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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서 혈액 지질 수준과 체지방과의 관련성

이준호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fat content and serum 
lipids in college students. A total of 61 (15 males and 46 females) students of W university in Iksan, 
between June 2015 and July 2015, were enrolled for analysis. The relationship of serum lipid with 
BMI, and body fat percent measured by impedance fat meter (InBody 520) was analyzed. The study 
population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InBody 520’s guideline. Group Ⅰ
accounted for 26.7% of men and 10.9% of women. Weight and BMI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in men and women (p＜0.05); whereas height was not. In men, serum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hemoglobi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0.05). Conversely, in women, serum tota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alanine transferas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0.05).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other variables between the three 
groups. BMI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in both men and women (p＜0.05). In 
men and women, body fat percent was correlated with BMI, weight, total cholesterol, and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otal cholesterol indicates that 
body fat percent, BMI, and hemoglobin were not significantly independent variables in men and 
women. This study showed that body fat perc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ther obesity 
markers and serum lip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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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건학

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을 통하여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행동양식

의 변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비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2].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질환 등 

혈청 지질의 상승을 통하여 동맥경화성 질환을 동반하는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며 말초혈관의 저항성 증가로 인하

여 혈압을 상승시키고[3-7], 관절염, 통풍, 담석증, 호흡기 계통

의 이상, 유방암 등의 빈도도 증가한다[8-9]. 따라서 비만과 과

체중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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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10].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크고 체질량지수는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저밀

도지단백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

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11-13]. 또한 BMI가 커

질수록 혈청 TG와 총콜레스테롤(total-cholesterol)이 유의하

게 증가되고, 혈압과 혈청 지질값도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14-16]. 따라서 비만과 혈청 지질 수준, 고혈압은 서로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지방률은 BMI와는 별도

로 체중당 체지방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비

만 측정 지수로 신체 운동 수행 능력과 개인의 건강도를 알 수 있

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7]. 최근까지 국내에 많이 보

급되고 있는 InBody는 생체전기저항분석법(Bioimpedance 

analysis)의 원리를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로서 체지방률뿐만 아니라 체지방량, 근육량 등 많은 신체정보

를 얻을 수 있어 신체의 구성성분을 분석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18]. 그러나 최근에 생체전기저항분석법을 이용하여 전체

적인 지방량으로 비만의 정도를 평가하여 혈액 지질 수준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지방분석기로 이용하여 구한 체지방 비율

을 구하여 비만의 정도를 평가하고 체지방의 비율과 혈액 지질 

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W대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체지방 측정,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총 61명(남 15명, 여 4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방법 

및 참여기간, 부작용 및 위험요소,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각각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자료수집 및 측정

조사 대상자의 체지방 측정은 Impedance fat meter로 많이 

이용되는 InBody 520 (Biospace, Cheonan, Korea)을 사용하

였으며, 신체계측은 반바지와 반팔 상의의 가벼운 옷차림 상태

에서 신체자동계측기로 신장과 체중을 0.1단위까지 측정하였

다.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BMI를 이용하였으며 신장의 제곱으로 체중을 나누어 계산하였

다. 대상자는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혈색소검사는 LC-660 자동혈구계산기(HORIBA, Kyoto, Japan)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총콜레스테롤, TG, HDL-C, 간기능검

사(liver function test, LFT), 신장기능검사(renal function 

test, RFT)를 포함한 생화학 검사는 Olympus AU400 analyser 

(Olympu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만은 

BMI 25 kg/m2이상, 고지혈증은 총콜레스테롤 240 mg/dL 이

상, TG 150 mg/dL 이상인 경우 증가군으로 정의하였고, 

HDL-C는 40 mg/dL 미만인 경우 감소군으로 분류하였다. 체지

방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3군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 이용된 InBody 520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Index와 선행연구

의 분류를 참고하여, 남자는 체지방 비율이 25% 이상을 과체중, 

20% 이상에서 25% 미만을 경계영역, 15% 이상에서 20% 미만

을 정상군, 15% 미만을 저체중으로 분류하였고, 여자는 체지방 

비율에 따라 30%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에서 30% 미만을 경

계영역, 20% 이상에서 25% 미만을 정상, 20% 미만을 저체중으

로 분류하였다[19-20].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각각 과체중과 경계

영역을 1군, 정상인을 제2군, 저체중을 3군으로 분류하였다. 모

든 검체는 공복 상태에서 채취하였으며 검사는 엄격한 정도관

리와 함께 분석이 이루어졌다.

3. 통계분석

체지방 비율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3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고, 모든 결과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PASW Statistics version 18.0 (SPSS, Chicago, USA)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대상자는 61명 중 남자 15명(24.8%), 여자 46명(75.5%)이었

고 평균연령은 남자 22.6세, 여자 20.4세였다. 체지방 비율에 따

른 대상자의 분포는 1군(남자: 체지방량 ≥20, 여자: 체지방량 

≥25) 9명(14.8%), 2군(남자: 20＞체지방량 ≥ 15, 여자: 25＞

체지방량 ≥20) 13명(21.3%), 3군(남자: 15＞체지방량, 여자: 

20＞체지방량) 39명(63.9%)으로 3군이 가장 많았다(Table 1). 

조사 대상자들 중 남자의 체지방률 별 신장은 1군 172.2 cm, 

2군 171.5 cm, 3군 171.3 cm로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체중은 각각 80.3 kg, 71.8 kg, 58.8 kg으로 세 군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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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stribution of subjects by groups classified on body fat percent

Sex (Age) Group I (%) Group II (%) Group III (%) Total (%)

Male (22.6) 4 (26.7) 5 (33.3) 6 (40.0) 15 (24.8)
Female (20.4) 5 (10.9) 8 (17.4) 33 (71.7) 46 (75.5)
Total 9 (14.8) 13 (21.3) 39 (63.9) 61 (100)

Table 2. Mean values of variable by groups classified on body fat percent in male

Variable Group I Group II Group III p-value

Height (cm) 172.2±9.2 171.5±5.8 171.3±7.3 NS
Weight (kg)* 80.3±5.6 71.8±6.7 58.8±4.8 ＜0.05
BMI (kg/m2)* 29.7±4.6 23.3±2.2 20.2±2.1 ＜0.05
TCHO (mg/dL)* 205.7±47.5 176.4±28.2 168.8±18.6 ＜0.05
TG (mg/dL)* 140.5±78.7 128.4±72.3 110.5±63.7 ＜0.05
HDL-Chol (mg/dL) 56.0±7.7 52.5±8.4 56.4±11.1 NS
LDL-Chol (mg/dL)* 115.2±31.6 102.3±30.5 96.2±35.7 ＜0.05
Hb (g/dL)* 16.1±0.7 14.7±0.6 14.2±1.2 ＜0.05
ALT (IU) 24.5±17.2 21.5±18.0 10.1±3.9 NS
TP (g/dL) 7.7±0.8 7.4±0.3 7.5±0.4 NS

BMI, body mass index; TCHO,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HDL-Ch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h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b, blood hemoglobin; ALT, alanine transferase; TP, total protein; NS, not significant. 
*significant. 

Table 3. Mean values of variable by groups classified on body fat percent in female

Variable Group I Group II Group III p-value

Height (cm) 157.5±6.2 159.5±7.6 160.1±6.3 NS
Weight (kg)* 81.1±10.5 61.1±3.7 50.1±6.3 ＜0.05
BMI (kg/m2)* 29.1±4.3 24.9±3.4 21.0±2.8 ＜0.05
TCHO (mg/dL)* 185.2±22.3 176.8±33.1 172.5±29.5 ＜0.05
TG (mg/dL) 137.6±72.4 84.8±37.6 78.4±26.6 NS
HDL-Chol (mg/dL) 51.4±15.9 65.1±18.0 61.9±13.4 NS
LDL-Chol (mg/dL)* 119.4±34.6 110.4±23.7 98.6±33.6 ＜0.05
Hb (g/dL) 12.9±0.4 13.0±0.5 13.0±0.9 NS
ALT (IU)* 27.0±26.6 8.2±3.3 7.0±4.4 ＜0.05
TP (g/dL) 7.5±0.4 7.3±0.6 7.4±0.7 NS

See Table 2.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BMI는 1군 29.7 kg/m2, 2군 

23.3 kg/m2, 3군 20.2 kg/m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 혈청 지질수준은 총콜레스테롤이 1군 205.7 

mg/dL, 2군 176.4 mg/dL, 3군 168.8 mg/dL이었고, TG는 1군 

140.5 mg/dL, 2군 128.4 mg/dL, 3군 110.5 mg/dL였으며, 

HDL-C은 1군 56.0 mg/dL, 2군 52.4 mg/dL, 3군 56.4 mg/dL

을 보였고, LDL-C은 1군 115.2 mg/dL, 2군 102.3 mg/dL, 3군 

96.2 mg/dL을 보였다. 또한 적혈구 헤모글로빈은 1군 16.1 

g/dL, 2군 14.71 g/dL, 3군 14.21 g/dL를 보였으며, 총콜레스

테롤, TG, HDL-C, LDL-C, 헤모글로빈 모두는 세 군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2). 

조사대상자들 중 여자의 체지방률에서 신장은 1군 157.5 

cm, 2군 159.5 cm, 3군 160.1 cm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은 각각 81.1 kg, 61.1 kg, 50.1 kg으로 세 군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BMI는 1군 29.1 kg/m2, 2

군 24.9 kg/m2, 3군 21.0 kg/m2으로 역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혈액 지질수준은 총콜레스테롤이 1군 

185.2 mg/dL, 2군 176.8 mg/dL, 3군 172.5 mg/dL이었고, TG

는 1군 137.6 mg/dL, 2군 84.8 mg/dL, 3군 78.4 mg/dL였으며, 

HDL-C은 1군 51.4 mg/dL, 2군 65.1 mg/dL, 3군 61.9 mg/dL을 

보였고 LDL-C은 1군 119.4 mg/dL, 2군 110.4 mg/dL, 3군 

98.6 mg/dL을 보였다. 또한 적혈구 헤모글로빈은 1군 12.9 

g/dL, 2군 13.0 g/dL, 3군 13.0 g/dL를 보였으며 총콜레스테롤, 

LDL-C, ALT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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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ysis of total cholesterol by 
confounding variables in male and female

sex  Independent variables r p

Male* body fat (%) 0.24 NS
BMI (kg/m2) 0.17 NS
Hb (g/dL) 0.39 ＜0.05

Female† body fat (%) 0.21 NS
BMI (kg/m2) 0.15 NS
Hb (g/dL) 0.11 NS

*R2=0.63, †R2=0.15, See Table 2. 

(Table 3).

남녀 모두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지방 비

율은 BMI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체중, 총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LDL-C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심혈

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총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총콜레스테롤을 종속변수로 하고 BMI, 체지방

률, 헤모글로빈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나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고  찰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및 관상동맥질환 등 대사질

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순환기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

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1976년부터 1980

년대 초에는 비만율이 25% 이었으며 1988년 이후 1990년대 초

에는 그 비율이 33%로 증가하고 1999년도 이후에는 61%로 빠

르게 증가되고 있다[21]. 또한 몇 선행연구에서 비만의 정도와 

관상동맥질환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HDL-C, 높은 

LDL-C,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2]. 

또한 전통적으로 순환계질환의 위험인자로서 특히 비만 어린이

에서 연관성이 높게 보고되어 소아비만은 향후 심혈관계 질환

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통하여 물질적

인 풍요와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되고 있어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그 중에서 비만과 고혈압은 대표적인 대사성질환으로 

둘 사이에는 관련성이 매우 높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인

구 중에서 비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여서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보건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10]. 

비만의 병리학적 정의는 지방세포의 비대나 수적인 증가로 

인하여 지방조직의 축적이 표준체중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비만의 정확한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지

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지방을 측정

하는 방법에는 체밀도법, 체내 총수분량에서 체내지방량 환산

법,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법, X-선을 이용하

여 피하지방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비만도는 신

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데 BMI, 체중/신장법, Ponderal

지수 등이 있다[24]. 그러나 임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직접적

인 체지방 측정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BMI, 피부두께 측정 및 표

준체중표 같은 간접적으로 체지방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부담이 적고 간편하며 적은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체

전기저항분석법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체지방량 비율을 구하고 

신체를 계측하여 BMI를 계산하고 혈액 지질 농도를 이용하여 

동맥경화 지수를 구하여여 체지방률과 비만도 지수 및 혈청지

질 수준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체지방률에 따라 1군, 2군, 3군으

로 나누었는데 2군과 3군의 비율이 많이 나타났고 체지방 비율

이 20% 이상인 1군 남자의 비율은 26.7%이고 체지방비율이 

25%이상인 1군 여자의 비율은 10.9%의 결과로 선행연구

[17,25]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3군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등의 연구와 비슷한 결

과를 보였다[25]. 학교보건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불규칙한 생활과 음주, 흡연 

등에 자유롭게 노출됨으로써 생리적 기능과 정서적 불안정, 스

트레스를 받는 등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의 주체가 없는 실정이

다[25-27]. 이런 이유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선행연

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생각된다.

고지혈증은 혈액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로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동반될 때 그 위

험이 더욱 증가한다[22]. 지질관련 항목 중 심혈관계질환의 직

접적인 위험인자인 총콜레스테롤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

은 결과를 보여 Jang 등[25]과 Kim 등[17]의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지방률과 혈청 

지질 수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BMI가 증가할수록 혈

청 총콜레스테롤 농도도 함께 증가한다고 보고한 Kim 등[17]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가장 큰 변수로 알려져 있으나[28], 본 연구는 20대를 대

상으로 하여 나이는 변수로 사용하지 못했다. TG 농도와 총콜레

스테롤의 농도는 같은 경향을 보여서 BMI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9,29], 본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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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가 증가함에 따라 TG도 함께 증가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HDL-C은 남녀 모두에서 BMI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체

지방군과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Lubkowska 등[30]의 지

질단백대사 연구에서 아디포넥틴(adiponectin)과 렙틴

(leptin)이 체지방 분포 및 지질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지방대

사를 포함하여 HDL-C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는 차

이가 있다. 아마도 측정방법의 차이와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다

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남자

와 여자 모두에서 체지방 비율, BMI가 총콜레스테롤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는데 선행연구에서 체지방

률, 나이, BMI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인다는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17,25,31]. 이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고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연령대가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전기저항분석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빠

르게 측정한 결과치를 이용하여 구한 체지방률과 기존의 대부

분의 연구에서 사용된 비만도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체지방 비

율이 BMI와 유사하게 혈청 지질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어 계속 비만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체지방비율이 혈액 콜레스테롤의 농

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에 대한 증거

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진료를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헬스장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체지방측정기의 체지방률과 혈청 지질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혈압 등 다양

한 심혈관 인자를 검사하지 못했고, 두 번째 대상자의 수와 연령

에 한계가 있었고, 세 번째 체지방률과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총콜레스테롤과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단면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도 

독립변수로 고려한 후 체지방 비율이 성인의 지질수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지방률과 혈청 지질 수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W

대학에 재학중인 남자 15명 여자 46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체

지방률,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체지방률을 InBody 제조

사 guideline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1군 남자의 비율

은 26.7%, 여자의 비율은 10.9%였다. 세 그룹에서 체중과 체질

량지수는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는 세 그룹에서 총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여자에서는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 알라닌전이효소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남녀 모두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지방 비율

은 BMI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체중, 총콜레스테롤, 

LDL-C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총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

하기 위해 총콜레스테롤을 종속변수로 하고 BMI, 체지방률, 헤

모글로빈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남

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체지방률과 혈

청 지질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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