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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다양한 비만진단 기준이 청소년들의 과체중과 비만진단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청소년의 비만진단
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비만진단기준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여 청소년의 비만진단에 적합한 진단기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8년부터 2010년 신체검진을 받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6,571명(남: 2,755/여: 3,816명)을 대상
으로 비만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비만도를 이용한 진단과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for Obesity in China) 진단기준 및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백분위수에 따
른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비만 유병률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IOTF와 WGOC 진단기준, 체질량지수의
백분위수를 이용한 진단기준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비만도를 이용한 진단보다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었으
며, 체지방률 백분위수를 이용한 방법은 비만도를 이용한 진단보다 낮은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과체
중 유병률은 IOTF 진단기준이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며, 비만 유병률은 WGOC 진단기준이 가장 높은 민
감도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WGOC 진단기준이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결론: 비만 유병률은 진단기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WGOC 진단기준이 비만도에 따른 분류와 비교하였
을 때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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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

론

1)

청소년의 과도한 지방은 고지혈증, 고혈압, 인슐린 저

항성, 고인슐린혈증 및 손상된 당내성과 같은 대사적 질환
청소년 비만율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성인기에도 지속되어 심혈관 질

추세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20년 동안 남자의 경

보건 건강의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 10배, 여자의 경우 4.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

비만은 단기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신체 및 심리적인 문제를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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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따라서 청소년 비만의

을 이용한 연구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4)

조기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 및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

5)

역학조사를 위한 표준 진단기준의 중요성 이 제시되고 있

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 비만

다.

도를 이용한 다양한 비만진단기준에 따른 비만 유병률의 차
2

성인들의 비만은 체질량지수의 30.0 kg/m 을 진단기준으

이를 비교하여, 청소년의 비만진단에 적합한 진단기준의 방

로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비만 유병률 연구는 다양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 비만진단기준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의 경향에 관
한 연구들은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아

대상 및 방법

청소년 비만의 진단기준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

1. 대상

들은 청소년 비만의 진단을 성, 연령,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

청소년들의 비만율 진단기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

용하여 비만도를 계산한 후 20%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하는
6)

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의 협조 하에 교내 신체

기준 , 체지방률을 이용하여 남자의 경우 25%, 여자의 경
7)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서울의 중․고등학교 74개 학교에

우 30%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 , 성, 연령에 따른 체지
8)

9)

th

방 혹은 체질량지수 의 85 와 95th 백분위수에 따른 분류

재학 중인 학생 6,571명(남: 2,755/여: 3,816명)을 연구대상

가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전 실험의 내용과 목적과 관련된 절
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를 이용한 진단

고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준도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소아청소년의 비만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전 세계 인구에 대한 기준을 제공

2. 방법

하는 진단방법이므로 비만변화와 관찰에 적합한 것으로 제
10)

2004년 중국에서도 216,000명의 소아청소

생체전기저항법(InBody 4.5, Biospace, Korea)을 이용하

년들을 대상으로 비만진단기준인 WGOC (the Working

여 신장, 체중과 체지방률을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

Group for Obesity in China, International Life Science

2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신장(m )의 공식을 이

11)
Institute, Focal Point in China)를 개발하였으며 , 성별과

용하여 산출하였다. 비만의 기준은 다음의 5가지 진단기준

th

에 따라 분류하였다. 비만도(%)를 이용한 분류는 소아과학

시되어 왔다.

연령에 따른 체질량지수 85 와 95

th

백분위수를 이용한

6)
회 에서 발표한 신장별 표준체중기준표에 근거하여 성별,

B-spline 곡선을 적용하여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방법은 신장과 체중과의 관

신장별, 연령별 표준체중을 구한 후(측정체중-표준체중/표준

계가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이 어

체중) × 100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후 비만도가 120%

12)

IOTF 비만진단 기준도

이상 초과한 경우를 과체중, 130%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

과체중과 비만 기준이 높은 편이며, 특히 이러한 기준은 개

였다. IOTF의 기준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청

발도상국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

소년 진단기준을 사용하였으며, 18세 청소년의 경우 체질량

고, 체질량지수와 신체조성의 관련성은 인종 간에 차이가

2
2
지수 ≥ 25.0 kg/m 과 30.0 kg/m 을 과체중과 비만의 기준

렵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13)

또한 아시아인들은 같은 신체조

으로 분류하였다. WGOC의 기준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체

성의 코카시안 보다 낮은 체질량지수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질량지수의 청소년 비만 진단기준을 사용하였으며, 18세 청

기준은 아시아 청소년의 비만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2
2
소년의 경우는 체질량지수 24.0 kg/m 과 28.0 kg/m 을 사용

사용하기에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낮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하여 과체중과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별로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있으며 , 체질량지수를 사용하는 IOTF나 WGOC 방법을

th
th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구하여 과

이용한 비만진단의 기준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된 연구

체중과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인원의 편

가 없으므로 한국 청소년들의 비만 유병률 조사의 적합성이

차를 고려하여 12세부터 14세까지의 학생을 중학생 집단으

나 차이의 정도도 불분명한 시점이다.

로 15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을 고등학생 집단으로 분류하

14)

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최근 신체의 체지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생체전기저항 분
석법은 비침습적이면서도 빠르게 측정가능하고, 이중에너지

3. 통계분석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nmetry; DEXA)과도 좋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체질량지수

모든 통계자료는 SPSS 14.0 (for Windows)통계 프로그

보다 일반인들의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더 유용한 것으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집단별 빈도와

15)

로 제시되었다.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하

그러나 비만도(%)나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16-18)

비만진단과 유병률에 관한 연구

여 Levene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및 집단

는 많은 반면 체지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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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의 비교는 χ2-test로 분석하였

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12세, 13세, 14세, 15세, 16

으며, 진단기준에 따른 연령별 비만 유병률의 비교는 다변

th
세, 17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체지방률의 85 와

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진단기준에 따른 집단별 비만 유병

th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

률의 비교는 독립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체

는 12세, 13세, 15세, 17세, 18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질량지수와 체지방량에 따른 분포기준은 빈도분석을 이용

th
th
었다. 체질량지수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비만진단기준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국내

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12세, 13세, 15세, 16세, 17

청소년 연구에서 비만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령에

세, 18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따른 비만도(%)를 참고자료로 하여 ROC (Receiver-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분류한 집단에 따른 비교는 남학

operating curves)와 AUC (respective areas under the

생(F = 136.863, P < 0.001)과 여학생(F = 7.116, P <

curv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처리의 유의수준

0.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체중 유병률은 남학

은 알파(α) =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생의 경우 비만도(%) (F = 4.523, P < 0.05) 와 체지방률의
th
th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F = 14.909,

P < 0.000)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Fig. 1),

연구 결과

비만 유병률은 IOTF 진단기준(F = 7.913, P < 0.01)과

1.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

th

WGOC 진단기준(F = 8.191, P < 0.01), 체질량지수의 85

청소년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청소년들의

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F = 11.868, P

신체적 특성에 대한 등분산 검정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

< 0.01)와 체지방률의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

두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

류하였을 때(F = 21.990, P < 0.001) 집단에 따른 유의한

다(P < 0.001). 신체적 특성은 성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2).

를 나타내었으며,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이 여학

또한 진단기준에 따라 과체중 유병률은 남학생의 경우

생보다 높았고, 체지방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P

비만도(%)와 IOTF 진단기준(P < 0.01), WGOC 진단기준

< 0.001).

(P < 0.01)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IOTF 진단기준이
th
th
WGOC 진단기준(P < 0.01), 체질량지수의 85 와 95 백분

2. 비만진단 기준에 따른 비만 유병률의 차이

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5)와 체지방률의

연령에 따른 비만 유병률은 비만진단기준에 상관없이 유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5)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WGOC 진단기준은 비만도

비만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12세, 13세, 15세, 16

(%) (P < 0.01), IOTF 진단기준(P < 0.01), 체질량지수의

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IOTF 진단기준으로 분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5),

류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12세, 13세, 15세, 16세에

체지방률의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WGOC 진단기준으로 분류

때(P < 0.05) 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1). 비만 유

Table 1.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and percent body fat in adolescents 12~18 years old
Age
Boys
12
13
14
15
16
17
18
Girls
12
13
14
15
16
17
18

N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Body fat

555
457
487
528
407
244
77

156.27
161.68
161.60
168.92
171.84
172.55
173.67

±
±
±
±
±
±
±

8.31
7.88
7.97
7.27
5.94
5.79
5.39

53.54
57.02
55.99
64.11
67.47
66.54
70.76

±
±
±
±
±
±
±

13.55
13.60
13.22
15.01
13.74
12.72
13.89

21.72
21.67
21.33
22.38
22.79
22.54
23.36

±
±
±
±
±
±
±

4.27
4.32
3.97
4.51
4.21
4.03
3.75

24.70
21.91
21.21
20.32
20.03
17.75
18.16

±
±
±
±
±
±
±

10.12
9.69
9.17
9.28
8.33
7.39
7.95

628
621
838
783
424
354
168

155.06
157.02
156.18
159.18
160.14
160.53
160.68

±
±
±
±
±
±
±

5.72
5.69
5.65
5.52
5.03
4.79
5.79

48.81
51.12
51.76
54.93
55.06
58.41
59.90

±
±
±
±
±
±
±

9.82
10.34
10.41
10.09
8.95
11.32
12.36

20.18
20.65
21.05
21.63
21.44
22.63
23.13

±
±
±
±
±
±
±

3.36
3.49
3.64
3.50
3.14
3.99
4.13

27.51
27.88
28.98
29.97
29.48
31.83
31.80

±
±
±
±
±
±
±

8.08
7.35
7.77
7.08
6.27
7.24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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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alence for percent body fat and body mass index used to define overweight and obesity, by gender and
age
Definition
th percentile
th percentile
Age
Obesity degree
IOTF cutoff
WGOC cutoff
BMI
FAT
Overweight Obese
Overweight Obese
Overweight Obese
Overweight Obese
Overweight Obese
(yrs)
(%)
(%)
(%)
(%)
(%)
(%)
(%)
(%)
(%)
(%)
Boys
12
14.6‡
11.8‡
18.6‡
16.8‡
24.3‡
26.3‡
15.7‡
9.2‡
7.4‡
2.3‡
†
†
‡
‡
‡
‡
†
†
‡
13
8.8
10.7
27.6
12.3
22.3
17.5
8.1
7.9
6.8
4.2‡
*
*
14
8.0
9.0
24.2
8.2
22.2
11.3
11.7
3.3
10.1
2.3
*
10.4*
24.1†
10.2†
19.3‡
16.5‡
8.1‡
4.9‡
11.0‡
6.4‡
15
9.3
16
8.1*
11.8*
22.9‡
10.6‡
21.6‡
16.2‡
8.6
2.0
15.0*
7.6*
*
*
‡
‡
9.4
5.7
0.8
11.5‡
8.6‡
17
5.7
8.6
19.7
6.1
20.5
‡
‡
†
†
18
10.4
9.1
16.9
5.2
15.6
10.4
5.2
1.3
15.6
10.4
Total
9.6
10.6
22.8
11.1
21.7
16.9
10.0
5.0
10.0
5.0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Girls
12
6.8
4.7
25.0
4.1
16.6
11.3
9.6
4.3
3.7
1.3
13
6.0
5.6
17.6
4.5
15.1
7.7
8.7
2.9
4.5
1.9
14
8.6
8.0
17.9
3.7
16.9
8.5
10.4
3.3
7.9
2.4
15
7.2
8.8
18.1
3.8
17.8
8.9
10.7
6.4
12.3
5.5
16
7.1
5.0
14.6
1.7
16.3
4.5
7.3
3.5
15.1
4.5
17
8.8
12.4
16.7
7.9
18.4
11.6
13.6
10.5
19.2
16.1
18
6.5
19.1
19.0
8.9
11.3
15.5
10.1
11.3
24.4
19.6
Total
7.3
7.8
18.6
4.3
16.6
9.1
10.0
5.0
10.0
5.0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for obesity in china; Obesity degree, fixed values of 20%
for overweight and 30% for obese; BMIth percentile, gender and age-specific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FATth
percentile
, gender and age-specific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percent body fat.

Fig. 1. Comparison of age-cutoff prevalence of overweight in boys.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th percentile
for obesity in china; Obesity degree, fixed values of 20% for overweight and 30% for obese; BMI
, gender and age-specific
th percentile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FAT
, gender and age-specific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percent body fat.

th
th
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병률은 비만도(%)와 WGOC 진단기준(P < 0.01), 체질량지
th

수의 85 와 95

th

th
th
0.01), 체지방률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th
th
0.01), 체지방률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

였을 때(P < 0.01) 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2).

였을 때(P < 0.01)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IOTF 진단

여학생의 경우 과체중 유병률은 IOTF 진단기준으로 분

th

기준은 WGOC 진단기준(P < 0.01), 체질량지수의 85 와

th
류하였을 때(F = 7.777, P < 0.01)와 체질량지수의 85 와

th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1)와 체지

th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F = 10.566, P <

방률의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1)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3).

0.01)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WGOC 진단기준은 비

비만 유병률은 비만도(%) (F = 14.142, P < 0.001), 체질량

만도(%) (P < 0.01), IOTF 진단기준(P < 0.01), 체질량지수

th
th
지수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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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age-cutoff prevalence of obesity in boys.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for obesity in china; Obesity degree, fixed values of 20% for overweight and 30% for obese; BMIth percentile, gender and age-specific
th percentile
, gender and age-specific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percent body fat.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FAT

Fig. 3. Comparison of age-cutoff prevalence of overweight in girls.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th percentile
, gender and age-specific
for obesity in china; Obesity degree, fixed values of 20% for overweight and 30% for obese; BMI
th percentile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FAT
, gender and age-specific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percent body fat.

Fig. 4. Comparison of age-cutoff prevalence of obesity in girls.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for
obesity in china; Obesity degree, fixed values of 20% for overweight and 30% for obese; BMIth percentile, gender and age-specific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FATth percentile, gender and age-specific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percent body fat

30.535, P < 0.001)와 체지방률의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th
th
때(P < 0.05)와 체지방률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F = 24.151, P < 0.001)에 집단에

로 분류하였을 때(P < 0.05) 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4).

th
th
WGOC 진단기준은 체질량지수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또한 진단기준에 따라 과체중 유병률은 남학생의 경우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5)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비만도(%)와 IOTF 진단기준(P < 0.001), WGOC 진단기준

었다(Fig. 3). 비만 유병률은 비만도(%)와 체질량지수의

(P < 0.05)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IOTF 진단기준이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1),

th

th

IOTF 진단기준과 WGOC 진단기준(P < 0.01), WGOC 진

체질량지수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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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itivity, specificity and for the obesity degree cutoff according to different definitions of overweight, by
gender
Definition
Sensitivity
Specificity
AUC (95% CI)
Boys
IOTF cutoff
0.750
0.827
0.871 (0.846~0.897)
WGOC cutoff
0.417
0.805
0.872 (0.846~0.897)
th percentile
0.504
0.941
0.722 (0.684~0.761)
BMI
th percentile
0.322
0.923
0.622 (0.583~0.662)
FAT
Girls
IOTF cutoff
0.961
0.878
0.850 (0.820~0.880)
WGOC cutoff
0.782
0.883
0.971 (0.960~-0.982)
th percentile
0.757
0.951
0.854 (0.824~0.884)
BMI
th percentile
FAT
0.468
0.929
0.699 (0.661~0.736)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for obesity in china.

Table 4. Sensitivity, specificity and for the obesity degree cutoff according to different definitions of obesity, by gender
Definition
Sensitivity
Specificity
AUC(95% CI)
Boys
IOTF cutoff
0.893
0.981
0.726 (0.680~0.764)
WGOC cutoff
0.990
0.928
0.917 (0.892~0.941)
th percentile
0.472
1.000
0.726 (0.698~0.774)
BMI
FATth percentile
0.376
0.987
0.682 (0.643~0.720)
Girls
IOTF cutoff
0.500
0.999
0.688 (0.650~0.726)
WGOC cutoff
0.919
0.980
0.864 (0.833~0.894)
th percentile
0.644
1.000
0.822 (0.788~0.856)
BMI
FATth percentile
0.554
0.992
0.773 (0.737~0.809)
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WGOC, the working group for obesity in china.

단기준이 체질량지수의 85th와 95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

다. 여학생의 경우 민감도는 IOTF 진단기준이 96.1%로 가

류하였을 때(P < 0.05)와 체지방률의 85th와 95th 백분위수

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고, 체지방률에 의한 백분위수

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5) 와 유의한 차이를 나

분류에서 50% 이하의 낮은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타내었다(Fig. 4).

여학생의 경우 특이도는 비만진단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비만도(%) (P < 0.01)와 IOTF 진단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P < 0.05) 비만 유병률에서 유의한

비만에 대한 분류는 남학생의 경우 IOTF와 WGOC 진단

차이를 나타내었다. WGOC 진단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는

기준이 89.3%와 99.0%로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질량지수

며, 다른 진단기준들은 50% 이하의 낮은 민감도를 나타내

th

th

의 85 와 95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성별에

었다. 반면 특이도는 비만진단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90%

따른 차이는 과체중 유병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WGOC 진단기

th

(P < 0.05). 체지방률의 85 와 95

th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준이 91.9%로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고, 특이도는 모

분류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과체중 유병률(P <

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0.001)과 비만 유병률(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고

3. 비만진단기준의 민감도와 특이도

찰

본 연구는 서울시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진단

과체중과 비만의 진단기준을 비만도(%)에 따른 분류를

기준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와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실시되

기준으로 다른 비만기준과 비교한 Table은 Table 3 및

었다. 본 연구에서 비만도(%)를 기준으로 진단하였을 때 남

Table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과체중의 분류는 IOTF 진

학생의 경우 비만 유병률은 12세에 정점(11.8%)을 보이고

단기준이 75.0%로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며, 특이도는

감소하였다가 16세에 다시 증가(11.8%)하는 것으로 나타났

비만진단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대한소아과학회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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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의 비만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

인 DEXA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13~14세에 정점을 보이다가 감

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체지방률 남성 25%, 여성 30%를 이

소 후 16~17세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

용하는 진단은 청소년의 높은 비율을 비만으로 진단할 수

고한1,19)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도 12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적절

세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4.7%에서 8.8%까지 증

한 진단기준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가하다가 16세에서는 5.0%로 낮아지고 17세부터 다시

구에서 백분위수를 이용한 진단결과, 체지방률은 남학생의

12.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세에 정점을 보이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85th와 95th 백분위수가 감소하는

다가 감소 후 13세경에 다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1,19)

17)

본연

를나

15)
다. 이러한 결과는 Marques-Vidal 등 의 10~18세 소아청

타내어 비만도(%)를 이용한 비만진단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체지방률에 의한 백분위수의 분석결과

비만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8년 학생건강조사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결과와 다

남학생의 경우 비만 유병률은 중학교시기에 15.2%와 고등

22)
른 결과였다. 또한 황인철 등 도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을

학교시기에 15.4%,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시기에 10.8%, 고

대상으로 체지방률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남

20)
등학교시기에 13.2%였으나 ,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

학생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각각 24.3%와 27.8%로 보

우 8.6%, 여학생의 경우 12.4%로 국민건강조사보다 약간

고하였고, 여학생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22.8%와

낮은 비만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서울시내 중, 고등

26.3%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2세의 85th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체통계와 차이

th
95 백분위수에 따른 진단 시 남학생의 경우 과체중 유병률

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 7.4%, 비만 유병률이 2.3%로 나타나고, 여학생의 경우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비만의 진단과 유병률에 관한 연구

과체중 유병률이 3.7%, 비만 유병률이 1.3%로 낮게 나타나

는 미국 NHANES III (1988~1994)의 자료가 대표적이며,

th
th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85 와 95

th

백분위수 이상을 과체중으

백분위수에 따른 진단 시 체지방률이 30%와 40%이상으로

로 정의했을 때 12~19세의 과체중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의

과체중과 비만의 진단기준이 높았으며, 체지방률이 동일한

연령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85
2

경우 21.0~25.6 kg/m 이상이었고, 유병률은 12.3%이었으

연령에서도 체지방률의 범위가 3~50%로 큰 범위였기 때문

2
며, 여학생의 과체중 체질량지수는 20.8~25.6 kg/m 이상이

으로 생각된다.

21)

었고, 유병률은 11.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특정 연령에서의 큰 편차와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고려하

85th 백분위수에 따른 과체중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의 경우

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비

2

26.4~26.8 kg/m 이상이었고 유병률은 5.2~15.7%이었으며,

만도(%), 체질량지수의 백분위수 및 체지방률의 백분위수를

여학생의 경우 23.8~28.3 kg/m2 이상이었고 유병률은

진단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자 중학생의 과체중과 비만 유

7.3~13.6%로 미국 NHANES III 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질

병률은 10.7~12.4%와 10.6~12.1%, 남자 고등학생의 과체

th

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했을 때 미국

중과 비만 유병률은 7.4~9.1%와 7.6~10.5%로 나타났으며,

NHANES III 자료에 따르면 12~19세의 비만 체질량지수는

여자 중학생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7.3~8.7%와

량지수 95

2

이상이었고, 유병률은

6.3~9.6%, 여자 고등학생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19.3%이었으며, 여학생의 비만 체질량지수는 25.2~30.2

7.4~11.6%와 9.6~1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8

남학생의 경우 24.2~29.0 kg/m
2

20)
년 학생건강조사의 결과 보다 낮은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

kg/m 이상이었고, 유병률은 1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th

체질량지수 95

백분위수에 따른 비만 체질량지수는 남학

을 나타내었으며,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와 유사한 결과였

2

생의 경우 29.3~30.8 kg/m 이상이었고 0.8~9.2%이었으며,

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사전검사에서 체중과 체질량지수

2

여학생의 경우 26.4~31.8 kg/m 이상이었고 2.9~11.3%로

의 표준분포를 이루었으나 다른 선행연구보다 높은 평균 체

미국 NHANES III 보다 비만 유병률은 낮게 나타났다. 본

질량지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2

연구에서 평균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의 경우 23.4 kg/m 이고

차이가 대상군들의 표집문제인지, 아니면 진학을 위해 서울

2

여학생의 경우 21.2 kg/m 로 미국 NHANES III의 자료보

시로 이동하는 중, 고등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의 차이가 있

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검진에 참여한 과

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며 학생들의 이동과 기간에 따른 차

체중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높게 나타나고,

이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고도 비만학생은 적었기 때문에 비만 유병률은 낮게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백분위수를 기준으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로 한 비만진단은 비만도(%)를 이용한 진단기준과 비교하였

BIA법에 의한 체지방률의 측정은 기계마다 차이가 있다

을 때 특이도는 90~100%로 높았지만 민감도는 32.2~75.7%

는 단점은 있지만 실용적이고 재현도가 높으며 표준측정법

로 낮았다. 따라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백분위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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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한 진단기준은 비만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비만 청소년의

다.

비율이 25~67%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진단기준으로 나타났

체중의 청소년을 비만으로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진단기준의 높은 특이도는 정상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인원수가 적었으며, 청소년들

하지만, 낮은 민감도는 비만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의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백분위수를 이용한 진단기준

써 비만 유병률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

과 질병 이환율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가 아직 부족하기 때

므로 적절하지 못한 진단기준으로도 제시되었다.

15)

그러나

문에 이러한 진단방법과 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비만도(%)에 따른 분류와 IOTF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기준이 과체중의 분류 시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내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IOTF 진단기준이 가장 높

성별에 따른 비만율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4,23)

높다는 연구

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다는

은 민감도를 보여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구24,25) 등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

그러나 비만 진단기준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 청소년에서의 IOTF와 WGOC 진단기준에 따른 과체중

WGOC 방법을 이용한 진단기준이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

과 비만 유병률(33.9%와 38.6%)이 여자 청소년의 유병률

이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를 이

(22.9%와 25.7%)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용한 진단기준이 비만도(%)를 기준으로 한 비만 유병률과

는 인종적 특성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이 신체적 외모에 더

가장 높은 상관성과 예측력을 나타내었으므로 청소년들의

26)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경향 에 의해 낮

비만진단에 체질량지수를 이용하는 IOTF나 WGOC 방법을

은 체질량지수와 비만 유병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용한 비만진단 기준이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OTF를 이용한 비만진단 기준에 따르면 과체중과 비만

비만의 진단에 보다 낮은 체질량지수의 기준을 가진

27)

유병률이 미국의 12~13세의 청소년의 경우 45.8% , 아랍

WGOC 방법에 의한 비만진단기준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

28)

에미리트 연합국의 11~17세의 청소년의 경우 36.7% , 홍

를 나타내었는데, 아시아인들은 같은 체질량지수에서 체지

29)

콩의 12~15세의 청소년의 경우 19.6% , 중국의 우한시의

방률의 비율이 다른 인종보다 높으며, 낮은 체질량지수에서

28)
12~13세 청소년의 경우 11.9% , 터키의 15~18세의 청소

33)
도 비만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

년의 경우 10.1%로30)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IOTF 진단

WHO34)(2004)도 아시아인들의 경우, 성인의 체질량지수 진

기준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12~13세 청소년의 경

단기준이 낮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아시

우 37.6%, 12~15세 청소년의 경우 35.5%, 12~18세 청소년

아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WGOC 진단기준이 더 유용할

의 경우 33.9%를 나타내어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의 비만

것으로 생각된다.

유병률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만도(%)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 유

31)

Yen 등 은 IOTF의 과체중과 비만진단기준(BMI ≥

병률을 다른 진단기준들과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민감도와

25.0와 ≥ 30.0 kg/m2)이 WGOC의 진단기준(BMI ≥ 24.0

특이도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비만도(%)를

2

와 ≥ 28.0 kg/m )보다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비만 유병

이용한 진단기준은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률의 백분위수를

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용한 진단기준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여학생들

12~18세 청소년들의 IOTF 진단기준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

의 비만율을 제외하고는 IOTF와 WGOC 진단기준 보다 낮

의 전체 유병률은 33.9%로 WGOC 진단기준에 따른 유병

은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률인 38.6%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체중과 비만의 유병

35)
연구의 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이 선행연구 보다 높은 수

률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IOTF 진단

준이었으며, 이러한 신체적 특성이 체질량지수를 이용하는

기준에 따른 과체중 유병률은 높지만 비만 유병률은 낮게

IOTF나 WGOC진단기준을 이용한 유병률에 영향을 주었을

나타나며, 이것은 12~13세 소녀의 체질량지수 기준이 IOTF

것으로 사료된다.

2

2

진단기준(21.7 kg/m 와 22.6 kg/m )에 비하여 WGOC 진단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소아청소년 시절의

2
2
기준(21.9 kg/m 와 22.6 kg/m )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고되

질병치료의 의료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32)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과체중 유병률은 차이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소아청소년들의 비만을

없었으나 여학생들의 과체중 유병률은 IOTF 진단기준 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진단기준, 특히 높은 민감도를 가진

18.6%로 WGOC 진단기준에 따른 16.6%보다 높게 나타났

진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중･고

고, 비만 유병률은 IOTF 진단기준 시 4.3%로 WGOC 진단

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지역적 특성과 적은

기준에 따른 9.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원으로 한국 청소년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

었다.

선행연구들은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IOTF의 체질량지

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비만진단 기

수를 이용한 진단기준 시 체지방률이나 다른 진단기준보다

준법을 비교함으로써 청소년 비만진단 기준마련에 대한 연

낮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

구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다 많은 인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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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연구가 실시되어 한국 청소년들의 비

the metabolic syndrome in children. Acta Paediatr

만을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2002;91(12):1307-12.

고 제시하는 바이다.

3. Flodmark CE, Lissau I, Moreno LA, Pietrobelli A,
Widham K. New insights into the field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besity: the European perspective.

ABSTRACT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2004;28(10):1189-96.

The Comparison of the Cut-Off Definition for
Diagnosing Overweight and Obesity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4. Fu WP, Lee HC, Ng CJ, Tay YK, Kau CY, Seow CJ,
et al. Screening for childhood obesity: international vs
population-specific
appropriate?

Background: There is still much debate on which

Int

definitions.
J

Obes

Which

Relat

is

Metab

more
Disord

2003;27(9):1121-6.

standard cutoff value should be used for diagnosing adolescent

5. Kurokawa N, Satoch H. Recent trends of body mass

obesity although various cutoff values have been used for

index distribution among school children in sendai,

assessing overweight and obesity in adolescents. This study

Japan: Decrease of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compares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obesity, 2003-2009. Obesity Research & Clinical Practice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utoff values.

2011;5(1):e1-8.

Methods: Subjects included 6,571 students from middle

6. 대한비만학회 소아비만 위원회 편저. 소아·청소년 비만

and high schools in Korea during 2008 until 2010. Degree

관리 지침서. 대한비만학회:2006. p.6-7.

of obesity, body mass index and percent body fat were

7. Neovius MG, Linné YM, Barkeling BS, Rossner SO.

measured.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cutof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classification systems for

values o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IOTF, the Working

fatness in adolescents. Am J Clin Nutr 2004;80(3):

Group for Obesity in China, WGOC, body mass index, and

597-603.

85th and 95th percentile of body fat were compared

8. Taylor RW, Falorni A, Jones IE, Goulding A.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gender, and age.

Identifying adolescents with high percentage body fat:

Results: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obesity

a comparison of BMI cutoffs using age and stage of

differed by gender and age. The IOTF cutoff value was

pubertal development compared with BMI cutoffs

the most sensitive in screening for the prevalence of

using age alone. Eur J Clin Nutr 2003;57(6):764-9.

overweight in boys. WGOC cutoff value was the most

9. Cole TJ, Bellizzi MC, Flegal KM, Dietz WH.

sensitive in screening for the prevalence of obesity in both

Establishing a standard definition for child overweight

boys and girls. It was also the most sensitive cutoff value

and obesity worldwide: international survey. BMJ

for screening overweight girls.

2000;320(7244):1240-3.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obesity varied depending

10. Wang Y, Wang JQ.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on the different cutoff values. The WGOC cutoff value

references for the assessment of child and adolescent

showed to be the most sensitive and specific in screening

overweight and obesity in different populations. Eur J

for obesity.

Clin Nutr 2002;56(10):973-82.
11. Ji CY; Working Group on Obesity in China. Report

Key words: Obesity cutoff, Obesity degree, IO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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