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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장 성인 여성에서 체지방률과 비만 지표와의 관련성
명지훈, 한영아, 민경빈, 권준영, 노용균, 최민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Relationship between Body Fat Percent and Obesity Indices in Short Stature
Women
Ji-Hoon Myung, Young-Ah Han, Kyung-Bin Min, Jun-Young Kwon, Yong-Kyun Roh, Min-Kyu Choi*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Body mass index (BMI) is frequently used as an index to assess obesity. However, BMI has limitations in accurately predicting
body fat mass in terms of stature intervals. Therefore,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fat % and three obesity indices; BMI, waist circumference (WC) and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WHtR) in short stature women. Methods: Korean women (N = 317) of 19-60 years
of age with short stature, defined by 1-10th percentile stature, were enrolled as subject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relationship of
body fat % and the obesity indices. After defining obesity as body fat % over 30, area under curve (AUC),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indices were obtained b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analysis. Additionally, optimal cutoff values of the indices and sensitivity, specificity at that time were obtained. Result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ody fat % and the indices (r = 0.804
for BMI, 0.763 for WC, 0.768 for WHtR). All indices showed moderate diagnostic accuracy according to AUC (0.888 for BMI, 0.885 for WC,
0.889 for WHtR). Bot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WHtR was high (0.758, 0.885 respectively). Specificity of BMI and WC was higher than
WHtR but, their sensitivity was lower than WHtR. The optimal cutoff values were 22.6 kg/m2 for BMI, 75.5 cm for WC, 0.50 for WHtR.
Conclusion: Among the obesity indices, we observed WHtR 0.5 to be superior to BMI 25 or WC 85 cm as an index to diagnose obesity in
women of short stature.
Key words: Obesity, Short stature, Body fat percent,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서

사를 통한 체지방의 정확한 정량이 필요하나 이러한 검사들은 비용,

론

접근성의 제한 등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선별 검사로 사용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

및 대사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이다.1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nization, WHO)에서는 비만 지표인 BMI를 비만 선별의 기준으로 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에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

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역학 조사나 임상에서 BMI는 비만 지표

dex, BMI) 25 kg/m 이상으로 정의된 비만율은 31.8%로 1998년

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1

2

2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50대, 60대 여성의 비만율

은 43.9%, 46.7%로 성별, 연령별 분류 중에서 가장 높았다.

2

BMI는 신장과 체중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간편한 지표이나 직

접적으로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운동 선

비만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

수와 같이 체성분 중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이 낮거나 정상임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이나 컴퓨터 단층촬영 검

에도 불구하고 BMI가 높게 나올 수 있고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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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량은 감소한 노인에서는 BMI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장골능의 중간부위에서 측정하였다. BMI는 체중(kg)/신장의 제곱

있다. 또한 BMI 25 kg/m 이상으로 정의된 비만 기준은 소아나 저신

(m2)으로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고 WHtR는 허리둘

장 성인과 같은 키가 작은 대상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Garn 등5의 연

레(cm)/신장(cm)으로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구에 의하면 소아, 청소년, 성인으로 분류한 세 군에서 BMI와 신장과

BF%는 생체전기저항측정법(InBody 3.0, BIOSPACE, Korea)을 사용

의 상관 계수는 각 군에서 다르게 나왔다. 이것은 BMI가 신장 구간에

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4

2

독립적이지 않으며 신장 구간에 따라 BMI의 비만 기준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5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아, 청소년 비만 기준으
로 성별, 연령별 체질량 지수 95백분위수 값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세 가지 비만 지표와 BF%에 따른 비만의 정의

비만 지표로 BMI, WC, WHtR를 사용하였고 생체전기저항측정법

또한 Sorkin 등 은 노화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3 cm, 5 cm의 신장

을 사용하여 측정한 BF%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BF% 30 이

감소가 인위적으로 각각 0.7 kg/m , 1.6 kg/m 만큼 BMI를 증가시킴

상으로 정의된 비만을 진단하기 위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

을 보고하였다. 이는 노화로 인해 키가 감소되는 경우 체지방량이나

tic (ROC)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각 지표들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

제지방량의 변화 없이도 과체중이었던 사람이 비만으로 분류될 수

하기 위해서 절단 값으로 BMI 25 kg/m2, WC 85 cm, WHtR 0.50을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하였다.

6

2

2

최근에 발표된 31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는 허리둘레/키 비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WHtR)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

3. 분석 방법

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데 BMI와 허

BMI, WC, WHtR 지표와 BF%의 상관 정도를 보기 위해 Pearson

리 둘레(waist circumference, WC) 보다 더 유용한 지표임을 보고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하였고, 세 지표를 이용하여 BF%

였다. 또한, 이전 연구들은 WHtR가 간편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30 이상으로 정의된 비만 진단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해 ROC 분석

에서도 비만지표로 유용함을 제시하였고 국내에서도 소아청소년을

을 통해 Area under curve (AUC)를 구하였다. AUC는 1.0에 가까울

대상으로 WHtR가 비만지표로 유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수록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통상적으로 비정보적(AUC = 0.5),

7

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천적으로 저신장이거나 노화, 사고 등의 이유

덜 정확한(0.5 < AUC ≤ 0.7), 중등도의 정확한(0.7< AUC ≤ 0.9), 매우

로 후천적으로 저신장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체지방률(body fat %,

정확한(0.9 < AUC<1)으로 분류한다.10 또한 ROC 분석을 통해서 각

BF%)과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비만 지표인 BMI, WC 그리고 WHtR

지표들의 절단 값으로 BMI 25 kg/m2, WC 85 cm, WHtR 0.50을 사용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저신장 성인에서 어떤 비만 지표가 비

하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였다. 각 지표들의 최적 절단 값을 찾기

만을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해서 Youden’s index (Youden’s index= sensitivity+specificity-1)11
가 가장 높은 값을 최적 절단 값으로 정하였고 그때의 민감도와 특이
도를 구하였다.

방 법

데이터 수집 과정은 후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체 측정 외에 연

1. 연구 대상

구 대상자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으며 종합검진 대상자의 정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일개 대학병원의 건강증진센터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제거된 상태

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4,074명의 여성 중에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에서

직접조사 사업 보고서상 19-60세 여성 신장의 1-10백분위수(145.6-

심의를 면제 받았다.

151.5 cm)에 해당하는 20세 이상 여성 3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9

19-60세 남성의 1-10백분위수(157.0-163.6 cm) 신장은 남성에서는 저

결 과

신장이나 여성 기준으로는 대략 50-75백분위수에 해당하여 절대적
인 저신장으로 보기 어려워 남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9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317명의 저신장 여성(145.6-151.5 cm)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평

2. 연구 방법

균 나이는 50.4세, 신장 149.5 cm, 체중 54.7 kg, BMI 24.4 kg/m2, WC

1) 신체계측, 체지방률(BF%) 측정

77.9 cm, WHtR 0.52, 체지방률(BF%)은 35.1%였다. 저신장 여성 군은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장체중계를 이용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전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MI, WHtR, BF%가 더 높았

측정하였고 허리둘레는 줄자를 사용하여 최하위 늑골 하부와 골반

고 WHtR는 전체 집단은 정상이었으나 저신장 군은 비만에 해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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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지방률과 비만 지표와의 상관관계

다(Table 1).

세 비만 지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01) BF%와 양의

2. 체지방률 및 비만 지표로 정의된 비만율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BMI가 0.804로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보였고

BF% 30 이상, BMI 25 kg/m 이상, WC 85 cm 이상, WHtR 0.5 이상

그 다음으로 WHtR가 0.768, WC가 0.763으로 비슷한 양의 상관 관계

으로 정의한 연구 대상자의 비만율은 BMI 기준시 39.1%, WC 22.4%,

를 보였다. BMI와 WC, WHtR와의 상관 관계 또한 0.864, 0.863으로

WHtR 63.4%, BF% 80.8%로 비만 진단 기준에 따라 비만율의 차이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고 그 수준은 비슷하였다(Table 2).

2

컸다(Fig. 1).

4. 체지방률 30 이상으로 정의된 비만 진단을 위한 비만 지표의
ROC 분석
1) 비만 지표의 ROC 곡선과 AUC 값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WC* (cm)
WHtR*
BF%*

Total (N= 4,074)

Low stature group (N= 317)

42.5± 9.7
158.7± 5.3
57.0± 7.7
22.6± 3.0
75.6± 8.0
0.48± 0.05
31.4± 5.6

50.4± 11.1
149.5± 1.5
54.7± 7.0
24.4± 3.1
77.9± 8.6
0.52± 0.06
35.1± 5.6

2), 지표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AUC를 구하였다. BMI, WC,
WHtR의 AUC는 각각 0.888, 0.885, 0.889로 세 지표 모두 중등도의

정확성을 보였다(Table 3).
2) 비만 지표들의 민감도와 특이도

T-test was used, plus-minus values are means± SD.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tR,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BF%, body fat percent.
*P < 0.001.

Obese %

%

63.4%

60.0
40.0

100.0

%

80.0
60.0

22.4%

WHtR≥ 0.5

BF%≥ 30

60.9%

63.4%

N= 256

N= 193

N= 201

WC≥ 85

Obese %
68.8%
N= 218

A

WHtR

BF%

1
0.864*
0.863*
0.804*

0.864*
1
0.996*
0.763*

0.863*
0.996*
1
0.768*

0.804*
0.763*
0.768*
1

0.8

80.8%

40.0
20.0
0.0

WC

1.0

N= 71
BMI≥ 25

BMI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tR,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BF%, body fat percen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39.1%

20.0
0.0

N= 256

N= 201
N= 124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BMI, WC, WHtR and BF%
BMI
WC
WHtR
BF%

80.8%

80.0

체지방률 30% 이상으로 정의된 비만을 진단하기 위해 각 지표들의

Sensitivity

100.0

비만 지표를 사용하여 비만 진단을 위한 ROC 곡선을 그렸고(Fig.

0.6

0.4
BMI
WC
WHtR
Reference

0.2
BMI≥ 22.6

WC≥ 75.5

WHtR≥ 0.50

BF%≥ 30

B

Fig. 1. Ratio of obesity according to BMI, WC, WHtR, BF% cutoff values. (A)
shows the obesity ratio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currently used obesity index
cutoff values (BMI≥ 25, WC≥ 85, WHtR≥ 0.5, BF%≥ 30). (B) shows the obesity ratio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newly obtained optimal cutoff values (BMI≥ 22.6,
WC≥ 75.5). WHtR and BF% cutoff values are same.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tR,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BF%, body fat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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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0.2

0.4
0.6
1 · Specificity

0.8

1.0

Fig. 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s of the three obesity indices.
Bold line indicates BMI, dotted line WC, and black line WHtR, respectively.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tR,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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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 under curve (AUC) of three obesity indices to diagnose obesity defined by BF%≥ 30*
BMI
WC†
WHtR†
†

AUC

SE

95% CI

0.888
0.885
0.889

0.022
0.022
0.020

0.845-0.931
0.845-0.931
0.851-0.927

BF%, body fat percent;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tR,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analysis was used; †P < 0.001.

Table 4.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ree obesity indices to diagnose obesity defined by BF%≥ 30*
Sensitivity (%)

Specificity (%)

46.9
23.4
75.8

95.1
100.0
88.5

BMI≥ 25 kg/m
WC≥ 85 cm
WHtR≥ 0.50

2

Table 5. Optimal cutoff values,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ree obesity indices
to diagnose obesity defined by BF%≥ 30*
Optimal cutoff value Youden's index† Sensitivity (%)
BMI
WC
WHtR

22.6 kg/m
75.5 cm
0.50

2

0.669
0.612
0.643

81.6
72.7
75.8

Specificity (%)
85.2
88.5
88.5

BF%, body fat percent;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tR,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analysis was used; †Youden’s index= sensitivit
y+specificity-1.

저신장 군의 비만 경향은 WHtR 0.50 이상, BF% 30 이상으로 정의
된 비만율 63.4%, 80.8%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수치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상 50대, 60대 여성의 비만율 43.1%, 47.0% 보다 높

BF%, body fat percent;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tR,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analysis was used.

은 수치였다.2 하지만 BMI 25 kg/m2 이상, WC 85 cm 이상으로 정의
된 비만율은 39.1%, 22.4%로 저신장 군의 비만 경향을 잘 반영하지 못
했고 이는 ROC 분석을 통해서 BMI와 WC가 저신장 군에서 낮은 민
감도를 갖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절단 값으로 BMI 25 kg/m , WC 85 cm, WHtR 0.50을 사용하였을

체지방률과 비만 지표와의 상관 분석에서 세 지표 모두 체지방률

때,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BMI 46.9%, 95.1%; WC 23.4%, 100%;

과 높은 상관 계수 값(BMI 0.804; WC 0.763; WHtR 0.768)을 보였고

WHtR 75.8%, 88.5%였다. BMI와 WC의 경우 특이도는 매우 높았지

ROC분석을 통해서도 세 지표 모두 중등도의 AUC 값(BMI 0.888;

만 민감도는 낮았고 WHtR는 BMI, WC와 비교해서 특이도는 낮았지

WC 0.885; WHtR 0.889)을 보였다. 이는 세 지표 모두 저신장 군에서

만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균형을 이루었다(Table 4).

유용한 비만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체 여성을

2

대상으로 현재 통용되는 비만 기준 값인 BMI 25 kg/m2 이상, WC 85
cm 이상을 저신장 군에서 절단 값으로 적용하기에는 특이도는 매우

3) 최적 절단 값과 민감도, 특이도

Youden’s index가 가장 높은 최적 절단 값은 BMI 22.6 kg/m , WC

높았으나 민감도가 BMI 46.9%, WC 23.4%로 낮았다. WHtR는 전체

75.5 cm, WHtR 0.50였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BMI 81.6%, 85.2%; WC

여성과 동일하게 0.50 값을 비만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

72.7%, 88.5%; WHtR 75.8%, 88.5%였다(Table 5). 최적 절단 값으로

(75.8%, 88.5%)가 모두 높아 저신장 군에서도 기준 값의 변화 없이 유

구한 비만율은 BMI 기준 시 39.1%에서 68.8%로, WC 기준 시 22.4%

용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2

에서 60.9%로 증가하였고 이는 최적 절단 값이 변화 없는 WHtR 기
준 시 비만율 63.4%와 유사한 수치였다(Fig. 1).

Youden’s index를 통해 찾은 각 지표들의 최적 절단 값은 BMI 22.6
kg/m2, WC 75.5 cm, WHtR 0.50으로 BMI, WC는 현재 사용중인 비

만 기준에 비해 저신장 군에서 더 낮았고 WHtR는 현재 기준과 동일
하였다. 이는 민감도 증가를 위해 BMI와 WC의 최적 절단 값이 현재

고 찰

기준 값보다 낮게 정해진 결과이다. BMI, WC, WHtR의 최적 절단 값
저신장 여성은 전체 여성과 비교해서 BMI, WC, WHtR, BF%가 통

인 22.6 kg/m2, 75.5 cm, 0.50으로 구한 비만율은 BMI 68.8%, WC

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24.4 vs 22.6 kg/m2; 77.9 vs 75.6 cm; 0.52

60.9%, WHtR 63.4%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고 이러한 수치들은 저신

vs 0.48; 35.1 vs 31.4%, P < 0.001). 저신장 군에서 보이는 이러한 비만 경

장 여성 군에서 실제 비만율을 추정하게 해준다.

향은 저신장율이 높은 멕시코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

WHtR는 6세 이상의 국내 소아청소년에서도 기준 값 0.51(남아),

다. 이 연구에서 남녀 각각 160, 150 cm 이하로 정의된 저신장 군은

0.49(여아)로 성인 기준 값 0.50과 거의 동일하여 소아청소년 비만 지

고신장 군(남 170 cm 이상, 여 160 cm 이상)과 비교해서 성, 연령, BMI

표로도 간편하고 유용한 지표임이 보고된 바 있다.8 또한 최근에 발표

를 매칭했을 때 BF%가 1.4% 더 높았고 BMI 25 이상 군에서는 4.2%가

된 메타 분석 연구는 WHtR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비만 관련 질환을

더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들은 멕시코 저신장 군에서 BMI 비만

예측하는 데에도 BMI, WC보다 우수함을 보고하고 있다.7 이번 연구

기준을 27 kg/m2에서 25 kg/m2로 낮추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12

는 BMI가 제한적일 수 있는 저신장 군에서도 WHtR가 기준 값의 변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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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없이 비만 선별 지표로 유용하다는 점과 저신장 군에서 BMI, WC

0.889로 모두 중등도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 비만 군에서 WHtR는

가 비만 지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현 기준 값 보다 더 낮게 최적 절단

민감도와 특이도(75.8%, 88.5%)가 모두 높았으나 BMI (46.9%, 95.1%)

값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와 WC (23.4%, 100%)는 특이도는 높았으나 민감도가 낮게 나왔다.

연구 대상이 대표성을 갖는 인구 집단이 아니고 비교적 소규모의

비만 진단을 위한 최적 절단값은 BMI 22.6 kg/m2 , WC 75.5 cm,

연구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를 저신장 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WHtR 0.50이었다.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과 체지방률을 표준 검사가 아닌

결론: 저신장 성인 여성에서, 기존의 비만기준 신체계측치의 절단 값

생체전기저항측정법으로 측정하였다는 점, 비만의 기준점으로 체지

BMI 25, WC 85 cm보다 WHtR 0.5가 민감도, 특이도에 있어서 우월

방률 30%를 임의로 설정한 점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한국인의 비

함을 관찰하였다.

만에 대한 체지방 기준을 남성 26%, 여성 36%로 제시한 연구가 있으

중심단어: 비만, 저신장,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허리둘레/

나 본 연구와 대상자 및 측정기구(BIA)가 상이하여 참고하지 못하

키비

13

였다. 또한 저신장 군에서 체지방률로 정의된 높은 비만율이 실제로
비만 관련 질환 발생률이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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