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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
청소년은 여러 대사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위험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기 쉽다. 이 연
구는 비만 청소년에게 다면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체중 및 비만 관련 질환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1997년 8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서울중앙병원 비만클리닉으로 내원한 비만 청소년을 대상
으로 12주간 체중 조절을 위한 행동 교정, 심리적 지지, 저열량 식사 요법, 저강도-저충격 유산소 운
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폭식 경향이 있는 13명에게 약물 치료 (fluoxetine)를 추가하였다.
결과: 1) 남아 18명, 여아 4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녀 각각 11.4세, 15.5세, 체중은 72.7 kg,
71.4 kg, 체질량지수는 28.4 kg/m2, 28.6 kg/m2, WHR은 0.926, 0.847이었다.
2) 12주 후 신장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체중은 71.8 kg에서 68.8 kg으로 (P<0.005), 체질량지수
는 28.6 kg/m2에서 27.4 kg/m2로 (P<0.005), 체지방률은 33.9%에서 31.8%로 (P<0.05) 각각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3) 12주 후 영양 섭취 상태는 총열량 섭취가 2598 kcal에서 1730 kcal로 (P<0.05), 탄수화물이
358 g에서 253 g으로 (P<0.05), 지방이 93 g에서 50 g으로 (P<0.05)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 12주 후 수축기 혈압이 124 mmHg에서 117 mmHg로 (P<0.05), 이완기 혈압이 124 mmHg에
서 117 mmHg로 (P=0.05), 총콜레스테롤이 180 mg/dL에서 172 mg/dL로 (P=0.05), 중성지방이 136
mg/dL에서 116 mg/dL로 (P<0.0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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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중 조절을 통해 고혈압의 빈도가 16.1%에서 8.1%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22.6%에서
9.7%로, 고중성지방혈증이 14.5%에서 9.7%로, 고요산혈증이 19.4%에서 11.3%로, 지방간에 의한
간기능 장애가 21.0%에서 9.7%로 감소하였다.
결론: 다면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만 청소년의 비만도가 감소하고 비만과 동반된
관련 질환이 개선됨을 관찰하였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비만, 청소년, 합병증, 체중 조절 프로그램

서

11)
큰 틀에서의 행동 요법 치료가 주를 이루게 된다 .

론

이에 비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비만의 요
소아와 청소년 비만은 선진국에서 그 빈도가 증가하

인을 파악하고 그에 의한 생활 습관 교정, 연령 및 활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동량을 고려한 식사 요법,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운동

있다. 최근 10여 년간 소아 비만의 유병률은 약 2배

상담, 폭식 경향 여부에 따른 약물 요법을 통한 체중

1)

이상 증가하였는데 , 이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

조절이 비만과 관련된 질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고, 운동 부족, 영양 과잉 등에 의한 것이 그 요인이라

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할 수 있다. 소아 비만의 문제점은 성인 비만으로 진행
2)
될 위험이 높고 , 성인이 되었을 때 심혈관질환의 위

방

법

3)

험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 여러 연구에서 소아 비만은
4∼5)

혈중 지질 이상

1. 연구 대상

, 고혈압6), 당뇨병7)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발생과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본 연구는 1997년 8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일개 3차

러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비만한 청소

병원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청소년 비만 환자를 대상으

년들에게는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성인 비만 및 심혈

로 하였다. 처음 내원하여 기본적인 비만 평가와 관련

8)

검사를 시행한 176명의 환자 중 이차성 비만이 있었던

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로

3명과,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후

청소년기 비만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

12주 후에 비만클리닉에 다시 내원하여 추적 신체 계

9)
짐으로 소극적이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 비만한

측 및 혈액 검사를 받은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

경우 자기 성취감의 결여나 체중 조절에 대한 자기 조

간에 내원하였더라도 12주 후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절 능력의 결함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태

제외하였으며 이들 중 남아는 18명, 여아는 44명이었다.

도로 폭식과 과식의 식습관이 더욱 조장되어 비만 치

2. 연구 방법

10)
료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 또한 소아 및 청소

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 신체 계측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해도 성장에 적절한 영양소의 공

대상자들에게 체중 조절 프로그램 시행 전과 12주

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비만한 청소년의 체

후 신장, 체중, 체지방률,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를 측

중을 감량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

정하였다. 신장 및 체중은 초음파 측정기인 IMI 1000

적, 대사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것

(엠마누엘 전자, Korea)을 이용하여 0.1 cm, 0.1 kg까

이 효과적이다. 또한 성인 비만에서처럼 약물 치료를

지 측정하였고, 이에 의한 체질량지수 (Body Mass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Index)를 산출하였다. 체지방률은 근적외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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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청소년에서 체중 조절의 효과 －
Table 1. Baseline Anthropometries of Study
Subjects
(Mean±SD)
Male (n=18)
Age (yr)

Female (n=44)

11.4±2.8

15.5±4.4*

Height (cm)

156.9±13.9

156.3±12.3

Weight (kg)

72.7±30.8

71.4±19.7

2
BMI (kg/m )

28.4±7.0

28.6±4.8

Body fat (%)

32.5±3.8

34.5±6.2

Waist (cm)

90.7±19.3

86.0±13.0

Hip (cm)

97.6±16.7

101.6±12.3

WHR

0.926±0.067

액은 약 10시간의 공복 후에 채혈하였다. 총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요산, 혈중 간효소치 (alanine aminotrans
ferase)는 자동 화학 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dextran sulfate MgCl2로
처리한 후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
스테롤은 Friedewald가 제시한 공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LDL Cholesterol = Total cholesterol - (HDL
Cholesterol + Triglyceride/5)
4) 체중 조절 프로그램
비만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비만의 요
인을 파악하고 그에 의한 생활 습관 교정, 연령 및 활

0.847±0.075*

동량을 고려한 식사 요법,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운동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 P<0.0005 by student t-test

상담, 폭식증 여부에 따른 약물 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① 행동 수정 요법

방법인 Futrex 5000 Ai, Body fat and fitness computer

비만을 유발시키는 행동에 대해 문진표를 바탕으로

(Futrex Inc, USA)로 측정하였다. 허리둘레 (waist

행동 수정을 꾀하도록 유도하였다. 개개인에 해당되는

circumference)는 직립 자세에서 늑골 최하위 부위와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비중을

골반 장골능 사이의 중간 부위에서 바닥에 수평이 되

두면서 자신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극

12)

도록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 엉덩이 둘레 (hip

조절, 자기 관찰, 긍정적 강화, 인식 재구성의 기법을

circumference)는 둔부의 가장 굵은 부위 둘레를 측정

사용하였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하였다. 허리-엉덩이 둘레비 (waist-hip ratio:WHR)는

경우 심리적인 지지 요법을 병행하였고, 가족 내의 갈

허리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등으로 인하여 비만해진 경우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
근하였다.

2) 영양 섭취 분석
대상자들에게 체중 조절 프로그램 시행 전과 12주

② 식사 요법

후 식품 섭취 빈도법을 사용하여 영양 섭취 상태를 분

기존의 영양 섭취를 상태를 파악한 후 약 500∼

석하였다. 식품 섭취 빈도법은 이전에 타당도가 입증

1000 kcal의 열량 섭취 감소를 유도하여 여아의 경우

13)
된 것을 이용하였는데 , 각각의 식품별로 섭취하는

1400∼1800 kcal, 남아의 경우 1500∼2000 kcal의 식

빈도와 1회의 섭취량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환

사를 하도록 지도하였다. 전담 영양사가 환자 및 보호

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도록

자에게 식품교환표에 근거하여 식품 모델을 가지고 구

유도하였다. 총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철분, 칼

체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의 종류와 양을 선택할 수

슘 등의 영양 섭취 상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

있도록 하였다. 성인과 달리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여 산출되도록 하였다.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필요한 영양소의 최소 요구량은
충족하면서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제한하고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등은 충분히 섭취하도록 교육하였다.

3) 혈압 및 생화학적 검사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은 약 10분 간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에서 수은 혈압계로 측정하였다.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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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Nutritional Intakes in Study
Subjects
(Mean±SD)
Male (n=18)
Calories (kcal/day)

Female (n=44)

⑤ 일지 기록
자가 관찰 및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체중 조절
일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체중 조절에 있어서 그 효과
의 여부는 순응 정도와 수행도에 달려 있으므로 일지

2730±740

2450±583

Carbohydrate (g/day)

375±135

339±83

Protein (g/day)

102±45

83±30

대로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체중 감량을 하면서 불편한

Fat (g/day)

124±50

97±30

것은 없었는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매일 적는 것이 부

Carbohydrate (%)

51.9±5.5

54.8±5.2

담이 될 경우에 주말을 포함해서 1주일에 3회 정도 기

Fat (%)

31.1±4.1

29.2±4.0

록하게 하였다.

Protein (%)

17.0±1.7

15.8±3.0

Iron (mg/day)

23.5±7.1

22.2±4.9

1087±404

904±200

Calcium (mg/day)

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수정했는지, 식사는
균형 있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지, 운동은 처방받은

⑥ 추적 진료
건강 문제, 행동 수정, 영양, 운동에 대해 개별적인
교육을 한 후 2주 간격으로 2회, 그 후에는 한달 간격
으로 2회 내원하여 총 3개월에 걸쳐 추적 진료를 하였
다. 3개월 후에 체중 조절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

③ 운동 상담

제라든지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평가를 하

운동을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경우에는 운동

였다.

종류, 시간, 강도, 빈도 등을 알아보아 적절한지 평가

3. 통계 분석

한 후 유지하도록 하였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에는 기본적인 체력 검사를 시행한 후 최대 심박수의

통계 분석을 위해 SAS (version 6.10)를 사용하였

50∼60%로 시작하여 70∼80%까지 도달하도록 하였

다.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체

다. 저충격의 유산소성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지방률,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등)으로 1일 30분 정도로 시작하여 1∼2주 간격으로

총열량 및 영양 섭취 상태, 대사성 지표의 평균과 표준

10분씩 늘려 1시간까지 하도록 하고, 1주일에 3회로

편차를 구하였다. 체중 조절 프로그램 전후의 비교는

시작해 1∼2주 간격으로 점차 늘려 5회 이상으로 할
것을 권유하였다. 집에 고정식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2
paired t-test와 χ 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성은 P값이

0.05 미만일 때로 하였다.

구비하여 시행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집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운동할 시

결

과

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활동량을

1.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늘리도록 교육하였다.

1) 신체 계측

④ 약물 치료
15세 이상이면서 폭식증이 심하여 그로 인해 비만
이 유발되었거나 폭식증 그 자체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식욕을 조절하기 위하여 fluoxetine 20 mg을 처
방하였다. 13명의 환자가 복용하였는데 그에 의한 심
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아 11.4±2.8세, 여아 15.5±
4.4세, 체질량지수는 남아 28.4 kg/m2, 여아 28.6 kg/m2
이었으며, 체지방률은 남아 32.5%, 여아 34.5%이었다.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는 성별간 차이가 없었으나, 허리-엉덩이 둘레비
(WHR)는 남아 0.926±0.067, 여아 0.847±0.075로
남아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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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Anthropometries in Study
Subjects After 12 Weeks Treatment
(Mean±SD)

Height (cm)

Before (n=62)

After (n=62)

156.4±5.4

156.9±11.8

Table 4. Changes of Nutritional Intakes in
Study Subjects After 12 Weeks
Treatment
(Mean±SD)
Before (n=55)

After (n=51)

2,598±667

1,730±331*

Carbohydrate (g/day)

358±112

253±62*

111±43

60±17*

93±39

50±25*

Calories (kcal/day)
†

Weight (kg)

71.8±23.2

68.8±20.7

BMI (kg/m2)

28.6±5.5

27.4±5.1†

Protein (g/day)

Body fat (%)

33.9±5.7

31.8±5.7*

Fat (g/day)

Waist (cm)

87.5±15.2

86.3±14.3
†

Hip (cm)

100.4±13.8

98.3±11.8

WHR

0.871±0.081

0.877±0.079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 p<0.05 by paired t-test †p<0.005 by paired t-test

Carbohydrate (%)

53.3±5.4

59.4±14.4

Protein (%)

16.4±2.4

13.7±2.2

Fat (%)

30.2±4.1

25.3±12.2

Iron (mg/day)

22.9±6.1

15.1±3.5*

Calcium (mg/day)

1,000±329

640±251*

* P<0.05 by paired t-test

2) 영양 섭취 상태
영양 섭취 분석에서 총열량 섭취량은 남아 2,730
kcal, 여아 2,450 kcal이었으며, 지방 섭취비율은 남아

한 감소를 보였다 (P<0.05). 총열량 섭취에서 각 영양

31.1%, 여아 29.2%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

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탄수화물이 53.3±5.4%에서

방의 섭취량 및 섭취 비율, 철분, 칼슘 섭취량은 성별

59.4±14.4%로 증가하였고, 단백질이 16.4±2.4%에서
13.7±2.2%로,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2. 체중 조절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비교

지방 섭취 비율이 30.2±4.1%에서

25.3±12.2%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P>0.05). 체중 조절 후 철분의 섭취량

1) 신체 계측의 변화

은 22.9 mg에서 15.1 mg로, 칼슘의 섭취량은 1000 mg에서

12주 후 신장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체중은

640 mg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5) (Table 4).

71.8±23.2 kg에서 68.8±20.7 kg으로 (P<0.005), 체
질량지수는

2
28.6±5.5 kg/m 에서

3) 대사성 지표의 변화

27.4±5.1 kg/m2로

(P<0.005), 체지방률은 33.9±5.7%에서 31.8±5.7%로

12주 후 수축기 혈압이 124±18 mmHg에서 117±15

(P<0.05)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허리 둘레와 허리-엉

mmHg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5), 이완기 혈압

덩이 둘레비는 치료 전후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도 72±12 mmHg에서 67±12 mmHg로 감소하는 소

(P>0.05), 둔부 둘레는 체중 조절 전후 유의한 감소를

견을 보였다 (P=0.05). 중성지방은 130±85 mg/dL에

보였다 (P<0.005) (Table 3).

서 116±56 mg/dL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P<0.05),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180±28 mg/dL에서 172±23

2) 영양 섭취의 변화

mg/dL로 감소하였다 (P=0.05).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

12주 후 총열량 섭취량은 2,598±667 kcal에서

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요산은

1,730±331 kcal로 감소하였고 (P<0.05), 탄수화물, 단

체중 조절 전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백질, 지방의 섭취량이 체중 조절 전과 비교하여 유의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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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Metabolic Variables in Study Subjects After
12 Weeks Treatment
(Mean±SD)
Before (n=62)

After (n=62)

SBP (mmHg)

124±18

117±15*

DBP (mmHg)

72±12

67±12

†

TC (mg/dL)

180±28

172±23

†

TG (mg/dL)

130±85

116±56*

HDL-C (md/dL)

48±9

48±10

LDL-C (md/dL)

103±29

101±26

FPG (md/dL)

89±9

86±3

Urate (md/dL)

5.3±1.3

5.2±1.3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DL-cholesterol
LDL-C: LDL-cholesterol, FPG: fasting plasma glucose
* p<0.05 by paired t-test †p=0.05 by paired t-test

19.4%에서 9.7%로, 지방간으로 추정되는 간기능 장애

0

10

20

30%

가 21%에서 9.7%로 감소하였다 (Fig. 1).

Before

고

After

찰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인 발달과 식생활의 서구화
로 인하여 소아 및 청소년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14)
연령별 키와 몸무게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 영양

과잉 상태가 심화되어 비만의 및 이와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 및 청소년기에 비만했
Fig. 1. Changes of frequency of metabolic complications
in study subjects after 12 weeks treatmen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 LDL-C: LDLcholesterol, FPG: fasting plasma gluco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 p<0.05 by χ2 test.

을 경우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기 쉬우며 저학
년 시기에 비만했던 경우보다 고학년이나 청소년기에
비만했던 경우 더욱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
15)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인 비만으로의 이행을 막

고, 비만 소아 및 청소년에서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방
법은 적절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조절하도록 식사요법과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5) 비만 관련 질환의 빈도 변화

체중을 감소시키고 혈압과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시키

체중 조절을 통하여 고혈압을 나타낸 빈도가 16.1%

며 비만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관련 질환을 예방하거나

에서 8.1%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22.6%에서 9.7%로,
고중성지방혈증이 14.5%에서 9.7%로, 고요산혈증이

16∼17)

호전시킬 수 있다

.

본 연구는 심혈관 위험인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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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한 청소년에서 행동 수정, 식사 요법, 운동, 필요

청소년 비만은 혈압의 상승과 연관되어 고도 비만일

시 약물 치료를 병행했을 때 비만 및 관련 질환에 미

19)
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의 비율이 증가하며 ,

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에

20)
이 시기의 고혈압은 성인 고혈압으로 이행되기 쉽다 .

서 남아의 체지방률이 여아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비만한 청소년에서 체중 감소는 성인에서와 마찬

는 본 연구에 포함된 비만한 남학생 중 중 고도 비만

가지로 고혈압의 개선 효과를 보여 주고21), 청소년 시

아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남아에서 허리-엉

기의 비만을 예방하는 것은 성인 고혈압의 예방에 중

덩이 둘레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

22)
요하다 . 본 연구에서 고혈압이 16.1%의 환자에서 나

구하고 비만한 남아가 비만한 여아보다 복부 비만의

23)
타났는데 이는 한 등 의 연구에서의 19.4%와는 유사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24)
25)
한 소견이며 이 등 의 7.4%, 박 등 의 1.44%와는

다면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12주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의 연령, 고혈압을 진단

추적 가능하였던 청소년들의 체중이 약 3.0 kg, 체질량

하는 기준을 다르게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지수가 약 1.2 kg/m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40/90 mmHg로 비교적 기준치를 높게

체중 감량이 약 1개월에 평균 1 kg 감량한 것으로 나

잡은 상태에서도 16.1%로 나와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타나 성장기에 있는 소아 및 청소년에서는 성인에서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는 더 높은 빈도를 보였을 것이

권장되는 체중 감량 속도인 2∼4 kg/개월과는 차이가

다. 본 연구에서 체중 조절 후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감량의 정도로도 관련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고혈압의 빈도가 16.1%

질환이 호전되어 소아 및 청소년 비만 환자에서는 단

에서 8.1%로 약 반으로 줄어들었다.

순히 체중만을 줄이려는 목표보다는 식사 요법, 운동

청소년 비만은 혈중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이라는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한 건강 문제 개선에 목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증가 및 고밀도 지단백 콜레

표를 둠이 중요하다.

26)
스테롤의 감소와 연관된다 . 이러한 청소년에서 관상

허리 둘레와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치료 전후 유의

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성인의 동맥경화는 대

한 변화가 없었지만 둔부 둘레는 체중 조절 전후 유의

부분 어린 성장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27). 20세 이

한 감소를 보여 둔부형 비만이 감소됨을 보여 주었다.

전에 조기 치료하면 혈관 내벽에 축적된 지방이 제거

비만 관련 호르몬인 렙틴은 둔부형 비만과 관련이 높

될 수 있지만 30∼40대에 일단 섬유화된 동맥경화는

은데 둔부형 비만이 감소된 것은 비록 본 연구에서 측

28)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 소아의 총콜레스테롤치

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비만 관련 호르몬의 감

는 향후 성인이 되어서의 콜레스테롤치를 예측할 수

18)

소도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있어 학동기 때의 지질 수치가 높다면 적극적인 예방

식사 요법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평소보다 약
500∼1000 kcal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였는데 그 결과

을 통해 성인기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총열량 섭취량이 2598±667 kcal에서 12주 후 1730±

청소년 비만에서의 지질 이상은 체중 감량을 시행하

331 kcal로 감소됨을 나타내었다. 지방 섭취 비율이

였을 때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장기

30.2±4.1%에서 25.3±12.2%로 감소하고 탄수화물이

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53.3±5.4%에서 59.4±14.4%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

상승시킨다

에서 체중 조절을 위한 바람직한 구성으로 섭취하고

을 통하여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유의한 감

있어 식사 지도에 비교적 잘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철

소를 보였다. 고밀도 및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분과 칼슘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

체중 조절 전후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는데, 이

내어 소아 및 청소년 비만 치료를 위한 식사 요법시

는 아마 12주라는 단기간의 관찰이었기 때문으로 여겨

무기질과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게 균형식에 대해 강조

진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경우 체중 조절을

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할 때 열량 및 지방 섭취 제한의 정도, 운동 여부, 체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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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조절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체중
조절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장기적인 감량 및 감량된
31)

을 알 수 있었다.
지방간은 소아 비만에서 나타나는 흔한 합병증으로

체중을 유지했을 때 증가하게 된다 . 본 연구에서 12

35)
비만의 정도와 연관되어 있고 , 비만의 유병 기간이

주 후에 관찰한 결과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식사

길수록 지방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6).

요법과 운동을 병행했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비만으로 초래되는 지방간은 대부분 양성 경과를 취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다는 보고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보고에서는 여러 형

으로 사료된다.

태의 간손상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한 간손상을 일으킬

청소년기의 비만과 고인슐린혈증, 당 불내성 (glucose

37)
수도 있다 . 지방간은 간효소치의 변화 및 혈중 중성

intolerance)은 성인에서의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을 예

38)
39)
지방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 Tazawa 등

32)

측할 수 있다 . 이전에는 소아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에 따르면 소아 비만 환자의 20%에서 ALT의 상승과

드문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비교적 어린 연령에서도

지방간 소견이 나타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

비만한 소아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발견되며 그 빈도

25)
26)
사하였고, 한 등 의 12.9%, 이 등 의 38.3%와는 차

33)
34)
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 Yamazaki 등

이가 있었는데, 이 또한 연구 대상에서의 비만의 정도

에 의하면 비만한 경우 소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소아

및 유병 기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의 당 불내성 발생이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어 이러한

이러한 간기능 이상과 지방간은 체중 감량을 통하여

당 불내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

가역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40). 본 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체중 조절 전후 공복

구에서 alanine amintransferase가 상승된 경우가 체중

혈당에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체중

조절 전 21%의 빈도를 보였는데 조절 후 9.7%의 빈

조절 전 공복시 혈당의 수치가 89 mg/dL로 거의 정상

도로 감소하였다.

범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복 혈당이 110

본 연구가 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

mg/dL 이상의 당 불내성인 경우가 체중 조절 전 4%

진 연구지만 치료가 쉽지 않은 청소년 비만 환자에게

의 빈도를 보였는데 체중 조절 후 0%로 청소년에서의

생활 습관 교정, 심리적인 지지, 적절한 식사 요법, 운

당 불내성인 경우 식사요법과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

동 및 활동량의 증가, 필요시 약물 치료의 병행으로 비

을 통해 호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만 관련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둘

비만아에서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 있다. 다면적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아동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행될 경우 고요산혈증이

각각의 프로그램이 본 연구의 비만 청소년에게 얼마만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고요산혈증 또한 동맥경화의

큼 적용되고 순응되었는지를 평가하지 못한 점은 이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비만과 연관되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교적 체중 조절

나타나므로 그러한 경우 비만과 관련된 다른 심혈관

에 대한 동기 부여와 순응도가 높은 환자들이 선택되

위험인자들과 같이 군집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또

었을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만을 가지

한 체중 감량으로써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어 본 연

고 다면적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힘

구에서는 체중 조절 전 고요산혈증이 19.4%에서 9.7%

들 것이다. 하지만 체중 조절에 의한 비만 관련 질환의

로 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선 효과를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

요산 수치는 체중 감량을 한다는 목적으로 극도의 초

각된다.

저열량식이나 금식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수치가 상승
할 수 있어 체중 조절시 식사요법을 적절하게 지도해

ABSTRACT

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 전후 요산 수치가
5.3 mg/dL에서 5.2 mg/dL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

Background: The prevalence of obesity and its

나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요법이 적절하게 시행되었음

related health risk has been increased among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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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and adolescents due to the improvement of

modification,

socioeconomic status. It is well known that the

balanced diet, exercise and treatment of binge eating

proper approach to reduce the obesity-related health

showed beneficial effects on obesity related diseases

risk is to control body weight. The purpose of this

in obese adolescent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eight contro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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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related diseases in obes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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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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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control program

Methods: Sixty two obese adolescents (18 boys
and 44 girls) aged from 8 to 19 years were included.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were educa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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