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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부 학동기 기 소아에서 모유수유와 비만과의 련성

연세 학교 의과 학 동세 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김  상  환․이  지  원․이  덕  철†


연구배경: 모유수유와 소아비만과의 관련성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후향적 조사연구로 초등학교 학생

들의 비만을 체질량지수 분류별로 나누어 파악하고, 과거 모유수유 여부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체 연구대상자는 997명으로,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3개 공립 초등학교와 노원구 소재 1개 사립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와 생활습관 관련 변수, 수유방법, 수유 기간 등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총 21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에서 비만군(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남학생 101명(24.6%), 여학생 100명(25.0%)이다. 출생체

중(단위, kilogram)은 정상군 (3.24±0.43)에 비해 비만군 (3.34±0.46)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부, 모 각각

의 체질량지수에 대해서, 정상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1), 생활습관 관련요인에서는 일일 TV, 

비디오, 컴퓨터 평균 사용시간이 정상군 (2.0±1.0)에 비해 비만군 (2.2±1.2)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2), 

정상군보다 비만군이 운동학원 수강과 과식하는 식사습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과식하는 

식사습관, 부모의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들에 있어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생활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모유수유를 7개월 이상 한 경우 비만군의 교차비는 0.81 

(95% 신뢰구간 0.47～1.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과거 모유수유 유무와 기간에 따른 비만의 발생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모유수유의 장기적 이점과 관련된 

소아비만과의 관련성은 의료비 절감 등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출생코호트 등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

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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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아와 청소년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소아비만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만한 소아

는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성

인비만의 10～30%에서 소아비만이 있었다고 하며1), 일

본의 한 연구에서 비만아의 33%는 성인비만으로 이행하

다고 한다.2)

   다른 이유는 비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합병증, 즉 

고 압, 고지 증, 지방간, 당뇨병 같은 성인 질환들이 

이미 소아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1,3) 한소아과

학회에서 고도비만아 324명을 상으로 합병증의 유병

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지 증 61.7%, 지방간 38.6%, 

고 압 7.4%, 당뇨병 0.4%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

고 있어서 소아비만에 한 경각심을 일깨워 다.
4)
 한 

정신, 사회 인 문제로 우울증, 자존감 상실, 부정  자

기 신체상 등을 일으켜 체형의 변화와 운동능력 하에 

따른 심리  질환을 야기한다.
5)

  소아비만이 나타나는 시기는 주로 1세 미만의 아와 

5～6세  사춘기에 잘 생기며 반수 이상이 6세 이 에 

나타난다.
6)
 소아비만도 다른 비만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유  요인7), 에 지 섭취  소비의 불균형8), 운동부족9) 

등의 원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외 내분비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0.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다.6)

  국내에서 모유 수유율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1970년
10)

에는 99.7%로 상당히 높았으나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1994년11) 국 보건소를 상으로 생

후 6개월까지의 모유 수유율을 조사한 결과 28.8%로 보

고하 고, 1997년
12)

의 국조사에서는 22.1%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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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0년
6)
의 1,014명을 상으로 한 국조사에서는 

모유수유 19%로 차 모유 수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

다. 

  모유는 생후 4～6개월 동안 자라는 아이에게 이상

인 음식으로, 모유 양을 하는 아기에게는 생후 4～6개

월 동안 물, 주스나 기타 음식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한 생후 미숙한 장  막의 성숙을 진시키는 인자가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알 르기 발생을 감소

시키고, 시력과 추신경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하는 

docosahexaenoic acid (DHA)와 arachidonic acid (AA)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감염에 한 방어 작용이 있다.1) 

  모유수유의 단기  이 , 즉 안 하고 가장 경제 이

며 편리하다는 것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비

만에 한 장기  이 에 해서는 재까지 불분명한 

상태이다.13-20) von Kries 등14)은 5～6세 소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에서 과체 (체질

량지수 90백분 수 이상)과 비만(97백분 수 이상)의 발

생은 감소한다고 하 으며, Bergmann 등18)도 6세 소아에

서 3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이 과체 (체질량지수 90백

분 수 이상)과 비만(97백분 수 이상)의 발생이 감소한

다고 하 다. 반면에 Hediger 등16)은 3～5세의 소아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비만 험군(체질량지수 85～

94백분 수)과 비만(95백분 수 이상)의 발생은 모유수

유와 련성은 없었다고 하 다. 국내연구에서는 등

학생에 있어 정상군과 비만군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 여부와 비만과의 련성은 없었다고 하 다.13)

  본 연구는 후향  조사연구로 소아비만에 있어 모유

수유 여부가 비만에 향을 미치는가에 해 연구하고

자 한다.

방      법

  서울시 소재의 4개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연구

상으로 하여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상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 과 설문

지의 내용, 기재요령 등을 설명하 고, 설문 작성은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3～4일 뒤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 다. 3개 공립 등학교의 정원

은 각각 231명, 306명, 316명이며, 사립 등학교의 정원

은 144명으로 체 997명이다.

  1998년 한소아과학회 양 원회  보건 통계 원

회의 소아비만 분류6)는 체질량지수가 85～94백분 수

를 비만 험군, 95백분 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만 험군과 비만을 합쳐 체질량

지수 85백분 수 이상을 비만군으로 정의하 다. 소아

의 신장과 체 은 학교 신체검사 때 측정된 것으로 사용

하 으며, 학교 신체검사 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병원방문 때와 같이 최근에 측정된 것을 부모가 보고한 

것을 이용하 다.

  학생들의 인구, 사회학 인 변수와 생활습  련 변

수, 수유방법, 이유식에 한 사항을 악하기 해 총 

21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 다. 

설문지의 문항은 학생, 패스트푸드, 부모에 한 3 역

으로 구분되었으며, 학생들에 련된 역은 15문항으

로 성별, 키, 몸무게, 나이, 출생체 , 형제, 자매 계, 

수유방법 등에 한 것과 신체  활동 정도, 운동 련 

학원 수강 여부, TV, 비디오, 컴퓨터 사용 시간, 식사습

, 주당 결식횟수 등에 한 것이다. 학생들의 패스트푸

드 섭취에 한 빈도조사는 7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월 

1회 미만 섭취와 월 1회, 월 2～3회, 주 1～2회, 주 3～4

회, 주 5～6회, 거의 매일 섭취로 나 어 조사하 다. 부

모들에 련된 역은 5문항으로 키, 몸무게, 학력 정도, 

한달 가계 수입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에 해서는 2004년 3월 인천소재 등학생 30

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에 해서는 운동 련 학원 수강 여부를 추가하

으며, 패스트푸드 섭취에 련된 문항은 빈도조사로 

수정하 다. 한, 체 인 문항의 배열과 한 용어

의 선택, 문항 이해도 등에 하여 확인, 수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System for Windows V8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비만을 체질량지수에 따라 분류(정상, 비만

군)하고, 분류별 인구, 사회학 인 특성들과 생활습  

련요인들을 비교하기 해 χ2
-test와 t-test를 사용하 다.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상자들의 신

장, 체 , 체질량지수의 차이는 one-way ANOVA를 사용

하 다. 상자들에 있어 인구, 사회학 인 특성과 생활

습  련 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모유수유가 비만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

용하 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체 연구 상자는 997명이었으며, 이  설문지가 회

수된 것은 952명으로 회수율은 95.5% 다. 회수된 설문

지 에서 학생의 키와 몸무게에 한 응답이 빠진 경우

가 142명이고, 모유수유에 한 응답이 빠진 경우가 3명

으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것은 810명이다. 분석 상군

과 제외군의 특성 비교(표 1)에서는 부모들의 학력수

이나 가족수입 외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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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al and economic variables associated with weight status.
Unit: No (%), mean±S.D


Variable Normal (n=609) Obesity (n=201) P-value* 


Sex 0.904
  Boys 309 (50.7) 101 (50.3)
  Girls 300 (49.3) 100 (49.7)
Birth weight (kg) 3.24±0.43 3.34±0.46  0.006
Upper siblings (No)  0.5±0.6  0.5±0.6  0.399
Education level of the mother 0.378
  ≤High school 294 (48.6)  90 (45.0)
  ＜High school  31 (51.4) 110 (55.0)
Education level of the father 0.815
  ≤High school 171 (28.2)  55 (27.4)
  ＜High school 435 (71.8) 146 (72.6)
Mother’s BMI (kg/m

2) 21.0±2.5 22.0±3.0  ＜0.001
Father’s BMI (kg/m2) 23.5±2.4 24.4±2.7 ＜0.001
Family income (won/month) 0.305
  ≤2 million 118 (19.5)  28 (14.0)
  2～3 million 185 (30.6)  65 (32.5)
  3～4 million 128 (21.2)  52 (28.9)
  4～5 million  95 (15.7)  33 (16.5)
  ＞5 million  79 (13.1)  22 (11.0)


*P-value by t-test (continuous variables) or χ2-test (categorical variables).

Table 1. Characteristics of 6 and 7 year old children in this study.
 Unit: No (%), mean±S.D


Variable Included children (n=810) Excluded children (n=142) P-value*


Sex 0.742
  Boys 410 (50.6) 74 (52.1)
  Girls 400 (49.4) 68 (47.9)
Birth weight (kg) 3.26±0.44 3.26±0.42 0.966
Upper siblings (No)  0.5±0.6  0.7±0.7  ＜0.001
Duration of Breast feeding (month)  4.2±6.0  5.2±6.5  0.090
Leisure†  2.2±1.1  2.2±1.1 0.217
Frequency of fast-food intake‡  8.2±2.5  8.6±2.8  0.217
Mother’s BMI (kg/m

2
) 21.2±2.7 21.6±2.6  0.107

Father’s BMI (kg/m2) 23.7±2.5 23.8±2.5  0.657
Education level of the mother ＜0.001
  ≤High school 384 (47.7) 94 (67.1)
  ＞High school 421 (52.3) 46 (32.9)
Education level of the father ＜0.001
  ≤High school 226 (28.0) 68 (49.3)
  ＞High school 581 (72.0) 70 (50.7)
Family income (won/month) 0.006
  ≤2 million 146 (18.1) 37 (26.4)  
  2～3 million 250 (31.1) 51 (36.4)
  3～4 million 180 (22.4) 21(15.0)
  4～5 million 128 (15.9) 24(17.1)
  ＞5 million 101 (12.6)  7( 5.0)


*P-value by t-test (continuous variables) or χ2-test (categorical variables), †Leisure: average hours of daily watching TV, video or computer 
use, 

‡
The frequency of fast-food intake is sum of average frequency of monthly hamburg, chicken, pizza, ramyon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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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festyle variables associated with weight status.
 Unit: No (%), mean±S.D


Variable Normal (n=609) Obesity (n=201) P-value*


Leisure† 2.0±1.0 2.2±1.2  0.019
Physical activity 0.086
  Very inactivity  11 (1.8)   6 (3.0)
  Slightly inactivity  59 (9.7)  30 (14.9)
  Slightly activity 233 (38.5)  80 (39.8)
  Very activity 303 (50.0)  85 (42.3)
Attend sports institute 0.028
  Yes 231 (38.0)  94 (46.8)
  No 377 (62.0) 107 (53.2)
Diet habits ＜0.001
  Very overeat  3 (0.5)  10 (5.0)
  Slightly overeat  25 (4.1)  84 (41.8)
  Usually eat 327 (53.7)  94 (46.8)
  Under eat 254 (41.7)  13 (6.5)
Frequency of skipped diet (No/wk) 0.071
  Never 443 (72.9) 157 (78.1)
  1～2 120 (19.7)  38 (18.9)
  ≥3  45 (7.4)   6 (3.0)
Frequency of fast-food intake‡ 8.2±2.4 8.5±2.6  0.167


*P-value by t-test (continuous variables) or χ2-test(categorical variables), †Leisure: average hours of daily watching TV, video or computer 
use, ‡The frequency of fast-food intake is sum of average frequency of monthly hamburg, chicken, pizza, ramyon intake.

  분석 상자들의 평균 신장과 체 은 120.6±5.8 cm, 

23.6±4.1 kg이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16.2±2.3이며 체질

량지수 85백분 수 이상인 비만군은 201명(24.8%)이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410명, 여학생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에 있어 비만군은 101명(24.6%), 여학생에 

있어 비만군은 100명(25.1%)이다.

  정상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출생 체 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1), 부, 모 각각의 체질량지수에 해서, 

정상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1). 손  

형제수, 부모들의 학력, 한달 가계수입에서는 통계 인 

차이는 없었다(표 2). 

    2. 생활습관 관련요인

  식사습 에서는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과식하는 식사

습 이 상 으로 많았으며(P＜0.01), 지난 1년간 운동

련 학원을 다녔냐는 항목에서는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수강한 경우가 상 으로 많았다(P=0.03). 일일 TV, 비

디오, 컴퓨터 평균 사용시간은 비만군 2.2±1.2으로 정상

군 2.0±1.0보다 많았으나(P=0.02), 한달 평균 패스트푸

드 섭취 정도는 정상군이 8.2±2.4, 비만군이 8.5±2.6으

로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다(P=0.17)(표 3).

    3.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차이

  모유수유 기간이 0개월인 인공수유(분유)만을 한 경우

는 295명(36.4%)이고, 모유수유를 한 경우가 515명(63.6%) 

이었다. 모유수유를 한 경우 모유수유 기간이 1～6개월 

330명(64.1%), 7개월 이상 185명(35.9%)이었다. 정상군, 

비만군에서 모유수유 여부와 기간에 따른 신장, 체 , 체

질량지수의 차이는 없었다(표 4).

    4. 모유수유와 소아비만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소아비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 게 식사하는 경우에 비해 과식하는 경우 

비만 발생이 증가하 다. 비만 발생에 있어 부모의 체질

량지수의 교차비는 각각 1.12와 1.11로 통계 으로 의미

가 있었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모유

수유를 7개월 이상 한 경우 비만군의 교차비는 0.81 (95% 

신뢰구간 0.47～1.39)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44)(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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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of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between bottle feeding and breast feeding.
 Unit: No (%)


Breast feeding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Variable 1～6 month over 7 month              P-value* 

(n=295)
(n=330) (n=185)


 Height (cm) 121.1±5.7 120.1±6.0 120.7±5.8  0.089
 Weight (kg)  24.0±4.2  23.5±4.1  23.5±4.0  0.236
 BMI (kg/m2

)  16.3±2.2  16.2±2.3  16.1±2.3  0.653

*P-value by one-way ANOVA analysis.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revalence of obesity among 6 and 7 year old children according to duration of breast feeding.


Variable β S.E P-value OR*(95% CI)

 Breast feeding 1～6 month† 0.025 0.229 0.912  1.03 (0.66～1.61)
 Breast feeding over 7 month†

-0.214 0.276 0.438  0.81 (0.47～1.39)
 Sex (boys) -0.212 0.203 0.296  0.81 (0.54～1.21)
 Birth weight (Wt) 0.378 0.234 0.107  1.46 (0.92～2.31)
 Upper siblings (No) 0.059 0.163 0.717  1.06 (0.77～1.46)
 Leisure‡ 0.152 0.094 0.106  1.16 (0.97～1.40)
 Very overeat§ 3.956 0.744 ＜0.001 52.26 (12.16～224.57)
 Slightly overeat§ 4.055 0.375 ＜0.001 57.69 (27.65～120.36)
 Usually eat§ 1.688 0.314 ＜0.001  5.41 (2.93～10.00)
 Mother’s BMI (kg/m2

) 0.112 0.039 0.004  1.12 (1.04～1.21)
 Father’s BMI (kg/m2) 0.100 0.038 0.009  1.11 (1.03～1.19)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s adjusted for sex, birth weight, number 
of upper siblings, diet habits, average hours of daily watching TV, video or computer use, parental body mass index, †

Compared to 
the never breast fed group, ‡Leisure: average hours of daily watching TV, video or computer use, §Compared to the under-eat group.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과거 모유수유 유무와 기간에 따른 비

만의 발생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등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하 는데, 이는 소아비만이 아기, 5～6세, 청

소년기에 흔하게 나타나고
1)
, 식습 에 있어 부모의 향

이 큰 시기13)이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비만이라 정을 내리기 한 한 기

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나 최근까지도 소아  

청소년기의 비만을 정하는 당한 기 이 미흡한 실

정이다. 비만을 진단하기 하여 신장과 체 에 의한 여

러 방법이 있으나, 체질량지수가 6세 이후 피하지방과 

체지방과의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한소아과학회 양 원회  보건 통계 원회

에서 체질량지수가 85에서 94백분 수이면 추  찰할 

상인 비만 험군으로 분류하고, 95백분 수 이상이

면 비만으로 분류하여 소아 비만의 진단 기 을 제정한 

바 있다.6) 본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는 비만 험군이 

12.9%, 비만이 11.7%, 여아의 경우는 비만 험군이 

14.3%, 비만이 10.8%로 나왔다. 다른 보고
21)

에 의하면 

2001년 부산지역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

아에서 비만 험군이 13.9%, 비만이 8.8% 으며, 여아

에서는 각각 10.0%, 6.4%로 나타났다.

  출생 후 수유방법에 한 문항에서 ‘거의 모유수유만 

하 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9%로 2000년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6)
에서 조사한 19%와 유사하 다. 비만 험

군의 발생은 모유수유한 군에서 12.2%, 하지 않은 군에

서 15.9%로 나타났다.

  체 학생들에 있어 인구, 사회학  특성과 생활 련 

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모유수유를 한 군에서 비만의 

발생의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von Kries 등
14)
은 5～6세의 9,357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6개월 이상 모유 수유한 군에서 부모 교육정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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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어머니의 흡연 유무, 체 , 버터소비량 등을 통제

하 을 때 과체 (체질량지수 90백분 수 이상)의 교차

비는 0.67 (95% 신뢰구간 0.49～0.91), 비만 (체질량지수 

97백분 수 이상)의 교차비는 0.57 (95% 신뢰구간 0.33～

0.99)이라고 하 다. 이외 Gillman 등15), Toschke 등17), 

Bergmann 등18)도 소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

를 한 군에서 비만 발생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반

면에 Hediger 등16), Li 등19), Victora 등20)은 모유수유 여부가 

소아비만과 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 다.

  본 연구의 단 으로는 설문지를 통한 후향  조사연

구에서 발생하는 recall bias가 있을 수 있다. 그 지만 모

유수유 유무와 모유수유 기간에 한 기억은 선행연구

들에서 타당도
22-23) 

 신뢰도
24)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한다. 둘째, 선택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 체 상자 

997명  952명에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142명

에서 상자의 신장과 체 의 기록이 락되어 제외되

었는데, 분석 상군과 제외군의 특성 비교에서 성별, 출

생체 , 모유수유 기간, 부모들의 체질량지수, 일일 TV, 

비디오, 컴퓨터 사용 시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등의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신장과 체 의 

측정에 있어 학교간, 측정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자들의 체질량지수 산정에 사용된 신장과 체 은 학

교 신체검사에서 측정된 것을 사용하 고, 이것을 이용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에 의해 보고된 수치를 사용하

다. 등학생 자녀의 신장과 체 에 한 부모의 보고치

와 실제 측정된 수치와는 강한 상 계가 있다는 보고25)

가 있어 학교 신체검사 수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부

모의 보고를 이용하 다. 넷째, 혼합수유가 모유수유의 

비만에 한 효과에 향에 미칠 수 있다. 모유수유의 

비만 억제 효과에 한 가설로 기 식이습 의 형성

(programming)을 들 수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에

지 섭취의 조 을 아기 스스로 하지만, 인공수유를 하

는 경우 그 조 을 부모에 의하므로 과다 양이 이루어

질 수 있다.15,26) 그러나, 혼합수유를 제외하기 해 본 연

구에서 수유방법에 한 문항과 수유기간에 한 문항

을 혼합하여 분석한 결과 수유방법에 한 문항에서 ‘모

유수유만 하 다’와 모유수유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상

은 121명이며, 이  비만군은 23명(19.1%), ‘인공수유만 

하 다’와 모유수유 기간이 0개월인 상은 254명으로 

이  비만군은 66명(26.0%)으로 상 으로 모유수유군

에서 비만군의 발생은 감소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은 없었다(P=0.18). 다섯째, 상선정에 있어 무작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6세 남아의 평균 신장과 체 은 120.6

±5.2 cm와 24.0±4.2 kg이며 여아의 평균 신장과 체 은 

119.2±5.8 cm와 22.6±3.7 kg으로 2004년 서울시27) 등

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 은 6세 남아인 경우 120.9 cm와 

23.8 kg이며 여아인 경우 120.2 cm와 22.9 kg와 2003년 

국 학생 신체검사28)의 등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 은 

6세 남아인 경우 120.8 cm와 23.8 kg이며 여아인 경우 

119.4 cm와 22.8 kg로 비슷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아

비만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약물 복용력에 한 조사가 부족하다. 아토피나 천식 등

의 병력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와 한약 복용력

이 소아 비만에 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유무와 기간에 따른 비만의 

발생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모유수유의 장기  이

과 련된 소아비만과의 련성은 의료비 감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출생 코호트 등 규모 

향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and 
Obesity in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Sang-Hwan Kim, M.D., Ji-Won Lee, M.D., Duk-Chul Lee, 
M.D.

†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

mine the prevalence of obesity based on body mass 

index data and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 of breast 

feeding on obesity amo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Methods: A total of 997 children in 1st grade were 

recruited from 3 public primary schools in Gang-

dong-gu and 1 private primary school in Nowon-gu, 

Seoul. A questionnaire was used gather demographic 

background and lifestyle-related information infant 

feeding methods and duration. 

Results: There were 101 boys (24.6%) and 100 girls 

(25.0%) identified as a obese group (BMI 85 percentile). 

The birth weight was higher in the obese group (3.34

±0.46) than in the normal body mass index group 

(3.24±0.43). The parental body mass index was higher 

in the obese group than the normal group. Average 

hours of daily watching TV, video or computer use 

was higher in the obese group (2.2±1.2) than in the 

normal body mass index group (2.0±1.0). In the ob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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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hildren ate more than the normal group. After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there seem-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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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Whether child was breast fed or not nor 

the duration of breast feeding did not seem to reduce 

the risk of developing obesity. (J Korean Acad Fam 

Med 2005;26:470-480)


Key words: breast feeding, child, obesity,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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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최근 학동기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만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비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합병증, 

즉 고 압, 고지 증, 지방간, 당뇨병 같은 성인 질환들이 이미 소아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정신, 사회 인 

문제로 우울증, 자신감 상실, 부정  자기 신체상 등을 일으켜 체형의 변화와 운동능력 하에 따른 심리  질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설문은 소아 비만에 한 올바른 방과 치료를 해 우리나라 아동들에 있어, 소아 비만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으며, 답하는 모든 내용이 숫자로 바 어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한 

질문에 한 답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 학교 보건 학원 건강증진학과

 동세 란스병원 청소년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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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하거나, 직  기입해주세요.>

 1) 아이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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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는 어떠합니까? (   )남 (   )녀  (   )째

 6) 출생당시 수유방법은 어떠했습니까?

 □ ① 거의 모유수유만 하 다.

 □ ② 주로 인공수유(분유)보다 모유수유를 하 다(모유＞분유).

 □ ③ 모유와 인공수유(분유)를 비슷하게 하 다(모유=분유).

 □ ④ 주로 모유보다 인공수유(분유)를 하 다(분유＞모유).

 □ ⑤ 거의 인공수유(분유)만 하 다.

 7) 모유수유를 한 경우 생후 몇 개월까지 하 습니까?  생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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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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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 습니까? 생후 (    ) 개월

10) 아이의 신체  활동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비활동 인 편이다.

 □ ② 조  비활동 인 편이다.

 □ ③ 조  활동 인 편이다.

 □ ④ 매우 활동 인 편이다.

11) 지난 1년간에 운동과 련된 학원을 보낸 이 있습니까? 

 □ ①  □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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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일



김상환 외: 서울지역 일부 학동기 초기 소아에서 모유수유와 비만과의 관련성

Vol. 26, No. 8 479

13) 재 아이의 식사습 은 어떠합니까? (간식을 포함해서 답해주세요.)

 □ ① 아주 많이 과식을 하는 편이다.

 □ ② 조  많이 과식을 하는 편이다.

 □ ③ 당히 먹는 편이다.

 □ ④ 조  게 먹는 편이다.

 □ ⑤ 아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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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자녀가 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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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아니오

＜자녀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들을 

한 달에 평균 몇 차례 먹는지 해당되는 난에 V 표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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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치킨

피자

라면

 

＜부모들에 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하거나, 직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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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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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머니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 졸 이하   □ ② 고졸  □ ③ 졸  □ ④ 학원졸 이상

 4) 아버지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 졸 이하   □ ② 고졸  □ ③ 졸  □ ④ 학원졸 이상

 5) 한달 가족 수입은 평균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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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300～400만원 □ ⑤ 400～500만원  □ ⑥ 500만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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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만) 50백분 수 85백분 수 95백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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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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비만도 평가

☞ 자녀의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데 참고하세요.

    1. 비만의 정의

  비만의 정의는 확실한 선은 없으나 같은 연령, 같은 성, 같은 신장의 소아의 표 체 보다 20%이상 무거울 때, 

는 체질량 지수나 피부 두께를 측정하여 백분 수를 기 으로 정합니다. 

    2.              본인의 체 -표 체
비만도 = ｝×100

      표 체

  20～30%: 경도 비만, 30～50%: 등도 비만, ＞50%: 고도 비만

3.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BMI 85～95 백분 수: 비만 험군 

      ≥95 백분 수: 비만

           체 (kg)
   BMI= 
           신장(m)2 

  *백분 수는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세웠을 때의 순서를 말하며, 60백분 수는 60번째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타

  피부두께, 생체 기 항분석법등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측정하는 기구와 숙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 설문에 한 궁 한 사항이나 소아비만에 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세 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문의 김상환(☎ 02) 3497-3480, 3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