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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국내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단순하면서도 보다 정확하게 체지방률을
추정할 수 있는 체지방률 추정식을 작성함으로써 쉽게 체지방률과 조절해야하는 지방의 양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방법: 이대목동병원 비만클리닉을 처음으로 내원한 19세 이상의 성인 여자 607명 중 체질량지수
2
가 25 kg/m 이상인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목, 가슴, 허리, 엉덩이, 대퇴, 하퇴, 발목, 상완, 전

완, 손목의 10부위의 둘레와 생체전기저항분석법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방식의 체
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체지방률 추정식을 구하기 위해 BIA에 의한 체지
방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신체 둘레 계측치 및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
계별 다중회귀분석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결과: 신장과 체중, 연령, 체질량지수 및 신체 둘레 측정치 중 체지방률을 반영하는 지표는 체질
량지수, 전완둘레, 신장, 엉덩이둘레, 하퇴둘레였고, 이 다섯가지 지표를 이용한 체지방률 추정식은
2
66.1%의 예측력과 2.86%의 측정 오차를 나타냈다 (R =0.661, SEE=2.86).

결론: 비만한 성인 여성에서 신장과 체중, 연령 및 신체 둘레 계측치를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식
은 체지방률(%)을 적은 오차범위로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체지방, 추정식, 신체 계측,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서

체지방 과다로 정의되며, 이로 인한 대사적 합병증이

론

나 동반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단기준을
비만은 섭취 열량과 소비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중 밀도 측정법

교신저자: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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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density), 신체 수분 측정 (isotope dilution), 신

대상 및 방법

체 칼륨 측정 (whole-body potassium count) 등의 체

1. 연구대상

지방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신체 계측법,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 촬영법,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기

2000년 7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이대목동병원 비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생체 전

만클리닉을 처음으로 내원한 19세 이상의 성인 여자

기 저항 분석법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BIA),

607명의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kg/m2 이하

표준체중법, 체질량지수에 의한 방법 등 체지방 간접

2
BMI)를 산출하여 체질량지수가 25 kg/m 이상인 500

1)
측정법이 있다 . 그러나 체지방률을 정밀하고 정확하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 비용, 고가의 장비 등

2. 연구 방법

이 요구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해 이용이 쉽지 않다. 반면에 신장, 체중, 신

1) 신체 계측

체 각 부위의 둘레 및 피부 주름 두께 등과 같이 신체

신장과 체중은 신장-체중 자동측정기 (FA-94H,

계측치 들을 이용한 측정법은 간편하면서 비침습적이

Fanics,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중을 신장의

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임상에서 쉽게 사용될 수

제곱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였다. 신체 부위

있는 방법이며 이 중 신장과 체중을 근거로 비만도를

별 둘레 측정은 측정자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숙련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BMI)가 대표적이다.

된 한 명의 검사자가 목, 가슴, 허리, 엉덩이, 대퇴, 하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량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기는

퇴, 발목, 상완, 전완, 손목의 10부위를 줄자를 이용하

2∼4)

인종이나 민족,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여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직립자세에서 최하위 늑골

체지방의 분포와 체지방과 제지방을 구별하지

하부와 골반 장골능과의 중간부위를 측정하였으며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임상이나 역학 연구

(cm), 엉덩이 둘레는 대퇴골대전자 부위의 둘레를 측

등을 목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보다 정확하게 체지

정하였다. 허리엉덩이둘레비는 허리둘레 (cm)를 엉덩

방률을 추정하기 위해 여러 신체 계측치를 조합한 체

이 둘레 (cm)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하나

5∼7)

고

8∼10)

지방률 추정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 그

러나 국내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지방률 추정식

2) BIA에 의한 체성분 분석

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생체전기저항분석법 (bioelectrical

2

impedance

에서는 체질량지수 (BMI) 25 kg/m 이상인 한국 성인

analysis, BIA) 방식의 체성분 분석기 (Inbody 2.0,

여성을 대상으로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을 통한 체성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측정 전 소변을 본 후

분분석과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체지방량 (kg), 근육량 (kg), 체지방률 (%) 및 조절해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식을 작성함으로써 특정검

할 지방의 양 (kg) 등을 측정하였다. 조절해야 할 지방

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체지방률과 조절해야하는

의 양은 Inbody 2.0에 내장되어있는 회귀식을 통해 자

지방의 양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동으로 계산되어지는 수치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성별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이나 의원 등에서 또는
역학 연구나 선별 검사 등을 목적으로 고가의 기구 없

과 신장에 따른 정상 체지방량과 측정된 실제 체지방
량의 차이의 70%으로 계산된다.

이 체지방을 예측하고, 필요한 지방조절의 수치를 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비만을 평가하고

3) 통계 처리

예방, 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BIA
에 의한 체지방률과 체질량지수 (BMI), 신체 부위별
둘레 등 측정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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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ercent Body Fat(%) and
Variables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Age (yr)
Height (cm)
Weight (kg)
Body muscle (kg)
Body fat (kg)
Percent body fat (%)
BMI (%)
Unnecessary fat (kg)
Circumference (cm)
Neck

Mean±SD
39.6±11.5
158.2±5.4
73.0±9.9
42.9±4.6
27.5±6.9
37.2±4.9
29.2±3.46
-13.9±6.4

Chest

101.5±7.25

Waist
Hip
Thigh
Calf
Ankle

87.8±8.44
102.1±6.56
61.9±4.94
38.8±3.12
22.9±1.62

Arm

31.8±2.51

Forearm

26.0±1.63

Wrist
Waist/Hip Ratio

17.6±1.29
0.88±0.04

Variables
Age (yr)
Height (cm)
Weight (kg)
Body muscle (kg)
Body fat (kg)
BMI (%)
Unnecessary body fat (kg)
Circumference (cm)
Neck
Chest
Waist
Hip
Thigh
Calf
Ankle
Arm
Forearm
Wrist
Waist/Hip Ratio
** p<0.01

34.9±1.97

Correlation
coefficient(r)
- .125**
- .198**
.568
- .067
- .841**
.758**
- .924**
.294**
.562**
.576**
.657**
.518**
.487**
.365**
.528**
.335**
.304**
.066

여성의 체지방률 추정식을 구하기 위해 BIA에 의한
체지방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신체 둘레 계측치 및 신

줄자를 이용한 신체 둘레 계측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장, 체중, 체질량지수,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2. 체지방률과 신체계측치와의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시행하
였다. 또한 같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조절해야 할 체

체지방률 (%)과 신체계측치와의 상관관계에서 엉덩

지방량의 추정식을 구하기 위해 같은 방식의 다중회귀

이허리둘레비를 제외한 모든 계측치가 체지방률과 유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유의 수준이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1) 이 중 체질량지수

0.05이하인 경우로 하였으며 SPSS for windows 8.0

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0.758). 그 다음으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로는 엉덩이둘레 (r=0.657), 허리둘레 (r=0.576), 체중
(r=0.568), 가슴둘레 (r=0.562), 상완둘레 (r=0.528), 대

결

과

퇴부둘레 (r=0.518), 하퇴부둘레 (r=0.487), 전완둘레
(r=0.335), 손목둘레 (r=0.304), 목둘레 (r=0.294) 순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2

전체 연구 대상자 607명 중 체질량지수 25 kg/m 이

3.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체지방률의 추정식

상인 비만한 성인 여성 500명의 평균 연령은 39.6±
11.5세였으며 평균 신장은 158.2±5.4 cm, 평균체중은

신체 둘레 측정을 이용한 체지방률의 추정식을 구하

73.0±9.9 kg이었다 (Table 1). BIA를 이용한 체성분

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3). 체

분석에서 체지방량은 27.5±6.9 kg이었으며 체지방률

2
질량지수 25 kg/m 이상인 비만한 성인 여성 500명에

은 37.2±4.9%이었고 근육량은 42.9±4.6 kg이었다.

서 신장과 체중, 연령, 체질량지수 및 신체 둘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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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Equation for Percent Body Fat
Equation

R2

SEE

Equation 1

Y=6.003+1.072(X1)

.576

3.19

Equation 2

Y=21.711+1.364(X1)-0.931(X2)

.629

2.98

Equation 3

Y=35.491+1.316(X1)-0.797(X2)-0.100(X3)

.640

2.94

Equation 4

Y=36.732+0.896(X1)-0.715(X2)
-0.199(X3)+0.240(X4)

.658

2.87

Equation 5

Y=38.122+0.831(X1)-0.742(X2)
-0.221(X3)+0.232(X4)-0.141(X5)

.661

2.86

X1=BMI, X2=Forearm circumference, X3=Height, X4=Hip circumference, X5=Thigh
circumference, Y=percent body fat, SEE=standard error of estimation

Table 4. Regression Equation for Predicting Unnecessary Fat
Equation

R2

SEE

Equation 1

Y=34.691-1.668(X1)

.801

2.88

Equation 2

Y=22.505-1.895(X1)+0.723(X2)

.819

2.74

Equation 3

Y=35.577-1.499(X1)+0.777(X2)-0.255(X3)

.838

2.60

Equation 4

Y=32.654-1.525(X1)+0.727(X2)
-0.224(X3)+0.046(X4)

.844

2.55

Equation 5

Y=33.381-1.526(X1)+0.761(X2)
-0.173(X3)+0.035(X4)-0.102(X5)

.846

2.54

X1=BMI, X2=Forearm circumference, X3=Hip circumference, X4=Age, X5=Thigh
circumference, Y=percent body fat, SEE=standard error of estimation

치 중 체지방률을 반영하는 지표는 체질량지수, 전완

질량지수였으며, 체질량지수만을 이용한 추정식에서의

둘레, 신장, 엉덩이둘레, 하퇴둘레였고, 이 다섯가지 지

예측력은 80.1%, 오차는 2.88%였다. 체질량지수외에

표를 이용한 체지방률 추정식은 66.1%의 예측력과

조절해야 하는 체지방량을 반영하는 지표는 전완둘레,

2.86%의 오차 (standard error of estimatation, SEE)를

엉덩이둘레, 연령, 대퇴둘레였으며, 이 다섯가지 지표

2

나타냈다 (R =0.661, SEE=2.86). 체지방률을 반영하는

를 이용한 조절해야하는 체지방의 추정식은 84.6%의

지표중 체지방률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체

높은 예측력과 2.54%의 측정 오차를 나타냈다.

질량지수였으며 체질량지수만을 이용한 추정식에서의
예측력은 57.6%, 오차는 3.19%였다.

고

4.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해야 하는 체지
방량의 추정식

찰

체질량지수 (BMI)는 체중 (kg)/신장(m2)으로 계산하
며 비만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

조절해야하는 체지방량 (kg)의 추정식을 구하기 위

고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

2
서는 체질량지수 18.5∼22.9 kg/m 을 정상, 23∼24.9

절해야하는 체지방량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는 체지

2
2
kg/m 를 과체중군, 25 kg/m 이상을 비만으로 서구의

방률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와 마찬가지로 체

기준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11∼13),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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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연령, 인종 외에 체지방량 자체가 체질량지수

나 비용과 시간의 측면, 숙련자나 고가의 기구 없이도

나 신체계측에 의한 체지방률의 예측에 있어 변수로

간단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역학 연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체중이나 체지방에 따른 예측도의

구나 선별 검사를 위한 도구로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

차이를 고려하여 상기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10)
다 . 그러나 신체 계측을 이용한 기존의 체지방률 추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비만클리닉에 처음으로 내원한

정식은 특정 집단, 인종,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2

여성이라는 특성상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인 비만

에 한국의 성인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

군이 전체 607명 중 500명을 차지했으며 체질량지수

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체지

2

23∼24.9 kg/m 인 과체중군은 90명, 정상인이 17명으

방률 추정에 있어 피부 주름 두께 단독이나 피부 주름

로 비만군에 비해 대상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두께와 신체 둘레를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이용한 경우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비만한 성인 여성 500

가 대부분으로 신체 둘레 단독으로 추정식을 구한 경

명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는 많지 않다

20∼22)

. 그러나 피하지방의 두께를 측정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BIA)에 의한 체지방률 (%)

하여 전체 체지방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람에

은 모든 신체 계측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따라 지방의 분포가 다르므로 측정부위에 따라 판정이

허리-엉덩이 둘레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만도가 높은 경우에는 피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측

하지방을 캘리퍼로 측정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

정비로 남자 0.95 이상, 여자 0.85 이상일 때 복부 비

을 수 있다. 반면에 신체 둘레만을 이용한 체지방률 추

14)

만으로 진단한다 .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체질량지수

정식의 경우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측정 오

보다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예측하는데 보다 유용한

23)
차가 낮고 측정이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만하지 않더라도 엉덩이 둘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역학 연구나 선별 검사 외

레가 작은 동양인에서 비만하면서도 엉덩이둘레가 큰

에도 자신의 신장과 체중을 아는 비만 성인 여성이 줄

사람과 상대적으로 허리-엉덩이 둘레비가 비슷해지는

자 하나만을 가지고 쉽게 자신의 체지방률과 조절해야

등의 동일한 허리-엉덩이 둘레비 값에 대한 전체 지방

하는 체지방량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추정식을 구

량이나 내장지방량의 개인 차이가 상당히 클 뿐 아니

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기분석을 통한 체지방률의 추정

15)

라

허리 둘레의 변화나 내장지방량의 변화를 적절히

식에서 체지방률을 반영하는 지표는 체질량지수, 전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어 현재에는 거의 사용

둘레, 신장, 엉덩이둘레, 하퇴둘레였으며 이 다섯가지

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도 체지방률과 허리-엉덩이

지표를 이용한 체지방률 추정식은 66.1%의 예측력과

둘레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2.86%의 오차를 보였다 (R =0.661, SEE=2.86). 이러

신체 계측치를 이용한 추정식의 종속변수로서 생체

한 결과는 참고값으로 사용한 체지방 측정방법의 차이

전기 저항 분석법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기존의 피부주름두께와

BIA) 방식의 체성분 분석기(Inbody 2.0, Biospace,

신체 둘레 계측치를 함께 독립변수로 이용한 체지방

Korea)에 의한 체지방률 (%)과 조절해야 하는 지방량

2
추정식 들에 비해 약간 낮은 예측력 (R =0.79∼0.81)

(kg)을 이용하였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을 보였으나 기존 연구들에 비해 낮은 오차 (SEE=3.5∼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방식에 의해 측정된 결과가 체

4.0)를 보였다

성분분석의 표준인 수중 체밀도법 및 이중에너지 x선

포함시키는 것보다 신체 둘레 계측치 만을 독립변수로

흡수계 (DEXA)로 얻어진 결과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

이용했을 때 정확성 (accuracy)는 감소하지만 더 높은

16∼19)

로 보고하고 있다

.

24∼25)

. 이는 피부주름두께를 독립변수에

신뢰성 (reliability)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

피부 주름 두께나 신체 둘레 계측에 의한 추정식을

23)
는 결과이다 . 피부 주름 두께를 제외한 다른 신체

통한 체지방률 산출은 직접적이고 정밀하게 체지방을

2
계측치만을 이용한 다른 연구의 체지방 추정식 (R =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

0.752∼0.787)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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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추정식은 체지방을 반영하는 정도가 약간
20∼21)

낮았다

. 신체 계측치를 이용한 체지방률의 추정

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은 체지방이 높아질수록 체지방률이 낮게 측정되어
26∼27)

지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ABSTRACT

2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인 비만군만을 대상으로 했

으며 같은 체질량지수라도 아시아인에서 체지방이 높
28∼29)

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체지방량 자체의 영

Background:
develop

a

This

regression

study

was

equation

conducted
that

to

accurately

향이 예측력 감소의 한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estimates body fat percentage using relatively easy

조절해야 할 지방의 양은 성별과 신장에 따른 정상 체

and inexpensive method in adult obese korean

지방량과 측정된 실제 체지방량의 차이의 70%로,

women.

Inbody 2.0에 내장되어있는 회귀식을 통해 자동으로

Method: Data were collected among 500 obese

계산되어지는 수치를 참고값으로 이용하였다. 이것을

korean women visiting obesity clinic in Ewha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다중회기분석을 통한 추정식에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Seoul, Korea.

서는 체질량지수, 전완둘레, 엉덩이둘레, 연령, 대퇴둘

Height, weight, and circumferences at ten body sites

레가 조절해야 하는 체지방량을 반영하는 지표로 나타

(neck, chest, waist, hip, thigh, calf, ankle, arm,

났으며, 이 다섯가지 변수를 이용한 추정식은 84.6%

forearm, wrist) were measured as well as total body

의 높은 예측력과 2.54%의 낮은 오차를 나타냈다. 그

bioelectrical impedance.

러나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을 이용한 Inbody 2.0에서

Results: The full regression equation estimates

계산되어지는 조절해야 하는 체지방량이라는 개념 자

body fat percentage included six variables: BMI,

체가 학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forearm circumference, height, hip circumference,

정상 체지방량에 근접하는 것을 체중감량의 목표로 하

thigh circumference. This equation accounted for

기보다는 원래 체중의 5∼10%의 감량만으로도 건강

66.1% of the variance in body weight measured by

위험도가 낮아지므로 이 정도의 감량을 조절해야 하는

bioelectrical impedence, and their standard error of

체지방량의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추

estimate was 2.86%.

정식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Conclusion: For the obese korean women in this

러나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비만한 성인 여성에

study,

circumference

measurements

provided

a

서 조절해야 하는 체지방량이라는 개념 대신 정상 체

reletively good estimation of body fat percentage.

지방량에 비교해서 불필요하게 내 몸에 존재하는 지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 양을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Body fat, Predictive equations, Anthropometry, Bioelectrical impedence

결론적으로 비만한 성인 여성에서 신장과 체중, 연
령 및 신체 둘레 계측치를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식은
체지방률 (%)을 적은 오차범위로 비교적 정확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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