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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the obesity indices (BMI, Waist, WHR) as the factors on risk of obesity related
chronic disease in Korea.
We have examined 14,018 adults (6964 men, 7054 women) in Ajou university hospital (suwon,
Korea) who took the annual examination from June, 1994 through Jan, 1999. We measured
height, weight, waist and hip circumference. All blood samples were taken after 12 hours fast,
at the same time point as anthropometric indices measurements. Electrocardiography and
Abdominal sonography were taken at the same time. The obesity related chronic disease were
estimated in conjunction with obesity indices. We defined the sum of obesity related disease as
morbidity index.
2
2
In men, the prevalence of obese (more than 30 kg/m ) and overweight (25∼29.9 kg/m ) was
2
1.4%, 29.4%, respectively. In women, the prevalence of obese (more than 30 kg/m ) and
2
overweight (25∼29.9 kg/m ). The prevalence of obesity related disease increased with age was

1.9%, 19.4%, respectively. This results show that the prevalence of obesity in Korea is relatively
low. The percentile by BMI, Waist circumference, waist to hip ratio for men and women. The
2
80 th percentile for the BMI is 25 kg/m in men and women. The 80 th percentile for the waist

circumference was 94 cm in men. The 80 th percentile for the waist circumference was 80 cm in
women. The 95 th percentile for the BMI was 28 kg/m2 in men and women. This value is smaller
than that of Caucasians. The 80 th percentile for the waist to hip ratio of men and women was
0.90, 0.83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obesity related disease increased with BMI, reaching
2
a peak at 25 kg/m in men and women. And the prevalence of obesity related disease in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waist circumference, reaching a peak at 90 cm, 80 cm, respectively. In
waist to hip ratio, at the 0.8 in women, 0.9 in men, the prevalence of obesity related disease
especially increa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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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obesity related chronic disease increased with BMI at 23 kg/m , reaching a peak at 25∼
2
28 kg/m in men and women. And the morbidity index increased with waist circumference at 94

cm in men, 80 cm in women. The morbidity index increased with waist to hip ratio 0.9 in men,
0.83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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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대상 및 방법

1970년까지 한국에서는 감염질환이 중요시 되었다.

연구대상은 경인지역 (한국 중심부, 경제상태 중상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경제적발전과 서

정도)에 거주하며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 정

구문명화에 의하여 비만인구와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기적 검진을 위해 1994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내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소아비만인

원한 18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 14,018 (남 6964명,여

구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비만인구가 증가 (84년 남

70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만지표는 체질량지수와

아 9%, 여아가 7%이었고, 1988년에는 남아, 여아 각

허리둘레, 허리엉덩이둘레비를 이용하였다. 신장과 체

각 15.4%, 9.5%)하고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한국

중을 측정할 때 양말과 신발을 벗고, 가벼운 가운 차림

에서 비만의 중요성과 비만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에

(0.4 kg)으로 숨을 참고 디지털 저울 및 신장계를 이용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되고 있다. 1990년에서 1997년

하여 측정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공복상태

까지 한국성인에서 비만유병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에서 직립자세로 숨을 내쉰후 호흡을 멈춘상태에서 측

브로카스 방법에 의한 것 (이상체중의 120%이상)으로

정하였으며, 허리둘레는 장골능 상부에서 늑골 최하단

는 비만은 12.1∼14.6%, 여자에서는 4.1∼7.9%로 추

부의 중간부위를 측정하였으며, 엉덩이둘레는 다리를

산되며[3∼5], 체질량지수에 의한 방법에 의한 비만

모은 상태에서 대퇴부 대전차부위를 측정하였다. 이러

유병률 (체질량지수 30이상)은 남자 1.4∼6.1%, 여자

한 계측과 동시에 8시간 공복상태에서 혈압과 혈당,

1.9∼5.9%로 조사되었다[6]. 그러나, 이처럼 연구자료

혈청지질농도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에 따라서 비만유병률이 다른 것은 비만도 측정방법과

혈청 요산을 측정하였고, 검사시 심전도검사와 복부초

비만기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자

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검사를 근거로 비만

료는 대부분 한국인과의 체형과는 다른 서구의 비만기

관련 질병이환율을 정하였는데 당뇨병 (공복혈당 >126

준을 근거로 하여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신

mg/dL), 고혈압 (수축기혈압이 140 mmHg이상이거나

장과 엉덩이둘레가 서양인보다 유의하게 작아 서구의

이완기혈압이 90 mmHg이상), 이상지혈증 (LDL >160

비만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mmHg), 협심증 (협심증 증상이 있으며 EKG상 T

고 있다[7]. 최근 동양인은 제지방량이 서양인보다 적

wave이상이 있는 경우),

고요산혈증 (남자 >7.4

어 비만관련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

mg/dL, 여자 >6.0 mg/dL), 지방간 (바이러스 감염이

고도 있다[8].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비만지표와 이

아닌 간기능 이상이 있으면서 초음파이 지방간 소견이

와 관련된 질환의 이환율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인의 체

있는 경우)을 비만관련 질환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합

형에 맞는 비만지표를 산출하여 비만진단기준의 기초

을 비만관련 질병이환율로 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SPSS 7.0 (for Window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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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 = 14018)
Women (n =7054)
Variables

Men (n =6964)

Mean±S.D.

Mean±S.D.

Age (years)

41.1±9.8

42.9±9.2

Height (cm)

157.0±5.0

169.2±5.7

56.0±7.7

67.8±9.1

Body mass index (kg/m )

22.3±3.1

23.2±2.8

Body fat (%)

28.3±5.1

20.6±4.4

Hip circumference (cm)

93.3±6.8

99.4±6.7

Waist circumference (cm)

73.9±7.9

87.5±7.8

WHR

0.79±0.05

0.88±0.04

Weight (kg)
2

Table 1-2. Laboratory Finding in Subjects (n = 14018)
Women (n=7054)

Men (n=6964)

Variables

Mean±S.D.

Mean±S.D.

T. cholesterol (mg/dL)

188.0±36.1

198.6±36.1

Triglyceride (mg/dL)

116.7±75.3

166.8±111.0

HDL (mg/dL)

49.5±11.5

44.1±10.5

Fasting glucose (mg/dL)

91.1±17.3

94.8±20.3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4.5±22.5

121.7±18.6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3.3±11.4

76.1±12.5

4.4±0.94

6.3±1.9

Uric acid (mg/dL)

결

76.1±12.5 mmHg, 73.3±11.4 mmHg이었다. 총콜레

과

스테롤은 남녀 각각 198.6±36.1 mg/dL, 188.0±36.1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여자 41.1±9.8 (18∼67),

mg/dL이었고, 중성지방은 166.8±111.0 mg/dL, 116.7

남자 42.9±9.2 (21∼66)이었으며, 체질량지수는 여자

±75.3 mg/dL었다. 일반적인 검사소견은 Table 1-2에

2

2

22.3±3.1 kg/m , 남자 23.2±2.8 kg/m 이었으며, 허리

나타내었다.

둘레는 여자 73.9±7.9 cm, 남자 87.5±7.8 cm이었으

Fig. 1은 남녀 체질량지수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었

며, 허리엉덩이둘레비는 여자 0.79±0.05, 남자 0.88±

2
다. 남자에서 체질량수지수 30 kg/m 이상은 1.4%, 2

0.04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1에 나타

2
2
5∼30 kg/m 은 29.4%, 25 kg/m 이하인 경우는 69.2%

내었다.

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30 kg/m2이상이 1.9%, 25∼30

혈압은
mmHg,

수축기혈압이

남녀

각각

114.5±22.5 mmHg이었으며,

121.7±18.6
이완기혈압은

2
2
kg/m 은 19.4%, 25 kg/m 이하인 경우 78.6%이었다.

Table 2-1에서는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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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비를 퍼센타일로 나타내었다. 80퍼센타일의 기준

0.85이었다. Fig. 2-1, 2-2, 2-3에서는 남녀 각각 연령

2
점을 보면 체질량지수 남녀 모두 25 kg/m , 허리둘레

별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엉덩이둘레비를 나타내

는 남자 94 cm, 여자 80 cm 허리엉덩이둘레비는 남자

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

0.9, 여자 0.83이며, 90퍼센타일의 기준점은 체질량지

엉덩이둘레비가 모두 크며, 남녀모두 연령이 증가할수

2
2
수가 남자 27 kg/m , 여자 26 kg/m 이며 허리둘레는

록 체질량지수, 허리둘레와 허리엉덩이둘레비가 증가

남녀 각각 97, 85 cm,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각각 0.92,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의 증가 시점의 차이를 보
면 여자의 경우 50세이후에 비만지표가 남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3-1, 3-2는 남녀에 대해 비만지표와 비만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보면 체질량
2
지수는 남녀 모두 25 kg/m 이상, 허리둘레는 남자 90

이상, 여자 80이상인 경우,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남자
0.9이상, 여자 0.8이상인 경우 비만관련질환의 유병률
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2
Table 4-1은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와 허리엉

덩이둘레비 (남자 0.9, 여자 0.83)로 비만인을 구분하
고 비만관련질환을 진단기준에 따라 구분한후 로짓회
기분석에 의한 Odd Ratio를 나타낸 도표이다.
Fig. 1. show th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by the BMI
(body mass index )for men and women. In men,
the prevalence of obese (more than 30 kg/m2) and
overweight (25∼29.9 kg/m2) was 1.4%, 29.4%,
respectively. In women, the prevalence of obese
2
(more than 30 kg/m ) and overweight (25∼29.9
2
kg/m ) was 1.9%, 19.4%, respectively.

Fig. 3-1, 3-2, 3-3은 비만관련질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요산혈증, 지방간, 심혈관질환을 각각
의 진단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이들의 합을 질병이환
지수 (morbidity index)로 정하고, 비만지표와 질병이
환지수를 비교하였다. 질병이환지수와 체질량지수를
2
보면 남녀모두 체질량지수 23 kg/m 정도에서 질병이

Table 2-1. Percentile by BMI, Waist Circumference, Waist to Hip Ratio
Body mass index (kg/m2)

Waist (cm)

Waist

to hip ratio

Percentile

Women

Men

Women

Men

Women

Men

10

19.0

20.0

65

77

0.73

0.82

20

20.0

21.0

67

80

0.75

0.84

30

21.0

22.0

70

83

0.76

0.86

40

21.0

23.0

71

86

0.78

0.87

50

22.0

23.0

73

88

0.79

0.88

60

23.0

23.0

75

90

0.80

0.89

70

24.0

24.0

78

91

0.81

0.90

80

25.0

25.0

80

94

0.83

0.90

85

25.0

26.0

82

95

0.84

0.91

90

26.0

27.0

85

97

0.85

0.92

95

28.0

28.0

89

100

0.87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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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BMI, Waist Circumference, Waist to Hip Ratio & Prevalence of the Obesity Related
Chronic Disease
Body mass index (kg/m2)

Wais (cm)

Waist to hip ratio

Women

<19

19∼25 25∼30 >30

<75

75∼80 80∼85 >90

<.70

.70∼.75 .75∼.80 >.80

Hypertension

73

124

301

394

86

173

246

405

73

63

117

190

D.M.

2

32

52

63

14

29

82

93

1

12

16

49

Dyslipidemia

57

123

320

400

246

363

495

570

275

209

289

402

Men

<19

19∼25 25∼30 >30

<85

85∼90 90∼95 >95

<.85

.85∼.90 .90∼.95 >.95

Hypertension

73

178

321

619

71

189

239

318

138

207

245

343

D.M.

3

47

75

95

32

58

59

64

17

47

74

118

Dyslipidemia

14

281

599

800

269

493

586

591

321

437

577

618

Number of correspond rate per thousand

Table 4-1. Odds Ratio by BMI, Waist to Hip Ratio
By Body mass index (>25 kg/m2)
(C I 95%)

By WHR (Men>0.9, Women>0.8)
(C I 95%)

Diabetes Mellitus

3.2(2.3∼4.4)

3.1(2.3∼4.0)

Glucose Intolerance

6.5(4.1∼10.2)

2.7(1.8∼4.6)

Hypercholesterolemia

1.2(0.9∼1.4)

1.4(1.2∼1.6)

Hypertriglyceridemia

2.1(1.7∼2.8)

2.1(1.1∼1.5)

Hypertension

2.3(1.9∼2.8)

1.7(1.4∼2.1)

Coronary heart disease

3.8(2.8∼5.2)

2.0(1.5∼2.6)

Fatty liver

1.3(0.8∼2.3)

2.1(1.2∼4.1)

Hyperuricemia

4.6(2.4∼9.1)

2.0(1.1∼3.5)

Obesity related disease

Adjusted with age and sex.

환지수가 증가하며 27∼28 kg/m2 정도에서 현저하게

고

찰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3-1, curvic regression,
R2=0.14, 0.10). 허리둘레와 질병이환지수는 여자 80

한국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최근 비만과 관련된

cm, 94 cm에서 질병이환수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Fig.

건강위험도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2
3-2, curvic regression, R = 0.16, 0.15). 허리엉덩이둘

1997년 이 등에 의하면 성인에서 고혈압은 남자

레비와 질병이환지수는 남자 0.9, 여자 0.83 이상이면

19.0%, 여자 12.4%, 내당능장애가 남자 8.7%, 여자

질병이환지수가 현저히 증가한다 (Fig. 3-3, curvic

17.3%, 당뇨병은 남녀 각각 6.3%, 5.4%이었으며 이상

2

regression, R =0.08, 0.12).

지질혈증은 남녀 각각 33, 32%로 보고되어 8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9]. 그러나, 한국에서는

－ 건강증진센터 자료를 이용한 한국인의 비만지표에 대한 평가 －

Fig. 3-1. The relation of the Body mass index and morbidity
index. The morbidity index is sum of obesity
related chronic disease such as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Dyslipidemia, Coronary heart
disease, Hyperuricemia, Fatty liver. The morbidity
index increased with BMI (curve estimation,
R2=0.14 in men, 0.10 in women).

Fig. 3-2. The relation of the waist circumference and
morbidity index. The morbidity index increased
with waist circumference (curve estimation,
R2=0.15 in men, 0.16 in women).

다[10∼11]. 이에 대한 이유는 아직 연구중에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하여 체형이 적기때문에,
지방과 당을 이용하는 제지방량이 적어 과잉된 지방과
당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경우 비만의 기준은 세계보
건기구 (WHO technical report 1990)에서 추천한 기
준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비만지표의 역학적 연
구와 이에 대한 비만관련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하여 한국인의 비만지표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신장과 체중은 서
양인에 비하여 작다. 또한, 체질량지수에 따른 분포를

Fig. 3-3. The relation of the waist to hip ratio and
morbidity index. The morbidity index increased
with waist to hip ratio (curve estimation,
R2=0.08 in men, 0.12 in women).

보면 남자, 여자 각각 세계보건기준에서 권장한 체질
2
량수지수가 30 kg/m 이상인 경우는 1.4%, 1.9%, 25∼
2
30 kg/m 은 29.4%, 19.4%로 대부분은 체질량지수가

25 kg/m2이하였다. Table 2-1에서는 체질량지수와 허
리둘레, 허리엉덩이둘레비를 퍼센타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만관련질환 환자의 체질량지수가 서구에 비
하여 매우 낮다. 예를들면 (Diabetes care in Asia
report 1999)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의 경우 평균 체
2
질량지수는 24.2±3.4 kg/m 이고, 인슐린비의존형 환

자중 체질량지수가 25 kg/m2이상인 과체중 환자는
36%로 미국의 경우 60∼90%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

80퍼센타일의 기준점을 보면 체질량지수 남녀 모두 25
2
kg/m , 허리둘레는 남자 94 cm, 여자 80 cm로 서양에

비하여 적었으나, 허리엉덩이둘레비는 남자 0.9, 여자
0.83으로 여자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에서
비만지표와 비만관련질환의 유병률을 보면, 체질량지
2
수는 남녀 모두 25 kg/m 이상, 허리둘레는 남자 90 cm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4 호 2000 －
이상, 여자 80 cm이상인 경우,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남자 0.9이상, 여자 0.83이상인 경우 비만관련질환의

조사연구. 소아과 29:1-6, 1985
3. SS Kim, IM Yang et al: Korean Ideal body

유병률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Table 3-1,

weight

3-2). 비만지표와 질병이환지수 (당뇨병, 고혈압, 이상

Medical Insurance) data. J of Korean Society

지질혈증, 고요산혈증, 지방간, 심혈관질환을 각각의

for the study of obesity 6:15-25, 1997

진단기준에 따라 분류한후 이들의 합)의 연관성에서
2

체지량지수는 남녀모두 23 kg/m 정도에서 질병이환지
2

수가 증가하며 27∼28 kg/m 정도에서 현저하게 증가

as

age

in

KNMI (Korean

Natioal

4. YC Kwon, BK Choe et al: Studies on Ideal body
weight in Korean. J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6:123-136, 1997

함을 볼 수 있다 (Fig. 3-1). 허리둘레와 질병이환지수

5. ST Han, JM Choi et al: A Study on the Body

는 남자 94 cm, 여자 80 cm에서 질병이환수가 현저하

fatness of Some Korean Adults. J of Korean

게 증가한다 (Fig. 3-2). 허리엉덩이둘레비와 질병이환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5:29-39, 1996

지수는 남자 0.9, 여자 0.83이상이면 질병이환지수가

6. SM Kim, KM Kim et al: A Study on the Obesity

현저히 증가한다 (Fig. 3-3).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한

Indicis in Health promotion center data. J of

국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한 비만지표와는

Korean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만관련질환이 현저

6:137-142, 1997

하게 증가되는 기준점을 세계보건기구의 경우 체질량
2

2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7. SM Kim, DJ Lee: What is the best simple

지수 30 kg/m (한국인의 경우 27 kg/m 정도, 이 수치

anthropometric Indicis of abdominal visceral fat

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인 남자 6.1%, 여자 5.6%정

in Korean obese patients? J of Korean Society

도임), 허리둘레는 남자 102 cm, 여자 88 cm (한국인

for the study of obesity 7:157-168, 1998

의 경우 남자 94 cm, 여자 80 cm)에서 비만관련질환

8. National Diabetes Data Group: Classification and

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

diagnosis

우는 이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허리엉덩이둘레비의

categories of glucose intolerance. Diabetes 28:

경우에는 남자 0.9 (한국인의 경우 0.9), 여자 0.8 (한국

1039-1059, 19979

인의 경우 0.83)로 남자는 비슷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of

diabetes

mellitus

and

other

9. SY Lee et al: Prevalence Estimation of Several

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이유는 한국여성의 경우 서

Chronic

양여성인 보다 엉덩이둘레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Health Examination Suyvey. Korean J Prev Med

한국인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이자료와 인종적 지역

32:40-47, 1999

적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망률에 대한 자
료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계
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isease

through

Community

Based

10. HK Min: NIDDM in Korea. Diabet Med 6:1315, 1996
11. AY Park et al: Body weight changes of NIDDM
patients in Korea. Korean J Diabet Assoc 17:5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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