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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임신 전 또는 임신 초기의 비만이 태어날 아이들

아이는 모유 수유를 받은 아이에 비해 추후 소아비만이 될

에서 비만(body mass index, BMI ≥ 95th percentile)을 유

2)
가능성이 25% 더 높았다 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

1)
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아

에서는 소아의 비만이 산모의 임신 전 BMI보다 아버지의

의 5세 때의 체중이 그 소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 될

BMI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가 성장할수

가능성을 알리는 좋은 지표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 비

록 그 연관성이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9,10)

저소득층

11)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한 북미 연구 에서는 태어나는 아이

만과 과체중은 취학 전 시기 때부터 12세 이상까지 이어지
3)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아에서의 비만은 성인에서와 동

가 여아이었을 경우 그리고 형제의 수가 적을수록 더 비만

일하게 제2형 당뇨,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성인

해지는 경향을 보고했다.
12)
서 등 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여러 외국 논문과 유사하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성인 시기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4)

게 산모의 임신 전 BMI가 소아의 BMI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 산모의 비만이 태아의 척수이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 이런 주제로 시행된 논문이 많지

5)
6)
고 밝혀진 바 있다. 최근 발표된 Hinkle 등 의 논문에 의

않다는 점에서 소중한 연구 결과이다. 하지만 산모들 및 소

하면 고도 비만인 산모로 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추후에 학

아들을 정상체중, 과체중, 및 비만군으로 구별하지 않고 분

습 능력에도 장애를 보였으며 ADHD (Attention Deficit

석한 점과 남아 여아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Hyperactivity

defiant

아쉬움으로 남는다. 임신 초기에 내원하지 않았던 산모들은

disorder등의 장애가 같이 동반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임신 전 체중을 산모의 진술에 근거하였으므로 그들의 BMI

와 같이 비만 산모들한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추후에 비만

가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아 비만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및 장애를 겪게 될 확률이 높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

아진다.

준, 산모의 흡연여부, 아버지의 BMI 등의 요인들이 고려되

Disorder),

자폐증,

oppositional

그러나 소아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들에는 엄마의 임신 전

어져야 하고 분석 당시 보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BMI뿐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대표

리고 5세가 될 때까지 소아의 식사습관, 운동여부, TV 시청

적인 것으로 산모의 흡연 여부이다. 흡연자 산모로 부터 태

시간 등의 비만과 연관된 생활습관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7,8)

비

보인다. 산모의 임신 전 BMI가 소아의 성별에 따라 미치는

흡연자 산모의 소아에 비해 과체중이 되는 경우가 33%나

12)
영향이 달랐는지 궁금하다. 서 등 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어난 아이가 추후에 소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2)

더 많았다 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모유 수유가 소아 비만

임신 기간 중 체중 증가가 소아 체질량지수에 유의한 영향

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 최근 한 연

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lson 등13)의 연구

구 보도에 의하면 첫 생후 일년간 모유 수유를 받지 않은

에 의하면 산모들의 임신 전 BMI 및 임신기간 중 체중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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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도에 따라서 소아의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Crosnoe R, et al. Identifying risk for obesity in early

결과를 발표했다. 임신 전 산모의 BMI가 정상이고 임신 중

childhood. Pediatrics 2006;118:e594-601.

체중 증가가 적절했던 경우는 소아의 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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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지만 임신 중 체중이 적절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Pediatrics Committee on Nutrition. Prevention of

경우는 소아가 과체중일 위험률이 4배로 증가하였다. 임신

pediatric overweight and obesity. Pediatrics 2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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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아 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적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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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는 소아가 과체중일 위험률이 2.5배였

overweight and obesity and the risk of congen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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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산모가 적절 이상의 수준으로 임신 기간 체중증가를 보

6. Hinkle SN, Sharma AJ, Kim SY, Schieve LA. Ma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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