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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 사망 양상이 선진국과 비슷한 모습으

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망 원인으로 증가되고 있는 

질환들은 비만도와 연관성이 있고, 이는 식생활과 환경

이 서구화됨에 따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

리 및 예방이 필요한 시기이며
1)
,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질병 아닌 질병’으로 정의하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비만 관리의 첫 단계이자 예방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체중감량목표, 즉 이상체중의 설정은 주

로 height-weight table을 이용하여 가장 적은 사망률을 나

타내고 있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권장하

여 왔는데,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는 체지방률을 잘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병이환 및 사망률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는 비만지표이다.
3,4)

  그러나 과체중과 비만의 진단에 사용되는 체질량 지

수의 기준치와 이상체중은 주로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체격이나 체질적인 차

이가 있는 아시아인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5,6)

  이에 아시아-태평양비만학회에서는 최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비만의 진단기준이 되는 체질량 지수를 새롭

게 규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체질량 지수 23∼

25 kg/m
2
을 과체중, 25 kg/m

2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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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현재 과체중과 비만의 진단기준으로 사용되는 체질량 지수는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체지방량도 성별에 따른 각각의 기준치는 있으나, 대부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량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체

질량과 체지방량의 분포의 조사하여, 연령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의 기준치가 필요한지 기초 자료를 얻고자 본 연

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0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수진

자 21,921명 중 10%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출한 후 체중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 갑상선, 신

부전, 결핵 등의 질환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성인 1,939명(남자 1,313명, 여자 626명)을 최종 연구 대

상자로 하였다. 신체계측은 전자저울과 신장 계측기를 이용하였으며, 부위별 체성분 분석에는 다주파수 부위별 

임피던스 측정기(Inbody 3.0, 바이오스페이스, 서울)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

시하였고 연령대에 따른 평균치는 ancova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성인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대에 비하

여 30대 이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량의 증가

보다 제지방량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성인 여성의 체지방률은 50세 이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

데, 이는 제지방량의 감소보다는 체지방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만

의 진단기준인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percentile을 산출한 결과 남자의 경우 60 percentiles, 여자의 경우 70～

80 percentiles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체지방률은 남자 22.54%, 여자 31.99～33.46%이었다.

결론: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에 따라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의 변화를 보여 체질량 지수만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비만도를 평가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의 질병 역학조사를 기초로 하여 

성인의 비만 진단 지표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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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의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7,8)
 

  비만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이 요구되나 대단위 집단의 비만 판정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간접적으로 비만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

체 계측치를 이용한 체질량 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널

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근육과 지방의 양을 

정확히 구별하여 측정할 수 없어 사용하는 데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인체 부위별로 각각 측정

하여 체성분을 체지방량 및 제지방량으로 분석하는 부

위별 임피던스 방법이 개발되어 비만 판정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9,10)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성인의 체지방률이 남자는 

25%, 여자는 3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인에 대한 적당한 체지방 기

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외국의 기준을 그

대로 받아들이거나 연구자에 따라서 비만에 대한 체지

방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11) 또한 체지방량과 제지

방량은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변화함12)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

인 비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별 체질량 지수와 체성분을 분

석하여,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 및 

제지방량의 분포양상을 알아보고 연령에 따른 비만 기

준치를 정립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1. 신체계측

  2000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21,921명 중 

10%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출한 후 병력문진

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체중변화에 향을 줄 수 있는 

당뇨, 신부전, 심부전, 갑상선 질환자 등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성 1,313명과 여성 626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

로 하 다. 신체계측은 전자저울과 신장 계측기를 이용

하여 하 으며, 체질량 지수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하 다.

  체질량 지수(kg/m2) = 체중(kg)/키(m)2

  부위별 체성분 분석에는 다주파수 부위별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기(multi-frequency segmental bioelectrical im-

pedance: Inbody 3.0 바이오스페이스, 서울)가 사용되었다.

    2. 통계처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혼동변수를 보정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연령

에 따른 평균치 차이를 분석한 후, 각 군 사이의 개별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Duncan 사후 검정을 시행하 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1.0)를 사용하 으며 통계

적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하 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남자 1,313명, 여자 626명이었고,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평균 연령은 남성이 

44.04±8.60세, 여성이 44.27±10.85세이었으며,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0.15±5.60 cm, 평균 체중은 70.61±8.97 kg, 

여성의 평균 신장은 157.6±5.7 cm, 평균 체중은 57.20±

7.76 kg이었다.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subjects.
ꠧꠧꠧꠧꠧꠧꠧꠧꠧꠧꠧꠧꠧꠧꠧꠧꠧꠧꠧꠧꠧꠧꠧꠧꠧꠧꠧꠧꠧꠧꠧꠧꠧꠧꠧꠧꠧꠧꠧꠧꠧꠧꠧꠧꠧꠧꠧꠧꠧꠧꠧꠧꠧꠧꠧ

Male Female
N=1,313 (67.7%) N=626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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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ge (year)
20∼29  29 (2.2)  37 (5.9)
30∼39 366 (27.9) 204 (32.6)
40∼49 630 (48.0) 214 (34.2)
50∼59 205 (15.6)  98 (15.7)
60∼69  73 (5.6)  64 (10.2)
70∼77  10 (0.8)   9 (1.4)
Smoking
None 692 (52.7) 583 (93.2)
＜1 pack/day 164 (12.5)  17 (2.7)
≥1 pack/day 457 (34.8)  26 (4.1)
Alcohol drinking (frequency/week)
None 575 (43.8) 549 (87.7)
1∼2 562 (42.8)  77 (12.3)
3 ≦ 176 (13.4)   0 (0.0)
Exercise (frequency/week)
 None 657 (50.0) 464 (74.1)
1∼2 305 (23.2)  51 (8.1)
3≦ 351 (26.8) 111 (17.8)

Mean (SD)
Height (cm) 170.01 (5.60) 157.57 (5.69)
Weight (kg)  70.61 (8.98)  57.20 (7.76)
*BMI (kg/m2)  24.37 (2.70)  23.07 (3.13)
Fat mass (kg)  15.42 (4.55)  16.92 (5.02)
% body fat  21.57 (4.64)  29.18 (5.27)
Lean body mass (kg)  55.19 (6.07)  40.2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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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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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성에서 연령에 따른 체지방량, 제지방량, 체질량 

지수 및 체지방률의 분포

  성인 남성의 경우 체질량 지수는 20대에 비하여 30대

에 두드러지게 증가한 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60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70대 이후 감소 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 다. 체지방량은 30대부터 증가하여 

그 이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50대에서는 증

가하 고 60대 이후에는 감소하 다. 제지방량는 40대 

이전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후 50세 이후부터 감소가 시

작되었으나, 체지방률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 다(표 2, 그림 1).

  사후 검정결과 체지방량은 20대와 60대 사이에서만 

Table 2. Mean values of fat mass, LBM, BMI, % body fat in male subjects.
ꠧꠧꠧꠧꠧꠧꠧꠧꠧꠧꠧꠧꠧꠧꠧꠧꠧꠧꠧꠧꠧꠧꠧꠧꠧꠧꠧꠧꠧꠧꠧꠧꠧꠧꠧꠧꠧꠧꠧꠧꠧꠧꠧꠧꠧꠧꠧꠧꠧꠧꠧꠧꠧꠧꠧꠧꠧꠧꠧꠧꠧꠧꠧꠧꠧꠧꠧꠧꠧꠧꠧꠧꠧꠧꠧꠧꠧꠧꠧꠧꠧꠧꠧꠧꠧꠧꠧꠧꠧꠧꠧꠧꠧꠧꠧꠧꠧꠧꠧꠧꠧꠧꠧꠧꠧꠧꠧꠧꠧꠧꠧꠧꠧꠧꠧ

20∼29 30∼39 40∼49 50∼59 60∼69 70∼77
Age (year) P value

(N=29) (N=366) (N=630) (N=205) (N=73) (N=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SD
Fat mass (kg) 13.57±5.22 15.10±5.13 15.52±4.26 15.67±4.34 16.28±4.10 14.68±3.98 0.061
LBM (kg)* 55.94±7.24 55.99±6.30 55.33±5.99 54.67±5.22 52.27±5.60 46.07±5.22 0.000
BMI (kg/m2)† 22.56±3.01 24.10±3.02 24.52±2.55 24.69±2.46 24.51±2.34 22.85±2.52 0.000
% Body fat 18.51±5.20 20.86±4.97 21.74±4.42 21.93±4.22 23.56±4.61 23.86±4.23 0.0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y ANCOVA analysis adjusted for smoking, alcohol, exercise. *LBM: lean body mass, 
†
BMI: body mass index (kg/m

2
).

Table 3. Mean values of fat mass, LBM, BMI, % body fat in female subjects.
ꠧꠧꠧꠧꠧꠧꠧꠧꠧꠧꠧꠧꠧꠧꠧꠧꠧꠧꠧꠧꠧꠧꠧꠧꠧꠧꠧꠧꠧꠧꠧꠧꠧꠧꠧꠧꠧꠧꠧꠧꠧꠧꠧꠧꠧꠧꠧꠧꠧꠧꠧꠧꠧꠧꠧꠧꠧꠧꠧꠧꠧꠧꠧꠧꠧꠧꠧꠧꠧꠧꠧꠧꠧꠧꠧꠧꠧꠧꠧꠧꠧꠧꠧꠧꠧꠧꠧꠧꠧꠧꠧꠧꠧꠧꠧꠧꠧꠧꠧꠧꠧꠧꠧꠧꠧꠧꠧꠧꠧꠧꠧꠧꠧꠧꠧ

20∼29 30∼39 40∼49 50∼59 60∼69 70∼77
Age (year) P value

(N=37) (N=204) (N=214) (N=98) (N=64) (N=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SD
Fat mass (kg) 14.33±3.43 15.86±4.94 16.58±4.57 19.18±5.49 19.00±4.77 19.81±4.83 0.000
LBM (kg)* 38.44±4.17 40.37±4.27 40.82±3.78 40.66±4.32 39.01±4.02 37.83±4.04 0.001
BMI (kg/m2)† 20.61±2.18 22.12±2.87 23.02±2.83 24.85±3.25 24.66±2.96 25.23±2.99 0.000
% body Fat 27.15±4.69 27.84±5.12 28.53±4.89 31.53±5.13 32.48±4.71 34.00±4.44 0.0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BM: lean body mass, 
†
BMI: body mass index (kg/m

2
).

Figure 1. Comparison of lean body mass (LBM), body mass index 
(BMI), and % body fat in male subjects. Figure 2. Comparison of lean body mass (LBM), body mass index 

(BMI), and % body fat in femal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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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0대 이하에 비하여 50대 이상에

서 제지방량의 유의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대는 전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 

체질량 지수는 30대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70대에

서는 감소하여 20대의 체질량 지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체지방률은 전 연령대에 비하여 20대에서 유의하

게 낮았으며, 30대와 60대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3. 여성에서 연령에 따른 체지방량, 제지방량, 체질량 

지수 및 체지방률의 분포

  성인 여성의 경우, 체질량 지수는 전 연령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하 다. 체지방량은 연령에 따라 지속적

으로 증가하 으며, 특히 50대에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그 이후에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제지방량은 

20∼40대에 거쳐 약간씩 증가하다가 50대 이후부터는 

감소하 다(표 3, 그림 2).

  사후 검정결과 체지방량은 40대 이하에 대하여 50대

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 50대에서 70대 사이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지방량은 20대와 비교하여 30∼

60대까지 유의한 차이 보이지 않다가 70대 이후 유의하

게 감소하 다. 체질량 지수는 30대와 50대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 체지방량과 마찬가지로 체지방률도 40

대 이하에 비하여 50대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4.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량 percentiles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만의 진단기준인 체질

량 지수 25 이상의 percentiles 산출한 결과 남자의 경우 

60 percentiles, 여자의 경우 70∼80 percentiles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때의 체지방률은 남자 22.54, 여자 31.99∼

33.46이었다. 또한, 90th percentiles에 해당되는 체질량 지

수는 남자 27.75, 여자 27.16으로 나타났다(표 4).

고      찰

  비만이란 신체에 지방이 과잉으로 축적되어 골격상 

및 육체상 요구의 한계 이상으로 체중이 증가된 상태로 

정의된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며 생명

을 단축하고 삶의 질을 위협한다. 비만을 정의하는 방법

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상인의 지방량의 수치

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정상범위 이상을 비

만으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상체중에 대한 비만

증의 상대적인 사망률의 증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국 

비만 진단의 요체는 지방량을 알아내는 것이다.
13)

  미국에서 실시한 NHANES II에서는 1세에서 74세까지

의 20,0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체위검사를 실시하여 미국

인의 표준체위를 정의하고 과체중을 20∼29세의 성인남

녀 체질량 지수의 85번째 분위수 이상일 경우(＞27.8) 과

체중으로 정의하 고 비만은 95번째 분위수(31.1) 이상

일 경우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체중의 빈도는 26%로 보

고하고 있다.14,15)

  Tokunaga 등16,17)의 연구와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 

건강진단자료를 이용한 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정통령 

등18)은 한국인의 이상체중(kg)을 21 (kg/m2)×신장(m2)으

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비만도 판정과 아시아-태

평양지역 비만도(BMI 비만도) 판정의 일치도를 비교하

는데, 그 결과 카파값 0.911 (P＜0.001)로 높은 일치도

Figure 3. Percentiles of BMI† and % body fat　in male and fe-
male subjects.

Table 4. Percentiles of BMI* and % body fat　in male and female 
subjects.

ꠧꠧꠧꠧꠧꠧꠧꠧꠧꠧꠧꠧꠧꠧꠧꠧꠧꠧꠧꠧꠧꠧꠧꠧꠧꠧꠧꠧꠧꠧꠧꠧꠧꠧꠧꠧꠧꠧꠧꠧꠧꠧꠧꠧꠧꠧꠧꠧꠧꠧꠧꠧꠧꠧꠧ

Male Female
Percentil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MI BMI
% body fat % body fat

(kg/m2) (kg/m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21.01 15.84 19.46 22.57
 20 22.09 17.68 20.52 24.40
 30 22.98 19.30 21.20 26.02
 40 23.74 20.50 21.91 27.80
 50 24.35 21.60 22.76 29.50
 60 25.00 22.54 23.46 30.80
 70 25.68 23.70 24.15 31.99
 80 26.54 24.90 25.65 33.46
 90 27.75 27.30 27.16 35.43
100 33.87 52.70 39.60 48.6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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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한국인의 이상체중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기본 자료가 부족하여 비만의 기준자체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의 국민 양조사에 의하면 성인에서 체질량 지

수 25를 넘는 사람이 남자 16.3%, 여자 19.9%로 증가하

다고 보고하 고
19)
, 1995년 시행된 국민 건강 조사를 

통한 분석을 보면,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는 남자 22.6±

2.6, 여자 21.7±4.8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 남녀 모

두 체질량 지수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고 보고

하 는데14), 국내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40대까지는 체질

량 지수가 증가하다가 50세 이상에서 감소하거나 유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 
한편 심경원 등

1)
의 연구에

서 체질량 지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자는 50대까

지, 여자는 60대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러

한 변화는 여성의 경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외국 연

구와도 일치되는 결과 다고 보고하 다.

  손정민 등22)의 보고에 의하면, 성인 남성의 경우 체질

량 지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40세 이후부

터 감소하기 시작하 다. 체지방량은 30대 이전까지는 

증가하나 그 이후 일정하게 유지하 고, 체지방률은 연

령의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연령에 따른 계속적인 체지방률의 증가는 체지방량의 

증가보다 제지방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인 여성의 경우도 전 연령기간 동안 체질량 지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나 70세 이후부터는 감소하

다. 체지방률은 남성과 같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 으나, 체지방량은 남성과는 달리 60대까지 계

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므로 연령의 증가에 따

른 체지방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남성과 달리 제지방량

의 감소보다는 체지방량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의 체질량 지수는 50대까지 일정

하게 유지된 후 60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 고, 

여자의 체질량 지수는 연령에 따라 증가한 후 50세 이후

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20대에 비하여 30대에 체지방

량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여성의 경우 50대에서 체지

방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50대가 

비만의 위험성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50대의 연령은 폐경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

로 보이는데, 폐경 시기가 여성의 체중증가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가 많이 존재하지만23-25) 또한 많은 종적 연구

결과에서는 폐경과 무관하게 나이의 증가만이 체중증가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6-29)
 이에 대한 추후 연구

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 50세 이후 체지방률의 증가는 체지

방량의 증가보다 제지방량의 감소가 더 큰 요인으로 나

타났고, 70대 이후에는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이 모두 감

소하 으나 제지방량의 감소폭이 더욱 커 체지방률을 

증가하 다. 따라서 70대 이후 남성 노인에서는 체지방

률에 의한 비만 진단보다는 제지방량의 감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40세 이후의 체지방률의 증가

는 주로 체지방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남성에 비

하여 제지방량의 감소는 큰 향을 끼치지 않았다. 여성 

역시 70대 이후 유의한 제지방량의 감소가 일어났으나 

남성에 비하여 감소 폭이 작았으며, 체지방량의 경우 남

성과 달리 노년기에도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체중과 체질량 지수 

모두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 으나 

체지방률은 40대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 고, 이는 비만 

평가 시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

으로 사용할 경우 50대 이후가 40대에 비해 비만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비

만을 평가하면 50대 이후 비만율이 오히려 증가함을 의

미한다고 하 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체

질량 지수와 체지방률 모두 40대 이후 계속 증가하는 현

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비만 판정 시 남성과 여성에 있어

서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체지방률을 기

준으로 구분할 경우 동일한 대상에서도 다른 판정을 내

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

장하 다.22)

  이처럼 체질량 지수가 연령층에 따른 체지방량과 제

지방량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할 수 있고,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서 외국의 비만 기준인 체지방량 25% 이상(남자)

과 30% 이상(여자)이 우리나라 체질량 지수 25 이상에 

해당하는 체지방률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

후 우리나라 성인에 대한 체지방량의 기준치와 비만 판

정의 지표가 될 체지방량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서울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 수진자로 한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

화시키기 어렵고, 신체활동량이나 양섭취, 경제상태 

등 체성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함께 조사되

지 못한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비만의 기준

이 되는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분포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지방량의 분포 

또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질병의 역학조사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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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비만 기준

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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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of Family Medicine, and *Internal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Background: Body mass index is currently applied as the 

diagnostic standard of overweight and obesity, regardless 

of age. Percentage body fat ratio applies separate stan-

dards among different sex, but does not have separate 

standards for different age groups. Since body mass 

index and percentage body fat may differ according to 

age, we conducted this study to see if a separate stan-

dard for overweight and obesity is indeed necessary for 

different age groups.

Methods: We selected 2,190 subjects, who were the 10 

percent picked randomly by computer, among 21,921 cli-

ents who had visited the St. Mary's Hospital's health 

promotion center in Seoul. Those diagnosed with dia-

betes, thyroid disease, renal failure, and tuberculosis were 

excluded, leaving 1,939 over the age of 20, as final sub-

jects. Anthropometric measurements were done using 

electronic scales and height meters, while body compo-

sition was measured with a multi-frequency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Inbody 3.0 Biospace,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hown i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mean values according to ages were com-

pared by Ancova test.

Results: In the case of adult men, percentage body fat 

increased with age. This was observed especially with 

subjects over 30 compared to subjects in their 20s, 

although not prove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 de-

crease in fat free mass rather than increase in body fat 

mass was noted with aging. With adult women, percen-

tage body fat increased markedly with subjects over 50, 

mainly due to increased body fat mass rather than de-

creased fat free mass. Subjects exceeding a body mass 

index of 25, which is the standard limit of body mass 

index for obesity, was 60th percentile for adult men, and 

70∼80th percentile for adult women. Percentage body fat 

in this case was 22.54% for men and 31.99∼33.46% for 

women.

Conclusion: Our study indicates that both men and wo-

men show changes in body mass index and fat free 

mass with aging. Hence, there are limitations to applying 

a universal standard for body mass index, regardless of 

age. We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on standards for ad-

ult obesity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specific Korean 

epidemiologic data. (J Korean Acad Fam Med 2003;24: 

1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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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ody mass index (BMI), body fat mass, 

obesity,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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