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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만1세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를 둔

어머니 579명을 대상으로 수유 및 이유에 관한 실태와 기타 가정환경 및 유아

의 건강상태에 관해서 자기 기입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출생 시

체중 및 신장은 면접에 의해, 현재의 체중 및 신장은 연구자가 직접 계측하였

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영양공급 방법 및 비만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만

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및

건강지도를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

시되었으며, 이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유를 전혀 섭취하지 못한 경우는 42%나 되었으며, 나머지 모유수유를 한

영아 중에서 생후 2- 3개월까지 모유를 섭취한 영아는 28.6%이었고, 4- 6개월

까지 모유를 수유한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2. 생후 4∼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조사대상자

의 과반수는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41.6%는 생후 1∼3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여 조기이

유가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79.4%가 분말시판 이유식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판이유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유식을 먹인 방법으로 숟가

락을 사용한 비율은 34.3%로 나타났고 생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젖병을 사용

한 비율은 76.4%이었다.

3 . 조사대상자의 현재 체중을 월령별로 1998년 한국소아발육 표준치와 비교했을

때, 남아의 경우 각 월령별로 평균값이 모두 50 percentile값 이상에 속하였

으며, 여아의 경우는 15∼18개월의 경우에만 평균체중이 50 percentile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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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아의 체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 조사대상자의 비만도를 Kaup In dex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남아와 여아 모

두 정상 체중군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12개월에서 24개월 남아의 경

우 과체중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월령별로 12개월에서 18개월 유아의 35%

이상이 과체중군에 속하고 15%이상이 비만군에 속하여 50% 이상의 유아가

정상체중 이상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18개월에서 21개월 유아의 경우는 비만

군에 속한 비율이 20%로 타 월령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사대상자의 과체중 및 비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생시

체중이 큰 경우와 아버지의 비만도가 높을수록 과체중이 될 위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욕이 좋은 경우 조사대상자의 체중에 대한 Z- Score

가 상위 25%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체중

을 Kaup In dex로 분류하여 비만도를 측정한 경우 출생시 체중이 높을수록,

식욕이 좋을수록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할 위험율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우리 나라 어머니들의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이나

이유에 관한 관심도는 높으나,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아비만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향후 모유수유와 이유식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균형된 영양섭취를 도모하고 어머니들에 대

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유아비만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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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기는 일생을 통하여 성장속도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식습관이 형성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기열, 1990). 이 시기의 성장발육 상태는 아동 및 성인

기의 체질이나 질병, 정신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희순 등, 1996). 영

유아기는 빠른 성장에 비해 소화흡수능력이 미숙한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단위체중 ㎏당 에너지, 단백질, 수분의 필요량은 성인보다 훨씬 크므로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하다(문수재, 1991). 그러나 이 시기의 성장발육은 영양공급형태

나 공급량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인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영유아 자신의

내·외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복회, 1995).

무분별한 영유아 식품의 선택과 잘못된 영양지식은 저체중에 따른 성장발육

지연이나 비만과 같은 새로운 영양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사

회경제적 발전으로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비만 이환율이 증가되고 있는

데 소아비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강윤주 등, 1998). 이유기로부터 시작되는

식습관 형성이 개인 일생의 건강을 지배하므로 유아기에 올바른 식습관 및 생

활양식의 습득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부적합한 이유시기 결

정과 방법으로 인해서 영유아의 신체발육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여러 질병의 이

환율을 높이게 된다(Shapiro 등, 1984).

출생 후 1년은 급속한 신체발달 및 성장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건강한 영아

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출생시 체중의 두 배가 되며 1년 안에 3배가 된다. 출생

후 모유나 조제유에만 의존하던 영아가 이제 영양적인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

니라 정신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유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Akre, 1989).

국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수유 및 이유실

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이들의 발육상황 및 비만실태 그리고 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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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기의 영양공급 방법 즉, 수유 및 이유실태에 관해 파악하고 유아의 과체

중과 비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들의 영양공급 방법 및 비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

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영양섭취 방법 및 식생활 지도에 관한 영양 교육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3세를 대상으로 영아기(만 1세 이전)의 수유방법 및 이유보충식

실행에 관해 조사하여 영아기의 영양공급방법의 실태 및 문제를 알아본다.

둘째, 현재의 발육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와 비교하여

비만 집단의 비율을 파악한다.

셋째, 수유, 이유보충식 및 환경적 요인이 유아의 비만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 용어 정 의

1 ) 보 충 식 (s upple m en t fo od : b e ik o s t )

생후 1년까지 아기가 섭취하는 것 중 모유나 조제유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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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모유를 먹고 있는 아기에게 있어 철분, 각종 비타민, 그리고 열량 등의

보충 목적을 갖는다.

2 ) 이 유 식 (w e anin g f oo d )

모유에서 젖을 떼면서 공급되는 대체식, 조제유, 우유

모유와 병행해서 공급하는 반고형, 고형식의 음식

수유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음식

3 ) 반 고 형 / 고 형 식 (s o lid f oo d )

수분이 적고 에너지와 영양소의 밀도가 높으며 아기가 입안에서 혀로 음식

을 밀거나 씹을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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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 수유실 태

모유는 유아의 성장발육에 가장 적합한 영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화흡

수면으로나 면역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최적의 식품이다(Brazelton , 1998). 특히

출생 직후부터 3일 사이에 처음 분비되는 초유는 신생아에게 첫 효소(en zym e)

를 공급하여 소화를 활발하게 하며 태변이 나오도록 장을 자극시킨다. 초유는

성숙유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이 10배 가량 높으며 이 단백질은 신생아가 흡

수하기에 아주 적합하며 신생아의 뇌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초유 단백질은

면역 글로블린과 Secretory IgA의 함량이 매우 높아, 백혈구, Ly sozym e과 더불

어 신생아 초기의 감염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상우, 1997).

모유는 유아에게 거의 완전식품으로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하고 경제

적이며 위생적이나 모유영양 수유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모유영양 비율이 1974년에는 54.5% , 1977년에는

51.9% , 1980년에는 44.1%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손경희 등, 1992). 80년대 중

반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영양공급 형태에 있어서는 산업사회의 발

달과 더불어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유제품과 이유식의 개발, 식품유통 및

가공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식생활 환경의 풍요로움으로 모유영양의 비율은 더

욱 감소하였다(Purvis , 1991). 1985년에는 30.5% , 1987년에는 28.5%까지 감소를

보였으며(전인상, 1990), 1996년 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 경기지역은 13∼16%이

고, 강원, 충북의 일부 농촌 지역은 23%로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모유영양

을 하는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이 역시 감소의 경향을 보인다고 조사된 바

있다(이승주 등, 1994).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모유영양 비율이 인공영양에 비

해서 낮긴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모유영양 비율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생후 4개월까지 모유를 먹이는 경우가 1971년 10%에 불과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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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는 35%로 증가를 보였고 츨생 초기 모유수유 비율은 60%에 달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영양 비율이 높아 우리 나라와 대조적

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F om on , 1987).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출산전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과 유

방관리를 해야 되며 출산 후에는 모유수유를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 된다(김상

우, 1997). 실제 모유수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모유영양을 계획했던

수유부들이 분만 후 쉽게 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안홍석 등, 1995).

모유영양 실태를 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의적으로 모유영양의

빈도가 많았고, 나이가 적은 어머니에게서 인공영양의 실시 빈도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김경희 등, 1985 ; 송요숙, 1991). 수유를 하면 체형이 빨리 회복될

것이고 상품화된 분유가 모유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모유수유

를 성공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초유가 빨리 분비되었던 산모일

수록 모유수유의 실천율이 높음을 보고하였고(F err is 등, 1987) 만산아 보다 조

산아에게서 모유수유의 빈도가 낮았으며 제왕절개 및 비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되면 모유수유 기간이 짧았음을 보고하였다(Lou ghlein 등, 1985).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보고된 수유법에 따른 성장발육에 대한 비교 연구

는 매우 적은 편이다. 수유법에 따른 영아의 성장 발육치를 비교 관찰한 바 모

유영양아가 6개월 이전에 성장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나 6개월 이후에는 차이

가 없음을 보고하였고(이현금, 1968) 영아들의 성장의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했다(정규봉, 1975). 모유영양아의 체중과 신장이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보다

우위였고 인공영양아보다 성장의 기복이 적으며, 6개월까지 좋은 성장을 나타내

어 영아영양으로 모유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으나 모유섭취와 성장의 관련성은

충분히 규명하기에는 부적당하다(문영임, 1979).

모유영양아와 인공영양아의 성장을 비교한 경우 영아의 신체기능 발달은

모유영양아가 인공영양아보다 더 빠른 성숙을 보였으며 질병의 이환율에 있어

서도 인공영양아보다 모유영양아가 감기에 덜 걸린다고 하였으나 성장증가율은

유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송요숙, 1991). 외국의 경우 수유법에 따른 성장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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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아초기의 3개월까지는 수유법과는 상관없이 성장발육에 차이가 없으나 완

전 모유만으로는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모유를 섭취할 때 성장의 속도가 현행

성장발육 표준치보다 뒤떨어짐을 보고하였다(Dew ey 등, 1992).

2 . 이유실 태

이유기(W eanin g P eriod )란 모유나 조제유만으로는 단백질이나 에너지 등이

부족한 시기(W hit ehead, 1985), 우유보다 다양한 보충식(Supplem ent ary food)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Kret chm er , 1985), 모유나 조제분유 대신에 보충식을 첨가

하는 시기(Barn ess , 1990)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유기는 영아 후반기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식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

기이다. 이유란 수유를 일시에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모유나 조제유 등으로 양

육되었던 영유아에게 보충식을 섭취하도록 하여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증가시

켜 정상적인 식습관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Kleinm an , 1994).

W HO와 UNICEF에서는 아기의 체중이 출생시의 2배가 되는 6㎏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이유시기라 하여 이때 이유를 권장하고 있다(Beau ch anp 등,

1995).

이유기에 들어선 아기에게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에너지 이외에도

철분, 비타민 D 등과 같은 영양소의 보충이 요구된다. 특히 출생 후 영아의 빠

른 성장으로 인해 혈액량이 늘면서 혈액은 상대적으로 희석되어서 빈혈이 발생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전인상, 1990; 임의선 등, 1991). 철분의 부족현상은 전세

계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만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영

유아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황은미, 1998).

1920년대 이전까지는 생후 1년 이전에 고형식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

였으나 생후 6개월부터 고형식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으며, 1937년

미국의사협회 식품분과에서 4∼6개월에 삶아 거른 과일이나 야채류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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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F om on , 1974). 1970년대에 들어서며 이유의 시작시기

는 점차적으로 빨라져서 미국에서는 생후 1개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도 생후 6∼10주부터 이유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영유아가 이유식을 너무 일찍 섭취할 경우 소아비만과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체중증가, 성장발달정도, 영유아의 식품에 대한 반응, 유아의

소화능력 등의 성숙도에 따라서 적절한 양과 질의 형태의 이유식을 주어야 한

다(Peg gy , 1985).

우리 나라의 이유 실태를 보면, 생후 6개월 내에 이유를 시작한 경우가

1974년에는 11.5% , 1976년에는 25.3%에 불과하였으며, 생후 12개월 이후에야

보충식을 주기 시작한 경우도 52.7%나 되었다(이선자, 1974). 1980년에는 24.8%

가 생후 3개월 이전에, 83.4%가 생후 6개월 내에 이유를 시작하였다고 보고하

였으며, 1987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생후 6개월까지는 이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방홍기 등, 1987).

적절한 이유시기와 음식의 종류, 방법 등에 대해 인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

양하게 보고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경험적인 근거에 의존해 왔으며 과학적인 보

고는 부족한 형편이며(Barn ess , 1990), 최근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영양적

인 측면과 신경, 위장관, 신장의 성숙정도에 따라 생후 4∼6개월이 가장 적당한

시기로 권장되고 있다(Am erican Academ y of P ediatr ics , 1993 ; H endrick s 등,

1992).

그러나 아직도 이유 시기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를수록 이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너무 조기에 시작하든지 잘못된 인

식으로 오히려 이유가 늦게 시도되고 있어 영양섭취와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지적되었다(윤영래 등,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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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유기 의 생리 적 특 성

가 ) 영양 생리 적 특 성

성장에 따른 아기의 체내 생리적 변화와 이유식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 아기의 왕성한 신체 대사 및 발육으로 인해 모유나

조제분유 이외의 이유식을 통한 고농도의 에너지와 영양소의 보충이 필요하게

된다(Cam eon , 1990).

그러나 보충식의 시작이 곧 수유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모유나 조제분유는 신체성장과 골격형성을 위해 중요한 칼슘과 고급단백

질의 공급원이다. 이유기에 들어선 아기에게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에

너지 이외에도 철분, 불소, 비타민 A와 D 등과 같은 영양소의 보충이 요구된다

(W HO, 1985).

나 ) 소화 생리 적 특 징

소화흡수 기능은 이미 태내에서 상당부문 진전되어 있으며, 출생후 4- 5개

월에 걸쳐 거의 성숙단계에 이른다. 탄수화물의 소화에 관여하는 lacta se,

su crase, m alase, am ylase, glu coam ylase 등은 이미 태아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출생직후 신생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Lactase를 바로 소화흡수

할 수 있다. 또한 pan creatic am ylase의 activity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

의 성인수준의 활성도를 보이는 m alta se와 glu coamylase의 작용으로 신생아도

dex tr in과 같은 glucopolym er까지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Popkin , 1990).

소화흡수와 관련된 대부분의 En zym e sy stem은 생후 4- 5개월 경에 거의

완숙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유식의 시작으로 장관내 효소 합성기능이 촉진된

다. 섬유소인 hem icellulos나 pectin을 이용하는 비호기성 박테리아류(anaero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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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 ia )는 생후 6개월 경부터 대장에 자리잡게 되므로 이 시기부터 섬유소의

섭취가 가능하다.

신생아는 초기부터 단백질의 소화 흡수능력이 거의 완벽한 반면 생후 2개

월까지 요소회로를 거치는 신장의 배설기능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

생아에게 필요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혈중 요소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에 있어 단백질의 섭취량은 소화흡수 기능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장

기능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신장의 제한적 여과 기능이 거의 해소되는 생후

4- 6개월경 부터는 모유의 단백질 함량(101g/ 100㎖)을 초과하는 식품도 섭취

가능하며, 이때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당 1.5- 2g정도가 바람직하다

(Koldov sky , 1985).

지방은 생후 1- 2개월에 거의 정상적으로 소화 흡수된다. 영유아기 에너지

필요량은 어른의 1.2- 1.5배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신생아기에 지방

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총섭취 에너지의 약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지방의 섭취비율은 월령이 증가함에 점차 감소하여 생후 12개월 경에

는 약 40%정도가 적당하다. 이러한 지방섭취의 조절은 수유와 이유식이 병행되

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조절될 수 있다(W atkin s , 1985). 소화기관은 일정한 면

역기능을 가지며 소화관의 면역계는 Gut - A ssociat ed Lym ph oreticular T is su e :

GALT )로 불리워 진다. GALT 에서는 우선 sIg A (secret ory Ig A )라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는 박테리아나 식품단백질과 같은 이물질과 결합하여 이

들이 장에서 혈관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GALT 에서는 T - cell과

B - cell에 의한 방어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GALT 의 면역기능은 신생아에서

아직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식품을 너무 조기에 섭취하거나 감염

성 질환 등이 유발되었을 경우 소화장관내 병리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필

요 이상의 면역계 과민반응이 일어나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유식의 시작은 장내 소화, 면역기능이 성숙단계로 들어서는 생후 4

개월 이후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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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영유 아기 의 행 동발 달의 특징

신체의 신경근육운동 기능은 생후 1년간 다각적인 형태로 발달하며, 이에

따라 아기의 발육지표가 섭식행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T able 1).

단계적 섭식태도의 변화와 두뇌, 운동신경 발달과의 연관성은 Heinig등이

진행한 DARLING- study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T able 2).

T able 1. Eat ing beh avior by age

E atin g habit in dex Ag e

Sw allowin g early pregn an cy

Su ckin g reflex 30- 34w k pregnan cy

T on gue- ex tru sion reflex 4m o after bir th

T akin g food from a spoon 5- 7m o after bir th

Ch ewin g , holding dish 8m o after bir th

T akin g foods to m onth 10m o after bir th

T akin g fin ger foods 12m o after bir th

Know w hat to eat or not 24m o after bir th

(Hen drick s et al. 1992)

T able 2. Act ivity m easures and dev elopm ent al m ileston es by star ting period

of W eanin g F oods

Activity score
4 to 6 m onth

aft er birth (w eek )

6 m onth s

aft er birth (w eek )

Creepin g 21.0 27.8

Crawling 29.9 37.9

Sit s from lying position 30.9 37.2

Stands alone 41.8 47.3

W alking 45.8 51.6

(DARLING- study , U .S .A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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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유식이 적절한 시기에 시작되었을 때 이

것이 아기의 행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4 . 소아비 만의 특 성

비만(Obesity )은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서 체내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과체중(Ov er W eight )은 신장에 대한 표준

체중보다 무거울 때를 말하며 반드시 체지방의 과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비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비만은 유전적 원인, 에너지 섭취 및 소비

의 불균형, 운동부족, 호르몬 이상과 같은 대사 이상 등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u ecke 등, 1992), 유전적인 요

인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식이형태와 육체적 활동상황 등 환경적 요인은 비만

의 정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Story 등, 1991). 그러나 비만의

원인은 워낙 복잡 다요인적이며 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공중보건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지며 특히 소아비만

은 유전적, 환경적 영향이 비만을 유발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며, 생활습

관 즉 식이습관이나 운동량도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Kag am im ori 등,

1999). 소아비만의 정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은 없으며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

다. 대체로 체중이 신장에 대한 표준체중의 120% 이상이거나, 신장에 대한 체

중이 95 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들어 소아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고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허갑범, 1990).

서울지역에서 소아비만의 유병률의 변화는 남아가 1979년 4.3%에서 1996년

19.7%로 4.6배 증가하였으며, 여아는 1979년 4.7%에서 1996년 15.2%로 3.2배 증

가하였다(문경래, 1999). T hird National Health an d Nutr ition Ex am in ation

Surv ey (NHANES Ⅲ, 1990)의 결과 미국에서 소아비만의 유병률은 소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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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청소년의 27% , 성인의 33%를 차지한다. 성인비만으로의 이행률은 6개월

때에는 14%에 불과하나 6세 25% , 7세 이상에서는 41% , 10∼13세에는 70%로

비만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3세까지 비만아들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모의 비만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비만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비만해지기 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위해 전문가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W hitak er 등, 1997).

그리고 출생시부터 10세까지 비만이 지속될 경우 성인기 비만으로 이행될

위험율은 부모의 비만도와 상관없이 정상아보다 22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또한 비만관리는 만 1세부터 3세 사이에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P ietz,

1999).

소아비만은 신체적으로 체력저하는 물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지방간 등

을 유발하며(김원경 등, 1992; 이동환 등, 1991), 청소년 비만과 성인기까지 연장

되기 쉽다(모수미 등, 1991). 아동기에 높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보였던 아동은

성인기가 되고 난 뒤의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ronk 등,

1999).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 연령층의 신체상 및 체중조절 방법

등에 관한 단편적 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론적 틀에 의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

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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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 연구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9년 2월 1일 부터 1999년 8월 30일까지 서울지역 8개

병원(상계 백병원 30명(5 .2% ), 망우리 장중한 병원 28명(4 .8% ), 강동 성심병원

69명(11.9% ), 구의 방지거병원 77명(13.3% ), 이대 목동병원 117명(20.2% ), 구로

대림 성모병원 16명(2.8% ), 강남 성모병원 42명(7 .3% ), 순천향의대 부속병원 27

명(4 .7% ))과 경기지역 2개병원(구리 장중한 병원 40명(6.9% ), 평촌 한림대 부속

성심병원 133명(23% ))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만 1세 부터 만 3세의 특별한 질

병으로 식이 섭취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의 경우는 강남, 강북지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시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총 68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내용이 부정확한 설

문지는 제외하고 그 중에 579부를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 측정도 구 및 방법

가 ) 설문 지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설문지 작성의 사전단계로 설문의 내용과 구성,

설문형태, 설문순서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

되지 않는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영유아 어머니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기초자료 및

아기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9문항, 아기의 수유에 관한 조사 15문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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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이유식에 관한 조사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사항으로는 부모의 연

령, 교육정도, 거주지, 자녀수, 가족형태, 육아 및 영양지식에 대한 정보를 어디

서 얻는지에 대한 사항과 주로 아기를 돌봐준 사람 등 가계환경 조사에 관한 9

문항을 포함하였다.

나 ) 신체 계측

대상자들의 출생시 신장과 체중은 면접에 의해서 기록하였으며, 조사당시

현재의 체중은 영유아용 체중계(CAS com put in g scale, 100)로, 신장은 영유아

용 목제 신장계에 영유아를 supin e position으로 눕힌 후 한 조사자가 두부를

측정판 끝에 닿게 고정시키고, 다른 조사자는 영아의 무릅을 편 상태에서 발을

잡고 발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뒤꿈치를 발판에 맞닿게 하여 측정하였다.

3 . 분석방 법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자료의 분석은 SA S (Stat istical Analy sis Sy st em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유아의 체중은 Z- score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Z- score는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를 참고하여 해당 월령에

속하는 평균체중에서부터 벗어난 정도를 해당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비만도 판정은 Kaup In dex 1)를 이용하였다. Kaup In dex에 의한 평가기준으로는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저체중(14미만), 정상(14이상 17미만), 과체중(17이

상 18.5미만), 비만(18.5이하)으로 나누어지고,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는 저체

중(14미만), 정상(14이상 16.5미만), 과체중(16.5이상 18미만), 비만(18이하)으로

나누어진다.

1) Kaup Index : Weight (g ) ÷ [Height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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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방법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부모 및 유아와 관련된 특성, 영양공

급 및 식습관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X 2 - test를 실시하였고, 셋

째, 비만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찾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수 유 ]

초유수유

모유수유

수유방법

식품혼합

[식습 관 ]

아기식욕

선호식품

규 칙 성

[이 유 ]

최초이유식

시작시기/ 이유

이유시증상

숟가락사용

식품섭취시작/ 빈도

생우유시작시기/ 량
우유 총 섭취량

시판이유식

젖병사용

[부 모 ] [아 기 ]

체중 출생체중

학력 성 별

직업 건강상태

(어머니) 분만방법

재태기간

일반 적 특 성 영 양공 급 방 법 및 식 습 관 특 성

유 아 기 의 비 만

(현재의 체중에 대한 Z- Score / Kaup 지수)

X 2 - T est X 2 - T est

L og is tic R eg ress ion A naly s is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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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아기 의 특 성

남아가 318명(54.9% ), 여아가 261명(45.1% )이며, 출생 순위별로는 첫 번째

가 347명(61.6% )로 가장 많았다. 출생방법으로는 정상분만한 경우가 333명

(58.0% )이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1.0±6.73개월이었으며, 24∼29개

월(20.5% ), 15∼17개월(19.3% ), 12∼14개월(19.1% ), 18∼20개월(15.7% ), 30∼36개

월(14.8% ), 21∼23개월(10.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기간의 경우 38∼42주가

441명(88.4% )으로 나타났다(T able 3).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출생체중은

남아 3.29㎏, 여아 3.19㎏로 1998년에 발표된 소아발육표준치(남:3.4㎏, 여:3.3㎏)

와 비숫하였다.

T 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Group N %

Sex
Male 318 54.9
Female 261 45.1

Birth order

1st 347 61.6
2nd 197 35.0
3rd 18 3.2
4th 1 0.2

Birth w ay
Normal 333 58.0
Operation 241 42.0

Age(month)

< 15 110 19.1
15≤ < 18 111 19.3
18≤ < 21 90 15.7
21≤ < 24 61 10.6
24≤ <30 118 20.5
≥30 85 14.8

Duration of

pregnancy (week)

<38 56 11.2
38≤ ≤42 441 88.4
≥43 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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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모 의 특 성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3.6±3.7세였고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0.5±3.4였다.

어머니의 직업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94명(16.2%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며 485명

(83.8% )이 전업주부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12명(72.2% )이 대졸 이상이었으

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294명(51.7% )이 대졸 이상이었다(T able 4).

T able 4. Parent ' s character istics

Group N %

Paternal age

(years )

<30 62 10.7

30 - 39 475 82.2

≥40 41 7.1

Maternal age

(years )

< 25 15 2.6

25 - 29 216 37.3

30 - 34 283 48.9

35 - 39 55 9.5

≥40 10 1.7

Maternal occupation
Yes 94 16.2

No 485 83.8

Paternal education

(years )

< 10 2 0.4

10 - 12 156 27.4

13 - 16 381 66.8

≥ 16 31 5.4

Maternal education

(years )

< 7 10 1.8

7 - 9 6 1.1

10 - 12 259 45.5

≥ 12 294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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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유아 의 영양 공급방 법에 관한 실 태조사

1) 수유 실태

출산 직후 초유를 시도했던 경우가 460명(79.4% )이었으며 119명(20.6% )은

초유도 수유하지 않았고 출생 후 전혀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43명

(42.0% )이었으며 모유수유를 시도한 경우에 1개월 이하에 포기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1명(33.0% )이나 되었다. 모유수유로 인해 면역이 생기는 생후 2∼3개

월 이상 모유를 수유한 경우는 225명(48.9% )이었다. 생후 1년까지의 수유방법

중 혼합수유가 352명(60.8% )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처음에는 모유, 나중에는

혼합수유/ 분유의 경우가 264명(45.6% )이고 처음부터 혼합수유가 88명(15.2% )이

었다. 그리고 조제분유만 수유한 경우는 202명(34.9% ), 모유만 수유한 경우는

25명(4.3% )으로 나타났다 (T able 5).

T able 5. Charact eristics r elat ed to feedin g m ethods

Group N %

Breast feeding at

birth

Yes 460 79.4

No 119 20.6

Breast feeding
Yes 336 58.0

No 243 42.0

Breast feeding

duration (month )

1 111 33.0

2 - 3 96 28.6

4 - 6 82 24.4

7 - 12 47 14.0

Feeding method

during the fir st

year

Breast feeding and

mixed feeding
264 45.6

Formula type only 202 34.9

Mixed feeding only 88 15.2

Breast feeding only 2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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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유 실태

이유식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가장 적절한 시기인 생후 4∼6개월이 296명

(51.3% )이었고, 1∼3개월이 240명(41.6% ), 7∼9개월이 28명(4 .9% ), 10개월 이후

가 13명(2.3% )이었다.

처음 시작한 이유식의 내용은 집에서 만든 과즙이 323명(55.9% ), 죽이 115

명(19.9% ), 분말형 시판 이유식이 102명(17.6% ), 시판 과즙, 야채즙이 20명

(3 .5% ), 어른 음식 으깬 것이 17명(2.9% ), 병제품 시판 이유식이 1명(0.2% )으로

나타나 처음이유식 도입 식품으로는 과즙이 가장 많았다.

시판되는 이유식(예: 매일 맘마밀, 후디스 아기밀, 스텝 등)을 먹여본 경우

는 522명(90.2% )이나 되어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시판이유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able 6).

T able 6. Charact eristics r elat ed to w eanin g practices

Group N %

Distribution of age to

introduce fir st

supplementary

food(months )

1 - 3 240 41.6

4 - 6 296 51.3

7 - 9 28 4.9

≥ 10 13 2.3

First supplementary

foods

(weaning period)

Home made fruit juice 323 55.9

Home made porridge 115 19.9

Mashed adult food 17 2.9

Commercial powered

weaning products
102 17.6

Commercial fruit juice,

vegetable juice
20 3.5

Commercial bottled

weaning products
1 0.2

Feeding commercial

supplementary foods

Yes 522 90.2

No 57 9.8

- 19 -



이유식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352명(61.0% ), 숟

가락 훈련과 맛의 경험을 위해서가 106명(18.4% ), 육아책이나 주변에서 해야된

다고 해서가 54명(9.4% ), 아기가 잘 먹어서 37명(6 .4% ), 수유량이 부족해서가

18명(3.1% ), 아기의 이가 나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가 10명(1.7% )으로 나타났

다(T able 7).

T able 7. Reason of feedin g w eanin g foods

Group N %

Lack of sufficient amount of breast feeding 18 3.1

Suppling nutrient s 352 61.0

Baby likes weaning foods 37 6.4

Baby is able to chew 10 1.7

T raining for spoon feeding and taste 106 18.4

Recommended by other s and baby book 5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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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기동안 각 식품의 시작 시기로는 계란이 7.5±3.3개월이었고 고기가 9.2

±3.6개월, 생선이 8.7±3.2개월, 우유가 12.3±3.2개월, 요구르트가 9.0±3.4개월,

치즈가 9.0±3.6개월, 밥, 빵, 국수류가 7.6±3.0개월, 과일, 쥬스류가 4.8±2.4개

월, 야채류가 7.5±3.6개월이었으며, 분말형 시판이유식은 5.5±2.5개월, 병제품

시판이유식은 5.8±2.6개월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이유식으로 가장

먼저 이용한 식품은 과일쥬스였고 가장 늦게 공급한 식품은 우유인 것으로 나

타났다(T able 8).

T able 8. Star ting ag e of w eaning foods

Foods N Month

Egg 547 7.5±3.3

Meat 543 9.2±3.6

Fish 556 8.7±3.2

Milk 501 12.3±3.2

Yogurt 549 9.0±3.4

Cheese 539 9.0±3.6

Grains, Bread, Noodles 573 7.6±3.0

Fruit , Juice 572 4.8±2.4

Vegetable 540 7.5±3.6

Powdered weaning food 496 5.5±2.5

Bottled weaning food 148 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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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이유기동안 식품별 섭취빈도는 다음과 같다

(T able 9).

계란의 섭취는 가끔 섭취가 249명(44.9% ), 자주 섭취가 130명(23.4% ),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94명(16.9% ), 매일 섭취가 82명(14.8% )이었다. 고기의 경우

가끔이 317명(57.4% )이었고, 자주 섭취가 106명(19.2% ),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가 90명(16.3% )이었으며 매일 섭취가 39명(7 .1% )이었다. 생선의 경우 가끔 섭취

가 291명(52.3% )이었으며, 거의 섭취하지 않음이 54명(9.7% )이었다.

우유는 289명(59.6% )이 매일 섭취했으며 거의 섭취하지 않음이 88명

(18.1% )이었고, 요구르트는 249명(45.9% )이 매일 섭취했고 거의 섭취하지 않음

이 88명(18.1% )이었다. 치즈는 193명(35.5% )이 매일 섭취했고 76명(14.0% )이 거

의 섭취하지 않았다.

밥류, 빵류, 국수류는 매일이 403 (70.8% ), 자주가 76명(13.4% ), 가끔이 73명

(12.8% ),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17명(3 .0% )이고, 90명의 대상자가 매일 곡류

군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 및 쥬스 등의 섭취에서 매일 섭취가 341(59.7% )이었고 자주 섭취가

140명(24.5% )이었으며 가끔이 73명(12.8% )이었고 17명(3 .0% )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채소군의 섭취는 가끔 섭취한다가 206명(37.7% ), 매일이 171명(31.3% )이었

고, 자주가 111명(20.3% ),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59명(10.9% )이었다.

분말형 시판이유식은 매일 섭취가 398 (79.4% )이었고, 거의 섭취하지 않음이

53명(10.6% )이었으며, 병제품 시판이유식은 104명(51.7% )이 거의 섭취하지 않는

다고 했으며, 매일 섭취는 31명(15.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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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9. Food frequencies in weaning period from 6 months to 12 months

Food Group Frequency N (%)

Egg

Rarely 94(16.9)

Sometimes 249(44.9)

Often 130(23.4)

Daily 82(14.8)

Meat

Rarely 90(16.3)

Sometimes 317(57.4)

Often 106(19.2)

Daily 39( 7.1)

Fish

Rarely 54( 9.7)

Sometimes 291(52.3)

Often 166(29.9)

Daily 45( 8.1)

Milk

Rarely 88(18.1)

Sometimes 51(10.5)

Often 57(11.8)

Daily 289(59.6)

Yogurt

Rarely 41( 7.6)

Sometimes 123(22.7)

Often 130(23.9)

Daily 249(45.9)

Cheese

Rarely 76(14.0)

Sometimes 156(28.7)

Often 118(21.7)

Daily 193(35.5)

Grains Bread Noodles

Rarely 17( 3.0)

Sometimes 73(12.8)

Often 76(13.4)

Daily 403(70.8)

(continued )

- 23 -



T able 9. (continued )

Food Group Frequency N (%)

Fruit s and Juice

Rarely 17( 3.0)

Sometimes 73(12.8)

Often 140(24.5)

Daily 341(59.7)

Vegetable

Rarely 59(10.8)

Sometimes 206(37.7)

Often 111(20.3)

Daily 171(31.3)

Powdered weaning food

Rarely 53(10.6)

Sometimes 31( 6.2)

Often 19( 3.8)

Daily 398(79.4)

Bottled weaning food

Rarely 104(51.7)

Sometimes 51(25.4)

Often 15( 7.5)

Daily 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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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나 조제분유 대신 생우유를 먹이기 시작한 경우는 평균 14.5±3.7개월

이었고, 생후 1년경의 생우유 섭취량은 하루 평균 342.4±317.6㎖를 섭취하였다

(T able 10).

T able 10. Charact eristics r elated to wh ole m ilk feedin g

N Mean ± SD*

T he age of starting (months ) 395 14.5 ± 3.7

Average amount of daily intake (㎖) 410 342.4±317.6

* SD : standard deviation

조사당시 현재 생우유, 조제분유, 두유류 등의 하루 평균 총 섭취량은 2개

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남아가 800㎖ 여아가 79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남아가 697㎖, 여아가 698㎖,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남아가 620㎖ 여아가

516㎖, 30개월 이상 남아가 479㎖ 여아가 433㎖로 나타났다(T able 11).

T able 11. Daily t otal am ount of wh ole milk , form ula an d soyb ean m ilk

int ake

Months Sex N Mean (㎖)

12≤ 〈18
M 115 800±386

F 95 791±360

18≤ 〈24
M 85 697±368

F 56 698±377

24≤ 〈30
M 55 620±371

F 52 516±339

30≤ 〈36
M 40 479±306

F 39 4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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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서 12개월 전후에 이유식을 먹인 방법은 젖병에 분유와 섞어서 260

명(50.1% ), 숟가락 이용이 178명(34.3% ), 젖병에 이유식만 먹인 경우가 72명

(13.9% ), 기타가 9명(1.7% )이었다. 이것으로 이유식 먹이는 방법은 주로 젖병

이나 숟가락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98.3% ).

젖병을 12개월까지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5명(23.6% )뿐이었고, 대부분

의 조사대상자의 젖병 사용기간은 너무 길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숟가락 사용이 적절한 시기인 4∼6개월에 숟가락을 처음 사용했다고 응답

한 경우는 269명(46.6% )뿐이었고, 188명(32.6% )은 7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숟가

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 able 12).

T able 12. Charact eristics r elated to feeding m ethod

Group N %

Feeding method

(from 6mo to 12mo)

Spoon 178 34.3

Weaning foods in bottle 72 13.9

Mixed with formula in bottle 260 50.1

Other s 9 1.7

Duration of feeding

formula in bottle

(months)

12 45 23.6

13 - 18 85 44.5

19 - 24 48 25.1

≥ 25 13 6.8

Beginning age of

spoon feeding

(months)

≤ 3 120 20.8

4 - 6 269 46.6

7 - 9 71 12.3

10 - 12 75 13.0

13 - 15 22 3.8

≥ 16 2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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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식욕은 잘 먹지 않는 편이 87명(15.1% )이었고, 매우 잘 먹지 않는다

가 18명(3 .1% )이었다.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식품은 육류가 173명(30.1% ), 유제

품 171명(29.7% ), 과일과 쥬스 73명(12.7% ), 야채 8명(1.4% )이었고 과자류의 당

분이 많은 식품도 30명(5 .2% )이나 되었다(T able 13).

T able 13. Baby ' s food h abit s

Group N %

Baby ' s appetite

very well 103 17.9

well 246 42.6

good 123 21.3

not good 87 15.1

poor 18 3.1

Food preference

Egg , Fish and Meat 173 30.1

Milk, Yogurt , & Cheese 171 29.7

Bread and Cereal 119 20.7

Fruit and Juice 73 12.7

Vegetable 8 1.4

Cookies/ Snacks 30 5.2

Hamburger/ Pizza 1 0.2

아기가 안먹으려 할 때 어머니의 태도는 먹이지 않는다가 433명(75.2% )로

가장 많았고, 먹는 것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가 109명(18.9% ), 먹도록 강요

한다가 32명(5 .6% )이었다(T able 14).

T able 14. Mother ' s attitude toward weaning foods

Group N %

T ime at refusing

weaning food

Stop feeding 433 75.2

T rying to build of eating habit s 109 18.9

Enforce to feed 32 5.6

- 27 -



이유식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장 어려웠던 내용으

로는 아기가 잘 먹지 않아서가 177명(42.3% )으로 가장 많았고, 어떤 식품을 먹

어야 하는지 몰라서가 73명(17.5% ), 적당한 조리법을 잘 몰라서가 56명(13.4% ),

설사 등 소화불량이 51명(12.2% ), 얼마만큼 먹어야 할지 몰라서가 44명(10.5% ),

시작시기를 몰라서가 15명(3 .6% )이었고, 2명(0.5% )이 변비로 나타났다(T able

15).

T able 15. M ost difficult point s of st ar tin g w eanin g foods

Group N %

Doesn ' t like to eat 177 42.3

Do not know what to feed 73 17.5

Do not know how to prepare 56 13.4

Diarrhea and lndigestion 51 12.2

Do not know how much to feed 44 10.5

Do not know when to start 15 3.6

Constipation 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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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에 대하여 가장 알고 싶은 사항은 이유식이 성장발달에 미치는 효과

가 140명(27.6% ), 가정에서 이유식 만드는 방법이 130명(25.6% ), 이유식 방법

및 섭취량이 105명(20.7% ), 월령별 아기에게 알맞는 이유식 종류가 85명

(16.8% ), 시판이유식의 선택방법이 32명(6.3% ), 적절한 이유시가가 15명(3 .0% )으

로 나타났다(T able 16).

이유식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없다는 대답은 71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

지했다.

T able 16. M ost prefer able thin g s to know about w eaning foods

Group N %

Impact of weaning food on baby ' s growth 140 27.6

Preparation method for weaning food at home 130 25.6

Feeding method and amount intake 105 20.7

Proper weaning food Items by month 85 16.8

Selection of commercial weaning product s 32 6.3

Proper time to start weaning foods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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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대 상자의 건강상 태

조사대상자들의 질병이나 증상들에 대한 결과 감기 및 호흡기계 질병은

2- 3달에 한번이 179명(30.9% )이었으며, 한달에 1번 이상이 167명(28.8% ), 주 1

번 이상이 31명(5 .4% )으로 의외로 호흡기계 질병이 많았으며, 구토의 경우 366

명(63.2% )이 거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명(14.5% )이 1년에 1- 2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의 경우 361명(62.3% )이 거의 경험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17명(20.2% )이 1년에 1- 2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의

경우 409명(70.6% )이 거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에 1번 이상이

56명(9.7% )이었고, 1년에 1- 2번이 45명(7 .8% )이었고, 한달에 1번 이상이 29명

(5 .0% )이었다. 피부질환의 경우 471명(81.3% )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45명(7 .8% )이 만성질환(아토피성)으로 나타났다(T able 17).

T able 17. Frequency of baby ' s morbidity

Group N %

Cold

Once a week 31 5.4

Once a month 167 28.8

Once every 2 to 3 months 179 30.9

3 to 5 times/ year 122 21.1

1 to 2 times/ year 64 11.1

No experience 16 2.8

Vomitting

Once a week 17 2.9

Once a month 36 6.2

Once every 2 to 3 months 33 5.7

3 to 5 times/ year 43 7.4

1 to 2 times/ year 84 14.5

No experience 366 63.2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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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7. (cont inued )

Group N %

Diarrhea

Once a week 1 0.2

Once a month 21 3.6

Once every 2 to 3 months 29 5.0

3 to 5 times/ year 50 8.6

1 to 2 times/ year 117 20.2

No experience 361 62.3

Constipation

Once a week 56 9.7

Once a month 29 5.0

Once every 2 to 3 months 24 4.1

3 to 5 times/ year 16 2.8

1 to 2 times/ year 45 7.8

No experience 409 70.6

Skin disorder

Once a week 45 7.8

Once a month 9 1.6

Once every 2 to 3 months 6 1.0

3 to 5 times/ year 14 2.4

1 to 2 times/ year 34 5.9

No experience 471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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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대 상자의 특성 및 식습 관과 비만과 의 관련 성

1) 연령 에 따 른 체 중과 K aup 지수 분포

조사대상자의 체중을 1998년 한국소아발육 표준치와 비교하였을 때, 남아의

경우 각 월령별로 모두 50 percentile 이상에 속했으며, 여아의 경우는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평균 체중이 50 percentile 이상에 속하였다.

1998년 한국소아발육 표준치의 평균체중은 남아의 경우 12- 15개월이 10.42

㎏, 15- 18개월이 11㎏, 18- 21개월이 11.72㎏, 21- 24개월이 12.3㎏, 24- 30개월이

12.94㎏, 30- 36개월이 14.08㎏인데 조사대상 남아와 비교했을 때 모두 평균체중

보다 160- 580g정도 높았다. 여아의 한국소아발육 표준치의 평균체중은 12- 15개

월이 10㎏, 15- 18개월이 10.52㎏, 18- 21개월이 11.23㎏, 21- 24개월이 12.03㎏,

24- 30개월이 12.51㎏, 30- 36개월이 13.35㎏으로 조사대상 여아와 비교했을 때

15- 18개월의 경우 한국소아발육 표준치의 평균체중보다 270g 높게 나타났다.

Kaup In dex로 비만도를 측정한 경우 남아, 여아 모두 정상군에 속했으나,

남아는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과체중 경향을 나타냈다(T able 18).

T able 18. T h e distr ibution of w eight an d k aup index by ag e

Age(month) Sex N
Weight (kg) Kaup Index *

Mean±SD Mean±SD* *

12≤ < 15
Male 58 10.58±1.09 17.28±1.74
Female 51 9.78±1.03 16.67±1.54

15≤ < 18
Male 61 11.35±1.20 17.26±1.43
Female 50 10.79±1.40 16.70±1.83

18≤ < 21
Male 49 12.12±1.54 17.24±2.34
Female 41 11.18±0.99 16.45±1.47

21≤ < 24
Male 41 12.88±1.35 17.30±2.12
Female 19 11.71±0.99 16.15±1.36

24≤ <30
Male 64 13.17±1.80 16.69±2.03
Female 54 12.38±1.36 16.13±1.61

30≤ ≤36
Male 42 14.28±1.76 16.59±1.55
Female 43 13.07±1.28 15.91±1.59

* Kaup Index : Weight (g) ÷ [ Height (cm)]2 × 10 **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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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아발육 표준치를 이용한 표준편차 점수(Z- S core)로 분석하여 T able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5∼75 percentile에 속하는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에 따라 44.1%∼67.1%로 나타났고 30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유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Z- Score의 25 percent ile 이하에 속하는 비율은 15개

월 미만 유아가 가장 높았고 15∼18개월 유아가 75 percentile 이상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Kaup In dex를 이용하여 저체중군, 정상군, 과체중군, 비만군으로 분류한 결

과 월령별로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에서 가장 많은 유아가 정상군에 속하였

으나 18개월 미만의 경우 50% 이상이 정상체중 이상(과체중이나 비만)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18∼21개월 유아가 비만군에 속한 비율은 20%로 가장 높았다

(T able 19).

T able 19. Degree of obesity by age (month ) unit : per son (% )

A g e

W eight (Z- Score) Degree of ob esity

< 25
25≤

< 75
≤ 75

Un der

w eight
Norm al

Ov er

w eight
Ob esity

< 15 27 (24.8) 58 (53.2) 24 (22.0) 4 (3.6) 48 (43.6) 40(36.4) 18 (16.4)

15≤ < 18 24 (21.6) 49(44.1) 38 (34.2) 2(1.8) 51(46.0) 41(36.9) 17 (15.3)

18≤ < 21 17 (19.1) 49(55.1) 23 (25.8) 2(2.2) 52(57.8) 18 (20.0) 18 (20.0)

21≤ < 24 9(15.0) 39(65.0) 12(20.0) 1(1.6) 38 (62.3) 12(19.7) 10(16.4)

24≤ < 30 20(17.1) 77 (65.8) 20(17.1) 6 (5.1) 60(50.9) 37 (31.4) 15 (12.7)

≥30 18 (21.2) 57 (67.1) 10(11.8) 5 (5.9) 50(58.8) 18 (21.2) 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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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체중 의 Z- S core에 영향 을 주 는 요 인 분 석

본 연구에서 현재의 체중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조사대상자의 체중

에 대한 Z- Score를 상하위 25%와 중간 50%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독

립변수로는 유아 및 부모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 수유관련 변인, 이유관련 변인

들을 설정하여, 체중 Z- S core에 따라 분류한 세 집단에서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T able 18).

유아와 관련된 특성으로서 출생시 체중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출생시 체

중이 클수록 현 체중의 Z- Score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식생활 관련요

인으로서 식욕과 식사의 규칙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식욕이 좋을

수록 체중의 Z- S core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감기 및 설사빈도에 따른 체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높을수록 체중의 Z- Score값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사빈도와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 관련된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비만도가 유아의 체

중과 유의적으로 관련성이 있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영아기의 영양공급 방법에 따른 현 체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유 및

이유와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수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한 경우 고체중군에 속한 비율이

더 높았고, 생후 1년동안 모유만을 수유한 경우에는 저체중군에 속한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시작시기나 생후 6∼12개월동안의 유제품 및 동

물성식품의 섭취빈도는 체중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젖병을 이용해 영양공급을 중단한 경우 체중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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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0. T he distribution of relative weight (Z- score) by candidate risk factor s

(unit : per son (%))

Variable
Weight (Z- score)

X 2

Mean±SD Low Moderate High

Birth

weight

Low - 0.19±0.88 44(29.5) 82(55.0) 23(15.4)

19.104* *Moderate 0.11±0.91 64(18.8) 199(58.4) 78(22.9)

High 0.37±0.91 7( 8.6) 48(59.3) 26(32.1)

Breast

feeding

Yes 0.06±0.92 79(19.8) 228(57.0) 93(23.3)
0.800

No 0.09±0.92 36(21.1) 101(59.1) 34(19.9)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 0.42±0.90 8(34.8) 12(52.2) 3(13.0)

5.238F ormula 0.08±0.92 43(21.4) 118(58.2) 40(19.9)

Mixed F eeding 0.09±0.91 64(18.4) 199(57.4) 84(24.2)

Appetite

Low - 0.44±0.74 36(34.3) 61(58.1) 8( 7.6)

43.353* *Moderate - 0.06±0.77 25(21.0) 80(67.2) 14(11.8)

High 0.27±0.95 53(15.4) 187(54.2) 105(30.4)

Eating

habit

Regular 0.10±0.91 83(19.5) 241(56.7) 101(23.8)
2.281

Irregular - 0.03±0.93 32(21.9) 88(60.3) 26(17.8)

Introduce

fir st

weaning

foods

(months)

1 to 3 0.08±0.92 47(20.0) 138(58.7) 50(21.3)

1.4834 to 6 0.06±0.90 58(19.8) 169(57.7) 66(22.5)

7 to 9 0.04±1.05 10(24.4) 20(48.8) 11(26.8)

Spoon use

(months)

1 to 3 0.12±0.96 24(20.3) 65(55.1) 29(24.6)

1.5614 to 6 0.01±0.90 56(20.8) 159(59.1) 54(20.1)

over 7 0.12±0.92 35(19.2) 103(56.6) 44(24.2)

Bottle use

(months)

under 12 - 0.09±0.92 12(27.3) 27(61.4) 5(11.4)
3.857

over 12 0.08±0.92 103(19.5) 302(57.3) 122(23.2)

Meat group

Low 0.06±0.94 19(23.2) 44(53.7) 19(23.2)

2.070Moderate 0.10±0.91 57(18.3) 181(58.2) 73(23.5)

High 0.01±0.90 27(20.6) 79(60.3) 25(19.1)

* p< 0.1 (continued)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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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0. (continued) (unit : per son (%))

Variable
Weight (Z- score)

X 2

Mean±SD Low Moderate High

Milk

products

Low - 0.02±0.93 22(21.2) 61(58.7) 21(20.2)

0.862Moderate 0.11±0.91 40(17.9) 131(58.7) 52(23.3)

High 0.18±0.96 21(17.4) 72(59.5) 28(23.1)

Cold

Often - 0.03±0.86 41(21.1) 121(62.4) 32(16.5)

9.882* *Sometimes 0.10±0.97 65(21.8) 160(53.7) 73(24.5)

Rarely 0.19±0.85 9(11.4) 48(60.8) 22(27.9)

Diarrhea

Often 0.25±0.78 6(27.3) 14(63.6) 2( 9.1)

5.994Sometimes 0.19±0.96 15(19.2) 39(50.0) 24(30.8)

Rarely 0.06±0.92 94(20.0) 276(58.6) 101(21.4)

Maternal

job

Yes 0.05±0.90 17(18.5) 57(62.0) 18(19.6)
0.862

No 0.07±0.92 98(20.5) 272(56.8) 109(22.8)

Paternal

education

(years )

≤ 12 0.16±1.00 31(19.8) 84(53.5) 42(26.8)
2.656

≥ 16 0.04±0.89 82(20.3) 240(59.3) 83(20.5)

Maternal

education

(years )

≤ 12 0.07±0.91 50(19.1) 155(59.2) 57(21.8)
0.549

≥ 16 0.07±0.93 63(21.1) 168(56.2) 68(22.7)

Birth order

1st 0.09±0.93 63(18.5) 201(58.9) 77(22.6)

7.3022nd - 0.01±0.88 44(22.6) 113(58.0) 38(19.5)

3rd 0.55±0.96 1(5.3) 10(52.6) 8(42.1)

Birth way
Normal 0.04±0.87 64(19.5) 197(60.1) 67(20.4)

1.830
Operation 0.09±0.98 50(21.0) 130(54.6) 58(24.4)

Paternal

BMI

< 25 0.04±0.93 90(21.5) 241(57.5) 88(21.0)
4.901

≥ 25 0.21±0.85 15(12.8) 71(60.7) 31(26.5)

Maternal

BMI

< 25 0.06±0.91 102(19.6) 305(58.7) 113(21.7)
5.275

≥ 25 0.24±1.12 8(24.2) 13(39.4) 12(36.4)

* p< 0.1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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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저체중, 과체중에 대한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T able 21) 출생시 체중, 아버지의 BMI, 유아의 식욕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시 체중이 클 경우와 아버지의 비만도가 높을수록 체중

이 낮은군에 비해서 높은군에 속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식욕이 좋을수록 현재의 체중이 낮은군에 비해서 높은군에 속할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 able 21. Odds ratio of related factor s on weight of infant s

Variables
Low -

M oderate

M oderate-

High

Low -

High

Birth order 0.65 1.21 0.87

Birth w ay (operation : r ef† =n orm al) 1.11 1.11 1.00

Birth w eight 1.92* * 1.28 3.41* *

F ather `s BMI(ob esity : r ef=n orm al) 1.74 1.05 2.72*

M oth er `s BMI(obesity : r ef=norm al) 0.51 3.10* * 1.01

Appetite m oderat e (ref=no appet ite ) 1.73 0.93 1.34

Appetite high (ref=no appet ite ) 2.06* 3.27 * * 9.04* *

Eat in g h abit (ref=irr egular ) 0.64 1.11 0.55

Introdu ce fir st

w eanin g foods (m onth s )
0.92 0.97 0.98

Spoon u se (m onth s ) 1.05 1.05 1.07

M eat group (day/ m onth ) 0.99 0.98 0.98

Milk produ ct s (day/ m onth ) 1.02 0.98 1.01

* p < 0.1

** p < 0.05

† ref = refer 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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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비만 도 (Kaup Index )에 영향 을 주 는 요 인분 석

유아의 비만도를 판정하기 위해 Kaup In dex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유아를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인 비만도와

각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은 X 2 - test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T able 22에 제

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비만도와 유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아

의 성별, 식욕, 젖병의 이용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19.2%가 비만군에

속하는 반면 여아의 경우는 10.8%가 비만군에 속하였고, 과체중군에 속한 비율

은 남녀 각각 31.6%와 25.4%로 나타나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과체중이나

비만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식욕의 경우, 식욕이 좋을수록 체중이 많이 나

가는 것으로 나타나 식욕이 좋은 유아의 22.9%가 비만군에 속한 반면, 식욕이

좋지 않거나 보통인 경우 비만군에 속한 비율이 각각 2.9%와 5.7%였다. 또한

생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젖병을 이용한 유아는 12개월 이전까지 젖병을 이용한

유아에 비해 비만군에 속한 비율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생후 12개월 이

후에도 젖병을 사용할 때, 이유식, 선식 등을 혼합하여 숟가락 대신 젖병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 중 수유방법이나 이유보충식, 급식시기 및 방법, 부모의 특

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유아의

출생시 신장이나 체중이 큰 경우 비만군에 속한 비율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8 -



T able 22. T he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obesity (unit : person (%))

Variable

Kaup Index

X 2

Mean±SD
Under

weight
Normal

Over

weight
Obesity

Sex
Male 17.05±1.89 4(1.3) 152(48.0) 100(31.6) 61(19.2)

20.987* *

Female 16.36±1.61 16(6.2) 150(57.7) 66(25.4) 28(10.8)

Appetite

Low 15.82±1.57 8(7.6) 77(73.3) 17(16.2) 3( 2.9)

66.685* *Moderate 16.46±1.09 0(0.0) 79(64.2) 37(30.1) 7( 5.7)

High 17.13±1.96 12(3.4) 146(41.8) 111(31.8) 80(22.9)

Eating
Habit

Irregular 16.47±1.77 5(3.4) 87(58.8) 40(27.0) 16(10.8)
4.638

Regular 16.84±1.81 15(3.5) 216(50.1) 126(29.2) 74(17.2)

Breast
Feeding

Yes 16.70±1.67 15(3.7) 217(53.3) 116(28.5) 59(14.5)
1.448

No 16.86±2.10 5(2.9) 86(50.0) 50(29.1) 31(18.0)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16.24±2.07 2(8.0) 15(60.0) 5(20.0) 3(12.0)

5.053Formula 16.85±2.14 8(4.0) 101(50.0) 56(27.7) 37(18.3)

Mixed

Feeding
16.73±1.56 10(2.8) 187(53.1) 105(29.8) 50(14.2)

Introduce
Fir st
Weaning
Food
(month )

1 - 3 16.89±1.94 7(2.9) 123(51.3) 69(28.8) 41(17.1)

2.5894 - 6 16.71±1.71 11(3.7) 154(52.0) 87(29.4) 44(14.9)

7 - 9 16.20±1.65 2(4.9) 25(61.0) 9(22.0) 5(12.2)

Bottle
Use
(month )

< 12 16.08±1.39 4(8.7) 28(60.9) 12(26.1) 2( 4.4)
8.816* *

≥ 12 16.81±1.83 16(3.0) 275(51.6) 154(28.9) 88(16.5)

Spoon
Use
(month )

1 - 3 16.91±1.76 4(3.3) 56(46.7) 38(31.7) 22(18.3)

7.0554 - 6 16.54±1.58 13(4.8) 147(54.7) 74(27.5) 35(13.0)

≥ 7 16.96±2.10 3(1.6) 98(52.1) 54(28.7) 33(17.6)

Meat
Group

Low 16.74±1.63 3(3.5) 44(51.8) 28(32.9) 10(11.8)

6.802Moderate 16.77±1.75 9(2.9) 159(50.6) 90(28.7) 56(17.8)

High 16.59±1.61 7(5.3) 71(54.2) 40(30.5) 13( 9.9)

* p< 0.1 (continued)

** p< 0.05

- 39 -



T able 22. (continued) (unit : per son (%))

Variable

Kaup Index

X 2

Mean±SD
Under

weight
Normal

Over

weight
Obesity

Milk
Product

Low 16.53±1.76 4(3.7) 55(51.4) 32(29.9) 16(15.0)

0.917Moderate 16.80±1.70 7(3.1) 114(50.7) 69(30.7) 35(15.6)

High 16.85±1.66 3(2.5) 64(52.9) 33(27.3) 21(17.4)

Maternal
Job

Yes 16.74±1.73 15(3.1) 254(52.4) 138(28.5) 78(16.1)
1.737

No 16.78±2.16 5(5.3) 49(52.1) 28(29.8) 12(12.8)

Maternal
Education

≤ 12 16.76±1.81 11(4.2) 130(49.1) 79(29.8) 45(17.0)
45(17.0)

≥ 16 16.73±1.80 9(3.0) 168(55.3) 86(28.3) 41(13.5)

Paternal
Education

≤ 12 16.89±1.75 7(4.4) 72(45.6) 47(29.8) 32(20.3)
6.027

≥ 16 16.70±1.82 13(3.2) 226(54.9) 118(28.6) 55(13.4)

Birth
Height

Low 16.50±2.00 6(6.1) 57(57.6) 21(21.2) 15(15.2)

8.790Moderate 16.75±1.81 11(3.6) 164(53.4) 88(28.7) 44(14.3)

High 16.89±1.67 3(1.7) 82(47.4) 57(33.0) 31(17.9)

Birth
Weight

Low 16.55±1.79 4(2.7) 92(61.7) 35(23.5) 18(12.1)

8.591Moderate 16.75±1.68 13(3.7) 169(48.6) 110(31.6) 56(16.1)

High 17.11±2.28 3(3.7) 42(51.2) 21(25.6) 16(19.5)

Cold

Often 16.72±1.99 4(2.0) 109(55.1) 59(29.8) 26(13.1)

9.625Sometimes 16.74±1.78 14(4.7) 158(52.5) 76(25.3) 53(17.6)

High 16.86±1.40 2(2.5) 36(45.0) 31(38.8) 11(13.8)

Diarrhea

Often 16.39±1.46 0(0.0) 15(68.2) 5(22.7) 2( 9.1)

4.743Sometimes 17.05±1.80 2(2.5) 37(46.8) 24(30.4) 16(20.3)

High 16.72±1.82 18(3.8) 251(52.5) 137(28.7) 72(15.1)

Paternal
BMI

< 25 16.69±1.79 18(4.3) 218(51.3) 123(28.9) 66(15.5)
5.302

≥ 25 16.99±1.83 0(0.0) 65(54.6) 36(30.3) 18(15.1)

Maternal
BMI

< 25 16.71±1.68 18(3.4) 274(52.0) 156(29.6) 79(15.0)
2.964

≥ 25 17.31±3.03 2(5.9) 17(50.0) 7(20.6) 8(23.5)

* p< 0.1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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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현재 체중을 Kaup In dex로 저체중군, 정상군, 과체중군, 비만군

으로 분류하여 관련요인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 able 23), 비만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저체중에 속할 확률이 높고, 남

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시 체중이 높을수록, 식욕이 좋을수록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할 확

률이 높았다.

T able 23. Odds ratio of related factor s on kaup index of infant s

Variables
Nom al- Un der

W eight

Nom al- Ov er

W eight

Nom al-

Obesity

Birth order 1.38 1.00 0.88

Birth w ay (operation : r ef† =n orm al) 0.27 0.73 0.88

Birth height 0.96 1.13 0.87

Birth w eight 0.96 1.38 * 1.53 *

Sex (fem ale : ref=m ale) 8.68 * * 0.63 * 0.47* *

F ather `s BMI(ob esity : r ef=n orm al) 0.00 1.14 0.76

M oth er `s BMI(obesity : r ef=norm al) 0.79 0.95 2.82

Appetite m oderat e (ref=no appet ite ) 0.00 2.12* 3.10

Appetite high (ref=no appet ite ) 1.32 4.44 * * 23.09* *

Eat in g h abit (ref=irr egular ) 2.09 0.76 0.65

Introdu ce fir st

w eanin g foods (m onth s )
1.28 0.98 1.03

Spoon u se (m onth s ) 1.02 1.02 1.00

M eat group (day/ m onth ) 1.07 0.99 0.95

Milk produ ct s (day/ m onth ) 0.98 1.00 0.99

* p < 0.1

** p < 0.05, † r ef = refere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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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찰

1 . 연구방 법에 대 한 고 찰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 유아 579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기의 수유 및 이유실태를 파악하고 비만관련 요인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및 건강지도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단편적인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는 있었으나 유아기의 비만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만 1세부터 만

3세 이하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육인으로 어머니를 한정한 이유는 수유실시, 이유실시, 진행 및 완료현황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소

아발육표준치(대한소아과학회 1998년)와 비교하여 표준편차 점수인 Z- score

w eight를 구하여 영아의 상태를 평가하였으며(최영선 등, 1998), Kaup In dex는

일본 후생성 아동가정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Katoh 등, 1992; Kagam im ori 등,

1999).

본 연구의 수행시 사용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설문조사시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자기기입식으로 하여 조사자의 편견이 작

용할 가능성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모의 학력, 거주지 등에 관한 응답은

누락율이 높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평소 건강상태, 수유, 이유, 일반사항 등

너무 많은 문항으로 인해 설문지 작성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조사대상자가 성실

히 각 질문에 응답하였는지 우려되는 면이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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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지역에 사는 연구대상자들로 국한됨으로 인해

우리 나라 영유아들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

다. 연구대상연령에서 비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추적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 연구결 과에 대 한 고 찰

1 ) 수 유

본 연구에서 초유의 섭취실태는 79.4%로 선행연구와 유사하였으나 모유수

유를 1개월 미만에서 33.0%나 포기하였으며, 모유수유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경우도 42.0%나 되어 모유수유율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

유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상태의 유지에 최적한 식품이라는 인식과 적

절한 모유수유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나라 경우는 모유수유율이 1974년에는 54.5% (김경숙, 1974)로 높았고

1978년 42.8% (이현금 등, 1978), 1979년 30.4% (김성택 등, 1979), 1981년 28.5%

(방홍기 등, 1987), 1994년 16.9% (이승주 등, 1994)로 보고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 trbak 등은(1991) 선진국에서는 이유식을 시작한 6개월 이후의 모유영양

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후진국에서는 고형식 첨가

후에도 1- 2년간 계속 더 모유를 먹이는 것이 영양, 면역 및 소화면에서 도움이

되고 성장장애가 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송요숙(1991)은 면역성분이 많은 초유의 섭취상태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의 연구에서 농촌지역이 94.1% , 도시지역이 81.8%로 도시지역에서는 10년 전보

다 초유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유수유율은 계속 낮아

져서 생후 3개월까지 22.7% ,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9.1%로 보고하였다. 인공영

양이 계속 증가하여 생후 3개월까지 63.6% , 생후 6개월까지 81.8% , 12개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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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승주 등(1994)은 도시지역의 모유수유 기간은 1- 3개월이 62.3% , 4- 6개월

이 20.6% , 7- 9개월이 11.5% , 10- 12개월이 2.8%이었으며 12개월 이후는 2.8%이

었다고 보고하였다.

정귀영 등은(1983) 우리 나라 모유실패의 원인을 모유량 부족(41.4% ), 산모

의 건강(10.2% ) 등으로 보고하였으나 산모의 노력부족으로 사려된다고 하였다.

F om on (1987)은 미국에서는 비록 모유영양 비율이 인공영양에 비해서 낫긴

하지만 생후 4개월까지 모유를 먹이는 경우가 1971년 10%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35%로 증가하였고 출생초기 모유수율 비율은 60%에 달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W eil 등(1990)의 덴마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모유중단의 원

인은 모유량의 부족, 산모의 피로, 직장, 아기의 수유거부, 부적합한 젖꼭지 등

을 들었고 놀이방에 가면서 모유를 중단한다고 하였다.

W oolridg e 등(1993)은 출산후 첫 2주 동안은 모유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수유후 2시간 이내에 다시 먹으려고 하는데 모유 분비량이 부족한 탓이

라고 잘못 판단하여 조제분유로 대치하는 것도 모유 수유율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고 하였다.

Bergh (1993)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모유권장 운동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

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모

유수유의 장애물로서 어머니측 원인으로는 어머니의 동기부족(25% ), 지식부족

(24% ), 걱정(14% ), 피로(14% ), 어머니 직업(14% ) 등이 거론되고 있고, 둘째, 의

료인측 원인으로는 산모에 대한 이해심과 격려의 부족(20% ), 부적절한 모유수

유지도(19% ), 지식부족(15% ), 부정적 견해(53% ), 의료인의 결함(5% ) 등을 들었

으며, 셋째, 사회적 원인으로는 가족의 이해심과 협조의 부족(27% ), 생활습관

(29% ) 등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생후 1년까지의 수유방법에 대해서는 모유영양이 4.3% , 분

유 34.9% , 혼합수유가 60.8%로 선행연구결과보다 더욱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는

- 44 -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희 등(1992)은 수유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모유영양이 16.1% , 인공영양

이 54.6% , 혼합영양의 경우가 29.3%였다고 보고하였다.

임현숙(1993)은 출생후 모유만을 섭취하는 모유 영양아와 조제분유만을 섭

취하는 인공영양아를 대상으로 성장상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조제분유의 단

백질 함량이 모유 단백질 함량의 최고 범위를 넘는 값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

공영양군의 영양소 체내 이용효율이 모유보다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이승주 등(1994)은 도시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유방법에 관한 연구

에서 모유 12.8% , 분유 35.2% , 혼합수유 47.9%이었다고 하였다.

2 ) 이유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이전에 이유를 시작한 경우가 41.6%로 너무 일찍 시

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바람직한 이유 시작시기인 4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51.3%가 시작하였다.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유시작 시기가 더욱 빨라

짐을 알 수 있었다.

방홍기(1987)의 1987년 200여명의 이유기 중인 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3개월에 이유를 시작한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5개월이 21.5% , 4개월

이 10% , 2개월이 3.5%로 나타났다.

손경희 등(1992)은 생후 6개월 내에 이유를 시작한 경우가 1974년에는

11.5% , 1976년에는 25.3%에 불과하였으며, 생후 12개월 이후에야 이유식을 하

기 시작한 경우도 52.7%나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이유시작시기가 빨라져서 1980년에는 24.8%가 생후 3개월 이전에, 83.4%가 생

후 6개월 내에 이유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이유식은 1970년대 전반기에는 미

음이나 죽, 밥이 대부분이었고, 1970년대 후반기부터 주로 과일을 이용한 이유

식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유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이유식에

관한 정보가 25%로 가장 많았고, 이유방법 및 양이 23.3% , 이유식 만드는 방법

이 20.5% , 이유 진행방법이 17.2% , 이유시기가 14%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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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1994)는 서울 시내 6개 대학부속병원과 지방의 3개 군보건소, 1개

보건지소를 내원한 만 1세- 3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절반만이 적절한

시기인 4- 6개월에 시작하였고, 일부는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에서는 생우유는 비타민, 철분 등의 영양가가 부

족하므로 이유식으로 대부분의 영양섭취가 가능한 만 12개월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2개월 이후의 하루 총 우유 권장량은 400∼500㎖정

도로 본 연구대상아의 경우 대부분 너무 많이 혹은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

제점으로 나타났다.

박혜련 등(1999)은 생우유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는 잘못된

지시과 간편하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적으로 생우유를 이유

식으로 섭취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제일 처음 먹인 이유식의 종류는 과일즙이 55.9%였으며 박혜련 등(1999)은

쥬스·과일즙이 47.8%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이유식 내용은 소

화가 용이한 과즙이 가장 많아 내용면에서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는 이유초기, 즉 생후 4- 6개월에 하루 한번 미

음, 계란노른자, 야채미음, 과일즙 등 반유동식을 숟가락으로 주어 모유나 조제

분유 외에 음식에 습관을 들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임영숙(1996)은 서울 외곽지역의 저소득층의 영유아 33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 6개월 사이에 16.6%가 숟가락을 사용했고 이유식을 주로 숟가락

으로 사용했던 유아들이 이유식을 주로 젖병으로 사용했던 유아들 보다 숟가락

을 일찍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숟가락 사용 시작시기로 가장 적절한 4- 6개월 사이에 67.4%

가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주로 이유식을 먹인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숟가락을 사용한 경우가 34.3%로 매우 낮았다. 젖병 사

용의 경우 바람직한 기간인 12개월까지만 사용한 경우가 23.6%로 어머니들이

젖병사용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12개월 이상 젖병을 사용한 경우 유아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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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3 ) 비만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은 한국소아발육표준치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의 평균수준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관련 요인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식

욕, 부모의 체중, 신장과의 관련성, 출생시 체중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과 임신시 영양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중은 상위 10%이상이 과체중 경향을 보이며 소아비만이 증가하는 추세

로 이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m onitoring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하위 5%

미만에서는 저체중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저개발 국가는 Z- score값이 - 2.00이하

를 저체중으로 평가하나 본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신장이 10%에 해당하는 유아

들 만 Z- score 값의 평균이 - 1.00이하로 저체중으로 나타났다.

S tark 등(1981)은 영국에서 1946년 생후 일주일부터 26년간 5,362명을 대상

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26세의 체중은 남아에 있어서 6세 때 체중의 10% , 7

세 때 체중의 12% , 11세 때 체중의 22% , 14세 때 체중의 27% , 20세 때 체중의

61%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St ev en (1987)은 십대 비만은 성인비만의

30- 40%정도지만 대부분의 십대 비만이 고도비만의 성인으로 된다고 보고하였

다.

손경희 등(1992)은 서울, 경기지역의 출생후부터 만 3세까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유아의 저체중보다는 비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aup 지수가 15- 18로 정상범위에 속하는 군은 54.8%로 가장 많았으며, Kaup지

수가 18- 20으로 비만의 위험이 높은 군은 15.2% , Kaup지수가 20이상으로 비만

으로 판정되는 군은 12.6%였다고 보고하였다.

Kat o 등(1992)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Kaup지수로 영유아의 체형평가를

위한 수치로서 널리 보급되고 보건지도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는 자료로 1992년 4월부터 모자건강수첩에 출생시부터 만 6세 6개월까지

Kaup Index P etcentile값을 기록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1990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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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신체발육조사의 코호트 연구의 결과로 Kaup지수의 percentile치를 산출하

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치를 작성하였다고 보고했다. 유아기 후반에

비만경향군이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소아기부터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만관

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성숙 등(1997)은 초등학생의 비만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식사시간의 규칙

성 여부와 불규칙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상군의 61.2%가 규칙적이라고 답한

반면에 경도비만군 58% , 중등도비만군 50%가 불규칙적이라고 하였으며 비만군

이 정상군에 비하여 식사시간이 더 불규칙한 것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고 보고하였다.

W ells 등(1998)은 많은 연구에서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비만이 성인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비만 영유아가 정상체중의 영유아보다 성인비만

의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유시기와 아동기의 비만이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의 이유식시작이 영아의 총 우유섭취량을 줄이는 결과로 아동기의

비만을 예방한다고 보고하였다.

Kag am inori 등(1999)은 일본의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연구에서

비만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식습관

이나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만군(kaup index : ≥18)과 정상군

(Kaup index < 18)을 비교하였을 때 불규칙적인 스낵섭취나 운동부족의 경우

그리고 수면시간이 짧은 경우가 생활습관에서 유아들의 비만과 유의하다고 하

였다. 대가족일 경우 어머니가 직장을 가진 경우도 유아들의 비만과 유의하다고

하였다.

Goran 등(1999)은 미국의 아동의 25%가 현재 비만 혹은 과체중이며 유병

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십대비만은 15% (1976년부터 1980년

조사)에서 21% (1988년부터 1991년 조사)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1973년과 1994년의 아동의 각 연령별로 체중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0.2㎏/ Y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의 유병률은 2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iez (1999)는 아동기와 십대의 비만연구에서 만 1세부터 3세까지 유아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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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부모의 비만이라고 하였다.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일 경우

도 자녀가 비만해지기 전에 식이요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이나 이유에 관한 관심

도는 높으나,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모유

와 수유, 이유식에 대한 올바른 지도로 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주고, 영유아의

균형된 영양섭취를 위해 어머니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앞으

로 유아비만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Kaup 지수의 크기가 연령에 따라 변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2

세 미만의 경우 14미만을 저체중, 14- 17 미만을 정상, 17이상 18.5 미만을 비만

경향, 18.5 이상을 비만으로 하였으며, 만 2세이상부터 만 3세까지의 경우 14미

만을 영양불량, 14- 16.5 미만을 정상, 16.5이상 18미만을 비만경향, 18이상을 비

만으로(장유경 등, 1998) 평가기준을 사용하였다.

Kaup 지수 결과에서 성별에서는 남아가, 식욕이 좋은 경우, 젖병사용기간

이 긴 경우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과체중과 비만이

31.6%와 19.2%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과체중과 비만이 25.4%와 1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식욕이 좋은 경우도 과체중과 비만이 31.8%와 22.9%로 나

타났으며 젖병사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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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세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 579

명(남아 318명과 여아 261명)을 대상으로 영양공급 방법 및 비만도에 관한 실태

를 파악하고 비만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영유아들의 바

람직한 식생활 및 건강지도를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출생후 모유를 전혀 섭취하지 못한 경우도

42%나 되었으며, 모유를 수유한 영아 중에서 생후 1개월 이하에 모유섭취를 중

단한 경우도 33%나 되었다. 면역이 생기는 2- 3개월까지 모유를 수유한 비율은

28.6%이었고, 바람직한 모유수유기간인 4- 6개월까지 모유를 수유한 비율은

24.4%로 우리 나라 모유수유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후 4∼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는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41.6%가 생후 1∼3개월에 이유식을 시

작하였다고 응답하여 이유시작 시기를 놓치는 경우보다는 너무 이른 시기에 이

유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9.4%가 분

말시판 이유식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가정

에서 이유식을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유식을 먹인 방법으로 숟가락을 사용한 비율은

34.3%로 낮게 나타났고 생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젖병을 사용한 비율은 76.4%

이었다. 따라서 이유를 실시하는 동안 아기의 발달 상황에 맞추어 숟가락 사용

을 권장하고 젖병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체중을 월령별로 1998년 한국소아발육 표준치와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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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남아의 경우 각 월령별 평균값이 모두 50 percent ile값 이상에 속하였으

며, 여아의 경우는 15∼18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평균 체중이 50 percentile이 넘

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아의 체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의

Z- S core 분포를 보면, 월령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44%에서 67%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비율이 25∼75 percent ile에 속하였으며, 25 percentile 이하인 저체중

군에 속하는 비율은 15개월 미만의 유아에서 25%로 가장 높았고 75 percent ile

이상의 과체중군에 속하는 비율은 15∼18개월의 유아가 34%로 가장 높았다. 조

사대상자의 비만도를 Kaup In dex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

정상체중군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월령별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유아

의 35% 이상이 과체중군에, 15% 이상이 비만군에 속하여 50% 이상의 유아가

정상체중 이상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18개월에서 21개월 유아의 경우는 비만군

에 속한 비율이 20%로 타 월령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를 체중에 대한 Z- Score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대적 저

체중, 과체중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 출생시 체중이 큰 경우와 아버

지의 비만도가 높을수록 과체중이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

욕이 좋은 경우 과체중군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자의 현재 체중을 Kaup In dex로 분류하여 비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출생시 체중이 높을수록, 식욕이 좋을수록,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할 위험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유아의 영양공급이나 이유에 관한 어머니

들의 관심도는 높으나, 모유 수유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과 일부 계층에서 너

무 일찍 이유를 시작한다는 점, 이유기 어린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에 있

어서 젖병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 대상인 1∼3세 유아의 성장(체중) 및 비만도는 출생시 체중, 식욕,

건강(감기 빈도), 아버지의 BMI, 성별, 젖병사용기간 등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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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 영양공급형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이유식의 시작시기, 적절한 이유식의

종류,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유식, 아기의 발달 상황을 고려

한 숟가락의 이용과 젖병이용의 자제 등 이유식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영양교

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증가 추세에 있는 유아 비만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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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설문지

■ 기초자료

작성일: 1999년 월 일

아기이름 설문지 작성장소 병원

생년월일(생년월일) 성별 ①남자 ②여자

주소

전화번호 출생순위 ①첫째 ②둘째③셋째

분만방법 ①자연분만 ②수술 임신주수 ( ) 주

출생시 신체계측 신장( )㎝ 체중 ( )㎏

현재의 신체계측 신장( )㎝ 체중 ( )㎏

아기의 만성질환 ①있었음 ②없음 질병명

■ 다음은 아기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아기는 최근 다음의 질병이나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해당란의 숫자에 ○표 하여 주십시오)

질병
주 1번

이상

1달에

1번이상

2- 3달에

한번

1년에

3- 5번

1년에

1- 2번

거의

안걸린다.

감기 및 호흡기계 질병 48 12 4.5 4 1.5 0

구토 48 12 4.5 4 1.5 0

급성설사 48 12 4.5 4 1.5 0

변비 48 12 4.5 4 1.5 0

피부 질환 48 12 4.5 4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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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기는 평소 얼마나 자주 대변을 봅니까?

□ 하루에 한번이상(__________회/ 일) □ 이틀에 한번

□ 사흘에 한번 □ 일주일에 한번

3. 아기의 평소 변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단단한 편 ② 무른편 ③ 보통 ④ 기타

4. 아기의 식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먹는다 ② 잘 먹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먹지 않는 편이다. ⑤ 매우 잘 먹지 않는다.

5 . 아기의 평소 활동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잘 놀고 신체 활동량이 많다. ② 잘 놀지만 신체활동량이 적다.

③ 잘 놀지 않고 신체활동량이 적다. ④ 불규칙적

6.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식품은? (1개만 선택하십시오)

① 계란, 고기, 생선등의 단백질 식품 ②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

③ 밥, 빵류, 떡, 국수 등의 곡류제품 ④ 과일, 주스류

⑤ 야채류 ⑥ 과자류/ 초콜릿류 등 ⑦ 햄버거/ 피자

7. 아기는 현재 얼마나 규칙적으로 식사합니까?

① 매일 일정 ②일정한편 ③ 일정치 않은편 ④ 매우 불규칙

8. 아기가 스스로 식사를 합니까?

① 스스로 잘 한다.

② 늘 어른이 먹여주어야 한다.

③ 가끔 스스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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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기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① 항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② 이따금씩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③ 항상 혼자 따로 먹는다.

■ 다음은 아기의 수유에 관한 문항입니다 .

1. 출산직 후 초유를 시도하셨습니까?

① 했다 ② 안했다

2. 출산후 처음 젖을 물린때는 분만후 언제쯤 입니까?

① 출산 ________시간 후 또는 출산 ___________일 후

3. 모유를 수유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3- 1번으로 가세요) ② 안했다 (4번으로 가세요)

3- 1. 모유를 수유하셨다면 언제까지 수유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개월

4. 생후 1년까지의 수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처음부터 끝까지 모유만 ②처음에는 모유, 나중에는 혼합수유/ 분유

③ 혼합수유 ④처음에는 혼합수유, 나중에는 분유만

⑤ 조제분유만 ⑥ 처음에는 분유, 나중에는 모유만

5. 생후 3- 6개월까지 평균 수유간격은?

____________________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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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후 3개월까지 수유 종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① 아기가 먹다가 잠이들면 중지 ② 아기가 혀로 밀어낼 때 까지 수유

7. 생후 1년까지 사용했던 조제분유는?

① 처음사용 분유 그대로 사용 (11번으로 가세요) ② 분유 1회 교체

③ 분유 2회 이상 교체 ④ 조제분유 사용 안했음(이유식 문항으로 가세요)

8 . 조제분유를 교체한 가장 큰 이유는? (분유를 교체하신 분만 답하세요)

① 아기변이 안좋아서 ②아기가 잘 먹지 않아서 ③ 품질이나 가격때문

④ 주변의 권유 ⑤ 먹여본 경험 ⑥ 기타

9. 조제분유 교체후 아기의 반응은? (분유를 교체하신 분만 답하세요)

① 더 잘먹었다. ② 차이가 없다. ③ 더 적게 먹었다.

10. 조제분유 교체후 아기의 변상태는? (분유를 교체하신 분만 답하세요)

① 좋아짐 ② 변화없음 ③ 나빠짐

11. 생후 1년까지 조제분유의 농도는?

① 정상농도로(분유통에 지시된대로) => (13번으로 가세요) ② 진하게 ③ 묽게

12. 조제분유의 농도를 변화시킨 이유는? (농도를 변화시킨 분만 답하세요)

① 변상태가 나빠서 ② 먹는 것이 부족해서 ③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13. 생후 1년까지 분유 수유시 다른 식품을 젖병에 혼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혼합하였다면 어떤 비율로 혼합하였습니까?

① 선식 ② 이유식 ③ 두유 ④ 2가지 이상의 식품 혼합 ⑤ 종합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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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합하였다면 어떤 비율로 혼합하였습니까?

① 7:3 (다른 식품을 3부정도 첨가) ② 5:5 (분유와 다른 식품을 반반씩 섞음)

③ 3:7 (분유보다 다른 식품을 더 많이 넣음) ④ 다른 식품을 소량 첨가

■ 다음은 아기의 이유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

1. 처음 시작한 이유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집에서 만든 과즙 ② 집에서 만든 죽

③ 어른 음식 으깨서 ④ 분말형 시판 이유식 (제품명: ____________)

⑤ 시판 과즙, 야채즙 ⑥ 병제품 시판 이유식

2. 생후 몇 개월에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였습니까? (________________개월)

3 . 이유식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① 수유량이 부족해서 ②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③ 아기가 잘 먹어서 ④ 이가 나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⑤ 숟가락 훈련 ,맛의 경험을 위해 ⑥ 육아책이나 주변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4.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관찰된 증상은?

① 없다. ② 구토, 설사, 변비 ③ 피부질환 ④ 이유없는 거부 ⑤ 기타

5. 시판되는 이유식(예: 매일 맘마밀, 후디스 아기밀, 스텝엄선...)을 먹여보셨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번으로 가세요)

5- 1. 먹이셨다면 이유기(6- 12개월전후)동안 주로 시판 이유식을 먹인 방법은?

① 숟가락 이용 ② 젖병에 이유식만 ③ 젖병에 분유와 섞어서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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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젖병은 언제까지 사용하였습니까? (현재 사용중인 경우 아기 개월수를 기입

해 주세요)

□ 개월 □ 현재도 사용중 ( 개월)

7 . 생후 몇 개월부터 숟가락을 사용하셨습니까?

① 3개월 이전 ② 4- 6개월 ③ 7- 9개월

④ 10- 12개월 ⑤ 13- 15개월 ⑥ 16개월 이상

8. 처음 숟가락을 사용하였을 때 아기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① 1주 이내에 잘 받아먹었다.

② 1주 이내에 안 받아 먹어서 포기하였다.

③ 1주 이상 사용하였으나 안먹어 포기하였다.

④ 1주 이상 꾸준히 실시하여 성공하였다.

9. 이유기동안(6- 12개월) 아기가 스스로 먹으려고 숟가락이나 음식을 집을 때

엄마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① 아기가 하고 싶은대로 놓아두었다.

② 잘한다고 칭찬하고 숟가락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③ 지저분해져서 대신 먹여주었다.

④ 가끔 대신 먹여주었다.

⑤ 같이 손을 잡고 먹는 것을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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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유기동안(6- 12개월) 다음 해당되는 식품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먹

기 시작한 개월수를 적어주세요.

구분

육류 유제품 밥류,

빵류,

국수류

과일,

쥬스류
야채류

분말형

시판

이유식

병제품

시판

이유식계란 고기 생선 우유
요구

르트
치즈

먹기 시작한

시기(개월수)

10- 1. 이유기동안(6- 12개월) 다음 해당되는 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였나요? 거

의 안 먹음 부터 거의 매일 먹였음 중에서 해당 란에 ○표하여 주세요.

구분

육류 유제품 밥류,

빵류,

국수류

과일,

쥬스류
야채류

분말형

시판

이유식

병제품

시판

이유식
계란 고기 생선 우유

요구

르트
치즈

거의 안먹음

(월1- 2회)
가끔 먹음

(주1- 2회)
자주 먹음

(주3- 4회)
거의 매일

11. 언제부터 조제분유 대신 생우유를 먹였습니까? 개월

12. 생후 1년경에 평소 생우유는 하루 몇 ㎖정도를 먹었습니까? ㎖

13. 현재 생우유, 조제분유, 두유류 등의 하루 총 섭취량은? ㎖

14. 아기가 안먹으려 할 때의 조치는?

① 먹이지 않는다. ② 먹는 것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 ③ 먹도록 강요한다.

15. 이유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① 잘 먹지 않아서 ② 설사 등 소화불량 ③ 어떤 식품을 먹여야 하는지 몰라서

④ 적당한 조리법을 몰라서 ⑤ 언제부터 먹여야 할 지 몰라서

⑥ 얼마만큼 먹여야 할지 몰라서 ⑦ 없었다. ⑧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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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유식에 대하여 가장 알고 싶은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① 적절한 이유시기 ② 시판이유식의 선택방법

③ 가정에서 이유식 만드는 방법 ④ 이유식이 성장발달에 미치는 효과

⑤ 월령별 아기에게 알맞은 이유식 종류 ⑥ 이유식 방법 및 섭취량 ⑦ 없다.

■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부모님의 연령 아버지: 만 세 어머니: 만 세

2. 어머니의 직업 ①직장에 다님 ②직장에 다니지 않음

3. 부모님의 교육정도 아버지: 어머니:

4 . 부모님의 신장과 체중

아버지 신장: ㎝ 체중: ㎏

어머니 신장: ㎝ 체중: ㎏

5. 거주지 ① 서울(강북) ② 서울(강남) ③ 경기(신도시) ④ 경기(기타)

6 .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명

7. 가족 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핵가족 ② 대가족 ③ 기타

8. 육아 및 영양지식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중요도 순으로 2개만 고

르세요)

① 육아서적 ② 병원·보건소의 소아과 ③ T V·라디오 ④ 신문·잡지

⑤ 이웃이나 친척 ⑥ 가족·집안어른

9. 생후 12개월까지 주로 아기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엄마 ② 아빠 ③ 할머니 ④ 친척 ⑤ 가정부 ⑥ 탁아소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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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S tu dy on th e F ac t ors In flu en c in g In f an t s Obe s ity

b as e d on In f an t F ee din g an d W e anin g Prac t ic e

Y u - S h in Lim

Graduat e S chool of

Health Scien ce an d M an ag em ent

Yon sei Univ er sity

(Direct ed by Profes sor Il Suh , M . D ., Ph . D .)

T he m ajor objectiv e of this stu dy is design ed t o a ssess the current statu s

of infant feeding , weaning practice and obesity factor s through a retrospectiv e

surv ey .

A t ot al of 579 infant s and toddler s ag ed 1 - 3 y ear s old livin g in S eoul

an d the Seoul M etropolitan Areas ar e ob serv ed. T his study detected the

sev eral im port ant fin din g s which m ight provide the v alu able dir ection for

dev elopin g infant s and toddler s health education program .

T he an aly zed resear ch result s ar e as follow s .

1. Out of 579 cases , 42.0% of th em had n o ch an ce of the breast feedin g .

T he infant s , wh o w ere 2- 3 m onth s old sh ow ed 28.6% of the breast

feedin g , w hile 24.4% for th e case of infant s w ho w ere 4- 6 m onth s old .

2. T he m ost desirable w eanin g food init iation period is u su ally 4 - 6

months old. According to this standard, 51.3% of cases is fall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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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H ow ev er , 41.6% an sw ered start ing w eanin g food before 3

m onth of the birth . Hence early start of weaning practice may create the

problem of infant phy sical dev elopm ent . Ev en th ou gh th e m ajority of

m oth er s h ad right kn owledg e of w eanin g food preparation and start ing

tim in g , y et 79.4% an sw ered feeding com m ercial pow dered w eanin g

product s ev ery day .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34.3% of cases which is considerably

low , an sw ered u sing spoon feedin g for infant s w h o are 6 - 12 m onth s .

On the other h an d, 76.4% of ob serv ation s r ev ealed that th ey still u se

bottle - feedin g m eth od 12 m onth s after bir th . T his ten dency , ag ain ,

show ed the n ecessity of education to low er the bot tle - depen den cy and

to prom ote th e importan ce of spoon feedin g .

3. W h en the w eight s by m onth of the ob serv at ion s comparing with the

Korean Standard for Childr en s Phy sical Dev elopm ent , th e m ale infant s

fell in 50 percentile while 15 - 18 m onth s of fem ale infant s belon g ed to

th is ca t eg ory . H en ce t h e ph y s ica l dev elop m en t of m ale in fan t s is

con siderably bet ter than fem ale infant s .

4 . W hen ob esity is m easured b ased on Kaup In dex , both m ale an d fem ale

show ed th at the proportion of the norm al w eighted infant s r each ed th e

high est point s . How ev er , m ale infant s in 12 - 24 m onth s sh ow ed th e

ten den cy of ov er - w eight s . In other w ords , 35% of infant s in 12 - 18

m onth s sh ow ed ov er - w eight , while ov er 15% show ed ob esity . It is ,

th erefore, 50% of m ale infant s sh ow ed the t enden cy of ov er - w eight ,

an d the percent age w ould g o up t o 20% am ong th e m ale infant s in 18

- 21 m onth s .

- 68 -



5. T h e an aly sis of th e fa ct or s in flu en cin g in fan t s ob e s ity sh ow ed th e

following fin ding s : th e prob ability of infant obesity is high ,

- w hen th e w eight of bir th is h eavy ,

- w hen father has a t enden cy of obesity .

E specially wh en th e infant dev eloped a good appet ite, h e h ad a high

probability of falling in 25% of Z- score for w eight .

T his tr en d also can be ob serv ed w hen th e curr ent w eight is tr an sform ed

in Kaup Index as follow s : th ere ar e high probability of ov erw eight and

obesity ,

- w hen th e infant s w eight is h eavy at bir th ,

- w hen th e infant dev elop s a good appetite .

T his study detect ed that alth ou gh th e m ajority of m onth s h av e high

concern about infant s nutr ition and w eaning foods , th ey seem s t o h av e

in corr ect kn ow ledge about infant s feeding . Hen ce this in sufficient kn ow ledge

m ay tr ipper th e infant ob esity .

In con clu sion , it is str on gly recomm ended th at th e nut ritional educat ion for

parent of infant s an d toddler s is urgently necessary an d the dev elopm ent of

adequate edu cat ion program is also n ecess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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