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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지역 노인의 체지방률,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분류 및 만성질환 유병율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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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validity of obesity indices among the body mass index (BMI), waist 
circumference (WC), and body fat percentage (BF%), and to determine which is the most useful index to predict the risk 
of chronic diseases of elderly peopl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cross-sectional study at welfare centers in Seoul.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261 (68 men and 193 women) with age ≥60 years. The distribution of obesity using 3 obesity 
indices in the subjects with hypertension, diabetes, or arthritis was BF%>WC>BMI in elderly men and WC>BF%>BMI 
in elderly women. In elderly women, odds ratios (ORs) for hypertension in BMI and WC quartil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quartile 2 and 3 (p<0.05). The ORs for hypertension, hyperlipidemia, and arthritis in BF% quartil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quartile 3 and 4 (p<0.05). The BF% was sensitive obesity index for predicting the occurrence 
of chronic disease in men, and the WC was sensitive index in women. Our results suggested maintaining BMI less than 
23.5 kg/m2, WC less than 82 cm, and BF less than 35% in order to prevent chronic diseases in elderl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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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율은 경제발전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문제의 하나이다(Lin 등 2010). 2010
국민건강통계(KCDCP 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

는 30대부터, 여자는 40대부터 나이가 들수록 비만 유병률이 

상승하다가 60대를 지나 노년기가 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Kwak 등 2012). 이처럼 노인의 비만 유병률이 

낮은 것은 연령 증가에 따른 체중 감소이거나 체중별 사망률

의 차이로 생존자의 비만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Moon & Kim 2005). 
비만의 진단은 체질량, 신장, 체지방 및 지방의 분포에 의

해 일반적으로 결정되며, 비만도의 측정 방법으로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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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엉덩이 둘레비(waist-hip ratio, WHR), 허리둘레와 신장

비, 체지방률(body fat percentage, BF%)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이 있다(Gómez-Ambrosi 등 2012; Kupusinac 등 2014).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BMI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간단한 

비만 판정법으로써 인구집단의 비만 유병률을 평가하는데 

흔히 사용되며(Colditz 등 1995; Gómez-Ambrosi 등 2012), 제
질량지수와는 구별된다(Kupusinac 등 2014). 성인의 모든 연

령에서 이 지표가 사용되고,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

고 있다(Ranasinghe 등 2013). 그러나, BMI만으로 비만을 판

정할 경우, 인종간의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이 많지 

않아도 근육량이 많으면 비만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키가 크

거나 작아도 실제로 비만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Kupusinac 등 2014). 
WC는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의 한 

부위만을 적용하므로 체격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Moon & Kim 2005), 내장 지방과 복부 지방의 강한 예

측변수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emieux 
등 1993; Han 등 1997). Pouliot 등(1994)은 WC가 동일한 남녀

의 내장 지방조직의 양이 비슷하다고 보고하였고, Kuk 등
(2005)은 WC가 동일한 남녀의 피하 지방조직 분포가 다르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복부 피하 지방조직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chreiner 등(1996)은 노인의 경우, WC가 

동일할 때 남자노인의 내장 지방량이 여자노인보다 더 많다

고 보고하였다. 
BMI는 BF%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BMI가 동일할 경

우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의 BF%가 더 높다는 보고가 있

다(De Lorenzo 등 2003). 그러나, 현재까지 BMI와 BF%의 관

계에서 성별과 연령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인종을 대

상으로 시행된 많은 연구들의 최종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

다(Ranasinghe 2013). BF%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신체계측

방법으로 자기 공명 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생체전기 저항 분석법(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BIA)과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기(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Das 등 2003; Kupusinac 등 

2014), 최근에는 BIA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기가 널리 보급되

어 사용되고 있다(Ranasinghe 등 2013). 
비만의 증가에 따른 대사증후군,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

의 발생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Wildman 등 2005), 특히 복부 비만은 전체 비만보다 

심혈관계 질환 및 이와 관련된 여러 위험요소들과 더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lton 등 2003; Moon 
& Kim 2005). 또한 노령으로 인한 근육 감소는 복부 비만으

로 인한 체중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허리둘레 증가로 인

해서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 집단을 선별하려면 BMI

가 낮은 집단도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Moon 
& Kim 2005; Kim & Ha 2009). BMI는 심혈관계 질환과 제 

2형 당뇨병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Field 등 2001), 아직 지방의 분포와 복부 지방량의 변화와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BMI에 의해 측정된 전체 

지방보다 WC나 WHR로 측정된 복부 지방과 고혈압, 지질 및 

혈당의 농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사이에서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고(Pouliot 등 1994; Han 
등 1995; Richelsen & Pedersen 1995; Zhu 등 2002; Yusuf 등 

2005; Balkau 등 2007), 과도한 내장 지방이 전체적인 지방보

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

(Ho 등 2001; Visscher 등 2002)에서는 WC와 WHR의 측정이 

BMI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WC보다 BF%가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예측에 더 좋은 지표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Dervaux 등 2008), BF%가 심혈관계 대사의 위험요인

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Catalán 등 

2007; Gómez-Ambrosi 등 2010). 또한 정상체중인 경우, BF%
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정상체중이

면서 BF% 분류에 의한 비만인(소위 정상체중 비만자, 마른 

비만자, 체지방 비만자)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증가한다

는 보고가 있다(Moon & Kim 2005). 최근 비만도 분류 지표로 

WHR보다 조금 더 간단한 WC의 이용이 증가하였고(Kuk 등 

2005; Lee 등 2007), 이들 지표와 연관된 체지방의 분포나 체

지방률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었다(De Lorenzo 등 

2003; Kuk 등 2005; Ranasinghe 등 2013; Kupusinac 등 2014). 
하지만 이들 지표는 주로 연령을 보정하여 일반적인 하나의 

값으로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BMI, WC와 

BF%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지표

들의 적용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들 지표의 비만 판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Ranasinghe 등 2013).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지표

의 민감도에 관한 연구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와 관련한 BMI, 
WHR과 WC의 타당도를 비교한 국내 연구가 있으나(Moon & 
Kim 2005), 만성질환 유발에 대한 BMI, WC와 BF% 세 가지 

비만 지표의 민감성 연구는 동시에 시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의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비만 지표와 만성질환의 유병률과의 연관성을 알

아보고, 이 중 만성질환 유병률에 더 민감한 비만 지표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BMI, WC
와 BF%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른 비만 유병률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기준에 의해 분류된 정상군과 비만

군에서 만성질환 유병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각 지표를 

사분위 구간으로 나누어 1사분위 구간에 대한 각 구간의 만

성질환 위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만 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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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BMI, WC와 BF%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비만 유병

률을 알아보고, 각 지표에 의한 비만 판정과 만성질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대상자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

tutional Review Board; IRB, HYI-11-017-1)의 승인을 받아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소재 복지관 2곳에 방문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34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

상자에게 연구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

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신체계측, 생화학적 지표

나 설문응답 정도가 불충분한 자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261명(남자노인 68명, 여자노인 19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의 질병 유형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혈압(140/90 mmHg 이상), 고지혈증(중성지방 

200 mg/dL 이상), 당뇨(공복혈당 126 mg/dL 이상)와 관절염으

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현재 이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

는 자 또는 현장에서 혈압과 혈당 측정 시 비정상수치를 보인 

노인을 대상 질환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Park 등 2012).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 및 만성질환 유무는 설문지를 통

하여 조사하였고, 신장, 체중,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 및 체지방률(body fat percentage, BF%)은 계측기기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장은 신장계를 이용하여 허리를 곧게 펴게 한 후 선 자

세에서 측정하였고, 체중 및 BF%는 In Body 3.0(IHU070R, 
Bio space, Korea)을 이용하여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기록

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신장

(m)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WC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양 발 간격을 25~30 
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시키고, 숨을 편안

히 내쉰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위치는 최하위 늑골하부

와 골반 장골능과의 중간부위를 측정하였으며, 줄자가 수평

이 되게 하고,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느슨하게 하여 0.1 cm까

지 측정하였다(Moon & Kim 2005). 
60세 이상 노인의 비만을 분류하기 위하여 신체 측정치에 

의한 세 가지 지수를 사용하였다. 아직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지표에 대한 뚜렷한 기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적용하는 기준 값

에 따라 비만을 분류하였다. 첫째, BMI(체중/신장2, kg/m2)에 

의한 비만 분류는 아시아 태평양 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남녀 

노인 모두 BMI≥25.0 kg/m2를 기준으로 하였다(Chang 등 

2003; Kwak 등 2012). 둘째, WC에 의한 복부 비만 분류는 

2006년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남자노인은 WC
≥90 cm, 여자노인은 WC≥85 cm를 기준으로 하였다(Lee 등 

2007). 셋째, BF%에 의한 비만 분류는 WHO 기준에 따라 남

자노인 BF%≥25%, 여자노인 BF%≥35%를 기준으로 하였다(De 
Lorenzo 등 2003).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18.0(SPSS Inc, USA)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대상인원(빈
도)과 비율로 나타냈으며, 성별에 의한 평균비교는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비만 지표에 

의한 비만 유병률, 만성질환이 있는 남녀 노인의 비만 지표에 

의한 비만 유병률은 빈도분석을 하여 비율과 대상인원(빈도)
으로 나타내었다. BMI, WC와 BF% 각 지표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의 만성질환 위험도를 정상군과 비교하기 위하여 이

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을 시행하였

다. 추가적으로 BMI, WC와 BF%를 사분위 구간으로 나누어 

각 지표의 1사분위 구간을 reference로 하여 각 2, 3과 4사분위 

구간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염의 위험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odds ratios(ORs)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다. 사분위 구간 ORs의 직선 trend를 평

가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연속변수로 BMI, WC
와 BF%을 입력하여 p for trend 값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261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자노인은 68명, 여자노인은 193명
이었으며, 남자노인의 평균 나이는 73.2세, 여자노인의 평균 

나이는 73.9세이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남자노인 24.54±0.26 kg/m2, 여자노인 25.25±0.20 kg/m2이었

고,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는 남자노인 90.75±0.76 
cm, 여자노인 87.69±0.58 cm이었다. 체지방량(body fat)은 남

자노인 17.46±0.49 kg, 여자노인 20.61±0.36 kg이었고, 체지방

률(body fat percentage, BF%)은 남자노인 25.93±0.55%, 여자

노인 34.84±0.37%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노인 58.8%(40명), 여

자노인 61.7%(119명)이었고, 고지혈증 유병률은 남자노인 

16.2%(11명), 여자노인 22.3%(43명)이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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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gender

Variable Men
(n=68)

Women
(n=193)

Total
(n=261)

Age(years)  73.24±0.691) 73.92±0.44 73.74±0.37

Body mass index(kg/m2) 24.54±0.26 25.25±0.20 25.07±0.16
Waist circumference(cm) 90.75±0.76 87.69±0.58 88.49±0.48
Body fat(kg) 17.46±0.49 20.61±0.36 19.79±0.31
Body fat percentage(%) 25.93±0.55 34.84±0.37 32.52±0.39
Hypertension  58.8(40)2) 61.7(119) 60.9(159)
Hyperlipidemia 16.2(11) 22.3( 43) 20.7( 54)

Diabetes 33.8(23) 18.1( 35) 22.2( 58)
Arthritis 17.6(12) 34.2( 66) 29.9( 78)

1) Mean±S.E., 2) Data are percentage (actual number).

남자노인 33.8%(23명), 여자노인 18.1%(35명)이었으며, 관절

염 유병률은 남자노인 17.6%(12명), 여자노인 34.2%(66명)이
었다. 

2.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각지표에의한비만
유병률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WC), 체지방률(BF%)의 각 기

준에 의한 남녀 노인의 비만 유병률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BMI(≥25.0 kg/m2)에 의한 비만 분류 시 남자노인의 41.2%, 
여자노인의 51.3%가 비만 유병률을 보였다. 창원지역에 거주

하는 60~70세(평균 65세)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BMI(≥25.0 kg/m2)에 의해 29.6%가 비만으로 분류되어

(Kim & Ha 2009) 본 연구의 여자노인보다 비만 유병률이 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자 거주지의 차이와 연령의 

차이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WC(남자노

인≥90 cm, 여자노인≥85 cm)에 의한 비만 분류 시 남자노인

의 54.4%, 여자노인의 65.3%가 비만 유병률을 보였다. BF%
(남자노인≥25%, 여자노인≥35%)에 의한 비만 분류 시 남자

Table 2. Prevalence of obesity by BMI, WC, and BF%

Men Women

BMI1) WC2) BF%3) BMI WC BF%

Obesity 
category

Normal  58.8(40)  45.6(31)  42.6(29)  48.7( 94)  34.7( 67)  47.2( 91)
Obese  41.2(28)  54.4(37)  57.4(39)  51.3( 99)  65.3(126)  52.8(102)

Total 100.0(68) 100.0(68) 100.0(68) 100.0(193) 100.0(193) 100.0(193)
Data are percentage (actual number).
1) BMI, Body mass index = {Body weight(kg) / [Height(m)]2}: normal, 18.5≤BMI<25; obese, BMI≥25
2) WC, waist circumference(cm): normal, men<90, women<85; obese, men≥90, women≥85
3) BF %, body fat percentage: normal, men<25, women<35; obese, men≥25, women≥35 

노인의 57.4%, 여자노인의 52.8%가 비만 유병률을 보였다. 
BMI와 WC 기준에 따른 비만 유병률은 남자노인보다 여

자노인이 약 10% 정도 높았고, BF% 기준에 따른 비만 유병

률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약 5% 정도 낮았다. 세 가지 

비만 지표 중 남자노인의 비만 유병률은 BF%>WC>BMI 순
이었으며, 여자노인의 비만 유병률은 WC>BF%>BMI 순으로 

남녀 노인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남녀 노인 모두 BMI에 의

한 비만 분류 시 비만 유병률이 가장 낮았다. 

3. 세 가지 비만 지표에 의한 만성질환자의 비만 분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이 있

는 연구 대상자 중 BMI, WC와 BF%에 의한 정상군과 비만군 

분포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고혈압이 있는 남자노인은 BMI
에 의해 45.0%, WC에 의해 57.5%, BF%에 의해 62.5%가 비만

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 있는 여자노인은 BMI에 의해 52.9%, 
WC에 의해 71.4%, BF%에 의해 59.7%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이 있는 남자노인은 BMI에 의해 45.5%, WC에 의해 

45.5%, BF%에 의해 63.6%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이 

있는 여자노인은 BMI에 의해 58.1%, WC에 의해 65.1%, BF%
에 의해 67.4%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이 있는 남자노인은 BMI에 의해 47.8%, WC에 의해 

52.2%, BF%에 의해 65.2%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이 

있는 여자노인은 BMI에 의해 45.7%, WC에 의해 68.6%, BF%
에 의해 51.4%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이 있는 남자노

인은 BMI에 의해 25.5%, WC에 의해 50.0%, BF%에 의해 

75.0%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이 있는 여자노인은 BMI
에 의해 53.0%, WC에 의해 69.7%, BF%에 의해 56.1%가 비만

으로 나타났다. Ho 등(2001)과 Dalton 등(2003)은 심혈관계 질

환 위험 요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BMI는 남성에게 더 효과적으

로, WC와 WHR는 여성에게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관절염이 있는 

남자노인의 세 가지 비만 지표에 따른 비만 분포는 BMI에 의

한 비만 분류 시 가장 낮았고, BF%에 의한 비만 분류 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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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obesity using three obesity indices 
in subjects with chronic diseases

Chronic 
disease

Obesity 
index

Men Women

Normal Obese Normal Obese

Hypertension
BMI1) 55.0(22) 45.0(18) 47.1(56) 52.9(63)
WC2) 42.5(17) 57.5(23) 28.6(34) 71.4(85)
BF%3) 37.5(15) 62.5(25) 40.3(48) 59.7(71)

Hyperlipidemia
BMI 54.5( 6) 45.5( 5) 41.9(18) 58.1(25)
WC 54.5( 6) 45.5( 5) 34.9(15) 65.1(28)
BF% 36.4( 4) 63.6( 7) 32.6(14) 67.4(29)

Diabetes
BMI 52.2(12) 47.8(11) 54.3(19) 45.7(16)
WC 47.8(11) 52.2(12) 31.4(11) 68.6(24)
BF% 34.8( 8) 65.2(15) 48.6(17) 51.4(18)

Arthritis
BMI 75.0( 9) 25.5( 3) 47.0(31) 53.0(35)
WC 50.0( 6) 50.0( 6) 30.3(20) 69.7(46)
BF% 25.0( 3) 75.0( 9) 43.9(29) 56.1(37)

Data are percentage (actual number).
1) BMI, Body mass index = {Body weight(kg) / [Height(m)]2}: normal, 

18.5≤BMI<25; obese, BMI≥25
2) WC, waist circumference(cm): normal, men<90, women<85; obese, 

men≥90, women≥85
3) BF %, body fat percentage: normal, men<25, women<35; obese, 

men≥25, women≥35

높았다. BF%에 비만 분포가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만성질환

과 비만과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예측하고자 할 때 BF%가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관절

염이 있는 여자노인의 비만 지표에 따른 비만 분포는 BMI에 

의한 비만 분류 시 가장 낮았고, WC에 의한 비만 분류 시 가

장 높았다. 비만을 판정할 때 여자노인의 WC와 WHR이 중요

하다고 제시한 선행연구(Dalton 등 2003; Mohammadifard 등 

2013)에서와 같이 WC에 의한 비만 분포가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여자노인의 만성질환과 비만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예측

할 때는 WC가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고지혈증이 있는 

남자노인의 경우 BMI와 WC에 의한 비만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BF%에 의한 비만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 남자노인과 조금 상이한 경향을 보였으나, 
BF% 분포가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지혈증이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도 BMI에 의한 비만 분포가 가장 낮았

고, BF%에 의한 비만 분포가 가장 높아, 다른 만성질환이 있

는 여자노인과 조금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여자노인

의 만성질환과 비만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경우, WC와 

BF%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지표임을 추측할 수 있다. 비만과 

질병의 상관성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는데, 비만

은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해 당뇨병을 유발하고, 고혈압과 고

지혈증을 유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Park 등 2003; Vikram 등 

2003; Ito 등 2004). 이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Mohammadifard 
등(2013)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

병의 위험도를 예견하는 데 있어서 WC보다 BMI가 더 좋은 

지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당뇨병와 고혈압 위험도

를 예견하는 데 있어서 BMI보다 WC가 더 좋은 지표가 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남자노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

뇨병 위험도와 비만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WC보다

는 BMI가 더 민감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BF% 역시 

고려해야 할 지표로 생각된다. 또한 관절염 위험도를 예측하

는 데 있어서 BF%가 가장 민감한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

다. 여자노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및 관절염 위험도와 비

만도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BF%와 WC가 민감할 것으

로 생각되며, 고지혈증 위험도 예측에서는 BF%가 더 민감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세 가지 비만 지표에 따른 만성질환의 위험도(Odds 
ratios)

세 가지 비만 지표에 따른 비만 분류 시 정상군에 대한 비

만군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염의 만성질환 위험

도에 대한 odds ratios(ORs)와 95% confidence interval(CI) 결과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남자노인의 경우, 세 가지 지표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 모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관절염

의 ORs(95% CI)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노인의 경우, 
WC와 BF%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의 고혈압 위험도에 대한 

ORs(95% CI)은 각각 2.012(1.097~3.692)와 2.052(1.138~3.699)
로 정상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F%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의 고지혈증 위험도에 대한 OR(95% CI) 역시 

2.185(1.070~4.461)로 정상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3에서 제시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유병률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WC와 BF%에 의해 분류된 여자

노인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고혈압 위험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볼 때, WC와 BF%가 중요한 고혈압 예측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F%에 의해 분류된 여자노인 비만군

은 정상군보다 고지혈증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볼 

때, 고지혈증 예측 지표로 BF%가 더 민감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5. 세 가지비만 지표의사분위구간에따른 만성질환의
위험도(Odds ratios) 

남녀 노인의 BMI를 사분위로 구분한 후, 1사분위를 기준

으로 하여 구간별 비만군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

염 odds ratios(ORs)와 95% confidence interval(CI)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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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ratios (and 95% CIs) for chronic diseases using three obesity indices

Obesity index
Men Women

BMI1) WC2) BF%3) BMI WC BF%

Hypertension 1.473
(0.546~3.974)

1.353
(0.513~3.571)

1.667
(0.626~4.437)

1.187
(0.664~2.123)

2.012
(1.097~3.692)*

2.052
(1.138~3.699)*

Hyperlipidemia 1.232
(0.336~4.518)

0.651
(0.178~2.382)

1.367
(0.360~5.197)

1.426
(0.719~2.830)

0.990
(0.486~2.018)

2.185
(1.070~4.461)*

Diabetes 1.510
(0.547~4.171)

0.873
(0.927~1.089)

1.641
(0.581~4.634)

0.761
(0.365~1.586)

1.198
(0.547~2.625)

0.933
(0.448~1.941)

Arthritis 0.413
(0.101~1.691)

1.351
(0.715~2.554)

2.600
(0.636~10.631)

1.351
(0.715~2.554)

0.806
(0.231~2.810)

1.217
(0.669~2.213)

These data were generated b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1) BMI, Body mass index = {Body weight(kg) / [Height(m)]2}: normal, 18.5≤BMI<25; obese, BMI≥25
2) WC, waist circumference(cm): normal, men<90, women<85; obese, men≥90, women≥85
3) BF %, body fat percentage: normal, men<25, women<35; obese, men≥25, women≥35
* p<0.05

5에 제시하였다. 남자노인의 경우, BMI 1사분위(≤22.7 kg/m2)
에서 비만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관절염의 ORs(95% 
CI)가 2사분위(22.8~24.4 kg/m2), 3사분위(24.5~26.0 kg/m2)와 

4사분위(≥26.1 kg/m2)의 비만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Mohammadifard 등(2013)의 

연구에서 남성의 BMI 4사분위 구간은 BMI≤21.39 kg/m2, 21.39 
kg/m2<BMI≤24.16 kg/m2, 24.16 kg/m2<BMI≤27.14 kg/m2, 
BMI≥27.14 kg/m2으로 본 연구와는 구간별 차이를 보였고, 1
사분위에서 4사분위 구간으로 갈수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 이들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고혈압, 이상지질혈

Table 5. Odds ratios (and 95% CIs) for chronic diseases by quartiles of BMI for men and women 

Quartile 1
(≤22.7 kg/m2)

reference

Quartile 2
(22.8~24.4 kg/m2)

Quartile 3
(24.5~26.0 kg/m2)

Quartile 4
(≥26.1 kg/m2) p for trend

Men

Hypertension 1 1.143(0.299~4.367) 1.029(0.265~3.993) 1.467(0.376~5.723) 0.491
Hyperlipidemia 1 1.067(0.133~8.561) 2.667(0.417~17.046) 1.714(0.249~11.782) 0.391
Diabetes 1 0.484(0.111~2.098) 0.524(0.120~2.292) 1.397(0.364~5.353) 0.689
Arthritis 1 2.462(0.388~15.630) 1.846(0.267~12.758) 1.714(0.249~11.782) 0.749

Quartile 1 
(≤23.3 kg/m2)

reference

Quartile 2
(23.4~25.0 kg/m2)

Quartile 3
(25.1~27.1 kg/m2)

Quartile 4
(≥27.2 kg/m2) p for trend

Women

Hypertension 1 3.182(1.356~7.467)* 2.364(1.035~5.400)* 1.866(0.832~4.186) 0.256
Hyperlipidemia 1 1.316(0.470~3.687) 2.273(0.858~6.020) 1.282(0.458~3.588) 0.580
Diabetes 1 0.512(0.182~1.441) 0.349(0.112~1.083) 0.868(0.340~2.216) 0.833

Arthritis 1 2.143(0.898~5.112) 1.500(0.618~3.642) 1.742(0.727~4.175) 0.215
Quartile 1, 1st quartile; Quartile 2, 2nd quartile; Quartile 3, 3rd quartile; Quartile 4, 4th quartile
These data were generated b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P-value for trend test based on linear models. *P<0.05

증 및 당뇨병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로 BMI를 제시하고 있다.
여자노인의 경우, BMI 1사분위(≤23.3 kg/m2)을 기준으로 

한 고혈압 발병 위험도는 2사분위(23.4~25.0 kg/m2)(OR=3.182, 
CI=1.356~7.467)과 3사분위(25.1~27.1 kg/m2)(OR=2.364, CI=1.035~ 
5.400)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4사분위(≥27.2 kg/m2)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 성인의 BMI(≥25.0 kg/m2) 
기준점이 본 결과에서는 2사분위와 3사분위의 중간에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2사분위는 과체중으로 분류되는 범위(23 
kg/m2≤BMI≤24.9 kg/m2)(Kim & Ha 2009)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노인의 경우, 고혈압 위험도의 예측 지표로 

BMI를 이용할 때 기존의 BMI의 비만 분류 기준보다 낮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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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범위의 사람들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염 발병 위험도는 2, 3과 4사분위에

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녀 노인의 WC를 사분위로 구분한 후, 1사분위를 기준으

로 한 구간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염에 대한 

odds ratios(ORs)와 95% confidence interval(CI) 결과는 Table 6
에 제시하였다. 남자노인의 경우, WC 1사분위(≤85.0 cm)를 

기준으로 한 고혈압, 고지혈증과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를 나

타내는 ORs은 2사분위(85.1~90.0 cm), 3사분위(90.1~96.0 cm), 4
사분위(≥96.1 cm)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절염의 

ORs은 1사분위에 해당되는 남자노인이 없어서 2, 3과 4사분

위의 ORs을 구하지 못하였다. 
여자노인의 경우, WC 1사분위(≤82.0 cm)를 기준으로 한 

고혈압 발병 위험도는 2사분위(82.1~88.0 cm)(OR=2.364, CI=1.035~ 
5.400)와 3사분위(88.1~93.9 cm)(OR=2.955, CI=1.275~6.848)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4사분위(≥94.0 cm)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노인의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염 

발병 위험도는 2, 3과 4사분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여자노인의 비만 기준으로 선정한 WC(≥85 cm)
의 기준점이 2사분위에 속하며, 2사분위와 3사분위에서 고혈

압 위험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앞의 Table 4에 제시

된 결과와 연관된다. WC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이 정상군보

다 2배 이상의 높은 고혈압 위험도를 나타낸 것은 2사분위와 

3사분위에서 2배 이상의 높은 고혈압 위험도가 반영된 결과

라 생각된다. Mohammadifard 등(2013)은 높은 BMI와 WC는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BMI나 

WC를 단독으로 측정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것보다 

Table 6. Odds ratios (and 95% CIs) for chronic diseases by quartiles of WC for men and women

Quartile 1
(≤85.0 cm)

reference

Quartile 2
(85.1~90.0 cm)

Quartile 3
(90.1~96.0 cm)

Quartile 4
(≥96.1 cm) p for trend

Men

Hypertension 1 1.667(0.423~6.562) 1.833(0.472~7.126) 1.429(0.375~5.437) 0.348
Hyperlipidemia 1 2.667(0.417~17.046) 1.067(0.133~8.561) 1.714(0.249~11.782) 0.456

Diabetes 1 0.714(0.173~2.954) 0.655(0.160~2.680) 0.857(0.217~3.386) 0.914
Arthritis 0 - - - 0.498

Quartile 1
(≤82.0 cm)

reference

Quartile 2
(82.1~88.0 cm)

Quartile 3
(88.1~93.9 cm)

Quartile 4
(≥94.0 cm) p for trend

Women

Hypertension 1 2.364(1.035~5.400)* 2.955(1.275~6.848)* 1.970(0.872~4.449) 0.061

Hyperlipidemia 1 1.267(0.487~3.292) 1.520(0.598~3.862) 0.649(0.224~1.876) 0.573
Diabetes 1 1.842(0.611~5.551) 1.366(0.436~4.282) 2.081(0.701~6.180) 0.256
Arthritis 1 1.346(0.561~3.229) 1.857(0.790~4.363) 1.476(0.619~3.521) 0.146

Quartile 1, 1st quartile; Quartile 2, 2nd quartile; Quartile 3, 3rd quartile; Quartile 4, 4th quartile
These data were generated b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P-value for trend test based on linear models. *p<0.05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Ying 등(2010)의 연

구에서도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 모두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Deurenberg-Yap 등 2002; Dalton 등 2003; Snehalatha 등 2003). 
Mohammadifard 등(2013)의 연구에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의 BMI와 WC 평균값이 더 높았

고, 이는 더 높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나타냈다. Mohammadifard 
등(2013)은 BMI가 이란 남자들의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

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예견인자임을 보고하였고, 이란 

여성에게는 WC가 더 좋은 예측인자임을 보고하였다. 
남녀 노인의 BF%를 사분위로 구분한 후, BF% 1사분위를 

기준으로 한 구간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관절염 발병 

위험도를 나타내는 odds ratios(ORs)와 95% confidence interval 
(CI)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남자노인의 경우, BF% 1
사분위(≤22.9%)를 기준으로 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관절염 ORs는 2사분위(23.0~25.3%), 3사분위(25.4~28.5%)와 

4사분위(≥28.6%)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노인의 경

우, BF% 1사분위(≤31.5%)를 기준으로 한 고혈압 발병 위험

도는 3사분위(35.3~38.5%)(OR=3.182, CI=1.356~7.464)에서 유

의하게 높았으나, 4사분위(≥38.6%)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여자노인의 고지혈증 발병 위험도는 BF% 3사분위(OR= 
3.194, CI=1.038~9.827)와 4사분위(OR=4.170, CI=1.385~12.550)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관절염 발병 위험도 역시 BF% 4사
분위(OR=2.444, CI=1.032~5.790)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심혈

관계 대사 위험 요인으로 BF%는 중요하며(Gómez-Ambros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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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dds ratios (and 95% CIs) for chronic diseases by quartiles of BF% for men and women

Quartile 1
(≤22.9%)
reference

Quartile 2
(23.0~25.3%)

Quartile 3
(25.4~28.5%)

Quartile 4
(≥28.6%) p for trend

Men

Hypertension 1 2.250(0.574~8.824) 1.875(0.467~7.526) 1.607(0.414~6.240) 0.687
Hyperlipidemia 1 4.571(0.456~45.857) 5.333(0.526~54.032) 2.133(0.175~26.033) 0.833

Diabetes 1 1.527(0.373~6.252) 0.554(0.180~2.833) 2.133(0.519~8.761) 0.116
Arthritis 1 1.500(0.218~10.304) 2.500(0.389~16.049) 1.607(0.233~11.092) 0.284

Quartile 1
(≤31.5%)
reference

Quartile 2
(31.6~35.2%)

Quartile 3
(35.3~38.5%)

Quartile 4
(≥38.6%) p for trend

Women

Hypertension 1 2.155(0.949~4.893) 3.182(1.356~7.467)* 2.035(0.903~4.585) 0.102

Hyperlipidemia 1 1.985(0.612~6.423) 3.194(1.038~9.827)* 4.170(1.385~12.550)* 0.031
Diabetes 1 0.649(0.224~1.876) 0.760(0.271~2.129) 0.976(0.364~2.606) 0.819
Arthritis 1 1.800(0.749~4.325) 1.235(0.501~3.045) 2.444(1.032~5.790)* 0.237

Quartile 1, 1st quartile; Quartile 2, 2nd quartile; Quartile 3, 3rd quartile; Quartile 4, 4th quartile
These data were generated b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P-value for trend test based on linear models. *p<0.05 

2012), WC보다 더 좋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의 지표가 된

다(Dervaux 등 2008). 그 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측정

치에 따른 BMI, WC와 WHR 등의 지표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사망관계에 대하여 일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oon & Kim 2005).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남자노인의 경우, 세 가지 비

만 지표 중에서 BF%에 의한 분류 시 비만 분포가 높았으나, 
만성질환에 대한 ORs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는 남자노인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으나, BF%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의 만성질환에 대한 

ORs은 BMI나 WC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의 ORs보다 더 높았

다. BF%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의 고혈압에 대한 ORs은 2사
분위, 고지혈증에 대한 ORs는 2와 3사분위, 관절염에 대한 ORs
은 3사분위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23.0~28.5%의 

BF% 범위에 있는 남자노인은 만성질환 예방에 더 많은 주의

가 요구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관절염이 있는 여자노

인의 경우, WC에 의한 비만 분류 시 비만 분포가 가장 높았

고, 고지혈증이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 BF%에 의한 비만 분류 

시 비만 분포가 가장 높았다. BMI에 의해 분류된 비만군의 

만성질환에 대한 ORs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3.4~25.0 
kg/m2의 BMI 범위에서 고혈압 위험도가 3배 이상, 25.1~27.1 
kg/m2의 BMI 범위에서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WC에 의

해 분류된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해 82.1~88.0 cm의 WC 범위

와 88.1~93.9 cm의 WC 범위에서 모두 고혈압 위험도가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BF%에 분류된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

해 고혈압 위험도가 35.3~38.5%의 BF% 범위에서 3배 이상, 
고지혈증 위험도가 35.3~38.5%의 BF% 범위에서 3배 이상, ≥

38.6%의 BF% 범위에서 4배 이상, 관절염 위험도가 ≥38.6%
의 BF% 범위에서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23.4~ 
27.1 kg/m2의 BMI 범위, 82.1~93.9 cm의 WC 범위나 ≥35.3%
의 BF% 범위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비만 발병과 관련하여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반드시 고려하고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범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만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BMI≥25.0 kg/m2 
기준점은 23.4~27.1 kg/m2의 BMI 범위의 중간에 해당되며, 이 

기준은 적어도 여자노인에게는 조금 더 낮추어 반영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만 지표로 제시한 여자노인 WC≥85 
cm의 기준점은 결과에서 제시한 82.1~93.9 cm의 WC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자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많

이 쓰이는 WC≥85 cm의 기준보다 더 낮은 WC에서도 만성

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BF%의 

비만 지표로 남자노인 BF%≥25%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23.0~28.5%의 BF% 범위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자노인의 경우 조금 더 낮은 

BF%에서도 만성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자노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35.3%의 BF% 범위에서 만

성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을 볼 때, BF%≥35%로 설정한 기준

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60대 이상의 노인을 대

상으로 만성질환의 유발에 민감한 비만 지표를 알아보고자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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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와 체지방률(body fat percentage, 
BF%)의 기준을 제시한 후, 세 가지 지표에 따라 정상군과 비

만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지표를 사분위 구간으로 나누

어 1사분위에 대한 각 구간의 만성질환 위험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남자노인의 경우, 세 가지 비만 지표

에 의한 비만 분류 시 비만 분포는 BF%>WC>BMI 순으로, 
여자노인의 경우 WC>BF%>BMI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

환이 있는 남자노인의 경우 세 가지 비만 지표 중에서 BF%
에 의한 분류 시 비만 분포가 높았고, BF%에 의해 분류된 비

만군의 고혈압에 대한 ORs은 2사분위에서, 고지혈증과 관절

염에 대한 ORs는 3사분위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여자노

인의 경우, 23.4~25.0 kg/m2의 BMI 범위에서 고혈압 위험도가 

3배 이상, 25.1~27.1 kg/m2의 BMI 범위에서 2배 이상 유의하

게 높았고, 82.1~88.0 cm의 WC 범위와 88.1~93.9 cm의 WC 
범위에서 모두 고혈압 위험도가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35.3~38.5%의 BF% 범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위험도

가 각각 3배 이상, ≥38.6%의 BF% 범위에서 고지혈증 위험도

가 4배 이상, 관절염 위험도가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남녀 노인의 경우, BMI≥25.0 kg/m2과 여자노인의 

경우 WC≥85 cm의 기준은 더 낮은 범위에서도 비만과 만성

질환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자노인의 경우, BF%≥
35% 기준은 본 연구결과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적으로 23.4~27.1 kg/m2의 BMI 범위, 82.1~93.9 cm의 WC 
범위나 ≥35.3%의 BF% 범위에 있는 노인의 경우, 비만 발병

과 관련하여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반드시 고려하고 예방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서울 일부 

지역의 노인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이용되는 성인 기준의 BMI와 WC 지표를 노인에게 적용

할 경우, 기준보다 더 낮은 범위에서도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이 발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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