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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만을 체질량 지수 분류별로 나누어 파

악하고, 과거 모유수유 여부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장기적인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3개 공립 초

등학교와 노원구 소재 1개 사립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 으며,  학

생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와 생활습관 관련 변수, 수유방법, 수유 기간 

등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총 21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997명이며, 이중 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810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 다.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단위, centimeter)과 체중(단위, 

kilogram)은 남아 6세에서 120.6±5.2, 24.0±4.2, 7세에서 123.3±6.0, 24.8±4.1

이고, 여아 6세에서 119.2±5.8, 22.6±3.7, 7세에서 122.0±6.3, 24.4±4.2이며, 

평균 체질량 지수는 16.2±2.3이다. 1998년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한

국 소아의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에 따르면  비만 위험군(85백분위수에서 

94백분위수)는 남학생 53명(12.9%), 여학생 57명(14.3%)이며, 비만군(95백

분위수 이상)은 남학생 48명(11.7%), 여학생 43명(10.8%)이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중 출생체중(단위, kilogram)은 정상군(3.24±0.43)

에 비해 비만 위험군(3.37±0.49)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부모의 

체질량 지수는 정상군에 비해 비만 위험군, 비만군에서 높았으며(각각 

p<0.001), 생활습관 관련요인에서는 정상군보다 비만 위험군, 비만군이 비

활동적인 신체적 활동과 과식하는 식사습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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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중 인공수유(분유)를 한 경우는 295명(36.4%)이고, 모유수유를 

한 경우가 515명(63.6%)이었다. 모유수유를 한 경우 모유수유기간이 1개월

에서 6개월인 경우가 330명(64.1%), 7개월 이상인 경우가 185명(35.9%)이

었다.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 발생에 있어 모유수유 여부(p=0.25)와 

모유수유 기간(p=0.62)에 따른 관련은 의미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

생에 있어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모유수유를 7개월 이상 한 경

우 비만위험군의 교차비는 0.41(95% 신뢰구간 0.19-0.92)로 감소하 다. 그

러나, 전체 학생들에 있어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생활 관련 요인들을 통제

하 을 때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모유수유를 한 군에서의 비만

의 발생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거 모유수유 유무와 기간에 따른 비만

의 발생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유수유의 소아비만에 대한 장

기적 이점에 관한 연구는 보건학적으로 의료비 절감 등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리라 본다. 앞으로 출생 코호트를 이용한 관찰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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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소아와 청소년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아비만이 문제

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만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성인 비만의 10-30%에서 소아비만이 있었다고 하며(안효

섭, 2004), 일본의 한 연구에서 비만아의 33%는 성인비만으로 이행하 다

고 한다(Kotani 등, 1997). 

 다른 이유로는 비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합병증 즉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같은 성인 질환들이 이미 소아기에 나타날 수 있다(안효섭, 

2004; Deckelbaum과 Williams, 2001). 대한소아과학회에서 고도비만아 324

명을 대상으로 합병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지혈증 61.7%, 지

방간 38.6%, 고혈압 7.4%, 당뇨병 0.4%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소아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이동환 등, 1991). 고지혈증

은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비만아동은 동맥

경화의 촉진인자인 혈중에 콜레스테롤치와 LDL 콜레스테롤은 상승되고 동

맥경화를 억제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저하되어(Gordon, 1977; Resicow, 

1990) 동맥경화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Dietz, 1986). 비만아의 혈

압을 정상 체중아의 혈압보다 높게 나타나 고혈압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으며(Rocchini, 1984) 사춘기에서 비인슐린성 당뇨병의 발생률도 증가

(Pinhas-Haniel 등, 1996)하고 있다. 또한 정신, 사회적인 문제로 우울증, 

자존감 상실, 부정적 자기 신체상 등을 일으켜 체형의 변화와 운동능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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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따른 심리적 질환을 야기한다(김기남, 1982; 박혜순, 2000). 

 소아비만이 나타나는 시기는 주로 1세 미만의 아와 5-6세 및 사춘기에 

잘 생기며 반수이상이 6세 이전에 나타난다(홍창의. 2003). 소아비만도 다

른 비만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서 경, 1989; 김미경 등, 2001), 

에너지 섭취 및 소비의 불균형(이난숙 등, 1997; 강 림과 백희 , 1998; 박

수진, 2000), 운동부족(황수관, 1993)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

발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외 내분비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0.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다(홍창의, 2003). 

 국내에서 모유 수유율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1970년에는  

99.7%(윤종준과 김인달, 1970)로 상당히 높았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4년(홍문식 등, 1994)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생후 6개월까지의 모유 

수유율을 조사한 결과 28.8%로 보고하 고, 1997년(조남훈 등, 1997)의 전

국조사에서는 22.1%로 보고하 고, 2000년의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

사에서는 모유수유 19%로 점차 모유 수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모유는 생후 4-6개월 동안 자라는 아이에게 이상적인 음식으로, 모유 

양을 하는 아기에게는 생후 4-6개월 동안 물, 주스나 기타 음식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생후 미숙한 장관 점막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있

으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발생을 감소시키고, 시력과 중추

신경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ocosahexaenoic acid (DHA)와 

arachidonic acid (AA)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이 

있다(안효섭, 2004). 모유수유의 단기적 이점, 즉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편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비만에 대한 장기적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태이다(박미아 등, 1998; von K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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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9; Gillman 등, 2001; Hediger 등, 2001; Toschke 등, 2002; 

Bergmann 등, 2003; Li 등, 2003; Victora 등, 2003).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아비만에 있어 모유수유 여부가 비만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을 체질량 지수에 따라 분류(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하고, 분류별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들을 비교한다.

 2) 대상자들에 있어 체질량 지수 분류별에 따라 생활습관 관련 요인들을 

비교한다.

 3)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비만 위험군, 비만군의 유병률

을 추정한다.

 4) 대상자들에 있어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생활습관 관련 요인들을 통

제하 을 때 모유수유가 비만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다.

 



- 4 -

II. 문 헌 고 찰

1. 소아비만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언

뜻 보아도 매우 뚱뚱한 아이는 쉽게 비만아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의학적

인 비만아의 정의는 체중이 신장별 표준체중(대한소아과학회, 1998) 보다 

20%이상 될 때로 한다.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비만도를 구할 수 있다. 

 비만도(%) = (실제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X 100 

 비만도가 20-30%는 경도비만, 30-50%는 중등도비만, 50% 이상은 고도

비만이다.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 Kg/m
2
)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비교하는 방법이나 6세 미만의 소아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라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최근까지도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비만을 판정하는 적당한 기

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WHO(1995)에서는 양상태 판정기준을 weight for 

height에 따라 2 표준편차 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하 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소아비만에 대한 생각 및 치료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하여 체질량 

지수가 95 백분위수를 초과할 때 비만으로 정의할 것을 추천하 고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3),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대한소

아과학회 양위원회 및 보건 통계위원회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85에서 94 

백분위수이면 추적 관찰할 대상인 비만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95 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여 소아 비만의 진단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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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2003). 

 초등학생과 관련된 국내의 비만도 통계를 살펴보면 표준체중의 20% 이

상을 비만으로 하 을 때, 1970년대에는 2%(고경숙과 성낙응, 1974), 1980

년대에는 4학년 대상에서 9.9%(하명주, 1985), 5학년 대상에서 15.7%(이주

연과 이일하, 1986), 1990년대에는 남아에서 15.83%, 여아에서 13.06% 다

(문형남 등, 1992). 2000년대에는 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체질량 지수별 분류에 따르면, 남아에서 비만 위험군이 13.9%, 비만군

이 8.8% 으며, 여아에서는 각각 10.0%, 6.4%로 나타났다(권은령 등, 

2002). 최근 18년간 초등학교 남학생이 79년 3.6%에서 96년 23.0%로 6.4배 

증가하 고, 초등학교 여학생이 79년 3.3%에서 96년 15.5%로 4.7배 증가하

다(강윤주 등, 1997). 

 비만 환자의 대부분은 이렇다 할만한 기질적인 질환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단순성 비만증(exogenous obesity)이고, 어떤 특수 질환에 있어서 오

는 경우 즉 증후성 비만증(endogenous obesity)은 드물다. 내분비 장애가 

비만증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0.1% 미만이다. 단순 비만증에는 유전

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강형숙, 2002; 홍창의, 

2003; Prentice, 2001).

 먼저 유전적 요인을 보면 부모가 비만한 경우 소아비만에 향을 미친다

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부모가 정상인 자녀의 비만 확률은 7%, 한쪽 부

모가 비만일 때는 40%, 부모 모두 비만일 때는 80%라는 연구 결과가 있

다(이상엽, 2002). 다른 연구에는 부모 중 한명이 비만일 때에는 그 자녀의 

약 30-40%에서, 양친 둘 다 비만일 때에는 약 50-60%에서 비만이 될 가

능성이 있다고 하며, 3세 미만 때 체중이 많은 아이가 반드시 비만한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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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비만아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일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며, 6세가 지나서 비만한 어린이

는 비만이 지속될 가능성이 50%이상이며 비만인 청소년은 80%에서 비만

인 성인이 된다고 한다(홍창의, 2003).

 둘째, 에너지 균형의 이상으로 비만과 식습관에 관한 선행연구(이난숙 

등, 1997; 강 림과 백희 , 1998)에서 불규칙한 식사, 과식, 탄수화물, 과잉 

양 섭취, 잦은 간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서구화된 식

습관이 소아비만을 증가시킨다고 하며(문형남 등, 1992), 비만아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식품섭취빈도의 경우 고도 비만군이 경도, 중등도 비만

군에 비해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등, 2000). 

그러나, 김미경(2001)은 섭취식품의 문제보다는 식습관의 불균형이 과체중

의 관련인자라고 하 다. 

 셋째, 운동 부족으로 가까운 거리도 걸어가지 않고 승용차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과외학습 등으로 친구들과 같이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와 반대로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문제이다(홍창의, 2003).

 넷째, 환경적 요인으로 가계소득이 많아질수록 식비지출이 커지고 과잉

양이 이루어져 비만 이환율이 커질 것이라 추측되지만, 부모의 학력수준이

나 부모의 수입이 과체중에 미치는 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김미경 등, 2001). 출생 체중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Charney 

등, 1976)되는 반면, 박미아 등(1998)은 출생 체중이 비만가능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 림과 백희 (1988)은 부모의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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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높은 소아는 비만이 될 위험이 높고, 소아들의 비만여부는 활동상

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박미아 등(1998)은 6-12세를 대상으로 

하 는데, 소아비만은 과식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소아의 식습관에 미치

는 부모의 향이 크다고 하 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소유 유무와 교육수

준은 큰 향이 없다고 보고하 다. 어머니 직업소유 유무는 유치원 원아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향이 없다고 보고하 다(박미아 등, 1996)

 

2. 모유 수유율

 국내 모유 수유율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1970년에 

99.7%(윤종준과 김인달, 1970)로 상당히 높았으나 1980년대 6개월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율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35.5-44.5%로 보고하

다. 1990년대의 모유 수유율은 6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는 30% 고,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는 28.4%, 3세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6.1%로 모유 

수유율을 보고한바 있다(박천만,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전

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보면 모유 수유율은 1985년 59.0%에서 

1988년 48.1%, 1994년 11.4%, 1997년 14.1% 그리고 2000년 10.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홍창의 2003). 



- 8 -

3. 모유수유와 소아비만

 모유 양과 비만과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von Kries 등

(1999)은 5-6세의 독일 국적을 가진 9357명의 학동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 이상 모유 수유한 군에서 부모 교육정도, 임신기간 어

머니의 흡연 유무, 저체중, 버터소비량 등을 통제하 을 때 과체중(BMI > 

90백분위수)의 교차비(odds ratio)는 0.67(95% 신뢰구간 0.49-0.91), 비만

(BMI >97백분위수)의 교차비는 0.57(0.33-0.99)이라고 하 다. Gillman 등

(2001)은 여아 8186명, 남아 7155명의 소아(평균 나이 11.9±1.6)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출생체중, 형제 수, 가정 수입, 어머니의 흡연여부, 식이제

한, 체중조절, 체중에 대한 관심 등을 통제하 을 때 6개월 동안 모유 수유

한 군에서 비만(BMI >95백분위수)의 교차비는 0.78(0.66-0.91)이라고 보고

하 다. Toschke 등(2002)은 6-14세의 33768명의 체코 소아를 대상으로 부

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비만도, 어머니의 흡연 유무, 출생체중, TV 시청시

간, 육체적 활동량을 통제하 을 때 모유 수유한 군에서 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과체중(BMI >90백분위수)의 교차비는 0.80(0.71-0.90), 비만(BMI >97

백분위수)의 교차비는 0.80(0.66-0.96) 다. Bergmann 등(2003)은 6세의 

480명 소아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모유 수유한 군이 어머니의 과체중, 흡

연유무, 사회 계층을 통제하 을 때 과체중(BMI > 90백분위수)의 교차비

는 0.53(0.31-0.89), 비만(BMI >97백분위수)의 교차비는 0.46(0.23-0.92)

다.

  반면에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었는데, Hediger 등(2001)

은 3-5세의 미국 소아 26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모유 수유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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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중, 인종, 성별, 나이, 어머니 체질량 지수,  고형식 시작 시기 등을 

통제하 을때 비만위험군(BMI 85-94백분위수)의 교차비는 0.63(0.41-0.96)

이나, 비만(BMI >95백분위수)의 교차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모유 수유기간과의 관련성도 없었다. British birth cohort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i 등(2003)은 4-18세에 있어서 모유 수유여부는 사회적 계층, 어

머니 BMI, 임신당시 흡연 유무 등을 통제하 을 때 소아비만과 유의한 관

련성은 없었다. Victora 등(2003)은 브라질 코호트연구에서 18세의 2250명

의 남성에 있어서 가족수입, 어머니 교육정도, 체질량 지수, 피부색, 출생체

중, 제태기간, 임신 당시 어머니 흡연정도, 행동 요인(흡연, 음주, 식이습관, 

육체적 운동)등을 통제하 을 때 모유 수유기간에 따른 비만에 대한 향

은 없었다. 국내연구에서는 초등학생에 있어 정상군과 비만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 여부와 비만과의 관련성은 없었다(박미아 등, 1998).

 이상의 상반된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차이점에 기인한다. 먼저 모유수유에 

대한 것으로 각 연구마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의와 기간에 따른 분류기준이 

다르다. 또한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며 대상자들의 연령에서 차이를 

보이고, 여러 혼란변수에서도 다른 정의와 기준을 보인다(editorial 2003). 

민족간의 특성과 비만 유병률 등에서의 차이가 있으며, 연구 설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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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유수유 여부가 소아비만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한 후향적(retrospective) 조사연구이다.

 

                                                      χ
2
-test

                                                      ANOVA

  그림1. 연구의 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출생 체중

손위 형제수

어머니, 아버지 BMI

어머니, 아버지 학력

한달 가족수입

 

       χ2-test

       ANOVA

 수유형태별

 인공수유

 모유 수유

   1-6개월

   7개월 이상

  χ
2
-test

체질량 지수 

분류별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  logistic regression

생활습관 관련 요인

식사습관

활동정도

일일 TV, 비디오, 컴퓨터 사용시간

주당 결식 회수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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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4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대상학교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3개 공립 초등학교와 노원구 소재 1

개 사립 초등학교로, 대상학교 선정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취지에 부

합하고 연구참여를 허락하는 학교로 정하 다. 4개 초등학교 모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 으며, 3개 공립 초등학교의 정원은 각각 231명, 306

명, 316명이며, 사립 초등학교의 정원은 144명으로 전체 997명이다.   

3. 변수

1) 수유 방법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수유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다. 

출생당시 수유방법에 대해서는 Gillman 등(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처

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거의 모유수유만 하 다’, ‘주로 인

공수유보다 모유수유를 하 다’, ‘모유와 인공수유를 비슷하게 하 다’, ‘주

로 모유보다 인공수유를 하 다’, ‘거의 인공수유를 하 다’로 나누어 조사

하 고, 모유수유를 한 경우 생후 몇 개월까지 하 는지에 대해 직접 기입

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거의 모유수유만 하 다’로 응답한 경우를 모

유수유군으로, ‘거의 인공수유를 하 다‘로 응답한 경우는 인공(분유)수유군

으로, 나머지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혼합수유군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유에 대해 후향적 조사를 하 는데, 수유방법에 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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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기억에 대한 타당도 연구를 보면 Vobecky 등(1998)은 전향적으로 

모은 정보와 출생후 8-9년 후의 어머니의 기억과의 비교에서 모유수유기

간에 대한 상관계수는 0.95라고 보고하 고, Kark 등(1984)은 20년후 어머

니의 기억은 유아 임상치료 자료와 모유수유와의 기간과의 상관계수는 

0.86이라고 보고하 다.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출생후 15-50년된 말레이시

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Haaga 등, 1998)에서 4개월 간격으로 시행한 

어머니의 보고는 모유수유기간에 대한 상관계수가 0.91이라고 하 고, 

Olsen 등은 출생 체중에 대해 진료기록과 어머니들의 면담기록과의 상관

계수는 0.98이고, kappa 값은 0.9라고 보고하 다. 

2) 비만 분류

 일반적으로 비만이라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최근까지도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비만을 판정하는 적당한 기

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비만을 진단하기 위하여 신장과 체중에 의한 여러 

방법이 있으나, 체질량 지수가 6세 이후 피하지방과 체지방과의 유의한 관

련성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소아비만에 대한 생각 및 치료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하여 체질량 지수가 95 백분위수를 초과할 때 비만으로 정의

할 것을 추천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대한소아과학회 양위원회 

및 보건 통계위원회에서 체질량 지수가 85에서 94 백분위수이면 추적 관찰

할 대상인 비만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95 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

류하여 소아 비만의 진단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홍창의, 2003).

 본 연구에서는 소아의 신장과 체중을 학교 신체검사 때 측정된 것으로 

사용하 으며, 학교 신체검사 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병원방문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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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최근에 측정된 것을 부모에 의한 보고로 이용하 다. 이를 체중(단위,  

Kilogram)을 신장(단위, meter)의 제곱으로 나누어 체질량 지수를 구하고,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른 백분위수를 사용하여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

군으로 분류하 다. 초등학생 3200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신

장, 체중 및 부모가 인지하는 체중상태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이가 과 권

은령, 2002)에서 측정한 신장, 체중과 보고치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93과 

0.98로 강한 상관관계 으며, 체질량 지수의 상관계수는 0.88이라고 보고하

다.

표1. 한국 소아의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1999년 대한 소아과학회)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와 생활습관 관련 변수, 

수유방법, 이유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총 21문항의 설문지를 연

구도구로 사용하 다. 본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연구들(von Kries 등, 1999; 

연령(년) 50백분위수 85백분위수 95백분위수

 남   5세 15.6 17.1 18.3

      6세 15.4 16.9 18.5

      7세 15.7 18.0 20.0

 여   5세 15.4 16.8 17.8

      6세 15.3 16.7 18.3

      7세 15.6 17.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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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man 등, 2001; Hediger 등, 2001; Toschke 등, 2002; Bergmann 등, 

2003; Li 등, 2003; Victora 등, 2003)에 사용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구성하

으며, 신체적 활동관련 문항은 김규식(2003)이 사용한 것을 이용하여 작

성하 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을 보면, 먼저 학생들에 관련된 15문항으로 성별, 키, 

몸무게, 나이, 출생 체중, 형제, 자매 관계, 수유방법, 우유, 이유식 시작 시

기 등에 관한 것과 신체적 활동 정도, 운동 관련 학원 수강 여부, TV, 비

디오, 컴퓨터 사용 시간, 식사습관, 주당 결식회수 등에 관한 것이다. 학생

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에 관한 빈도조사는 7점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월 1회 

미만 섭취와 월 1회,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거의 매일 

섭취로 나누어 조사하 다. 부모들에 관련된 문항으로는 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부모들의 키, 몸무게, 학력 정도, 한달 가계 수입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30일부터 2004년 4월 3일까지 인천소재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고, 문항의 배열, 적절한 용

어의 선택, 문항 이해도 등에 대하여 확인, 수정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4월 19일부터 2004년 5월 28일까지 

실시하 다.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학년 부장교

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기재요령 등을 설명하 고, 학급당 

40장의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설문 작성은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에 의

해 이루어 졌으며, 3-4일 뒤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 다. 

 전체 997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회수된 것은 952

부 으나, 설문지의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

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810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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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System for Windows V8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비만을 체질량 지수에 따라 분류(정상군, 비만위험군, 비만군)하고, 분

류별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해 χ
2
-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 다. 집단간 다중비교에는 투키(Tukey)방법을 사용하

다.

 2) 체질량 지수 분류별 생활습관 관련 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해 χ
2
-test와 

oneway-ANOVA를 사용하 다.

 3)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비만위험군, 비만군의 유병률

을 추정하고, 유병률 비교에는 χ
2
-test를 사용하 다.

 4) 대상자들에 있어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생활습관 관련 요인들을 통

제하 을 때 모유수유가 비만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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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는 997명이었으며, 이중 설문지가 회수된 것은 952명으로 

회수율은 95.5% 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학생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응

답이 빠진 경우가 142명이고, 모유수유에 관한 응답이 빠진 경우가 3명으

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것은 810명이다. 분석 대상군과 제외군의 특성 비

교(표2)에서는 성별, 출생 체중, 모유수유 기간, 부모들의 체질량 지수, 일

일 TV, 비디오, 컴퓨터 사용 시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등의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제외군의 경우 부모들의 학력수준이나 가족수입

이 적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20.6±5.8 cm, 23.6±4.1 kg이며, 평

균 체질량 지수는 16.2±2.3이다.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아 6

세에서 120.6±5.2 cm, 24.0±4.2 kg, 7세에서 123.3±6.0 cm, 24.8±4.1 kg이고, 

여아 6세에서 119.2±5.8 cm, 22.6±3.7 kg, 7세에서 122.0±6.3 cm, 24.4±4.2 

kg이다. 1998년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한국 소아의 체질량 지수 백

분위수에 따르면  비만 위험군은 110명(13.6%)이며, 비만군은 91명(11.2%)

이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410명, 여학생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

생에 있어 비만위험군은 53명(12.9%), 비만군은 48명(11.7%)이고, 여학생에 

있어 비만위험군은 57명(14.3%), 비만군은 43명(10.8%)이다.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에서 평균 출생체중은 각각 3.24±0.4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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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49 kg, 3.30±0.42 kg이며, 정상군에 비해 비만 위험군에서 출생 체중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형제, 자매관계에서 손위 형제수(명)는 각

각 0.5±0.6, 0.5±0.6, 0.4±0.6이며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p=0.62). 부모들

의 학력에 있어 어머니의 경우는 중졸이하인 경우가 17명(2.1%), 고졸 367

명(45.6%), 대졸 395명(45.6%),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가 26명(3.2%)이며 소

아의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25). 

아버지의 경우는 중졸이하가 8명(1.0%), 고졸 218명(27.0%), 대졸 482명

(59.7%), 대학원졸 이상이 99명(12.3%)이며 소아의 체질량 지수별 분류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17). 한달 가계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46명(18.1%), 200-300만원이 250명(31.1%), 300-400만원이 180명(22.4%), 

400-500만원이 128명(15.9%), 500만원 이상의 경우가 101명(12.6%)이며 한

달 가계수입과 소아의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

는 없었다(p=0.61). 어머니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21.2±2.7이며 아버지의 평

균 체질량 지수는 23.76±2.5이다. 소아의 비만위험군, 비만군에서 부모의 

체질량 지수는 정상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01)(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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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들에 있어 분석 대상군과 제외군의 특성 비교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 p-값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 t-test, 범주형 변수인 경우  χ2-test를 사용함.

 †p-값은 연속성 수정  χ
2
-test를 사용함.

 
‡
 여가시간:  일일 TV, 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

 §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한달간 평균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섭취빈도를 

   더한 것임.

분석 대상군 분석 제외군 p-값*

성별 

   남 410(84.7%) 74(15.3%)
0.785

   여 400(85.5%) 68(14.5%)

출생 체중(Kg)  3.26±0.44  3.26±0.42 0.966

손위 형제수(명)  0.5±0.6  0.7±0.7 < 0.001

모유수유 기간(개월)  4.2±6.0  5.2±6.5 0.090

여가시간‡  2.2±1.1  2.2±1.1 0.217

패스트푸드섭취빈도§  8.2±2.5  8.6±2.8 0.217

모 체질량지수(Kg/m2) 21.2±2.7 21.6±2.6 0.107

부 체질량지수(Kg/m2) 23.7±2.5 23.8±2.5 0.657

모 학력 

   고졸이하 384(80.3%) 94(19.7%)
< 0.001†

   대졸이상 421(90.2%) 46( 9.9%)

부 학력 

   고졸이하 226(76.9%) 68(23.1%)
< 0.001†

   대졸 581(89.3%) 70(10.8%)

가족수입 

   월 200만원 이하 146(79.8%) 37(20.2%)

 0.006

   월 200-300만원 250(83.1%) 51(16.9%)

   월 300-400만원 180(89.6%) 21(10.5%)

   월 400-500만원 128(84.2%) 24(15.8%)

   월 500만원 초과 101(93.5%)  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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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체질량 지수 분류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 p-값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 one-way ANOVA, 범주형 변수인 경우  χ2-test

를 사용함. 

  †
‡
집단간 차이는 투키(Tukey) 다중비교방법을 사용함.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 p-값* 

성별 

   남 309(75.4%) 53(12.9%) 48(11.7%)
0.807

   여 300(75.0%) 57(14.2%) 43(10.8%)

출생 체중(Kg)   3.24±0.43†   3.37±0.49† 3.30±0.42 0.011

손위 형제수(명) 0.5±0.6 0.5±0.6 0.4±0.6 0.624

모 학력 

   고졸 이하 294(76.6%) 54(14.1%) 36( 9.4%)
0.252

   대졸 이상 311(73.9%) 55(13.1%) 55(13.1%)

부 학력 

   고졸 이하 171(76.6%) 36(15.9%) 19( 8.4%)
0.172

   대졸 이상 435(74.9%) 74(12.7%) 72(12.4%)

모 체질량지수   21.0±2.5†‡   21.9±3.0†  22.2±3.0‡ < 0.001

부 체질량지수  23.5±2.4†  24.7±2.8† 24.0±2.8 < 0.001

가족수입 

 월200만원 미만 118(80.8%) 15(10.3%) 13( 8.9%)

0.609

 월200-300만원 185(74.0%) 39(15.6%) 26(10.4%)

 월300-400만원 128(71.1%) 28(15.6%) 24(13.3%)

 월400-500만원  95(74.2%) 16(12.5%) 17(13.3%)

 월500만원 초과  79(78.2%) 16(10.9%) 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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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습관 관련요인

 대상자들에 있어 일일 TV, 비디오 및 컴퓨터 사용시간은 비만 위험군이 

평균 2.2±1.1이며, 비만군이 2.2±1.2로 정상군의 2.0±1.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6). 신체적 활동정도에 대한 문항에는 비만 위

험군, 비만군에서 비활동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p=0.02). 최근 1년간 

운동관련 학원의 수강에 관한 문항에서는 비만 위험군, 비만군이 수강한 

것과 관련을 보이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p=0.054).

 식사습관에서는 비만 위험군,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과식하는 식사습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p<0.001). 주당 결식회수는 세 군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0.11).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한 달간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섭취를 7점 척도로 나누어 조사하여 월1회 미만 

섭취를 1점, 월1회를 2점, 월 2-3회를 3점, 주 1-2회를 4점, 주 3-4회를 5

점, 주 5-6회를 6점, 거의 매일 섭취하는 경우를 7점으로 하여 합한 점수로 

하 을 때,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는 정상군이 8.2±2.4, 비만 위험군이 

8.3±2.4, 비만군이 8.7±2.8이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0.21)(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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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질량 지수 분류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 관련 요인 비교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 p-값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 one-way ANOVA, 범주형 변수인 경우  χ2-test를 

사용함.

 †여가시간:  일일 TV, 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

 ‡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한달간 평균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섭취빈도를 

   더한 것임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 p-값* 

여가시간† 2.0±1.0 2.2±1.1 2.2±1.2 0.063

신체적 활동

   매우 비활동적  11(64.7%)  3(17.7%)  3(17.7%)

0.017
   조금 비활동적  59(66.3%) 10(11.2%) 20(22.5%)

   조금 활동적 233(74.4%) 45(14.4%) 35(11.2%)

   매우 활동적 303(78.1%) 52(13.4%) 33( 8.5%)

운동학원 수강정도

   예 231(71.1%) 48(14.8%) 46(14.2%)
0.054

   아니오 377(77.9%) 62(12.8%) 45( 9.3%)

식사 습관

   아주 많이 먹는다   3(23.1%)  4(30.8%)  6(46.2%)

< 0.001
   조금 많이 먹는다  25(22.9%) 33(30.3%) 51(46.8%)

   적당히 먹는다 327(77.7%) 61(14.5%) 33( 7.8%)

   적게 먹는다 254(95.0%) 12( 4.5%)  1( 0.4%)

결식 회수(회/주)

   거의 없다 443(73.8%) 82(13.7%) 75(12.5%)

0.110   1-2회 120(76.0%) 25(15.8%) 13( 8.2%)

   3회 이상  45(88.2%)  3( 5.9%)  3( 5.9%)

패스트푸드섭취정도‡
 8.2±2.4 8.3±2.4 8.7±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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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비만 위험군, 

비만군의 유병률

 연구대상자중 모유수유 기간이 0개월인 인공수유(분유)만을 한 경우는 

295명(36.4%)이고, 모유수유를 한 경우가 515명(63.6%) 다. 모유수유의 기

간이 1-6개월 330명(64.1%), 7개월 이상 185명(35.9%) 다.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에서 모유수유 여부와의 관련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p=0.25). 또한, 모유수유 기간에서는 1-6개월 수유한 군과 7개월 이상 수

유한 군의 관련은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p=0.62)(표5). 출생 후 수유방법

에 대한 문항에서 ‘거의 모유수유만 하 다’가 161명(19.9%), ‘주로 인공수

유보다 모유수유를 하 다’가 52명(6.4%), ‘모유와 인공수유를 비슷하게 하

다’가 92명(11.4%), ‘주로 모유보다 인공수유를 하 다’가 213명(26.4%), 

‘거의 인공수유(분유)만 하 다’가 290명(35.9%) 으며, 정상군, 비만 위험

군, 비만군에서 수유방법관의 관련은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p=0.44). 

표 5. 모유수유 기간별 비만위험군, 비만의 유병률        단위: 명(%)

   * 
p-값은 χ

2
-test를 사용함.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 p-값* 

모유수유 여부

   예 390(75.7%) 63(12.2%) 62(12.0%)
0.252

   아니오 219(74.2%) 47(15.9%) 29( 9.8%)

모유수유 기간

   1-6개월 246(74.6%) 41(12.4%) 43(13.0%)
0.623

   7개월 이상 144(77.8%) 22(11.9%) 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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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유수유와 소아비만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대상자들에 있어 인공수유만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경우 1-6개월의  

모유수유를 한 경우 비만 위험군의 교차비는 0.78(95% 신뢰구간 

0.49-1.34), 비만군의 교차비는 1.32(0.80-2.19) 다. 7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경우 비만 위험군의 교차비는 0.71(0.41-1.23), 비만군의 교차비는 

0.996(0.54-1.84)로 모유 수유군에서 비만 발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 출생 체중, 손위 형제수, 식사습관, 

일일 TV, 비디오 및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들의 체질량 지수를 통제하 을 

때, 비만 위험군에서 출생 체중, 식사습관, 아버지 체질량 지수와 관련이 

있었고, 모유수유 1-6개월인 경우 교차비 0.82(0.49-1.39), 7개월 이상인 경

우 0.61(0.32-1.27)로 발생이 감소되나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 또한 비만

군에서는 식사습관, 어머니 체질량 지수와 관련이 있었으나, 모유수유 기간

과의 관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인공(분유)수유만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여학생에 있어 7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경우 비만 위험군의 교차

비는  0.41(0.19-0.92)로 발생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보이나, 비만군의 교차비는 0.58(0.23-1.49)로 감소를 보이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에 있어서는 모유수유 기간과의 관련은 없었

다. 또한 출생 체중, 손위 형제수, 식사습관, 일일 TV, 비디오 및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들의 체질량 지수를 통제하 을 때, 남녀 학생에 있어 통계

적인 의의는 없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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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유수유와 소아비만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차비(Odds ratio, OR)는 성별, 출생 체중, 손위 형제수, 식사습관, 일일 TV, 

비디오 및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들의 체질량 지수를 통제하였다. 
†CI: confidence interval

비만 위험군 비만군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전  체

인공수유(분유) 1 1 1 1

모유수유 

  1-6개월

0.78

(0.49-1.23)

0.82

(0.49-1.39)

1.32

(0.80-2.19)

1.84

(0.93-3.63)

  7개월 이상
0.71

(0.41-1.23)

0.61

(0.32-1.17)

1.00

(0.54-1.84)

1.36

(0.61-3.03)

남학생

인공수유(분유) 1 1 1 1

모유수유

  1-6개월

1.10

(0.56-2.15)

1.10

(0.52-2.35)

1.59

(0.77-3.28)

2.12

(0.76-5.87)

  7개월 이상
1.26

(0.58-2.73)

0.99

(0.40-2.41)

1.61

(0.69-3.73)

2.44

(0.76-7.86)

여학생

인공수유(분유) 1 1 1 1

모유수유

  1-6개월

0.58

(0.31-1.09)

0.64

(0.30-1.37)

1.10

(0.54-2.24)

1.60

(0.62-4.10)

  7개월 이상
0.41

(0.19-0.92)

0.41

(0.15-1.13)

0.58

(0.23-1.49)

0.81

(0.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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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과거 모유수유 유무와 기간에 따른 비만의 발생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데, 이는 소아비만이 아기, 5-6세, 청소년기에 흔하게 나타나고(안효섭, 

2004), 식습관에 있어 부모의 향이 큰 시기(박미아 등, 1998)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는 비만 위험군이 12.9%, 비만군이 11.7%, 여아

의 경우는 비만 위험군이 14.3%, 비만군이 10.8%로 나왔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20001년 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에서 비만 

위험군이 13.9%, 비만군이 8.8% 으며, 여아에서는 각각 10.0%, 6.4%로 나

타났다(권은령 등, 2002). 비만 위험군이 체질량 지수의 85-95백분위수, 비

만군이 95백분위수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치인데, 이는 기준

으로 삼은 한국 소아의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는 1998년 대한 소아과 학회

에서 만든 것으로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신장, 체중이 증가하 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대상자 810명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20.6±5.8 

cm, 23.6±4.1 kg이며, 평균 체질량 지수는 16.2±2.3으로 1998년 기준으로 

하 을 때 평균 체질량 지수는 7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홍창의 

2003).

 본 연구에서 출생 후 수유방법에 대한 문항에서 ‘거의 모유수유만 하

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9%로 2000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홍창의, 

2003)에서 조사한 19%와 유사하 다. 비만 위험군의 발생은 모유수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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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12.2%, 하지 않은 군에서 15.9%로 나타났으며, 모유 수유 기간에 

따라 1-6개월 모유수유한 군에서 12.4%, 7개월 이상인 군에서 11.9%로 감

소하 다. von Kries 등(1999)의 보고에는 과체중(BMI 90백분위수 이상)은 

전혀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2.6%, 모유수유를 한 경우는 9.2%라

고 하 으며, 이는 모유수유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모유

수유 2개월 이내인 경우 11.1%, 12개월 초과인 경우 5.0% 다. 

 본 연구에서 소아비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부모의 체질량 지

수는 정상군에 비해 비만 위험군, 비만군에서 높았으며. 생활습관 관련요인

에서는 정상군보다 비만 위험군, 비만군이 비활동적인 신체적 활동과 과식

하는 식사습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결식회수와의 관련은 없었으나, 

전체 대상자중 51명(6.3%)에서 주당 3회 이상, 158명(19.5%)에서 주당 1-2

회 결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초등학생 1학년에서도 결식이 많음을 보

여주므로 학생들에 대한 식사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출생 체중은 비만 

위험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손위 형제수, 부모의 

학력, 월 가구 수입은 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들에 있어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생활 관련 요

인들을 통제하 을 때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7개월 이상 모유수

유를 한 경우 교차비(odds ratio)는 0.61 (95% 신뢰구간 0.31-1.17)로 비만 

위험군의 발생이 감소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 여학생에 있어 모유수유를 7개월 이상 한 경우 모유수

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비만위험군의 교차비는 0.41 (95% 신뢰구간 

0.19-0.92)로 발생이 감소하 다. 비만군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없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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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만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학생에 있어서는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비만 발생의 감소는 유의하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 남녀 학생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

만 한달간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남학생에 있어  8.4±2.5로 여학생

의 8.0±2.5보다 많은 것(p=0.03)처럼 생활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변수가 세 개(정상군, 비만 위험군, 비만군)인 경우

의 로짓모형인 일반화 로짓모형(generalized logit model)을 사용하 을 때,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모유수유한 군에서 

비만 위험군의 교차비는 0.81 (95% 신뢰구간 0.48-1.35), 비만군의 교차비

는 1.58 (95% 신뢰구간 0.84-2.96)이며, 7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에서는 

비만 위험군이 0.66 (95% 신뢰구간 0.35-1.23), 비만군이 1.18 (95% 신뢰구

간 0.56-2.52)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다른 방법으로, 순위형 종속

변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비례오즈모형 (proportional odds model)을 사용하

을 때,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모유수유

한 군의 교차비는 1.06 (95% 신뢰구간 0.73-1.55), 7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의 교차비는 0.83 (95% 신뢰구간 0.53-1.31)로 7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

에서 비만의 발생이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von Kries 등(1999)은 5-6세의 93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 이상 모유 수유한 군에서 부모 교육정도, 임신기간 어머니

의 흡연 유무, 저체중, 버터소비량 등을 통제하 을 때 과체중 (BMI 90백

분위수 이상)의 교차비는 0.67 (95% 신뢰구간 0.49-0.91), 비만 (BMI 97백

분위수 이상)의 교차비는 0.57 (95% 신뢰구간 0.33-0.99)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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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mann 등(2003)은 6세의 4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개월 이상 모

유 수유한 군이 어머니의 과체중, 흡연유무, 사회 계층을 통제하 을 때 과

체중 (BMI  90백분위수 이상)의 교차비는 0.53 (95% 신뢰구간 0.31-0.89), 

비만 (BMI 97백분위수 이상)의 교차비는 0.46 (95% 신뢰구간 0.23-0.92)이

라고 하 다. 이외 Gillman 등(2001), Toschke 등(2002) 도 소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한 군에서 비만 발생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반면에 Hediger 등(2001), Li 등(2003), Victora 등(2003)은 모유수유 여

부가 소아비만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 다. 

 본 연구의 단점으로는 설문지를 통한 후향적 조사연구에서 발생하는 

recall bias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유수유 유무와 모유수유 기간에 대

한 기억은 선행연구들에서 타당도(Kark 등, 1984; Vobecky 등, 1998) 및 

신뢰도(Haaga 등, 1998)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

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선택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 전

체 대상자 997명중 952명에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중 142명에서 대상

자의 신장과 체중의 기록이 누락되어 제외되었는데, 분석 대상군과 제외군

의 특성 비교에서 성별, 출생 체중, 모유수유 기간, 부모들의 체질량 지수, 

일일 TV, 비디오, 컴퓨터 사용 시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등의 변수들에

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신장과 체중의 측정에 있어 학교간, 측정

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상자들의 체질량 지수 산정에 사용된 신장과 

체중은 학교 신체검사에서 측정된 것을 사용하 고,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

는 경우 부모에 의해 보고된 수치를 사용하 다. 초등학생 자녀의 신장과 

체중에 대한 부모의 보고치와 실제 측정된 수치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는 보고(이가 과 권은령, 2002)가 있어 학교 신체검사 수치를 이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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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부모의 보고를 이용하 다. 넷째, 혼합수유가 모유수유의 비만에 

대한 효과에 향에 미칠 수 있다. 모유수유의 비만 억제 효과에 대한 가

설로 초기 식이습관의 형성(programming)을 들 수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

는 경우 에너지 섭취의 조절을 아기 스스로 하지만, 인공수유를 하는 경우 

그 조절을 부모에 의하므로 과다 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Das, 2001; 

Gillmann 등, 2001). 본 연구에서 수유방법에 대한 문항에서 ‘모유수유만 

하 다’와 모유수유 기간이 7개월 이상인 대상은 121명이며, 이중 비만 위

험군은 10명(8.3%), 비만군은 13(10.7%) 다. ‘인공수유만 하 다’와 모유수

유 기간이 0개월인 대상은 254명으로 이중 비만 위험군은 43명(16.9%), 비

만군은 23명(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p=0.08). 마지막

으로, 대상선정에 있어 무작위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6세 남아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20.6±5.2 

cm와 24.0±4.2 kg이며 여아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19.2±5.8 cm와 

22.6±3.7 kg으로 2003년 서울시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6세 남아

인 경우 120.4 cm와 23.8 kg이며 여아인 경우 119.1cm와 22.7 kg로 비슷함

을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7세 남아의 경우 123.3±6.0 cm, 24.8±4.1 kg

이고, 7세 여아의 경우 122.0±6.3 cm, 24.4±4.2 kg로 같은 연령의 2003년 

서울시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인 남아 126.4 cm와 27.1 kg, 여아 

125.0 cm와 25.8 kg보다 작음을 보이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나이가 7세 

초반에 해당되므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유수유 여부가 소아비만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윤리

적인 문제로 인해 임상시험을 할 수 없다(editorial 2003). 또한 연구대상의 

규모가 커야 하며, 혼란변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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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이지만 모유수유의 소아비만에 대한 장기적 이점

에 관한 연구는 보건학적으로 의료비 절감 등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필

요하리라 본다. 앞으로 출생 코호트를 이용한 관찰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 31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거 모유수유 여부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장기적인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서울시 강동구 소재 3개 공립 초등학교와 노원구 소재 1

개 사립 초등학교 1학년 전체 997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19일부터 2004

년 5월 28일까지 학생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와 생활습관 관련 변수, 

수유방법, 수유 기간 등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총 21문항의 설문지를 이

용하여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System for Windows V8을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1998년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한국 소아의 체질

량 지수 백분위수에 따르면  비만 위험군은 남학생 53명(12.9%), 여학생 

57명(14.3%)이며, 비만군은 남학생 48명(11.7%), 여학생 43명(10.8%)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중 출생체중은 정상군 (3.24±0.43 kg)보다 

비만 위험군 (3.37±0.49 kg)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체질량 지수

는 정상군에 비해 비만 위험군, 비만군에서 높았으며, 생활습관 관련요인에

서는 정상군보다 비만 위험군, 비만군이 비활동적인 신체적 활동과 과식하

는 식사습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셋째, 연구대상자중 인공수유(분유)를 한 경우는 295명(36.4%)이고, 모유

수유를 한 경우가 515명(63.6%)이었다. 모유수유의 기간이 1개월에서 6개

월인 경우가 330명(64.1%), 7개월 이상인 경우가 185명(35.9%)이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생활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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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비만 위험군, 비만군의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거 모유수유 유무와 기간에 따른 비만

의 발생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와 같이 모유수유의 소아비만에 

대한 장기적 이점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의 규모가 커야 하며 혼란변수

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연구이지

만 보건학적으로 의료비 절감 등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리라 본

다. 앞으로 출생 코호트를 이용한 관찰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

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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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최근 학동기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비

만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만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비만으로 말미암아 생

기는 합병증 즉,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같은 성인 질환들이 이

미 소아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 사회적인 문제로 우울증, 자

신감 상실, 부정적 자기 신체상 등을 일으켜 체형의 변화와 운동능력 저하

에 따른 심리적 질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설문은 소아 비만에 대한 올바른 예방과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 아

동들에 있어, 소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고안된 것입

니다. 

본 설문지는 외부로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대답하는 모든 내용이 숫자

로 바뀌어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정답이 없으

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학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청소년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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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하거나, 직접 기입해주세요. >

1) 아이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2) 현재 아이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       )cm, 몸무게: (       )Kg

   ☞ 측정은 언제 한 것입니까? □ ① 학교 신체검사 때

                               □ ② 기타(                     )

3) 아이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년  (    )월  (    )일

4) 출생당시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        )Kg

5) 형제, 자매 관계는 어떠합니까?               (     )남 (     )녀중 (      )째

6) 출생당시 수유방법은 어떠했습니까?

□ ① 거의 모유수유만 하였다.

□ ② 주로 인공수유(분유)보다 모유수유를 하였다. (모유>분유)

□ ③ 모유와 인공수유(분유)를 비슷하게 하였다. (모유=분유)

□ ④ 주로 모유보다 인공수유(분유)를 하였다. (분유>모유)

□ ⑤ 거의 인공수유(분유)만 하였다.

7) 모유수유를 한 경우 생후 몇 개월까지 하였습니까?        생후 (        )개월

   ☞ 사정상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경우는 ‘0개월’로 기입해주세요.

8) 우유(생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생후 (        )개월

9)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생후 (        )개월

10) 아이의 신체적 활동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비활동적인 편이다.

□ ② 조금 비활동적인 편이다.

□ ③ 조금 활동적인 편이다.

□ ④ 매우 활동적인 편이다.

11) 지난 1년간에 운동과 관련된 학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2) TV, 비디오 시청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        )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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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재 아이의 식사습관은 어떠합니까? (간식을 포함해서 답해주세요.)

□ ① 아주 많이 과식을 하는 편이다.

□ ② 조금 많이 과식을 하는 편이다.

□ ③ 적당히 먹는 편이다.

□ ④ 조금 적게 먹는 편이다.

□ ⑤ 아주 적게 먹는 편이다.

14) 식사를 거르는 횟수(결식 횟수)는 일주일에 평균 몇 회입니까?

□ ① 거의 안 거른다.  □ ② 1-2회 □ ③ 3-4회  □ ④ 5회 이상

15) 현재 자녀가 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예로 답하신 경우, (       )세부터 비만했다고 생각한다. 

□ ② 아니오

             

< 자녀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들을 한달에 평균 몇 차례 먹는

지 해당되는 난에 v 표시를 하세요. >

  

< 부모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하거나, 직접 기입해주세요. >

1) 어머니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        )cm, 몸무게: (         )Kg

2) 아버지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        )cm, 몸무게: (         )Kg

3) 어머니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  □ ④ 대학원졸 이상

4) 아버지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   □ ④ 대학원졸 이상

5) 한달 가족 수입은 평균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 ③ 200-300만원

□ ④ 300-400만원 □ ⑤ 400-500만원      □ ⑥ 500만원 초과

***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항목 월1회 미만 월 1회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거의 매일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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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비만도 평가 **

☞ 자녀의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데 참고하세요.

1. 비만의 정의

  비만의 정의는 확실한 선은 없으나 같은 연령, 같은 성, 같은 신장의 소아의 표준체중보다 20%이상 

무거울 때, 또는 체질량 지수나 피부 두께를 측정하여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30%: 경도 비만, 30-50%: 중등도 비만,  >50%: 고도 비만

3.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BMI  85-95 백분위수 : 비만 위험군

       ≧ 95  백분위수 : 비만

  * 백분위수는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세웠을 때의 순서를 말하며, 60백분위수는 60번째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타

  피부두께, 생체전기저항분석법등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측정하는 기구와 숙련된 사람이 필요

합니다.

2. 비만도 =
 본인의 체중-표준체중 

 * 100
표준체중

BMI = 
체중(kg)

신장(m)2 

연령(만) 50백분위수 85백분위수 95백분위수

 남 5세 15.6 17.1 18.3

    6세 15.4 16.9 18.5

    7세 15.7 18.0 20.0

 여 5세 15.4 16.8 17.8

    6세 15.3 16.7 18.3

    7세 15.6 17.5 19.0

본 설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소아비만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

시기 바랍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상환(☎ 02) 3497-3480,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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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그림 2. 연구대상자들에 있어 체질량 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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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표 7. 연구대상자들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 비교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 
p-값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 t-test, 범주형 변수인 경우  χ

2
-test를 사용함.

 †p-값은 연속성 수정  χ2-test를 사용함.

 
‡
 여가시간:  일일 TV, 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

 § 
패스트푸드섭취빈도는 한달간 평균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섭취빈도를 더함

남학생 여학생 p-값*

체질량지수(Kg/m2) 16.4± 2.3 16.0± 2.2 0.019

출생 체중(Kg) 3.3± 0.4 3.2± 0.5 0.017

모유수유 기간(개월) 4.2± 6.1 4.2± 5.9 0.866

여가시간‡ 2.1± 1.1 2.0± 1.1 0.153

패스트푸드섭취빈도§ 8.4± 2.5 8.0± 2.5 0.030

모 체질량지수(Kg/m2) 21.1± 2.6 21.3± 2.7 0.361

부 체질량지수(Kg/m2) 23.6± 2.6 23.8± 2.5 0.334

모 학력 

   고졸이하 187(48.7%) 197(51.3%)
  0.348†

   대졸이상 220(52.3%) 201(47.7%)

부 학력 

   고졸이하 115(50.9%) 111(49.1%)
  0.970†

   대졸 293(50.4%) 288(49.6%)

가족수입 

   월 200만원 이하  67(45.9%)  79(54.1%)

0.798

   월 200-300만원 130(52.0%) 120(48.0%)

   월 300-400만원  92(51.1%)  88(48.9%)

   월 400-500만원  64(50.0%)  64(50.0%)

   월 500만원 초과  53(52.5%)  4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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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표 8. 연구대상자들에 있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특성 비교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 p-값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 t-test, 범주형 변수인 경우  χ2-test를 사용함.

 †p-값은 연속성 수정  χ
2
-test를 사용함.

 
‡
 여가시간:  일일 TV, 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

 § 패스트푸드섭취빈도는 한달간 평균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섭취빈도를 더함

공립학교 사립학교 p-값*

성별 

   남 340(82.9%) 70(17.1%)
1.000†

   여 332(83.0%) 68(17.0%)

체질량지수(Kg/m2) 16.1± 2.2 16.8± 2.3 < 0.001

출생 체중(Kg) 3.3± 0.4 3.2± 0.5 0.658

모유수유 기간(개월) 4.4± 6.1 3.4± 5.2 0.061

여가시간‡
2.2± 1.1  1.5± 0.7 < 0.001

패스트푸드섭취빈도§
8.3± 2.5 7.9± 2.3 0.066

모 체질량지수(Kg/m2) 21.3± 2.7 20.8± 2.3 0.001

부 체질량지수(Kg/m2) 23.7± 2.5 23.9± 2.7 0.365

모 학력 

   고졸이하 366(95.3%)  18( 4.7%)
< 0.001†  

   대졸이상 301(71.5%) 120(28.5%)

부 학력 

   고졸이하 222(98.2%)   4( 1.8%)
< 0.001†

   대졸 447(76.9%) 134(23.1%)

가족수입 

   월 200만원 이하 142(97.3%)  4( 2.7%)

< 0.001

   월 200-300만원 239(95.6%) 11( 4.4%)

   월 300-400만원 147(81.7%) 33(18.3%)

   월 400-500만원 86(67.2%) 42(32.8%)

   월 500만원 초과 54(53.5%) 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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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표 9. 연구대상자들의 식습관과 초기 양상태와의 관계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 p-값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 t-test, 범주형 변수인 경우  χ2-test를 사용함.
 §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한달간 평균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섭취빈도를 

   더한 것임

모유수유만 모유>인공 모유=인공 인공>모유 인공수유만 p-값
* 

이유식 

시작시기(개월)
 8.1± 5.3  7.3± 5.6 7.5± 4.8  7.8± 5.1  7.7± 4.9  0.818

생우유 

시작시기(개월)
16.1± 8.2 13.7± 6.8 15.5± 8.2 15.3± 7.4 15.2± 7.3 0.436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8.4± 2.2   7.4± 2.3   8.7± 2.7   7.9± 2.5  8.4± 2.5 0.009

식사습관

 많이 먹는다  3(23.1%)  0(0.0%)   2(15.4%)   2(15.4%)  6(46.2%)

 적당히 먹는다 88(21.0%) 28(6.7%)  47(11.2%) 112(26.7%) 144(34.3%) 0.924

 적게 먹는다 70(18.6%) 24(6.4%) 43(11.4%)  99(26.3%) 140(37.2%)

결식회수(회/주)

 거의 안한다 110(18.4%) 42(7.0%) 73(12.2%) 158(26.4%) 215(36.0%)

 1-2회  41(26.0%)  5(3.2%) 16(10.1%)  43(27.2%)  53(33.5%) 0.277

 3회 이상  10(19.6%)  4(7.8%)   3(5.9%)  12(23.5%)  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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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다항 로짓모형(polytomous logit model) 

1. 비만도가 정상인 집단에 대한 비만위험군과 비만군의 일반화 로짓모형

(generalized logit model)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차비(Odds ratio, OR)는 성별, 출생 체중, 손위 형제수, 식사습관, 일일 TV, 

비디오 및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들의 체질량 지수를 통제하였다. 

†CI: confidence interval

2. 비례오즈모형(proportional odds model)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례성 검

정한 결과 경계수준의 유의확률 값을 보 다(p=0.068).

 

†여가시간:  일일 TV, 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

비만 위험군 비만군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인공수유(분유) 1 1 1 1

모유수유 

  1-6개월
0.78

(0.49-1.23)

0.81

(0.48-1.35)

1.32

(0.80-2.19)

1.58

(0.84-2.96)

  7개월 이상
0.71

(0.41-1.23)

0.66

(0.35-1.23)

1.00

(0.54-1.84)

1.18

(0.56-2.52)

변수 교차비 95% 신뢰구간

수유방법  인공(분유) 1

          모유 1-6개월 1.06 0.73-1.55

          모유 7개월 이상 0.83 0.53-1.31

성별      남 1

          여 0.98 0.70-1.36

출생 체중(Kg) 1.59 1.08-2.33

손위 형제수(명) 0.89 0.67-1.17

여가시간† 1.12 0.96-1.30

모 체질량 지수(Kg/m2) 1.15 1.08-1.22

부 체질량 지수(Kg/m2) 1.13 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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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and childhood obesity

                             Sang Hwa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obesity 

based on body mass index data and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 of 

breast-feeding on obesity among children at elementary school. A total 

of 997 children in the 1st grade were recruited from 3 public primary 

schools in Gangdong-gu and 1 private primary school in Nowon-gu, 

Seoul.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of demographic 

background and lifestyle-related information, infant feeding methods and 

duration. After excluding data with missing information, data from 810 

subject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mean height(unit, centimeter) and weight(unit, kilogram)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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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5.2, 24.0±4.2 for 6 years-old boys, 123.3±6.0, 24.8±4.1 for 7 

years-old boys, 119.2±5.8, 22.6±3.7 for 6 years-old girls and 122.0±6.3, 

24.4±4.2 for 7 years-old girls. The mean body mass index was 16.2±2.3.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BMI from the standard growth chart in 

the 1998 Korea Academy of Pediatrics, there were 53 boys (12.9%) and 

57 girls(14.3%) identified as a high risk group for obese (BMI of 85 to 

95 percentile) and 48 boys(11.7%) and 43 girls(10.8%) as a obese group 

(BMI of more than 95 percentile). 　　　

  The birth weight was higher in the high risk group than in the 

normal body mass index group. The parental body mass index was 

higher in the high risk group and the obese group than the normal 

group. In both the high risk group and the obese group, children were 

less active and ate more than the normal group. 

 Among subjects, 295 children (36.4%) were fed powdered formula milk 

and 515 subjects(63.6%) were breast-fed. Among 515 breast subjects, 

330 subjects(64.1%) were breast-fed for 6 months or less while 185 

subjects(35.9%) were breast-fed at least for 7 months. In all the study 

groups,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or whether the child was 

breast-fed or not had no association in this study. After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there seemed to be some risk reduction 

for obesity in the breast-fed group for at least 7 months, compared to 

the never breast-fed group, but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verall, whether a child was breast-fed or not or the du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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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feeding did not seem to reduce the risk of developing obesity. 

But even if the effect of breast-feeding on future risk reduction of 

obesity is minimal, further researches on breast-feeding can have 

influences on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 costs and further public 

health impacts. Future researches including birth cohort and 

investigational studies are demanded for better results on this 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