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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아비만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소아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
지만, 비만아의 비만도 개선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비
만아를 대상으로 비만도 개선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아 코호트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했던 소아 421명 중 1차년도
에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진단받은 80명 (과체중: 58명, 비만: 2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을 남아
과체중군, 남아 비만군, 여아군으로 세 군으로 층화한 후, 각 군을 계산한 비만개선도에 따라 삼분위수로 나누고,
각 군의 최상위 삼분위군을 비만개선군으로 정의하였다. 비만아들에서 비만개선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결과: 가족인자 중 부모의 교육수준이 비만아의 비만도 개선과 관련이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 졸업 미만
이라고 보고한 소아는 한 명도 비만개선군에 포함되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소아는 그렇지
못한 소아에 비해 비만개선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adjusted OR: 4.18). 생활습관 요인 중에서는 채소 섭취
빈도와, 걷는 시간이 비만아의 비만도 개선과 관련이 있었다. 채소를 매일 섭취한 소아 (adjusted OR: 2.88)와 매일
1시간 이상 걷는 소아 (adjusted OR: 3.37)가 그렇지 못한 소아에 비해 비만개선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 비만아에서 비만도 개선은 부모의 학력, 채소 섭취빈도, 걷는 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채소섭취를 증가시키
는 것과 걷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비만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
며, 부모의 학력이 낮은 가정의 소아는 비만관리 프로그램 시행 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므로 프로그램
진행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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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영신 등1)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

론

등학생들의 비만 유병률은 남자는 10배 (1.7% → 17.9%),
우리나라의 소아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자는 4.5배 (2.4% → 10.9%)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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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 식생활의 서구화, 편리해진 생활환경 등과 같은 사

만도에 근거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진단받은 80명 (남아:

회 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소아비만의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52명, 여아: 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생각되고 있다. 비만한 소아는 성인비만으로 지속될 위험이

연구지역인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가 위치한 행정도시로,

커서 비만한 소아의 30~60%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고 여

서울 남부에 인접하고 있다. 인구 규모는 약 6만명이며, 4개

3)

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의 초등학교가 있다.

소아비만은 성인기의 고혈압, 당

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등의 만성 질환을 증가시

2. 연구 방법

킬 뿐 아니라, 예전에는 성인에서만 발생된다고 생각되던 생
4)

1) 신체계측

활습관병이 비만아에서도 발견되어, 이동환 등 은 고도 비만
아의 61.7%가 고지혈증, 38.3%가 지방간, 7.4%가 고혈압,

1차년도와 2차년도 신체계측은 동일한 조사 팀에 의해

0.4%가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행되었다. 신체계측은 연구진의 지도하에 사전에 충분히

처럼 소아비만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협은 너무도 심각하

훈련받은 간호사들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측정의 오차를 줄

여 소아비만의 예방과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이기 위하여 각각의 신체계측은 동일한 간호사가 동일한 방

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소아비만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법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신체계측은 오전에 금식된 상태에

학교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소아 코호트를 구축

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측정되었고,

하여 소아비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측정수치는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5)

Prevention, 이하 CDC) 는 소아비만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키는 수동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중은 전자체

6가지 전략 (모유수유 증진, 신체활동 증진, TV/비디오 시

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청 감소, 과일과 채소 섭취 증진, 가당음료 섭취 감소, 일인

측정하였으며,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12번째 늑골 하

분 크기 감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 대한 근

단부와 장골능 최상단부의 중간 부위를 측정하였다. 체질량

6)

지수는 체중 (kg)을 키 (m)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거는 그리 많지 않으며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박경원 등

은 식욕이 과다한 소아와 TV 시청시간이 2시간 이상인 소

성인과 달리 소아비만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아들이 비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연구마다, 조사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의 비만이 이미 진행된 소아를 대상으로 비만도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한국

개선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

7)

이에 본 연구진들은 2005년부터 경기도 과천시의 초등학

성별, 연령별,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만도를

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아 코호트 참여자 중, 1차년도

이용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2005년)에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판정받은 소아를 대상으로

백분위수를 구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주로 비만을

비만도 개선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진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통계와 연구는
성별, 연령별,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만도를

방

1)

이용하여 비만을 진단하였으며 , 최근에 와서야 성별, 연령

법

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를 이용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

1. 연구 대상

8)

9)

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 등 의 연구 결과에

과천에서 진행 중인 소아 코호트는 2005년에 경기도 과

의하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만도를

천시 소재의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

이용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이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되었으며, 소아비만 및 동반 대사이상 질환의 위험인자를

백분위수를 이용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보다 체지방량

분석하고,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되

을 더 잘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신장별

었다.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만도를 이용하여 비만을 진

2005년 5월에 1차년도 설문조사와 신체계측을 시행하였

단하였는데, 비만도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보다 비만도의

으며, 2006년 6, 7월에 2차년도 설문조사와 신체계측을 시

변화를 정량화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표준체중은

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진이 소속된 병원의 임상연구심의

1998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성별, 연령별, 신장별

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표준체중을 사용하였으며, 비만도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구

2006년 2차년도 조사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전체 아동 841

하였고, 비만도 110~119%를 과체중으로, 120% 이상을 비

명 중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연구에 참여하였던 소아

만으로 진단하였다.

는 421명 (남아: 223명, 여아: 198명)이었으며, 이 중 2005
년에 성별, 연령별,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

비만도 (%) = 측정체중 / 표준체중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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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동습관에 대해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신체활동량과 근육강

설문지는 검사 전날 학생들에게 나눠 주어 가정에서 학

화운동량, TV를 시청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 등을 조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작성해 오도록 하였으며, 출생체중,

사하였고, 신체활동량은 격렬한 신체활동과, 중등도의 신체

가족인자, 식사습관, 신체활동습관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격렬한 신체활동은 적어도

키, 체중, 교육수준, 가정수입 등을 가족인자로 조사하였으

20분 이상 지속된 숨이 많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

며, 부모의 체질량지수는 자가 보고한 키와 체중을 이용하

동으로, 중등도의 신체활동은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된 평

여 체중 (kg)을 키 (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식사

소보다 숨이 약간 빨라지는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하였

습관에 대해서는 아침식사 빈도, 채소, 과일, 우유나 유제품,

다. TV를 시청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은 주중과 주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의 섭취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신체활

을 별도로 물어보았으며, 학교 수업 중 TV를 보거나 컴퓨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obesity degree change
Obesity degree change

Variables

P-value

*

No improvement group (N = 53)

Improvement group (N = 27)

Age (years)

6.8 (0.3)

6.8 (0.3)

0.916

Boys [n (%)]

34 (64.2)

18 (66.7)

0.823†

Height (cm)

121.7 (5.1)

122.6 (5.4)

0.467

Weight (kg)

28.2 (3.9)

29.3 (5.3)

0.282

62.5 (6.0)

62.2 (6.6)

0.862

18.9 (1.4)

19.3 (2.0)

0.360

Waist circumference (cm)
2

Body mass index (kg/m )
* P-value by T-test.
†P-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2. Analysis of obesity degree change according to birthweight and familial factors
Obesity degree change
No improvement group (N = 53)
n (%)

Improvement group (N = 27)
n (%)

0.145*

Birthweight
< 3.5 kg

32 (61.5)

21 (77.8)

≥ 3.5 kg

20 (38.5)

6 (22.2)
0.886*

Mother's BMI
< 23 kg/m

2

≥ 23 kg/m

2

40 (78.4)

20 (76.9)

11 (21.6)

6 (23.1)

Father's BMI
< 23 kg/m

P-value

2

≥ 23 kg/m

2

13 (25.5)

9 (36.0)

38 (74.5)

16 (64.0)

Mother's education
≤ high school

16 (30.8)

3 (11.1)

≥ college

36 (69.2)

24 (88.9)

Father's education
≤ high school
≥ college

9 (17.6)

0 (0.0)

42 (82.4)

27(100.0)

Income
< 5 million won/month
≥ 5 million won/month
BMI, Body Mass Index.
* P-value by Chi-square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29 (63.0)

13 (52.0)

17 (37.0)

12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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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3

*

0.059

†

0.024

†

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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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터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였다.

로 판정하였다.

4. 통계분석
비만개선도는 1차년도 비만도에 비해 2차년도의 비만도

결

가 개선된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공식으로 구하였다.

과

1. 대상자 특징
1차년도와 2차년도 코호트 조사에 모두 참여했던 소아

비만개선도 (%)

421명 중, 1차년도에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진단받은 80명

= (1차년도 비만도 - 2차년도 비만도) / 1차년도 비만도 × 100

(과체중: 58명, 비만: 2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차년
연구 대상자를 남아 과체중군, 남아 비만군, 여아군으로

도에 과체중이었던 58명 중 36명 (62.1%)은 2차년도 신체

분류한 후 각 군을 비만개선도에 따라 삼분위수로 나누었고,

계측 시에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며, 17명 (29.3%)은 2차년도

각 군의 최상위 삼분위군에 속하는 소아 (남아 과체중군: 비

에 여전히 과체중이었고, 5명 (8.6%)은 2차년도에 비만으로

만개선도 ≥ 6.6%, 남아 비만군: 비만개선도 ≥ 7.8%, 여아

판정받았다. 1차년도에 비만이었던 22명 중 2명 (9.1%)은 2

군: 비만개선도 ≥ 5.7%)를 비만개선군으로 나머지 소아를

차년도에는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며, 4명 (18.2%)은 과체중

비개선군으로 정의하였다. 1차년도에 비만으로 진단된 여아

으로 판정받았고, 16명 (72.7%)은 여전히 비만으로 판정받

가 5명밖에 되지 않아, 여아는 비만군과 과체중군으로 분류

았다. 비만개선도에 따라 비만개선군과 비개선군으로 분류

하지 않았다. 비만개선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알아보기

하였는데, 비만개선군과 비개선군 간에 나이, 성별, 기초 신

위해 카이제곱검정 등을 시행하였으며, 비만도 개선에 대한

체 계측치 등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비만 관련 생활습관들의 교차비를 구하기 위해 나이, 성별,

2. 단변량분석

기저 체질량지수 등을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
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출생체중과 가족인자에 따라 비만개선도에 차이가 있는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지를 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교육수준만이 비만도 개선과

Table 3. Analysis of obesity degree change according to eating habits.
Obesity degree change
No improvement group (N = 53)
Improvement group (N = 27)
n (%)
n (%)
Eating breakfast
≤ 6 times/week
Daily

8 (16.0)

3 (11.5)

42 (84.0)

23 (88.5)

Eating fresh vegetable
≤ 6 times/week

25 (47.2)

6 (22.2)

Daily

28 (52.8)

21 (77.8)

≤ 6 times/week

25 (47.2)

12 (44.4)

Daily

28 (52.8)

15 (55.6)

Eating fastfood

†

0.030

*

0.478*

≥ 1 times/week

25 (47.2)

15 (55.6)

< 1 times/week

28 (52.8)

12 (44.4)

Eating carbonated drinks
≥ 1 times/week

29 (54.7)

18 (66.7)

< 1 times/week

24 (45.3)

9 (33.3)

Eating dairy food
≥ 2 cups/day
* P-value by Chi-square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0.600

0.817*

Eating fruit

≤ 1 cup/day

P-value

35 (66.0)

14 (51.9)

18 (34.0)

13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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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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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었으며, 출생체중, 부모의 체질량지수, 가정수입은

도 개선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카이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 졸업 미만이

곱검정 시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변수들은 로지스

라고 보고한 9명의 소아는 모두 비개선군에 포함되었으며,

틱 회귀분석 시에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

어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보고한 소아가 그렇지 않

니의 교육수준, 채소 섭취빈도, 걷는 시간이 비만도 개선과

은 소아에 비해 비만개선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2).

경계성 이상의 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졸업

소아의 식사습관에 따른 비만개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미만인 소아는 한 명도 비만개선군에 포함되지 않아 아버지

과, 채소 섭취 빈도만이 비만도 개선과 연관이 있었으며, 아

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할 수 없

침식사 빈도, 과일 섭취빈도,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탄산음

었다.

료 섭취빈도, 우유 및 유제품 섭취빈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

어머니가 대학교 이상 졸업했다고 보고한 소아가 고등학

었다. 하루에 1회 이상 채소를 먹는다고 보고한 소아들이

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고한 소아에 비해 비만개선군에

매일 먹지 않는다고 보고한 소아보다 비만도가 개선되었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보정하지 않은 교차비는 경계적인

(Table 3).

유의성만 보였으나, 나이, 성별, 1차년도 체질량지수를 보정

소아의 신체활동습관에 따른 비만개선도의 차이를 분석

하였을 때의 교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채소를 매일

한 결과, 소아의 걷는 시간만이 연관이 있었으며, 신체활동

섭취한다고 보고한 소아와 하루에 60분 이상 걷는다고 보고

량, 근육강화운동량, TV시청하거나 컴퓨터 사용 시간은 유

한 소아가 그렇지 않은 소아에 비해 비만개선군에 포함될

의한 관계가 없었다. 하루에 60분 이상 걷는다고 보고한 소

가능성이 높았으며, 보정하지 않은 교차비와 나이, 성별, 1

아들이 60분 미만으로 걷는다고 보고한 소아보다 비만도가

차년도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교차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개선되었다 (Table 4).

하였다. 나이, 성별, 1차년도 체질량지수와 더불어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변수들을 서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걷는 시간

4. 로지스틱 회귀분석

(adjusted OR: 3.37)만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유지하였으며,

출생체중, 가족인자, 식사습관, 신체활동습관 등을 비만

어머니의 교육수준 (adjusted OR: 4.18)과 채소 섭취빈도

Table 4. Analysis of obesity degree change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habits.
Obesity degree change
No improvement group (N = 53)
n (%)

Improvement group (N = 27)
n (%)

Moderate physical activity

P-value
0.947

≤ 2 days/week

22 (41.5)

11 (40.7)

≥ 3 days/week

31 (58.5)

16 (59.3)

≤ 2 days/week

32 (60.4)

13 (48.1)

≥ 3 days/week

21 (39.6)

14 (51.9)

No

41 (77.4)

22 (81.5)

Yes

12 (22.6)

5 (18.5)

Vigorous physical activity

0.297

Muscular exercise

0.846

Walking hours

0.043

< 60 minutes/day

38 (74.5)

14 (51.9)

≥ 60 minutes/day

13 (25.5)

13 (48.1)

Watching TV or
Using computer on weekdays

0.900

≥ 60 minutes/day

30 (62.5)

16 (64.0)

< 60 minutes/day

18 (37.5)

9 (36.0)

Watching TV or
Using computer on weekends

0.296

≥ 120 minutes/day

28 (60.9)

12 (48.0)

< 120 minutes/day

18 (39.1)

13 (52.0)

* P-value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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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group.
Odds ratio (95% CI)
*

Model 2

†

Unadjusted

Model 1

1.00
3.56
§
(0.93~13.54)

1.00
4.79
‡
(1.11-20.70)

1.00
4.18
§
(0.87~20.17)

1.000
3.13
‡
(1.09~8.98)

1.00
3.14
‡
(1.07- 9.24)

1.00
2.88
§
(0.93~8.94)

1.00
2.71
‡
(1.02~7.26)

1.00
2.85
‡
(1.03~7.87)

1.00
3.37
‡
(1.12~10.14)

Mother's education
≤ high school
≥ college
Eating fresh vegetable
≤ 6 times/week
Daily
Walking hour
< 60 minutes/week
≥ 60 minutes/week

* Adjusted by age, sex, and baseline BMI.
†Adjusted by age, sex, baseline BMI, mother's education, eating fresh vegetable, and walking hour.
‡P-value < 0.05.
§ P-value < 0.10.

(adjusted OR: 2.88)는 경계적인 유의성만을 보였다 (Table

만도 개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채소는 물과 섬유소

5).

의 함량이 높아서 에너지 밀도를 낮추고, 포만감을 증가시
키는 효과가 있어 공복감과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가

고

16,17)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찰

18)

Epstein 등 은 가족 중심 비만 예

방 프로그램에서의 식사습관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본 연구에서 이미 비만이 진행된 소아를 대상으로 비만

하였는데, 연구 대상 가정을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하도

도 개선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 수준,

록 중재하는 군과 지방과 당분 섭취를 줄이도록 중재한 군

채소 섭취빈도와 걷는 시간이 비만아의 비만도 개선과 관련

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1년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 과일과

이 있었다.

채소 섭취를 증가하도록 중재한 군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소아 비만과의 관계는 연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과 당분의 섭취도 지방과 당분

지역에 따라 달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섭취를 줄이도록 중재한 군 못지않게 감소하였으나, 지방과

가정의 소아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당분의 섭취를 줄이도록 중재한 군은 지방과 당분의 섭취는

가정의 소아가 소아비만에 대한 위험도가 크다.10-13) 강희태

줄었으나, 과일과 채소의 섭취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궁

8)

등 은 최근에 군포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극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하도록 중재한 군이 지방

수준이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사회경제

과 당분의 섭취를 줄이도록 중재한 군보다 체중감소 효과도

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소아비만 유병률이 높아서 선진국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건강하지 못한 식사습관을 줄이도

14)

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Lamerz 등 은 여러

록 중재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사습관을 늘리도록 중재하는

사회경제적 지표 중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소아비만과 가

것이 비만을 예방 치료하는데 훨씬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15)

5)

장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De Spiegelaere 등 이

CDC 에서는 소아비만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6가지 전

시행한 2년간 추적한 전향적 연구에서도 사회 경제적 수준

략 중 신체활동 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신체활동 증진과 TV/

이 낮은 계층의 비만아에서 비만개선도가 낮다고 보고하여

비디오 시청 감소를 제안하였다. Sherry5)는 아직 이견은 있

서 우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지만, 신체활동 증진과 TV/비디오 시청 감소는 비만도 감소

5)

CDC 에서는 소아비만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6가지 전

에 효과는 있으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하였다. 본

략 중 식사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 증진, 가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습관 중에 걷는 시간만이 비만도 개선

당음료 섭취 감소, 일인분 크기 감소를 제안하였다. Sherry

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rry 는 CDC

는 식사습관과 소아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신체활

자료를 이용하여 소아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동 습관에 대한 근거보다 미약하여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였

5~10여년간의 미국 소아의 신체활동량 변화를 보고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는 식사습관 중에는 채소 섭취빈도만이 비

미국의 소아들은 미국의 소아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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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0여년간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는 오히려 증가

childhood obe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하였고, 격렬한 신체활동이나, 중등 정도의 신체활동은 변화

the factors related to improving obesity in Korean obese

가 없었으나, 학교까지 걸어가는 소아의 비율이 감소

children.

(20.2% → 12.5%)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비만도의 변

Methods: First grade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화에 걸어 다니는 습관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in Gwacheon City were enrolled in the study in 2005.

19)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김영혜 등 은 비만한 여중생에서 12

The study subjects (total 80 students; 52 boys and 28

주간 걷기 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체중, 체지

girls)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of both 2005 and

방량, 체지방률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Tudor-Locke

2006 and were diagnosed as either overweight or obese in

20)

등 은 소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05. The degree of obesity improvement among the

남아는 하루에 15,000보 이상, 여아는 12,000보 이상 걸어

study subjects was estimated for a year. After stratifying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tudy subjects into groups of overweight-boys, obesity-boys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전향적인 연구

and girls, the improvement group was defined as the

로 설계되었으나, 추적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았다. 둘째,

highest tertile of degree of obesity improvement of each

표본집단의 규모가 작아서 변수들을 두 군 이상 나누지 못

group. Factors related to obesity improvement were

했다. 셋째, 비교적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과

analysed.
Results:

천의 저학년 소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

Children

of

college

graduate

parents

를 우리나라 소아 전체로 일반화 할 수 없다. 넷째, 설문 조

manifested a greater improvement of obesity than children

사에 의해서만 신체활동량을 측정하였고, 최근 개발된 객관

whose parents did not graduate from college. Daily intake

적인 신체활동량 측정 도구들을 이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of fresh vegetables and daily walking for over an hour

지역사회의 비만아를 대상으로 비만도 개선과 관련된 요인

were related to improvement of obesity. Adjusted odds

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아는 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

ratio of consuming fresh vegetable daily was 2.88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P-value < 0.10) and adjusted odds ratio of walking over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1 hour daily was 3.37 (P-value < 0.05).

본 연구를 통해 비만아의 비만도 개선과 부모의 학력, 채

Conclusion: Parental education level, consumption

소 섭취빈도, 걷는 시간이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frequency of fresh vegetable and walking hours were

30년 뒤의 우리나라의 건강 지수와 의료비지출이 지금 우리

related to improvement of obesity in Korean obese

가 소아비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

children.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in practicing

언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 보건소, 병원 등 여러

childhood obesity management programs in Korea.

단체에서 소아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
다. 소아비만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체

Key words: Childhood obesity,

계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Vegetable, Socioeconomic status

Lifestyle,

Walking,

는 채소와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권장하는 것과 걷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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