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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000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는 인종적 차이를 고려한 아시아인들의 체질량지수 기준을 재
정의하여 발표하였고, 대한비만학회도 이 재정의 기준을 바로 수용하여 한국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인의 체질량지수와 관련 질환 이환율 사이 상관성을 성･연령별로 파악하고, 질환 이환의 위험도가 현저
하게 증가하는 시점의 체질량지수 변별점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1998년 11~12월(제1기), 2001년 11~12월(제2기), 2005년 4~6월(제3기), 2007년 7~12월(제4~1기)에 수행
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총 23,671명)를 사용하였다. 교육수준, 흡연을 통제하여 체질량
지수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골관절염, 천식 등 질환군 사이의 성･연령에 따른 편상관계수를 구하였
고, 이들 중 유의한 질환 이환율을 대상으로 ROC 곡선 분석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의 변별점을 구하였다.
결과: 단일 질환 이환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
에 이환된 경우를 기준으로 최적 변별점을 추정했을 때 AUC 값이 가장 높았다. 또한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양의
2
상관성을 갖는 질환 이환율을 기준으로 추정된 한국 성인의 체질량지수 최적 변별점은 23.0~24.5 kg/m 사이에서

추정되었고, 성․연령구간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한국인의 체질량지수 최적 변별점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재정의했던
과체중 기준과 유사한 값이다. 이 결과는 체질량지수 기준 재정의가 한국 성인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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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단어: 체질량지수 변별점, 비만 관련 질환, ROC 곡선, 국민건강영양조사

서

고려한 아시아인들의 체질량지수 기준을 재정의하여 발표

론

2)
하였고 , 대한비만학회도 이 재정의 기준을 바로 수용하여

체질량지수는 성인의 저체중, 과체중, 비만을 분류하기

한국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간단한 척도이다. 1997년 세계보

그 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인의 체질량지수 기

1)

건기구가 체질량지수의 원칙적 기준 범위를 제시한 이래 ,

준 범주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한국인 체

2000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는 인종적 차이를

3)
질량지수 분포의 사분위수를 이용하거나 건강검진센터 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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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 질환들의 이환율을 이용한 한국인의 체질량지수 변별점 측정: ROC 곡선을 이용하여 －

문자들의 비만 관련 질환 이환지수를 이용하는 방법4,5) 등으

하였다.

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신체계측이나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질병이환을 단순 설문조사로서만 파악했다는 점, 체질량지

에 따라 비흡연자, 이전 흡연자, 현재 흡연자를 구분하였다.

수 및 비만 관련 질환 이환율의 성별･연령별 차이를 충분히

1년간 AUDIT 척도가 제3기 이후부터 포함되는 등, 문제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대도시 소재 단일 병원에 내원한 이

주에 대한 4기 동안 동일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음주

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변수는 제외하였다.
1,6,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회에 걸

비만에 대한 기존 연구들

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

쳐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검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항목들을 고려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한국인의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 질환들의 이

골관절염, 천식

환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점의 체질량지수 변별점을 추

기준으로서 고혈압은 평균 수축기혈압이 140 mmHg 이상이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체

거나 평균 이완기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 혹은 고혈압

계적인 표집 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의료전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로, 당뇨병은 공복 시 혈당 수준이 126

문가가 직접 신체계측 및 임상검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mg/dL 이상인 경우 혹은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로, 고

이전 연구들의 대표성과 신뢰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콜레스테롤혈증은 총콜레스테롤 수준이 240 mg/dL 이상인

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연령별

경우 혹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로 정의

로 한국인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 질환들은 무

하였다. 천식 및 골관절염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 있습

엇인가? 둘째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 질환들의

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 구분하였다.

8,9)

이환율로부터 추정되는 체질량지수의 성･연령별 최적 변별

등을 분석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였다. 이환

3. 통계적 분석

점은 얼마인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단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방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분산추정을 위해 1차 추출단위,

법

층화변수, 가중치를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1. 연구 대상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SAS 통계패키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한국인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v9.1 한글판)의 proc surveymeans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평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전국 규모의 대표성

균 체질량지수를 구하였다.

10)

각 조사연도별로 검진가중치

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변수명: wt_HE 혹은 wt_EX)와 1차 추출단위(변수명:

11~12월(제1기), 2001년 11~12월(제2기), 2005년 4~6월(제

psu), 층화변수(변수명: kstrata)를 지정하여 사용하였다.

3기), 2007년 7~12월(제 4~1기)에 수행된 단면조사이다. 전

또한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 관련 질환의

국민을 대상으로 2단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

상관성을 구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흡연을 통제하여 편상관

을 선정한 후 검진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중 만 18세 미만

계수를 구하였다. 현재까지 SAS 프로그램이 가중치와 층화

응답자와 무응답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 제1기 8,292명, 제

변수를 적용한 상관분석을 지원하지 않으며, 분석의 목적이

2기 6,793명, 제3기 5,526명, 제4기 3,060명으로 총 23,671

질병 규모 파악이나 관리 현황 등의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것이 아니라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11)

이 과정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2. 방법

최적의 변별점 결정을 위해서는 ROC (Receiver Operating
12-15)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혈압 등 신체계측과 콜레스테

Characteristics) 곡선

과 Yuden 지수16)를 이용하였다.

롤, 혈당 등 임상검사는 이동검진센터를 이용하여 의료전문

현재 통계패키지들이 분수 형태의 가중치 변수를 적용한

가가 직접 계측 및 검진하였다. 교육 수준과 흡연 여부, 그

ROC 곡선 분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중

리고 천식, 골관절염 유병 여부는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

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해서 MedCalc (v11.4) 프

루어졌다. 체질량지수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직접 계측된 체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
중(kg)을 신장(m )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둘째 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하였다. 혈압 측정은 제2기까지 혈

결

압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제3기부터는 혈압

과

1. 조사연도별 성․연령에 따른 평균 체질량지수

을 3회 측정한 후 2차, 3차 측정값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공
복 기준에 있어 제1기, 제2기, 제4~1기 때는 공복시간 8시

조사연도별로 검진가중치와 1차 추출단위, 층화변수를

간 이상으로 판정하였으나, 제3기 때는 공복유무만을 판정

지정하여 대상자들의 평균 체질량지수를 구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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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만학회지: 제 20 권 제 1 호 2011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대상자의 평균 체질량지수

상관성을 갖는 고혈압 이환율을 기준으로 ROC 곡선 분석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

을 통해 각 조사연도별 체질량지수 변별점을 추정하였다

성의 평균 체질량지수 증가폭이 크고, 이러한 현상은 18~39

(Table 3).

세 남성과 60세 이상 남성에서 뚜렷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AUC는 조사연도에 따라 0.642~0.667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40~59세에서 가장 높았고 60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여성의 AUC가 남성보다 크게

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60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연령구간에 비해 18~39세 연령

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18~39세에서 가장 낮았다.

구간의 ACU가 크고 특히 여성 18-39세 연령구간에서는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체질량지수와 질환 이환율 사이 편상관분석

고혈압 이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

체질량지수와 질환 이환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2
점은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23.1~24.3 kg/m 로 추정되었고,

위하여 성, 연령, 교육수준 및 흡연 여부를 통제하고 편상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구간별로 보았을

계수를 구하였다(Table 2)

때 40~59세 여성에서 체질량지수 최적 변별점이 높은 경향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환율은 모든 조사연

을 보였다.

도의 조사대상자에서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

4. 당뇨병 이환율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점

냈다. 골관절염 이환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에서는 유의한 상

모든 성･연령 구간에서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관성을 나타냈지만 남성군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천식 이환

갖는 당뇨병 이환율을 기준으로 ROC 곡선 분석을 통해 각

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조사연도별 체질량지수 변별점을 추정하였다(Table 4).

3. 고혈압 이환율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점

전체 조사대상자의 AUC는 조사연도에 따라 0.606~0.677

모든 조사연도의 조사대상자에서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고혈압 이환율에 따른 최적 변별

Table 1. Mean BMI and standard error of mean by sex and age
Mean BMI (SE) in
1998
2001
2005
Total
23.07 (.046)
23.47 (.056)
23.60 (.061)
Men
23.13 (.072)
23.61 (.067)
23.92 (.078)
18~39
22.99 (.099)
23.48 (.110)
23.69 (.128)
40~59
23.74 (.088)
24.10 (.089)
24.45 (.114)
≧ 60
22.02 (.127)
22.97 (.166)
23.37 (.179)
Women
23.01 (.061)
23.36 (.076)
23.29 (.086)
18~39
22.07 (.076)
22.13 (.090)
22.17 (.120)
40~59
24.08 (.094)
24.20 (.103)
24.17 (.118)
≧ 60
23.80 (.130)
24.34 (.161)
24.28 (.140)
BMI, body mass index.

2007
23.62 (.077)
24.08 (.107)
24.20 (.181)
24.20 (.131)
23.40 (.239)
23.17 (.088)
21.69 (.140)
23.99 (.151)
24.78 (.181)

Table 2.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BMI and the morbidity attributed to obesity-related diseases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BMI and the morbidity of
HT
DM
HCh
OA
Asthma
1998 Total
.184 (.000)
.094 (.000)
.140 (.000)
.102 (.000)
-.026 (.039)
Men
.214 (.000)
.100 (.000)
.161 (.000)
.035 (.063)
-.027 (.148)
Women
.138 (.000)
.095 (.000)
.109 (.000)
.103 (.000)
-.019 (.253)
2001 Total
.160 (.000)
.098 (.000)
.136 (.000)
.056 (.000)
-.017 (.262)
Men
.177 (.000)
.100 (.000)
.114 (.000)
.000 (.988)
-.052 (.026)
Women
.135 (.000)
.103 (.000)
.135 (.000)
.058 (.004)
.017 (.388)
2005 Total
.187 (.000)
.070 (.000)
.081 (.000)
.065 (.000)
-.020 (.155)
Men
.225 (.000)
.086 (.000)
.067 (.002)
-.020 (.349)
-.053 (.014)
Women
.140 (.000)
.061 (.001)
.078 (.000)
.064 (.001)
.010 (.574)
2007 Total
.211 (.000)
.140 (.000)
.116 (.000)
.116 (.000)
.023 (.244)
Men
.242 (.000)
.173 (.000)
.120 (.000)
-.006 (.837)
-.047 (.122)
Women
.166 (.000)
.131 (.000)
.082 (.001)
.119 (.000)
.062 (.014)
Sex, age, education and smoking are controlled.
BMI, body mass index; HT,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HCh, hypercholesterolemia; OA, 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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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hypertension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hypertension
1998
2001
2005
AUC (95% CI)
AUC (95% CI)
AUC (95% CI)
Cutoff (SS/SP)
Cutoff (SS/SP)
Cutoff (SS/SP)
Total
.642 (.631-.652)
.653 (.641-.664)
.662 (.649-.674)
23.1 (.631/.592)
23.8 (.609/.629)
24.3 (.594/.667)
Men
.620 (.604-.636)
.603 (.585-.622)
.631 (.611-.650)
23.1 (.602/.583)
23.0 (.678/.486)
24.5 (.569/.642)
18~39
.665 (.642-.687)
.651 (.623-.678)
.689 (.655-.721)
23.0 (.682/.578)
23.0 (.741/.521)
25.3 (.585/.729)
40~59
.638 (.612-.664)
.619 (.588-.648)
.642 (.611-.671)
24.8 (.452/.749)
23.5 (.700/.475)
24.8 (.582/.647)
≧ 60
.611 (.572-.648)
.572 (.527-.615)
.636 (.594-.676)
22.9 (.441/.751)
24.4 (.396/.733)
24.5 (.483/.740)
Women
.662 (.649-.676)
.692 (.677-.707)
.683 (.666-.699)
23.1 (.660/.599)
23.8 (.643/.663)
24.3 (.595/.703)
18~39
.695 (.674-.715)
.742 (.719-.764)
.714 (.687-.740)
21.8 (.806/.530)
23.9 (.667/.774)
23.1 (.652/.686)
40~59
.633 (.608-.657)
.667 (.640-.693)
.648 (.621-.675)
25.5 (.464/.751)
24.2 (.654/.598)
24.4 (.645/.639)
≧ 60
.587 (.554-.618)
.604 (.568-.639)
.615 (.580-.650)
23.3 (.594/.563)
24.7 (.696/.691)
24.6 (.526/.656)
BMI, body mass index; AUC, area under the curve; SS, sensitivity; SP, specificity.

in
2007
AUC (95% CI)
Cutoff (SS/SP)
.667 (.650-.684)
23.8 (.664/.612)
.615 (.587-.642)
24.1 (.610/.599)
.743 (.697-.786)
24.5 (.857/.610)
.631 (.585-.675)
23.8 (.733/.510)
.646 (.597-.693)
22.6 (.700/.542)
.702 (.680-.723)
24.6 (.592/.738)
.846 (.814-.874)
24.6 (.889/.845)
.669 (.631-.706)
25.4 (.508/.756)
.622 (.579-.663)
24.6 (.588/.629)

Table 4.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diabetes mellitus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diabetes mellitus in
1998
2001
2005
2007
AUC (95% CI)
AUC (95% CI)
AUC (95% CI)
AUC (95% CI)
Cutoff (SS/SP)
Cutoff (SS/SP)
Cutoff (SS/SP)
Cutoff (SS/SP)
Total
.606 (.594-.617)
.643 (.629-.656)
.618 (.604-.631)
.677 (.659-.694)
23.1 (.624/.554)
23.8 (.635/.589)
23.5 (.692/.517)
24.0 (.688/.589)
Men
.569 (.551-.586)
.598 (.577-.619)
.566 (.546-.587)
.623 (.594-.652)
25.3 (.316/.801)
23.8 (.615/.559)
23.4 (.683/.443)
24.1 (.664/.555)
18~39
.620 (.594-.645)
.603 (.571-.634)
.613 (.578-.647)
.716 (.667-.762)
25.4 (.436/.821)
26.3 (.364/.835)
24.1 (.750/.573)
26.7 (.615/.818)
40~59
.569 (.539-.598)
.618 (.584-.652)
.541 (.509-.573)
.630 (.582-.676)
22.3 (.777/.345)
24.4 (.646/.561)
24.6 (.556/.552)
24.1 (.762/.490)
≧ 60
.541 (.498-.582)
.574 (.524-.623)
.594 (.550-.637)
.657 (.604-.706)
26.0 (.165/.911)
23.7 (.542/.612)
23.1 (.699/.477)
24.6 (.531/.740)
Women
.642 (.627-.657)
.678 (.660-.695)
.659 (.642-.676)
.721 (.698-.743)
23.1 (.698/.559)
25.9 (.458/.809)
23.5 (.718/.560)
23.5 (.777/.558)
18~39
.591 (.568-.614)
.698 (.672-.724)
.791 (.767-.814)
.776 (.739-.811)
22.9 (.571/.651)
23.5 (62.1-71.6)
21.3 (1.000/.459)
24.1 (.800/.790)
40~59
.616 (.589-.642)
.718 (.690-.746)
.640 (.612-.667)
.777 (.741-.811)
23.4 (.746/.461)
25.9 (.644/.755)
24.3 (.634/.584)
26.4 (.636/.832)
≧ 60
.608 (.574-.642)
.557 (.516-.597)
.545 (.507-.582)
.587 (.542-.632)
23.1 (.703/.499)
23.1 (.716/.409)
23.5 (.706/.419)
21.3 (.956/.200)
BMI, body mass index; AUC, area under the curve; SS, sensitivity; SP, specificity.

점 결정에 비해 남성의 AUC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보았을 때 18~39세 남성과 40~59세 여성에서 체질량

남녀 모두에서 60세 이상 고연령구간의 AUC가 0.6 이하인

지수 최적 변별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 18~39세 연령구간에서는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5.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환율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점

당뇨병 이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
2
점은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23.1~24.0 kg/m 로 추정되었고,

모든 성･연령 구간에서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령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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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환율을 기준으로 ROC 곡선 분석

다. 남녀 모두에서 60세 이상 고연령구간의 AUC가 0.6 이

을 통해 각 조사연도별 체질량지수 변별점을 추정하였다

하인 반면, 18~39세 연령구간에서는 0.7 전후로 나타났다.

(Table 5).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체질량지수의

전체 조사대상자의 AUC는 조사연도에 따라 0.621-0.657

2
최적 변별점은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23.4~24.5 kg/m 로 추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고혈압 이환율에 따른 최적 변

정되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별점 결정에 비해 남성의 AUC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연령구간별로 보았을 때에도 체질량지수 최적 변별점은 조

Table 5.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hypercholesterolemia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hypercholesterolemia in
1998
2001
2005
2007
AUC (95% CI)
AUC (95% CI)
AUC (95% CI)
AUC (95% CI)
Cutoff (SS/SP)
Cutoff (SS/SP)
Cutoff (SS/SP)
Cutoff (SS/SP)
Total
.657 (.646-.668)
.642 (.629-.655)
.621 (.608-.634)
.624 (.606-.642)
23.4 (.655-.590)
23.9 (.628/.603)
24.5 (.558/.643)
23.8 (.635/.562)
Men
.663 (.646-.679)
.618 (.598-.638)
.575 (.555-.596)
.606 (.577-.634)
24.2 (.584-.690)
22.7 (.779/.429)
23.5 (.683/.454)
24.0 (.636/.544)
18~39
.668 (.643-.693)
.654 (.623-.683)
.673 (.640-.705)
.765 (.718-.807)
24.4 (.590/.716)
23.6 (.698/.581)
24.5 (.735/.629)
24.5 (.857/.594)
40~59
.664 (.637-.691)
.602 (.569-.635)
.535 (.503-.567)
.578 (.529-.625)
24.5 (.618/.659)
24.7 (.592/.603)
26.3 (.318/.772)
23.8 (.735/.451)
≧ 60
.614 (.573-.653)
.564 (.516-.611)
.547 (.503-.590)
.511 (.458-.564)
21.2 (.756/.454)
22.7 (.651/.484)
22.4 (.810/.384)
25.2 (.345/.784)
Women
.653 (.638-.668)
.660 (.643-.677)
.653 (.636-.670)
.640 (.616-.663)
23.1 (.683/.556)
23.9 (.639/.626)
24.3 (.597/.659)
22.4 (.794/.440)
18~39
.675 (.653-.697)
.694 (.668-.720)
.716 (.689-.741)
.769 (.732-.803)
23.4 (.597/.710)
25.1 (50.9-85.7)
21.4 (.909/.479)
22.5 (.824/.667)
40~59
.631 (.605-.657)
.606 (.576-.636)
.619 (.591-.647)
.564 (.522-.605)
24.1 (.655/.550)
23.9 (.673/.514)
24.9 (.560/.660)
23.9 (.603/.536)
≧ 60
.562 (.528-.596)
.575 (.536-.614)
.553 (.516-.589)
.545 (.500-.590)
22.8 (.665/.445)
23.1 (.736/.415)
24.7 (.563/.580)
25.1 (.510/.584)
BMI, body mass index; AUC, area under the curve; SS, sensitivity; SP, specificity.

Table 6.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or hypercholesterolemia
Optimal cutoff points of BMI for the morbidity of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or hypercholesterolemia in
1998
2001
2005
2007
AUC (95% CI)
AUC (95% CI)
AUC (95% CI)
AUC (95% CI)
Cutoff (SS/SP)
Cutoff (SS/SP)
Cutoff (SS/SP)
Cutoff (SS/SP)
Total
.654 (.643-.665)
.666 (.653-.679)
.665 (.652-.677)
.672 (.654-.689)
23.1 (.625/.619)
23.8 (.600/.654)
24.3 (.575/.686)
23.8 (.646/.633)
Men
.635 (.619-.652)
.627 (.606-.647)
.625 (.604-.645)
.622 (.593-.650)
23.1 (.598/.615)
23.0 (.676/.520)
24.5 (.548/.655)
24.1 (.604/.620)
18~39
.672 (.647-.696)
.667 (.636-.697)
.675 (.641-.708)
.751 (.703-.795)
23.1 (.654/.620)
23.0 (.720/.564)
24.7 (.610/.679)
24.5 (.801/.633)
40~59
.656 (.628-.683)
.629 (.596-.661)
.630 (.599-.661)
.633 (.585-.679)
23.3 (.649/.569)
24.6 (.533/.652)
24.8 (.546/.664)
24.0 (.685/.563)
≧ 60
.631 (.591-.669)
.605 (.559-.651)
.640 (.598-.681)
.647 (.596-.696)
22.2 (.497/.711)
23.6 (.492/.709)
23.2 (.638/.592)
23.8 (.532/.723)
Women
.672 (.657-.686)
.696 (.679-.713)
.691 (.674-.707)
.704 (.681-.726)
23.1 (.653/.623)
23.8 (.622/.681)
24.3 (.579/.726)
23.8 (.650/.670)
18~39
.657 (.635-.679)
.705 (.678-.731)
.730 (.703-.755)
.793 (.756-.827)
21.8 (.738/.538)
23.9 (.575/.776)
22.0 (.784/.564)
22.5 (.828/.675)
40~59
.645 (.619-.670)
.667 (.638-.696)
.660 (.632-.687)
.672 (.632-.710)
25.5 (.455/.775)
23.9 (.681/.575)
24.3 (.633/.655)
23.9 (.661/.597)
≧ 60
.629 (.596-.660)
.615 (.578-.651)
.605 (.568-.640)
.59 (.547-.634)
23.1 (.617/.604)
24.7 (.469/.701)
23.5 (.659/.504)
24.6 (.552/.621)
BMI, body mass index; AUC, area under the curve; SS, sensitivity; SP,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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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점을 추정했을 때 AUC 값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0.65~0.67 사이의 AUC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하나 이상
질환에 이환된 경우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점

성･연령별 AUC 값은 거의 모든 조사연도 및 기준 이환
질환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고, 고연령구간이 저연령구
간에 비해 낮았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욱 뚜렷해서

모든 성･연령 구간에서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

갖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하나 이상의 질

에 이환된 경우, 여성에서 AUC 값이 0.69 이상으로 나타난

환에 이환된 경우를 기준으로 ROC 곡선 분석을 통해 각 조

반면 남성에서는 0.65 이하로 나타났다.

사연도별 체질량지수 변별점을 추정하였다(Table 6).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점을 추정

전체 조사대상자의 AUC는 조사연도에 따라 0.654~0.672

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체질량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성, 연령구간에서 단

지수 관련 질환들의 이환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일 질환 이환율에 따른 최적 변별점 결정에 비해 높은 것으

다른 한편으로 남성 및 고연령구간의 정확성을 보완할 수

로 나타났다. 여성의 AUC가 남성보다 크고, 고연령구간에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비해 18~39세 연령구간의 ACU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그리고 본 연구의 ROC 곡선 분석 결과 체질량지수 최적

보였다.

변별점은 조사연도 및 기준 이환질환에 따른 일부 값을 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하나 이상의 질환

2
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 23.0~24.5 kg/m 사이에서 추정되

에 이환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체질량지수의 최적 변별점

었다. 성별에 따른 최적 변별점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2

은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23.1~24.3 kg/m 로 추정되었다. 성

않았으며,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환율이 연령

및 연령구간별 변동폭 또한 단일 질환 이환율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것에 비해 연령구간에 따른 최

하는 최적 변별점 결정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적 변별점 차이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체질량지수 최적 변별점은 세계보건

고

찰

2)
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의 과체중 기준 구간과 유사한 값

이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가 아시아인
2000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의 재정의를 전

의 과체중 및 비만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을 때, 그 근거로

후하여 많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아시아인이 백인(코카서

제시되었던 것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이환율이 유의하게

스인)에 비해 같은 체질량지수에서도 더 높은 체지방률을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의 연구들이었

17,18)

갖는다거나

더 낮은 체질량지수에서 더 높은 비만 관련
19-22)

26-28)

다.

이를 바탕으로 서태평양지역회의는 동반질환의 이환

그러나

위험도가 증가(increased)하는 경우로서 과체중(overweight

아시아인의 체질량지수 기준 범위를 재정의하는 문제는 아

at risk)을, 중등도(moderate)인 경우로서 비만 I을, 심도

직까지 논쟁 중이어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severe)인 경우로서 비만 II를 정의하였다.

질환 위험성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23)
재정의에 회의적이라는 입장 부터 서태평양지역회의의 발

본 연구의 목적도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표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아시아인의 체질량지수 기준 범

의 이환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체질량지수 변별점을 추정

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2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체질량지수가 변별점 이상인

의 연구들이 발표되어 오고 있다.

경우에 이하인 경우보다 더 높은 동반질환 이환 위험성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 관련 질환들의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추출과정과

이환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점의 한국인 체질량지수 변

직접적인 신체계측을 통해서 수집된 다년간의 국민조사 자

별점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인의

료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2000년 세계보건기구

체질량지수와 비만 관련 질환 이환율이 성･연령에 따라 큰

서태평양지역회의의 체질량지수 기준 재정의가 한국 성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질량지수 최적의 변별점 또

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한 성･연령별로 층화하여 추정하였다.

있다. 그럼에도 성･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를 위하여 ROC 곡선 분석을 활용하였는데, AUC 값이

점, 특히 남성과 고연령구간에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높을수록 분석의 정확성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반적으로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0.7 이상일 경우에 중등도 이상의 정확성을 반영하는 것으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분석대상 자료가 단면조사로

로 알려져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단일 질환 이환율을 기준

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10년 동안 4회에 걸쳐

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동일한 층화집락계통추출법으로서 표집된 대상자 자료를

한 가지 이상의 질환에 이환된 경우를 기준으로 최적 변별

비교분석하였고, 연구주제를 이환율에 따른 최적 변별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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