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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비만의 평가에 있어 체내 지방의 양을 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BIA)은 체내 지방의 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기계로서 비 침습적이고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체질량지수 분포를 이용한 비만진단에 부합하는 체지방
률의 절단값(cut off value) 선정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방법: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8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학생 1,321명
(10~12세)을 대상으로 신장과 체중 그리고 BIA에 의한 체지방률을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 분포에 의한 분류는
2007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성별 나이별 기준을 사용하였다. 체질량지수의 분포에 부합하는 체지방률의 절
단값 산정에는 received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커브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기계오작동에 의한 35명의 자료를 제외한 1,286명의 자료를 이용했다. BIA로 측정한 체지방률은 정상군
18.5 ± 2.1%, 과체중군 23.6 ± 1.1%, 비만군 27.2 ± 2.1%이었으며, 각 군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001).
체질량지수에 의한 분류에 부합하는 체지방률의 절단값은 과체중의 경우 남학생 29% 여학생 26%였고, 비만의 경
우 남녀 모두 31%였으며, 체질량지수 분포에 의한 분류와 체지방률에 의한 분류의 상호 카파 통계값은 남자
0.5974, 여자 0.6056이었다(P < 0.001).
결론: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에서 2007년 체질량지수 기준에 합당한 체지방률의 절단값은 과체중의 경우
남학생은 29% 여학생은 26%이고, 비만의 경우 남녀 모두 31%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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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 이러한 학동기 때의

론

3,4)
비만은 사회적, 심리적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이미 오래

향후 성인에서 혈압상승,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 제2

전부터 식습관의 서구화 및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운동습관

형 당뇨병 등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소가

1)

과 맞물려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23년간 서울

5,6)

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지역 소아, 청소년의 비만 추이를 보면 남아에서 비만의 빈

비만은 체내 과다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서, 비만을 진

도는 1979년 1.7%이었으나 2002년 17.9%로 급증하였고,

단하기 위해서는 체내 지방의 양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아에서 비만의 빈도는 1979년 2.4%에서 2002년 10.9%

성인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체내 지방량을 적절히 반영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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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7)에 기초하여 비만 진단 시 체질량지수를 널리

2) BIA를 이용한 체지방률의 측정

사용하고 있지만, 소아의 경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

신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인 상태에서 InBody J10

는 비만지표는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07

(Biospace Co. Ltd., Korea)을 이용하여 체지방률, 체지방

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새롭게 발표한 성별, 연령별 체질

량, 체수분량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 피험자가 양팔을

8)

한

몸통에 밀착되지 않게 벌리도록 하였고, 하지는 서로 밀착

편,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신체 내 일일 수분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이하 BIA)은 측정방법이

량의 변화가 심하므로 최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지방

간편하고 비 침습적이며 측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측정 직전 배뇨를 시킨 후 측정하도록 하였다.

량지수 분포 기준에 따라 소아비만을 진단하고 있다.

12)

9)
인해 대규모 역학연구 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국내에서

도 성인10) 및 소아11)에서 체지방량을 비교적 정확히 추정한

3) 체질량지수에 의한 분류

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미 실제 임상에서 널리 사용

2007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성별, 연령별 체질량

되고 있다. 하지만, 비만의 진단에 있어 BIA에 의해 측정된

지수를 이용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을 과체

체지방률의 적절한 절단값(cut off value) 산정에 대한 연구

중, 9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8)

3. 분석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특정 연령대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체질량지수 분포에 의한 비만 진단 결과와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AS 9.1 (SAS Institute,

BIA를 통해 측정한 체지방률의 분포를 비교하여, 현재 체

Inc., Cary, NC)을 이용하였고, received operating characteristic

질량지수 분포를 이용한 비만진단 결과에 부합하는 체지방

(ROC) 커브를 이용한 절단값의 산정은 MedCalc 9.0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자

률의 절단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정상, 과체중, 비만 그

방

룹간의 비교에 대해서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과체중과

법

비만의 진단을 위한 체지방률의 절단값을 구하기 위해, 체

1. 연구대상

지방률 분포에서 ROC 커브를 구하고 그 커브에서 area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under the curve (AUC)가 최대가 되는 체지방률의 절단값

8개의 초등학교 6학년 남녀학생 1,321명을 대상으로 연구

을 산정하였다. 산정한 체지방률의 절단값을 이용하여 진단

를 진행하였다.

한 과체중 및 비만 분류와 기존의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과
체중 및 비만 분류의 상호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카파 통

2. 연구방법

계법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값 0.05 미만으로 하였다.

1) 신체계측
키와 체중은 신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인 상태에서 키, 몸

결

과

무게를 측정하였다. 키는 0.1 cm까지, 몸무게는 0.1 kg까지
2
측정하여 체질량지수(kg/m )값을 산정하였다.

수집된 1,321명의 자료 중 기계오작동 등에 의해 신빙성

Table 1. Distribution of percentage body fat by criterion* of body mass index
Sex
Male

Female

Total

BMI
Normal
Overweight
Obesity
Normal
Overweight
Obesity
Normal
Overweight
Obesity

Number (%)
524 (75.9)
100 (14.5)
66 (9.6)
461 (77.4)
84 (14.1)
51 (8.6)
985 (76.6)
184 (14.3)
117 (9.1)

BMI = Body Mass Index.
* Announced by the Korean Pediatrics Society in 2007.
BMI < 85‰, normal; 85 ≤ BMI < 95‰, overweight; BMI ≥ 95‰, obesity.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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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fat
18.8 ± 2.2
24.3 ± 0.9
27.8 ± 1.7
18.1 ± 1.9
22.8 ± 0.7
26.3 ± 2.2
18.5 ± 2.1
23.6 ± 1.1
27.2 ± 2.1

P-value†

< 0.001

< 0.001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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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진 35명의 자료를 제외한 1,286명의 자료를 이용하

학생의 경우 정상군은 18.1 ± 1.9%, 과체중군은 22.8 ±

였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10세에서 12세까지였고, 성별분포

0.7%, 비만군은 26.3 ± 2.2%이었으며, 남녀 모두에서 정상

는 남자 690명(53.7%), 여자 596명(46.4%)이었다. 각 군 간

군, 과체중군, 그리고 비만군의 체지방률 평균의 차이는 통

체지방률의 평균은, 남학생의 경우 정상군은 18.8 ± 2.2%,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Table 1).

과체중군은 24.3 ± 0.9%, 비만군은 27.8 ± 1.7%이었고, 여

%Body fat
≤ 28%
≤ 29%
≤ 30%

Sensitivity
0.92
0.90
0.84

Specificity
0.82
0.86
0.90

%Body fat
≤ 25%
≤ 26%
≤ 27%

Fig. 1. This analysis is accomplished using 85‰ of body mass
index distribution for determination of overweight. ≤ 29% of
percentage body fat is recommended as the cut off point
between normal and overweight in boy students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Body fat
≤ 30%
≤ 31%
≤ 32%

Sensitivity
0.95
0.92
0.91

체질량지수의 백분위수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의 여부에

Specificity
0.82
0.84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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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ity
0.78
0.84
0.85

Fig. 3. This analysis is accomplished using 85‰ of body mass
index distribution for determination of overweight. ≤ 26% of
percentage body fat is recommended as the cut off point
between normal and overweight in girl students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Body fat
≤ 30%
≤ 31%
≤ 32%

Fig. 2. This analysis is accomplished using 95‰ of body mass
index distribution for determination of obesity. ≤ 31% of
percentage body fat is recommended as the cut off point
between overweight and obesity in boy students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Sensitivity
0.96
0.92
0.87

Sensitivity
0.96
0.96
0.92

Specificity
0.83
0.88
0.91

Fig. 4. This analysis is accomplished using 95‰ of body mass
index distribution for determination of obesity. ≤ 31% of
percentage body fat is recommended as the cut off point
between overweight and obesity in girl students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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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tual distribution of BMI and percentage body fat
BMI
Grouping*
Normal
Overweight
Obesity
by %body fat
Male
Normal
452 (65.5%)
16 (2.3%)
1 (0.1%)
Overweight
40 (5.8%)
13 (2.8%)
4 (0.6%)
Obesity
32 (4.6%)
65 (9.4%)
61 (12.8%)
Total
524 (75.9%)
100 (14.5%)
66 (9.6%)
Female
Normal
387 (64.9%)
11 (1.9%)
0 (0.0%)
Overweight
51 (8.6%)
29 (4.9%)
2 (0.3%)
Obesity
23 (3.9%)
44 (7.4%)
49 (8.2%)
Total
461 (77.4%)
84 (14.1%)
51 (8.6%)
BMI = Body Mass Index.
* Classified by the voluntary cutoff value of percentage body fat.
male: < 29% normal, 29% ≤ overweight < 31%, ≥ 31% obesity
female: < 26% normal, 26% ≤ overweight < 31%, ≥ 31% obesity
†Obtained by the κ test.
Sex

Total (%)
472 (68.4%)
63 (9.1%)
158 (22.9%)
690 (100.0%)
398 (66.7%)
82 (13.8%)
116 (19.5%)
596 (100.0%)

κ value†

P value†

0.5974

< 0.001

0.6056

< 0.001

대한 체지방률 분포의 ROC 커브는 Fig. 1~4와 같다. 남학

16)
별위원회의 소아비만 위원회에서 제시 한 코카시안 인의

생의 경우 정상과 과체중을 구분하는 체지방률의 절단값은

값이었기 때문이며, 그의 연구의 주 목적은 서양인의 BIA

29%, 과체중과 비만을 구분하는 절단값은 31%가 적합한

절단값과 한국인의 BIA 절단값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인종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1, 2).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정상과

간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

과체중을 구분하는 체지방률의 절단값은 26%, 과체중과 비

된 한국인의 체질량지수를 그 기준으로 정했으며8), 이는 앞

만을 구분하는 절단값은 31%가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으로 국내에서 소아비만의 진단을 위한 BIA의 기준치 설정

(Fig. 3, 4).

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들 절단값을 토대로 하여 진단한 과체중 및 비만과 기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미국

존의 체질량지수에 의해 진단한 과체중 및 비만의 상호관계

질병통제예방센터나 국제 비만특별위원회 등에서 제시하고

를 보았을 때, 남녀 각각 카파값이 0.5974, 0.6056이었다(P

있는 기준점은 성인의 분포를 소아의 성장곡선에 소급시켜

< 0.001, Table 2).

17)
얻은 산술적인 값들이며 , 국내의 경우 현재 2007년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한국 소아의 성별, 연령별

고

체질량지수 분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성인에서 체질량지

찰

수는 측정하기 쉬우면서도 체내 지방량을 매우 정확하게 예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비만의 진단에 있어 BIA로 측정된

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비만으로 인한

체지방률의 적절한 절단값 산정이었다. 이를 위해 체질량지

유병률이나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만

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분포에 가장 부합하는 체지방률의 절

환자의 지방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측정되고 있

단값을 구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과체중은 29% 비만은

다.

31%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과체중은 26% 비만은 31%이었

반영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나, 전문가들은 체

18)

소아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체내 지방량을 어느 정도

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하여 BIA로 측정

질량지수가 측정이 쉽고 체내 지방분율과 강한 상관관계-특

한 체지방량과 신체 계측치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들

히, 체질량지수가 높은 사람에서-를 보인다는 점에서 소아

13,14)

은 상당수 있었으나

, 체질량지수 분포를 기준으로 BIA

19)

에서의 비만판정 시 우선 권유하고 있다.

에 의해 산출된 체지방률의 절단값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15)

체내 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 측정법과 직

드물었다. Lee 등 은 7세에서 18세까지의 초, 중, 고 학생

접 측정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간접 측정법에는 피부주름

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의 기준점에 합당한 BIA의 체지

두께 측정, BIA를 이용한 방법,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

방률 절단값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측기(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이하 DXA)를 이

의하면 10세에서 12세까지의 연령에 합당한 각각의 체지방

용한 방법 그리고 신체 전기 전도법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

률 절단값은 남학생의 경우 과체중 21.3~21.8%, 비만

고, 직접 측정법에는 수중밀도 측정법, 신체 수분 측정법 그

29.6~29.9%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과체중 27.7~31.5%, 비

리고 신체 칼륨 측정법 등이 있다. 이 중 BIA는 체지방량이

만 39.8~46.6%으로 본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성, 연령 및 신장을 이용한 회귀방정식에 의해 산출되기 때

는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체질량지수의 기준이 국제 비만특

문에 사용되는 기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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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현도가 높고 비싸지 않으며 측정이 간편하다는 장점
12)

이 있다.

BIA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지방량

sixth-grade students (aged 10~12 years) were taken from
eight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측정에 있어 표준측정법으로 받아들여지는 DXA와 비교했

Seodaemun-gu,

을 때, 체내 구성성분 예측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percentiles for their age and gender were determined

20)

Seoul,

Korea.

The

student’s

BMI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BIA의 유용성에 대한

based on the Korean pediatrics society growth chart

국내 연구에서도 DXA로 측정한 체지방률 35%이상을 비만

established in 2007, then the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진단 기준으로 정했을 때, 민감도 90.7%, 특이도 97.7%를

groups; normal, overweight and obese. The cut off values

보여 상관도와 정확도가 매우 높은 유용한 방법이라 하였

of body fat percentage, which would correspond to those

알려져 있다.

11)

of BMI percentiles were calculated by ROC curve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특정 연령대의 한정된 인

analysis.

다.

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에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본

Results: Among 1286 subjects, 35 were excluded due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체지방의 측정에

to mechanical malfunction. The mean body fat percentage

있어 표준측정으로 알려진 DXA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없었

was 18.5 ± 2.1% in normal group, 23.6 ± 1.1% in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nBody J10은 기존의

overweight group and 27.2 ± 2.1% in obese group. For

InBody 330이나 InBody 320과 주파수 방식 및 내부구조가

classification of overweight, the correspondent cut off

동일한 제품으로 소아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발에 닿는

value of body fat percentage was 29% in boys and 26%

전극의 거리를 좁히고, 자동 신장계를 장착하여 신체계측과

in girls. For obesity, the cut off value was 31% for both

체성분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이다.

boys and girls. The kappa values for the agreement

InBody J10과 DXA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며,

between BMI percentiles criteria and body fat percentage

InBody 320의 경우 최근에도 BIA 기계 간의 예측도 비교

cut off values were 0.5974 in boys and 0.6056 in girls (P

21)
22)
연구 와 소아 및 성인에서 BIA의 타당도 평가 연구 에

< 0.001).

사용된 바 있다.

Conclus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suggested by the

요약하면, 우리나라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에서

Korean pediatrics society in 2007, the most appropriate

2007년 체질량지수 기준에 합당한 체지방률 기준점은 과체

cut off values of body fat percentage in 10~12 years old

중의 경우 남학생은 29% 여학생은 26%, 비만의 경우 남녀

children were 29% for overweight and 31% for obesity in

모두 31%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boys, and 26% for overweight and 31% for obesity in
gir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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