 중 5개 항목이 0.4 이상이었다. 타당도는 설문 응답에 의해 나뉜 3개군 사이에 유의한 신체활동 차이가 있었다

(P=0.039). 설문 응답에 따르는 신체활동 정도를 연속 변수로 계산하여 ActicalR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Spearman 

Rho는 0.267이었다.

결론: 국제신체활동설문(IPAQ) 단문형 한국판 설문지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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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운동은 심폐기능과 사 과정을 향상시키고 골격근 

상태를 호 시키며 심리 으로 좋은 향을 미친다. 건

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면 신체 작업 능력, 심폐기능, 

사 과정이 향상되는데, 반 로 4～6주 정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감소한다.1) 

  심근경색증 환자도 한 운동을 하면 삶의 질이 좋

아질 뿐만 아니라 사망률  심장 발작이 20～25% 정도 

감소한다.2) 장기간 침상에 머문 사람에 한 연구와 무

력 상태에 운동하지 않고 오래 머물게 한 사람에 한 

연구 결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 작업 능력이 감소하

고 심장 순환 기능이 하되며, 칼슘과 질소의 배설이 

증가되었고, 골격근 양이 어든다.3,4)

  한 신체활동이 은 군은 활발한 군에 비해 순환기 

질환이 두 배로 많고, 고 압 발생 험이 35～52% 증가

한다. 고 압 환자가 규칙 인 운동을 하면 평균 압이 

10 mmHg 정도 감소한다.
5-9)

 운동이 특히 도움되는 질병

은 상동맥 질환, 고 압, 당뇨병, 골다공증, 비만, 정신 

심리  질환 등이다.
10)

 

  건강증진을 해 신체활동 정도를 높이려면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즉 신체활동 평가가 만성질환

의 재 후에 필요하며 고 압, 당뇨병, 고지 증 등 

만성질환에서는 유산소 운동량, 골다공증에서는 골 부하 

정도, 비만에서는 체 에 지 소모량 악이 요하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심폐기능 향상을 한 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권유한다. 

  ‘  근육군을 20분에서 60분 정도 움직이는 유산소운

동으로, 일주일에 3～5회 빈도로, 최 심박수의 55～

90% 강도로 운동하되 처음에는 더 낮은 수 에서 운동

하며 차 수주에 걸쳐 운동 강도를 높여간다’.11)

  그런데 등도의 신체 활동(최 산소섭취량의 40～

60%)을 수회에 걸쳐 총 30분 이상씩 매일 는 거의 매

일 해도 건강에는 유효하다. 이 정도 활동은 비활동 즉 

좌식 생활(sedentary life)에 비해 훨씬 유익하며, 건강 향상 

효과는 있다는 뜻이다.12) 하지만 심폐 기능이 향상되려

면 더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심 계 

험 인자인 만성질환에 좋은 신체활동도를 악할 때에

는 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체활동도 측정을 해서  세계에서 30개 이상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 이고 정확한 황  기

이 아직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  조사 목

에 맞게 선택하거나 고안해서 사용해야 한다. 지 까지 

시행되고 있는 신체활동도 악 방법은 수법(Dou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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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ed water)를 이용하여 에 지 사용량을 재는 방법
13)

, 

설문지 자가 기입이나 활동 일기 작성 는 인터뷰를 통

한 자가 보고 방법, 활동량 찰법, 심박수 모니터링, 움

직임 감지기(Motion sensors), Global Positioning System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PS/GIS)을 이용하여 상

자의 이동과 활동을 악하는 방법 등이 있다.14) 

  다수의 인구를 상으로 한 역학 조사에서는 그  설

문 조사 방법이 실 이다. 장 은 평소 활동에 변화를 

주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변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활동과 직업 활동, 기간 강도 빈도, 칼로리 

소모량 추정 등), 작성이 쉽고 정량화가 가능하고 상

으로 렴하다. 

  설문 조사 방법의 단 은 기억에 의존하므로 오차가 

생기고, 피검자의 조 동기가 있어야 하며, 최근 수일 동

안의 기억(short-term recall)은 평소 습 인 행동을 나타

내지 못할 수 있고, 수년간의 활동 패턴을 묻는 장기 기억

(long-term recall)은 기억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이다.

  일반 인구를 상으로 시행한 신체활동도 설문  직

업  신체 활동과 여가 신체 활동을 포함하고, 자기기입

법으로 운 될 수 있는 것은 Baecke Questionnaire of 

Habitual Physical Activity15), Health Insurance Pan of New 

York (HIP) Activity Questionnaire
16)

, Lipid Research Clinics 

Questionnaire17), KIHD 24-hour Total Physical Activity 

Record18), The Aerobic Center Longitudinal Study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19)

 등이 있다. 

  최근에는 활발한 운동과 등도 활동량을 악하는 

설문이 사용되고 있다. 즉 미국의 국가 건강 면  조사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나 세계 보건 기구의

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등이다.20)

  IPAQ는 WHO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의 설문 도구로 

선택되었고 12개국에서 신뢰도 타당도 조사가 이루어 

졌다. 한 자 등이 개발한 국문 번역본이 IPAQ 개발

으로부터 한국어 버 으로 공식 인정받았다(http: //www. 

ipaq.ki.se 참조).

  IPAQ 개발의 목 은 각국의 신체활동 수 을 비교할 

수 있는 잘 짜여진 설문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 그 까지 

개발된 것은 조사 활동 종류( , 여가 활동만 설문)나 자

료 수집 형태가 달라서 각국 간 비교가 곤란하 기 때문

이다.

  1996년 호주의 Dr. Michael Booth가 타당성 있고 신뢰

도 높은 설문을 만들자고 제창한 후 1997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Barbara Ain-

sworth 등 26명이 모여 설문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IPAQ는 장문형과 단문형이 있는데 각각 27개, 7개 설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한 자가기입식과 화 설

문 방식으로 나뉜다. 

  모든 설문은 문화  배경을 고려한 번역을 시행한 후 

원래의 의미와 다르지 않은지 문가가 검증을 하고 나

서, 일반  등 설문 상자에게 설문을 작성하게 하여

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해야만 정확한 설문으로 인

정받을 수 있게 된다. 

  타당도를 정하기 한 기 으로는 신체활동 측정 

도구가 할 것인데 최근 MTI actigraph나 ActicalⓇ 등

이 쓰이고 있다. 12개국에서 IPAQ 각국 번역 의 타당도 

측정을 한 신체활동 측정 도구로는 MTI actigraph가 쓰

다. 하지만 이는  조정(calibration)을 자주해야 하며 

방수가 되지 않는 단 이 있었다. 최근에는 방수가 되고 

 조정이 필요 없으면서 정확도가 입증된 Actical
Ⓡ
을 

사용한 연구의 권 가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IPA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

하기 해 고안되었다. 

방      법

    1. 연구 대상

  연구 상자는 경기도 고양시 지역의 자원자로 15～

69세의 청소년  성인으로 하 고 제외 기 은 설문에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한 사람, 신체 활동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 ActicalⓇ 착용이 부실

한 사람으로 하 다. 상자 수
21)
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

에 의해 설문 결과와 Actical 간 상 계가 0.4～0.6으로 

가정했을 때 51명이 필요한데, 도 탈락률을 35%로 가

정하면 약 77명이 필요하다. 실제 연구 시작은 84명을 

상으로 시행하 으며 제외 기 에 따라 69명을 최종 

상자로 삼았다. 따라서 최종 상자는 필요 정자보

다 18명이 더 많았다. 

  표본 추출은 질병이 없는 성인 지원자를 연속 으로 

추출하는 연속추출(consecutive sampling) 방법으로 하 다.

n=[(zα+zβ)÷C]2+3 

r= 상된 상 계수, C=0.5×ln[(1+r)/(1-r)] 

n=필요 상 총수. α(one-tailed)=0.05, β=0.10; zα

=0.05=1.645, zβ=0.1=1.282 

    2. 연구방법 

  1) 국문판 IPAQ 개발: IPAQ는 다음과 같은 문화 응

과 번역 기 을 거쳐 일럿 연구 후 국문으로 번역되었

다. 

  (1) 문화 적응(Cultural Adaptation); 나라마다 문화

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에 한 언어로 표 하는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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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개념 일치 활동 종류나 강도에 한 의미가 같아야 

한다 

  - 단  일치: 주당 횟수, 단  시간뿐만 아니라 등도 

강도는 3～6 METs, 격렬한 강도는 ＞6 METs임이 일치되

어야 한다. 

  - 어휘 일치: 단어 자체를 직역하기 보다는 같은 의미

의 의역이 필요하다. 

  세계 으로 신체활동이 다양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보다 직업과 교통 수단 이용 활동이 많다. 나라나 

지역별로 자유 재량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직업이나 교

통 수단 이용 활동보다 많기도 한다. 따라서 신체활동의 

를 들 때 각국 실정에 맞게 시할 수 있다. 다만 활동 

강도 범주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번역과 역번역;

  가) 어 원본으로부터 국문으로 번역하 다. 같은 의

미를 갖는 각국에 맞는 단어로 변경시킬 수 있다. 모든 

항목은 번역할 때 원래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신체 

활동 시를 들 때 각국 문화에 맞는 활동을 로 들 수 

있다. 이때 활동 강도 범주가 일치하는지 the Compen-

dium of Physical Activities (http://prevention.sph.sc.edu)에서 

확인해 보았다. 격렬한 활동은＞6 METs, 등도 활동은 

3～6 METs 범 에서 다른 신체 활동 시를 찾아야 한

다. 문  IPAQ 단문형에서는 격렬한 신체활동의 를  

‘heavy lifting, digging, aerobics, or fast bicycling’으로 들었는

데, 국문 에서는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

빅, 빠른 속도로 자 거 타기’로 바꾸었다. 즉 땅 기는 

마당 일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서 달리

기로 교체한 것이다. 장문형에서도 digging 신 ‘힘든 작

업을 하기’로 바꾸었다. 

  나) 어도 2명의 서로 다른 번역가가 제2언어로 번역

하여야 한다. 수년간 어 사용 국에 체류하 었고 어

에 능통한 의과 학 교수 2명이 한국어로 번역하 다. 

개념이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 이해되도록 노력하 다. 

  다) 번역본을 사용할 사람들과 사회 경제  수 이 비

슷하면서 어와 국어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검토시켜야 한다. 미 8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가 한국어 번역본을 검토하 다. 이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 2세 으며, 어와 한국어에 능통하

고, 단어에 함축된 의미도 악하고 있는 양국어 실력을 

가졌다. 이들은 번역본이 한국어만 구사하는 사람들에

게 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 고, 의미가 다르게 달될 

수 있는 표 을 정정하 다. 

  라) 2명의 다른 번역자들에게 번역본을 어로 다시 

번역하도록 한다(역번역). 번역본을 미국에서 나고 자랐

으며 재는 경희  문과 교수로 재직 인 분과 등

학교 시 부터 학교 졸업까지 캐나다에서 지낸 의사 

한 분에게 문으로 번역하도록 부탁하 다.

  마) 두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그룹이 다시 모

여서 역번역된 것을 검토하고 최종본을 정한다. 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5명이 모여서 어로 역

번역된 것과 어 원본을 비교하여 의미가 같은 지 확인

하 다. 이 때 가장 요한 것은 원본과 역번역본은 서로 

의미가 같아야 하는데, 단어 자체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검토 결과 신체활동을 시행한 날  한 날을 로 들어 

그날의 활동 시간을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원본에 충

실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날 보

통 하루  몇 시간을 소모하 습니까’라는 방식으로 국

어 설문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한국어 설문을 다시 어

로 역번역하여 원본의 의미에 충실함을 확인하 다.

  (3) 파일럿 연구; 번역본에 한 일럿 연구를, 다양

한 배경을 가지고 다른 방언을 구사하는, 낮은 그리고 

간 정도 교육 수 과 사회 계층인 사람들 수 명에게 

시행하 다. 각 항목마다 다음 질문을 면  조사하 다. 

  a. 모든 단어를 이해했습니까? 

  b. 질문의 뜻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무엇을 묻는지 아

시겠습니까?) 

  c. 이것에 한 의문 이 있습니까? 

  d. 어떻게 하면 의미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일반 인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 다.: 

  a. 불편하게 느끼게 만든 질문이 있습니까?

  b. 우리가 묻지 못한 활동이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일럿 연구를 토 로 다시 수정 보완하

되 원래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일럿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학생 10명과 65세 이

상 노인 10명에게 시행되었다. 설문이 길고, 주 식이라

서 힘들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응답을 하는 데에는 문제

가 없었다. 다만 노인의 경우 돋보기가 없어서 에서 

읽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2 있었다.

  2) 신뢰도 타당도 조사: 신뢰도는 조사-재조사 방법으

로 구하 다. 두 설문간 간격은 1주일로 하 다. 지난 1

주일간의 신체활동을 묻는 설문이기 때문에 신체활동량 

변화를 최소화하려면 1주일 이내에 재 설문을 하는 것이 

합리 이고, 설문 간격이 무 짧으면  설문 응답을 

기억하여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타당도는 ActicalⓇ을 표 으로 삼고, 설문지와의 상

성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즉 Actical
Ⓡ
로 측정된 활동량

과 설문지 응답 결과를 토 로 계산된 소모 열량을 비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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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Male Female Total


Number   32 (46.4)  37 (53.6)  69 (100)

Age (Mean±SD)  36.82±11.60  33.75±11.86  35.17±11.76

Height (Mean±SD) (cm) 173.47±6.26 161.72±4.45 167.17±7.95

Weight (Mean±SD) (kg)*  70.57±8.67  53.28±5.59  61.30±10.99

Alcohol No   9 (28.1)  18 (48.6)  27 (39.1)

Yes  23 (71.9)  19 (51.4)  42 (60.9)

Smoking† No  17 (53.1)  37 (100)  54 (78.3)

Current or Ex-smoker  15 (46.9)   0 (0)  15 (21;7)

Marriage Unmarried  13 (40.6)  22 (59.5)  35 (50.7)

Married  19 (59.4)  13 (35.1)  32 (46.4)

Death of spouse   0 (0)   2 (5.4)   2 (2.9)

Education Middle school   2 (6.3)   0 (0)   2 (2.9)

High school   8 (25.0)   6 (16.2)  14 (20.3)

University  19 (59.4)  29 (78.4)  48 (69.6)

Graduate   3 (9.4)   2 (5.4)   5 (7.2)

Family income (million won/month)

＜1   0 (0)   1 (2.7)   1 (1.4)

1～1.9   3 (9.4)   6 (16.2)   9 (13.0)

2～3.9  16 (50.0)  15 (40.5)  31 (44.9)

≥4  10 (31.3)  14 (37.8)  24 (34.8)

Unknown   3 (9.4)   1 (2.7)   4 (5.8)


*P＜0.05 by t-test, †P＜0.05 by Fisher’s exact test.

  단문형 IPAQ 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신체활동량을 계

산하는 방법은 범주형과 연속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범주형 수는 비활동, 최소한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 

등 3단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비활동(inactive) 즉 1단계

는 가장 낮은 신체활동인데, 2, 3단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시킨다. 

  최소한의 신체활동(minimally active) 즉 2단계는 다음 3

개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 20분 이상 격렬한 활동 3일 이상 는 

  - 30분 이상 등도 활동 는 걷기를 일주일에 5일 

이상 는 

  - 걷기, 등도 활동, 격렬한 활동 아무 조합이나 주 5

일 이상 실시하여 일주일에 600 MET-min 이상 활동이다.

  건강증진형 활동(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즉 3

단계는 가장 바람직한 단계로서 다음 둘  하나가 있으

면 해당된다. 

  - 어도 3일 이상 격렬 활동하되 최소 주당 1,500 

MET-minutes 이상 소모 는 

  - 7일 이상 걷기, 등도 활동, 격렬한 활동을 합하여 

주당 3,000 MET-minutes 소모될 때이다. 

  연속형 수는 각각의 활동을 모두 계산하여 합산하

는 방법이다. 단 는 MET-min per week인데 계산은 ‘각 

활동의 MET level’×‘시행 기간 minutes’×‘주당 횟수’이

다. 걷기는 3.3, 등도 강도 활동은 4.0, 격렬한 활동은 

8.0 METs로 계산한다. 

  본 연구는 성인(15～69세) 지원자에게 1차 설문을 

용하면서, 동시에 신체활동량 측정기인 ActicalⓇ을 일주

일간 착용한 후, 신뢰도 평가를 해 같은 설문을 재차 

물었다. 

    3. 통계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PC version 11.0 for Windows을 사용하 다. 

  자료에 한 histogram 작성 결과 정규 분포를 취하지 

못하 으므로 조사-재조사를 통한 신뢰도 검사와 기  

타당도 검사를 하여 Spearman의 순  상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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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between Energy expenditure measured by ActicalⓇ and the activity stage according to the IPAQ short form (mean±
S.D.)


Activity stage

 EE for 6days/wt (kcal/6 days/kg) EE for average 1 day (kcal/day)
MET-min/week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n=22)  565.2 (379.5) 116.85±23.71

a
1163.05±268.07

a

2 (n=27) 1,887.3 (1,769.7) 129.30±25.59a 1321.11±234.56b

3 (n=20) 6,777.7 (3,547.2) 136.27±23.99b 1371.20±309.76b

P-value 0.039 0.035

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EE: energy expenditure measured by ActicalⓇ. The value does not include resting 
metabolic rate. Activity stage was classified as following, Stage 1: inactive. Stage 2: minimally active. Stage 3: active fulfilling ‘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a, b: Post Hoc test; P＜0.05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me characters).

시하 다. 

  신뢰도의 경우, Spearman의 상  계수와 함께, 측정 수

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Kappa 값을 추가로 제시하 다.

  단문형 신뢰도 평가용 Kappa 분석을 해서는 설문 결

과 수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은 범주를 지

정하 다. 즉 격렬한 활동 시간은 0～19분, 20～59분, 60

분 이상으로 구분되었다. 격렬한 활동은 20분 이상 시행

을 권고하기 때문이며, 60분 이상은 장기간이라고 사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등도 활동과 걷기는 0～29, 30～59, 

60분 이상으로 3분하 다. 등도 활동 권고가 30분이기 

때문이다. 앉아있는 시간은 0～119, 120～359, 360분 이

상으로 구분하 다. 응답이 범주형으로 구성된 설문 즉 

일주일에 시행하는 날자 수에 한 응답은 재 구분 없이 

분석하 다. 

  타당도는 Spearman 순  상  검정과 사후 검정을 포

함한 분산분석을 통하여 ActicalR 결과와 설문 응답의 상

성을 조사하 으며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상자의 일반  성향에 해서는 t 검정을 사용하

고, 상자수가 작을 때에는 피셔 검정(Fisher’s exact test)

을 사용하 다.

결      과

  연구 상 84명  설문 응답이 부실하거나 ActicalⓇ 

착용에 오류가 있는 15명을 제외하 다. 연구 상에 포

함된 사람과 제외된 사람간의 성별, 나이, 신장, 체 , 흡

연, 음주, 결혼, 가족 수입, 교육 정도 등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최종 연구 상자들의 일반  성격은 표 1과 같다. 남

자 32명, 여자 37명 총 69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35.17세

(표 편차 11.76)이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체 이 많

이 나가고, 흡연을 많이 했지만, 다른 특성은 남녀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범주형 수를 토 로 나눠진 각 군별 소모 열량

(MET-minutes)과 ActicalⓇ로 측정된 열량 소모량은 표 2와 

같다. IPAQ 설문 결과로 계산된 3개 단계 체의 주당 열

량 소모량은 평균 2,897.9 MET-minutes, 표 편차 3,385.0 

MET-minutes이었다. 실제 소모 열량은 토, 일요일을 포함

하여 총 6일간 Actical
Ⓡ
로 측정되었으며 표에 제시된 열

량은 안정 사량을 제외한 열량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일간 체 당 총 소모 열량, 

평균 1일간 소모 열량은 군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

당 6일 소모 열량은 1과 3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체 체  1일 소모 열량은 1과 2단계, 1과 3 단

계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속형 수 산정 방법으로 계산된 에 지 소모 정도

를 ActicalⓇ로 측정된 값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가지의 상 계수 체  당 에 지 소모량으로 계산했

을 때와 체 을 고려하지 않은 에 지 소모량으로 계산

했을 때 0.267과 0.259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단문형 설문의 신뢰도는 조사-재조사 방식으로 이루

어졌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항목이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나왔으며 Spearman Rho는 0.427～0.646, 

Kappa 값은 0.365～0.620이었다. Kappa 값  0.4 미만은 

2개 항목이었다. Spearman Rho와 kappa의 앙값(median)

은 0.542, 0.471이었다.

고      찰

  문 IPAQ에 한 신뢰도 타당도 조사는 199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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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Energy expenditure measured by 
ActicalⓇ and the result of the IPAQ short form.


EE for 6 days/wt EE for average

(kcal/6 days/kg)  1 day (kcal/day)

Spearman correlation 0.267 0.259

P-value 0.028 0.028

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EE: energy 
expenditure measured by ActicalⓇ. EE stands for Energy 
expenditure measured by ActicalⓇ. The value does not include 
resting metabolic rate.

Table 4.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short form IPAQ.


Spearman Rho Kappa


Vigorous days 0.586* 0.381*

Vigorous minutes 0.539* 0.471*

Moderate days 0.629* 0.531*

Moderate minutes 0.646* 0.514*

Walk days 0.542* 0.620*

Walk minutes 0.427* 0.365*

Sit minutes 0.437* 0.438*

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P＜0.001.

년 12개국 14개 센터에서 진행되었다.22) 단기간 간격을 

두고 조사-재조사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하 고, 설문간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신체활동 측정 양과의 타당

도(criterion validity)를 보는 것이었는데 특히 단문형과 장

문형, 평소 일주일(usual week)과 지난 1주, 화와 자기기

입식 등 설문 방법상 차이를 비교하 다. 

  상은 12개국 18～65세 남녀 2,450명이었다. 조사-재

조사는 3～7일 간격으로 시행되었다. Criterion validity는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 (CSA; 지 은 MTI라 불림) 

accelerometer를 7일 착용하여 측정하 는데 CSA counts가 

분당 1,952회보다 많고 5,724회보다 작으면 등도, 

5,725보다 많으면 격렬한 강도로 분류하 다. 

  조사 재조사를 통한 Spearman’s Rho는 0.8이어서 신뢰

성이 있었다. 화와 자기기입식 신뢰도는 비슷했다. 

거 타당도는 median rho가 약 0.30이었다. ‘usual week’ 과 

‘last 7 days’에 한 타당도도 비슷했다. 따라서 지난 7일

간 자가 기입과 화 설문용 단문형과 장문형 설문의 신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개발된 IPAQ가 사용된 연구는 European Physical Activi-

ty Surveillance System (EUPASS), WHO의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 (EUROHIS), WHO의 Countrywide Integra-

ted Non-communicable Disease Intervention (CINDI), WHO 

World Health Survey (WH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단문형 IPAQ의 조사의 신뢰도는 Spear-

man Rho 0.427～0.646 ( 앙값 0.542), Kappa 값 0.365～

0.620 ( 앙값 0.471)이었다. 

  타당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ActicalⓇ 

을 표 으로 한 거타당도로 측정하 는데 설문 응답

에 의해 신체활동량이 3개 범주로 나뉘어 졌고, 신체 활

동이 높다고 응답한 군일수록 에 지 사용량이 많아졌

음이 확인되었다(P=0.039) (표 2). 

  표 2에서 설문 응답 결과 계산된 열량은 격렬한 활동, 

등도 활동  걷기 활동을 합한 것이고, 낮은 강도 활

동과 안정 사량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활동단계별 

세 군의 일일 평균 활동 칼로리 소모는 체 을 60 kg으

로 가정할 때 각각 약 80, 270, 940 kcal/60kg/day 정도에 

해당된다. 반면에 ActicalⓇ로 측정된 일일 칼로리 소모량

은 각각 1,160, 1,293, 1,367 kcal/60kg/day이다. Actical
Ⓡ
로 

측정된 자료는 안정 사량 이외 강도 활동이 포함되

었기 때문에 일일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졌다. 군별 차이

는 Actical
Ⓡ

 측정 자료에서 어들었는데 활동을 많이 하

는 사람은 강도 활동을 게하고, 활동이 은 사람은 

강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므로 그 차이가 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Actical
Ⓡ
이 격렬한 활동을 게 감지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8～10 km/hr 이상 속도에는 속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단 이 있기 때문이다. 한 설

문 자체의 부정확성도 가능한 원인일 수 있다. 향후 이에 

한 자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 이 설문 결과를 범주형으로 3분했을 때 

서로 다른 활동량을 보이는지 여부를 보는 것인데, 이는 

통계 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타당도는 연속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즉 설문지를 통해 계산된 활동량을 Actical
Ⓡ

 측정치와 비

교하 다. 그 결과 Spearman 상 계수는 0.267이었고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설문 30여 개를 비교한 논문에서 조사-재조사 신뢰도

가 0.6～0.8, 거 타당도가 0.2～0.4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조  낮지만 기존 연구 결

과 범 에는 합당하 다.
23)

 

  신뢰도가 타 연구에 비해 조  낮은 이유는 국문  설

문의 신뢰도 자체가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이

유로는 조사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조사 재조사 방

법으로 신뢰도를 구했는데, ActicalⓇ을 두 번째 설문에 응

답하기  일주일 동안 착용을 하 다. 따라서 상자들

의 신체활동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착용 과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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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 양상이 변하여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뢰

도 검증을 한 조사-재조사 기간에는 신체활동 측정기

를 착용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일주일 간격으로 설문을 하는 방식도 재고되어야 한

다. 일주일 동안 신체활동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주일 이내 간격 즉 3～4일 간격으로 조사하면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단된다. 변화가 상 으로 

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당도가 다른 설문 연구와 마찬 가지로 높지 않은 이

유는 응답자들의 기억오차, 과다 는 과소 보고 경향 

등이 작용할 수 있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개인별 정확한 신체활동량을 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좀 더 세 한 설문으로 면  조사하는 방식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기입식 설문은 많은 사람

을 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역학 

조사 목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타당도가 낮은  

다른 이유는 단 기 으로 가장 정확한 수법을 사용

하지 못하고 차선책인 가속도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

일 수도 있다.

  ActicalⓇ은 일종의 다방향 가속도계(Accelerometers)인

데, 상하, 좌우, 후 3방향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만들어

졌다. 신장, 체 , 나이, 성별을 입력하면 에 지 사용량 

계산이 가능하며 측정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속도계는 Actigraph
Ⓡ

, Actical
Ⓡ

, RT3 가속도계
Ⓡ

 등이 타

당도가 검증되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속도계는 천

천히 걷기와 같은 약한 운동 활동을 잘 감지한다. 속보나 

달리기 등에 해서도 신뢰도가 높지만, 술한 바와 같

이 8～10 km/hr 이상 속도에는 속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

하는 단 이 있다.

  한 감지된 움직임 횟수를 열량 소모량으로 계산하

는데 아직 계산 방법이 표 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움직임 횟수는 정확히 감지하지만 움직임마다 다를 수 

있는 열량 소모량이 감지되지 못한다는 제한 이 있다. 

 진동에 의한 오류 가능하여 자동차에 앉아 있는데 움

직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가속도계는 등도와 격렬한 활동 측정에 있어서 80% 

이상의 신뢰도를 얻기 해서는 주말 1일을 포함해서 

어도 3～4일은 측정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며, 비활동까지 

정확히 측정하기 해서는 1주일 측정법이 가장 좋다.

  ActicalⓇ은 미국 Mini Mitter사 제품인데 최  44일 동안 

측정 가능하고, 손목, 허리, 발목 3군데 착용이 가능하고 

강도 활동에 민감하며, 시간  별 활동 양상 악이 

가능하고, 수면 상황을 감지할 수 있으며, 작고 가벼우며 

방수가 된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역시 진동 오류가 가능

하다는 단 이 있다. 신체에 착용하면 자료가 기계 안에 

입력이 되며, 착용자는 입력된 내용을 볼 수 없다. 입력

된 자료는 actireader라는 기계 에 올려 놓은 ActicalⓇ로 

부터 컴퓨터로 송된다. 신뢰도, 타당도 조사는 일반 성

인, 알쯔하이머 환자, 암 환자 등과 어린이  유아에서 

시행되고 입증되었다.24～27)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아직 ActicalⓇ의 정확도가 우리나라 사람을 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ActicalⓇ을 우리나라 사람 신체

활동량의 객  기 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한 검증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가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따르는 무작  

추출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다. 연구 참여를 원하

는 사람들을 제외기 이 없는 한 연속 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하지만 연구 참여에 한 동기가 있

어야 정확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특성상 

무작  추출법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신체활동설문(IPAQ) 자기기입식 단문형이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문화 응을 한 후 국문  설문으로 

원문 개발자로부터 인증받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되었

다.

  성인 69명을 상으로 조사와 재조사를 1주일 간격으

로 시행하 고 신뢰도는 Spearman Rho 0.427～0.646 (

앙값 0.542), Kappa 값 0.365～0.620 ( 앙값 0.471)로 신뢰

할 수 이었다.

  타당도는 Actical
Ⓡ
을 표 으로 한 거타당도로 측정

하 는데 설문 응답에 의해 나뉜 3개군 사이에 유의한 

신체활동 차이가 있었는데(P=0.039) 사후 검정 결과 군 

간 차이가 보 다. 설문 응답에 따르는 신체활동 정도를 

연속 변수로 계산하여 ActicalⓇ측정 결과와 비교하 을 

때 Spearman Rho는 0.267이었다.

  연구 결과 국제신체활동설문 단문형 한국  설문지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

구의 제한 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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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PAQ 

short form. 

Method: Sixty-nine volunteer adul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wice at 1 week interval, and the second 

one was compared to the results of Actical
Ⓡ in order to 

test validity.

Results: The Korean version of IPAQ was accepted as a 

proper one by the IPAQ developers. Spearman Rho 

coefficients and Kappa values of test-retest reliability 

were 0.427～0.646 (median 0.542) and 0.365～0.620 

(median 0.471), respectively. The Kappa values were 

above 0.4 in 5 out of 7 questionnaires. The more 

physically active by the short form questionnaire, the 

higher the measured value of the Actical
Ⓡ

 (P=0.039). 

Spearman Rho coefficient was 0.267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d measured 

values by Actical
Ⓡ.

Conclusion: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IPAQ 

short form were proven. Follow-up studies are needed. 

(J Korean Acad Fam Med 2007;28:532-541)


Key words: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ity,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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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단문형 IPAQ

  다음 설문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신체활동에 해 알아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은 지난 7일간 귀하가 신체활동에 
소모한 시간에 해 물을 것입니다. 귀하 스스로 활동 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활동,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하는 활동, 여가 시간에 시행하는 활동, 운동 는 스포츠 모두를 포함하
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격렬한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신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
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 번에 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7일간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 거 타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 습니까?
  일주일에 _____ 일
  □ 격렬한 신체활동 없었음 ☞ 3번으로 가세요

 2. 그런 날  하루에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간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정도 신체활동이란 간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 번에 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
시기 바랍니다.

 3. 지난 7일간, 가벼운 물건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 거 타기, 복식 테니스 등과 같은 간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 습
니까? 걷기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_____ 일
  □ 간정도 신체활동 없었음 ☞ 5번으로 가세요

 4. 그런 날  하루에 간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며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지난 7일간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집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걸은 것 뿐만 아니라 오락 활동, 
스포츠, 운동,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다.

 5. 지난 7일간, 한 번에 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_____일
  □ 걷지 않았음. ☞ 7번으로 가세요.

 6. 그런 날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다음 질문은 지난 7일간 주 에 앉아서 보낸 시간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집에서 학업이나 여가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다. 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독서할 때 앉거나, 텔 비 을 앉아서 는 워서 
시청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7. 지난 7일간, 주 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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