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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비만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운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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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besity in Children
Jin-Kyung Cho1,2, Jin-Hee Han1, Hyun-Sik Kang1, Jin-Hwan Yoon2,*
School of Sports Science1,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Department of Sports Science2, College of Life Science & Nanotechnology,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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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obesity has more than doubled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last decade. Obese youth are more likely to have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nd type 2 diabetes such as high cholesterol, high blood pressure,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syndrome. There is
no single or simple solution to the childhood obesity epidemic, but to learn that obesity is closely related to lifestyle factors including poor fitness and physical inactivity as well as prolonged sitting time in conjunction with westernized dietary habits. In addition to a healthy and balanced diet,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combined with carefully supervised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and reduced screen time is a primary
recommend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bes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review provides evidence based data to support
this multiple-step physical activity strategy as the most effective and preventive means against childhood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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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79년 남아 1.7% 여아 2.4%에 비해 각각 9배, 4배로 급격한 증가

서 론

를 보였다.3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비만 유병률은 2-5세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obesity)을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
는 유행병으로 결론짓고 효과적인 예방과 공격적인 치료의 절실함을

는 6.4%, 6-11세는 7.3%, 12-19세는 11.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경고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이와 같

소아 ·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크게 생

은 경고 배경에는 소아청소년기 비만 환자의 80%가 성인기 비만으로

물학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5 생물

전이되기 때문에 성인기 비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아청소년기로

학적 측면에서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energy intake)과 에너지 소비량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energy expenditure)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내 지방(fat)이 과도하

1,2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식생활의 서구화에

게 축적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지

따른 과도한 열량섭취와 더불어 생활의 자동화와 편리함에 따른 신

만, 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아동 · 청소년기에 많

체활동(physical activity)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활동 에너지(activi-

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아 · 청소년기의 비만에 영향을

ty thermogenesis) 감소 등으로 인해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인 환경적 요인으로는6,7 컴퓨터 시간, 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그중에서도 소아 · 청소년의 경우 2002년

자 게임, TV 시청과 같은 스크린 타임(screen time) 증가로 인한 장시

서울지역 초 · 중 · 고 학생의 비만 유병률이 남아 17.9%, 여아 10.9%로

간의 좌식시간(prolonged sitting time)과 더불어 방과 후 학원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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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경 외·아동 비만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운동 전략

외 학습으로 연장되는 학업 부담에 따른 신체활동량의 부족(physical

2. 소아·청소년 비만의 처치 전략

inactivity)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만 아동의 체중 관리의 주요 전략은 나이, 비만 정도, 합병증 등을

8

소아 · 청소년 비만은 방치할 경우 성인 비만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고려한 식이조절(dietary modification)과 신체활동증진(physical ac-

높을 뿐만 아니라, 당뇨(diabetes),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

tivity promotion)을 의미하며, 이는 성인 비만관리전략과 크게 다르

ease), 고지혈증(hyperlipidemia), 암(cancers) 등의 임상적인 결과

지 않다. 아동 비만 여부는 주로 체질량지수로 구분하는데, Daniels 등

(clinical consequences)를 초래함에 따라 삶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16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체질량지수 정도에 따라 체중관리전략을 3가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소아 · 청소년 비만은 우울, 자존감 저하, 또래 친구와의 사회성 문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체중 증가율을 지연시켜 체질량지수를 유지하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인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조기 예방 및 관

는 것(현재 체중 유지 전략), 둘째, 체중을 유지시키고 신장 증가에 따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동(exercise)은 건강한 다이

른 체질량지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정상적인 발육발달(성장)에 근

어트(healthy diet)와 더불어 비약물적인 중재 수단(nonpharmaco-

거한 체중 감량 전략), 셋째, 한 달에 1-2 kg 정도로 점증적인 체중 감

logic intervention)으로 체중조절(weight control)과 체력증진(fitness

량을 통한 체질량지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체중 감량 전략).16

9,10

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체질량지수가 백분위 85 이상의 경우 나이와

improvement)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본 미니 종설

구체적으로, 2-4세 비만 아동의 경우 신장 2 cm 성장에 체중 1 kg

에서는 비만 소아 · 청소년을 위한 운동 및 식이 전략에 대해서 고찰하

증가를 목표로 하여 체질량지수 백분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자 한다.

하는데16, 4세 이상의 아동 중 체질량지수가 백분위 85-95이거나 95
이상이지만 합병증이 없을 경우 체질량지수 유지 혹은 성장에 따른

1. 소아·청소년 비만

체중 유지를 통하여 체질량지수 백분위 85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역학조사에 따르면 출생 시 몸무게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목표로 한다.16

BMI)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진다.13 출생 시 저체중으로 태어난

체질량지수 백분위 95 이상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아동의 경우

아이는 성장기 더 높은 체질량지수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개개인의 합병증 정도에 따른 처치와 함께 체중 감량이 중요하게 고

는데 이에 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상하부 뇌하

려된다. 이때 급속한 체중감량보다 완만한 체중감량(예, 한 달에 1-2

수체, 인슐린 분비(secretion)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kg)이 필수적으로 권고되고 있다.9

13

부모의 비만과 소아의 비만이 연관성이 있는데, 부모가 비만할 경

비만 아동의 경우 대체로 자존감(self-esteem)이 낮기 때문에 초기

우 소아의 비만 유병률이 4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모와 소아 모두 비만

체중 감량의 목표를 성취 가능한 수준에서 낮게 설정함으로써 목표

할 경우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위험도가 15.3배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한 체중 감량 성공을 통하여 육체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있다.

(positive feedback)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일반적으로 출생 후 체질량지수가 높다가 유아기를 거치면서 감소

또한, 아동의 경우 과도한 칼로리 제한은 정상적인 성장과정에 부정

한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체질량지수 반동(BMI rebound)

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수준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설

이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지수 반동시기가 빠를 경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

우 즉, 4살에서 7살 사이에 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이 성인기 비만, 인슐

성장과정이 끝난 청소년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이면

린 저항성, 당뇨,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0

보다 공격적인 체중감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력이 좋은 아동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이 시

체지방량에 비해 제지방량(lean body mass)이 많아 체질량지수가 높

기 남아의 경우 제지방이 늘어나고 체지방률은 감소하는 반면, 여아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력이 좋은 아동은 체질량지수 백분위를 고

의 경우 제지방과 체지방 둘 다 늘어나고 체지방률은 증가한다. 남아

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9

의 경우 복부의 피하 내장지방이 증가하는 반면 여아의 경우 가슴과
엉덩이에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 청소년시기 과체중을 가진 사람의

3. 소아·청소년 비만의 운동 전략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신체활동의 역할

1,2

이처럼 저체중 출생과 체질량지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소아 · 청

운동(exercise)을 포함한 규칙적인 신체활동(regular physical ac-

소년의 비만은 단순히 이 시기 아동의 외관상 및 행동적 장애에 국한

tivity)은 체중감량 및 유지 그리고 과도한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데

되지 않고 심혈관질환을 포함하여 성인기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약물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성

로서의 역할을 암시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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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은 근 수축 시 인슐린 신호전달(insulin signaling)의 변화

성을 변화시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가 지배적이

에 따라 세포질에 위치하고 있는 인슐린 의존성 당수송체(GLUT-4)

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체중 감소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를 세포 표면으로 이동시켜 혈당이 세포 내로 유입할 수 있는 통로를

인슐린 민감성이 성인에서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6-28 유산소성

형성함으로써 혈당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운동은 총 지방량과 복부지방, 그중에서도 내장지방(visceral adipose

다.

이 외에도 운동은 인슐린 의존성 당수송체의 양(content) 증가,

tissue)의 양을 감소시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킨다.24 많은 선행연

글리코겐 생성효소(glycogen synthase)의 활동 증가, 미토콘드리아

구들을 통해 성인에게 운동 중재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데

(mitochondria) 효소 활동 증가, 근섬유 양의 증가, 내피세포(endo-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

thelial)의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골격근을 포함하여 전신의

로 한 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17-19

인슐린 감수성(whole body insulin sensitivity)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
로 잘 알려지고 있다.

비만아동에게 적합한 신체활동 중 하나는 유산소성 운동이다.
Nassis 등29의 연구에 따르면 9-15세의 비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분당

20,21

규칙적인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이는 성인과 아동의 적

심박수 150회 이상의 강도에서 1회 40분 주당 3회 총 12주간 유산소

절한 체중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권고된다. 신체활동과 식이가

성 운동을 시킨 결과, 체중과 총지방량의 변화는 없었지만 경구 당 부

신체구성에 주는 효과는 상이하다.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이 모두

하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를 통해 인슐린에 대한 아래 하 면

는 지방감량에 효과적이지만 신체활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중

적(area under the curve for insulin)이 23.3%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감량에 상관없이 심혈관 및 대사성 위험인자를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였다. van der Heijden 등30 또한 평균 연령 15.1세 정상 체중의 청소년

식이와는 차별화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한다(Fig. 1). 신체활동의 형

과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VO2 peak 70% 강도에서 1회 30분씩 주당

태는 유산소성 운동(aerobic exercise)과 저항성 운동 (resistance ex-

2회 총 12주간의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비만 청소년 그룹에

ercise)으로 구분되고, 두 가지 운동 형태 모두 운동의 종류(type), 시

서만 공복 인슐린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이는 내장지방량의 감소와

간 (time), 강도(intensity), 빈도(frequency) 등의 요소가 적용된다. 유

유의한 상관관계(r2 = 0.4)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2

23

산소성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증가시키고 지방량(adiposity)을 감소시

유산소성 운동이 소아 청소년의 인슐린 민감성에 효과적이라는 사

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 저항성 운동은

실은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결과를 통해서도 제시되고

아동에게 적용하기 제한적인 운동 형태이지만 일부 연구 보고에 따르

있는데, 11-16세의 비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회 30-60분 주당 3회

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총 6개월간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식이 조절 없이도 공복 인슐

24

25

린이 21%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31 또한,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
2) 유산소성 운동

운동과 식이제한(calorie restriction)은 체중을 감소시키고 신체구

량에 따른 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1회 20분 운동집단(낮은 운동
량 집단)과 1회 40분 운동집단(높은 운동량 집단)으로 세분화한 후 두
집단 모두 중-고강도(분당 심박수 150회 이상)에서 주당 5회 총 13주
간 실시하고 사전-사후 경구당 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운동집단
의 인슐린 반응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운동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지방량의
감소 효과는 20분 운동 그룹에 비해 40분 운동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운동량에 따른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위의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체중조절과 인슐린 감
수성 등의 위험인자 개선 차원에서 비만아동을 위한 유산소 운동은
중-고강도 수준에서 1일 60분 이상 매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저항성 운동

성인에서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질(strength/unit of muscle mass)
Fig. 1. Relative roles of physical activity and diet for obesity prevention and treatment.2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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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type I 및 type II 섬유의 질량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기초대사
량(basal metabolic rate)을 통한 체중조절은 물론이고 체력과 근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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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지방량(lean mass content) 증가에도 긍정적
인 효과를 유도한다.26 뿐만 아니라 골격근의 type I은 인슐린 저항성
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3
비만 아동의 경우 렙틴(leptin)과 hs-CRP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
는데, 혈중 hs-CRP 수준의 증가는 낮은 수준의 전신 염증 반응(a lowgrade whole-body inflamm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

다.34 Brooks 등33의 연구에 의하면 저항성 운동은 혈중 아디포넥틴
(adiponectin) 수준을 증가시키고 반면 hs-CRP의 양을 감소시킴으로

서 항염증의 작용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만한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8주간 주 1회 60분씩 실시한 서킷
운동(circuit exercise training)은 an euglycemic-hyperinsulinemic
clamp 시행을 통한 인슐린 민감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35, Shaibi 등25은 무작위 비교연구를 통해 비만 소아 청소

Fig. 2. The 3 components of human daily energy expenditure are the basal metabolic rate (about 60% of daily energy expenditure); the thermic effect of food
(about 10% of daily energy expenditure); and activity thermogenesis (both exercise
and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37

년을 대상으로 16주간 주 2회 60분씩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심

컴퓨터 사용시간)의 증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inactivity)이 늘어났

폐체력 또는 신체구성 변화와 독립적으로 인슐린 민감성(45.1%)이 증

고, 이는 비만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38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만

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36의 연구에서 3개월간 주3회 60

아동을 대상으로 active video game을 이용한 운동중재를 12주간 실

분씩 저항성 운동을 한 결과 인슐린 민감성이 27.6% 증가한 반면 유

시했을 때 혈관 탄성, 체력 및 혈압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39

산소성 운동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항성 운

아동의 신체활동의 형태는 운동 이외에도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

동이 근육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폐체력을 증가시키고, 복부

형태의 신체활동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분 이상 지속적인 신

지방량과 총 지방량을 감소시켜 신체 구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체활동과 5분 이하의 단기간 산발적인 유산소성 신체활동을 실시했

현재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에 관한 연구결과는 성인

을 때 심폐체력과 관련된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했다.40 그러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정확한 권고량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로 아동의 개인 혹은 그룹의 규칙적 혹은 산발적인 신체활동 모두 심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저항성 운동 참여는 비만 아동의 체중조절과 인

폐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슐린 감수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TV시청과 같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sitting time)을 줄이고 단발적인 놀이형태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운동을 포함한 비만 처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

4)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증대

신체활동은 의도적 신체활동(voluntary physical activity, exercise)

료된다.

과 비의도적 신체활동(spontaneous physical activity,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NEAT)으로 구분한다. 의도적 신체활동은 목

결 론

표를 두고 활동하는 운동을 일컫고, 비의도적 신체활동은 일상생활
의 활동을 의미한다. 1일 소비되는 총에너지소모량(total energy ex-

소아 · 청소년 비만은 좌식생활과 서구식 식생활 등으로 인해 최근

penditure)은 안정 시 대사량(resting metabolic rate), 음식의 열생성

급증하고 있다. 소아 · 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thermic effect of food) 및 신체활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energy

높을 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과 같은 합병증 증가,

expenditure)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약 60%는 기초대사량으로 쓰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증대와 연관성이 있고, 사회 심리적으로 우울, 자존

약 30%가 신체활동(exercise +NEAT)을 통해 소비된다(Fig. 2). 이

감 저하, 또래 친구와의 사회성 문제 등과 같은 문제와도 관련되어 현

때 신체활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량은 에너지 소모량의 구성요소 중

대 사회의 주요한 공중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 소아 청소년

개인에 따른 변화가 크고 특히, 체중 조절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은 하루 최소 60분 이상, 중강도의 신체활동 참여가 권고되고, 만일 1

다. 신체활동 중 비의도적 신체활동 즉, NEA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회에 60분 이상 신체활동 지속이 불가능하다면 30분씩 2회 혹은 15

는 것이 추가적인 에너지 섭취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

분씩 4회의 신체활동을 권고하도록 한다. 또한 지도자의 지도 아래

만의 예방 혹은 치료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저항성 운동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

37

현대사회의 소아 청소년의 경우 screen time (TV 시청, 비디오 게임,

http://dx.doi.org/10.7570/kjo.2014.23.3.156

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TV시청과 같은 좌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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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줄여 NEAT 증가를 위한 교육과 실천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279:938-42.

하다. 결론적으로, 영양과 신체활동 그리고 최소한의 좌식습관을 포

7. Goldfield GS, Kalakanis LE, Ernst MM, Epstein LH. Open-loop

함한 건강한 생활습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래 집단과

feedback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in obese children. Int J Obes

부모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

Relat Metab Disord 2000;24:888-92.

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Kim YH, Yang YO. Effects of walking exercise on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nd body composition in obese middle school

요 약

girls. J Korean Acad Nurs 2005;35:858-67.
9. Barlow SE, Dietz WH. Obesity evaluation and treatment: Expert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중 소아 청소년의

Committee recommendations.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비만 유병률이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소아 청소년 비만은 성인비

Bureau,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and the

만으로 이어지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ediatrics 1998;102:

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아 청소년의 비만은 체력, 신체

E29.

활동, 좌식생활의 증가 및 서구화된 식이 습관과 같은 생활습관과 밀

10. Bhargava SK, Sachdev HS, Fall CH, Osmond C, Lakshmy R,

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이습관과 유산소성 운동 그리

Barker DJ, et al. Relation of serial changes in childhood body-

고 적절한 저항성 운동을 개입시키고 좌식시간을 수정하는 것이 비

mass index to impaired glucose tolerance in young adulthood. N

만 치료에 권고된다. 본 미니 종설에서는 소아 청소년 비만 치료에 효

Engl J Med 2004;350:865-75.

과적인 수단으로써 다각적인 신체활동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심단어: 비만, 대사 증후군, 아동, 신체활동, 식이습관

11. Wei M, Gibbons LW, Mitchell TL, Kampert JB, Lee CD, Blair SN.
The association between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in men. Ann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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