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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ietary habits and biochemical indices according to the obe-
sity index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visiting a hospital for diagno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0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The overweight rates of child subjects were 37.5% for males 
and 40.9% for females, whereas the rates of underweight children were 35.0% for males and 14.5% for 
females. Children's obesity index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children's families. Children's obesity index, mothers' weights, BMI, and percent ideal body weight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Blood biochemical values in children (hemoglobin, hematocrit, albumin, globulin, glucos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and their obesity index also showed positive correlation. For the un-
derweight group, the frequency of iron-deficiency anemia was significantly high, whereas for the overweight 
group, the frequency of dyslipidemia was high.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children's obesity index 
and a decrease in frequency of regular exercise with time spent on the TV/computer. The normal weight 
group recorded the highest total scores for mothers' nutritional knowledge, whereas the overweight group re-
corded the lowest total scores. Therefore, to maintain healthy weight in children, nutritional education pro-
grams for mothers an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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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997
년 5.8%에서 2010년에는 남아 12.7%, 여아 8.6%로 

크게 증가하였다(Oh 등 2008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소아청소년 중 특히 6∼11세의 경

우 과체중이 11.7%, 비만 8.8%로 과체중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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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 

소아청소년 비만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반
면, 소아청소년의 저체중 비율은 2008년 6.1%에서 

2011년에는 4.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Korean Edu-
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서울, 수도권 중

소 도시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조사한 

결과(Lee 등 2008)에서는 저체중 초등학생은 여아 

14.6%, 남아 38.3%로 중 ․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비만은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영양과잉 

및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활동량 감소, 호르

몬 이상 및 대사 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

다(Kim & Chang 2009). 비만은 특히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머니의 식습

관과도 관계가 깊다(Kang & Yoon 2010). 어릴 때 

편식하는 식습관과 신체활동이 적은 생활습관은 비

만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이는 성인까지 

이어지므로 어릴 때의 생활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eo 2009).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스스로 

식품을 선택하며 식습관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

기이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건강체

중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June 등 2006). 
또한 식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식습관은 비만뿐만 아니라 저체중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날씬

한 외모를 선호하는 가치관이 자리잡게 되면서 저

체중인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체중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Shim 2011). 아동

기는 골격 성장 및 발달이 왕성하여 적절한 영양공

급이 필요한 시기로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garey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내

원 초등학생을 저체중, 정상체중과 과체중이상 아동

으로 분류하고 혈액 생화학적 분석치, 식습관 및 생

활습관을 조사하여 비만도에 따른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비만 및 저체중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부산 모 종합병원에 내

원한 초등학생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저체중과 과체중이상 아동은 소아청소년

과에 성장장애 및 발육이상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온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상체중 아동은 감

기 등 가벼운 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으로 내

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과 어머니 모두

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영양지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

우와 아동의 비만도와 관련될 수 있는 특별한 질환

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아동 150명과 대상아동의 

어머니 150명으로 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병원 소아청소년과 내 영양상담실에

서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용 

설문지는 평소 식습관 및 활동량 등의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가족사항, 가족의 수

입 등의 일반사항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아

동의 비만도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지식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영양지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지식

은 영양과 관련된 질문 10개 문항, 비만과 관련된 

질문 10개 문항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
양지식 점수는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 0점으

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질문 문항은 

선행논문(Lee 2004; Kim 등 2008; Lee 2009)과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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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지침서(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10)
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2) 비만도 조사

아동의 신체계측은 체성분분석기(Inbody J10, 
(주)Biospac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어머니의 신체계측은 조사자가 직접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조사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어머니

와 아동의 비만도를 계산하였다. 아동의 경우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007)를 기준으로 표준체

중을 산정하여 비만도를 구한 후 아동 비만도가 

90% 미만인 경우 저체중 아동, 90% 이상 110% 미

만이면 정상체중 아동으로 하였고 110% 이상의 과

체중, 경도 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 비만을 모두 포

함하여 과체중이상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비만도는 브로카변법을 이용하여 PIBW(Percent Ideal 
Body Weight)를 구한 후 90% 미만이면 저체중군, 
90% 이상 110% 미만이면 정상체중군, 110% 이상이

면 과체중군으로 분류하였다. 

3) 혈액 생화학적 검사

아동의 혈액검사 결과는 환자 진료를 위해 검진

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혈액 생화학적 검사는 헤마

토크리트와 헤모글로빈 농도 및 혈장 알부민, 글로

불린, 혈당,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측

정하였다. 혈액검사 결과의 활용은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였다.
이상지질혈증을 조사하기 위해 혈중 중성지방 농

도는 국제당뇨병협회에서 제시한 10∼16세의 소아청

소년 대사증후군 기준을 이용하여 150 mg/dl 이상인 

경우를 이상지질혈증군으로 분류하였다(Zimmet 등 

2007; Park 2008).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NCEP (1992)
에 따라 200 mg/dl 이상인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으로 

정의하였다.
철분결핍성 빈혈의 판단기준은 성별과 연령에 따

라 다르나, 8세에서 12세까지는 남, 여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Choi 등 2007). 헤모글로빈의 경우 

11.6 g/dl 이하, 헤마토크리트의 경우 36.0% 이하를 

철분결핍성 빈혈로 정의하였다.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조사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통계 프로

그램(Ver.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과 어머

니의 일반사항 및 모든 조사항목은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비만도에 따라 

세그룹으로 분류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각 변인 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아동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이상지질혈증과 

빈혈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였다. 아동 비만도와 혈액검사 결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26.7%, 여자가 73.3%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7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은 핵가족이 86.7%, 대가족이 12.7%였으며, 수

유방법은 혼합수유가 54.7%로 모유 수유(19.3%)와 

인공수유(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가족의 

수입은 아동 비만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P＜0.001).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은 월 평균 수

입이 500만원 이상이 33.3%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체중이상 아동은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서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이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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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Total χ
2-value

Gender
  Male 14 (46.7) 11 (18.3) 15 (25.0)  40 ( 26.7)

 8.352*
  Female 16 (53.3) 49 (81.7) 45 (75.0) 110 ( 73.3)
Age (years)
   7  9 (30.0) 14 (23.3) 14 (23.3)  37 ( 24.7)

25.590**

   8  4 (13.3) 18 (30.0) 13 (21.7)  35 ( 23.3)
   9  5 (16.7) 16 (26.7) 16 (26.7)  37 ( 24.7)
  10  2 ( 6.7) 11 (18.3) 12 (20.0)  25 ( 16.7)
  11  8 (26.7)  1 ( 1.7)  4 ( 6.7)  13 (  8.7)
  12  2 ( 6.7)  0 ( 0.0)  1 ( 1.7)   3 (  2.0)
Feeding type
  Breast milk  5 (16.7) 16 (26.7)  8 (13.3)  29 ( 19.3)

 8.409  Formula milk  4 (13.3) 14 (23.3) 21 (35.0)  39 ( 26.0)
  Mixed feeding 21 (70.0) 30 (50.0) 31 (51.7)  82 ( 54.7)
Family type
  Extended family  1 ( 3.3)  7 (11.7) 11 (18.3)  19 ( 12.7)

 5.805  Nuclear family 29 (96.7) 53 (88.3) 48 (80.0) 130 ( 86.7)
  Others  0 ( 0.0)  0 ( 0.0)  1 ( 1.7)   1 (  0.7)
Average income (thousand won/month)
  ＜2,000  0 ( 0.0)  3 ( 5.0)  8 (13.3)  11 (  7.3)

28.601***
  2,000∼3,000  8 (26.7) 10 (16.7) 21 (35.0)  39 ( 26.0)
  3,000∼4,000  9 (30.0) 15 (25.0)  6 (10.0)  30 ( 20.0)
  4,000∼5,000  3 (10.0)  9 (15.0) 18 (30.0)  30 ( 20.0)
  ≥5,000 10 (33.3) 23 (38.3)  7 (11.7)  40 ( 26.7)
  Total 30 (20.0) 60 (40.0) 60 (40.0) 150 (100.0)

*P＜0.05, **P＜0.01,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2. 어머니의 신체계측치

조사대상 어머니의 신체계측치는 Table 2에 나타

내었다. 저체중, 정상체중과 과체중이상 아동의 평

균 소아 비만도는 84.1%, 97.6%와 125.0%로 나타났

다(P＜0.001). 어머니의 신장은 저체중 아동에서 

163.5 cm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체중 이상 아

동에서는 159.7 cm로 낮게 나타났다(P＜0.001). 체중

은 신장과는 반대로 나타나 과체중 이상 아동에서 

61.5kg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체중 및 정상체중 아

동에서는 52.2 kg과 53.0 kg으로 나타났다(P＜0.001). 
어머니의 비만도는 저체중 아동에서 91.9%, 정상체

중 아동에서 96.1%로 낮게 나타난 반면 과체중이상 

아동에서는 112.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01). 

3. 아동의 혈액 생화학적 검사치

대상 아동의 혈액 생화학적 검사치는 Table 3과 

같다. 헤모글로빈 농도는 저체중 아동에서 12.1 g/dl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정상체중과 과체중이상 

아동은 13.0 g/dl와 13.3 g/dl로 저체중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01). 헤마토크리트 또한 

저체중 아동에서 35.5%로 다른 체중 아동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01). 혈당치는 저체중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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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derweight (N=30) Normal weight (N=60) Overweight (N=60) F-value

Child's obesity index (%)   84.1±5.11)c  97.6±2.4b  125.0±10.9a 309.799***
Mother's height (cm) 163.5±3.9a 160.4±4.2b 159.7±4.6b   8.199***
Mother's weight (kg)  52.2±5.9b  53.0±5.0b  61.5±9.5a  26.096***
Mother's BMI2) (kg/m2)  19.5±1.9c  20.6±1.8b  24.1±3.4a  42.246***
Mother's PIBW3) (%)  91.9±9.5b  96.1±8.1b  112.1±15.9a  38.594***

1) Mean±SD
2) BMI: body mass index
3) PIBW: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P＜0.001

Table 2. Anthropometric data of the subjects

Item Underweight (N=30) Normal weight (N=60) Overweight (N=60) F-value

Hemoglobin (g/dl)  12.1±1.01)b 13.0±0.9a 13.3±0.7a 20.114***
Hematocrit (%) 35.5±2.6b 38.5±2.6a 38.9±2.4a 20.428***
Albumin (mg/dl)  4.2±0.2b  4.3±0.2a  4.4±0.2a 16.315***
Globulin (mg/dl)  2.7±0.4b  2.9±0.3a  2.9±0.3a 5.919**
Glucose (mg/dl)  93.1±10.5b 94.4±9.5b 103.6±18.2a  8.839***
Cholesterol (mg/dl) 141.8±29.1c 157.7±22.4b 172.1±28.5a 13.693***
Triglyceride (mg/dl)  63.8±24.1b  83.6±41.5b 120.1±80.4a 10.984***

1) Mean±SD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P＜0.01, ***P＜0.001

Table 3. Biochemical indices in blood of the subjects.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과체중 아동이 103.6 mg/dl로 

높게 나타났다(P＜0.001).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농도는 과체중이상 아동이 저체중과 정상체

중 아동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보였으며(P＜0.001), 
일부 아동에서는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이상지질혈

증을 나타내었다(Table 4). 총콜레스테롤은 과체중이

상 아동의 16.7%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나타나 정상

체중 아동 3.3%와 저체중 아동 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중성지방 농도는 정상 수준 이상

인 아동은 과체중이상 아동에서 28.3%로 다른 아동

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01). 헤모글로빈

과 적혈구용적률을 기준으로 철분결핍성 빈혈의 빈

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헤모글

로빈 농도가 11.6 g/dl 이하인 경우는 전체 9.3%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저체중 아동이 33.3%로 정상체중 

아동 5.0%와 과체중이상 아동 1.7%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P＜0.001). 헤마토크리트는 저체중 아동의 

56.7%가 정상수준 이하로 나타났으나 정상체중 아

동은 15.0%, 과체중이상 아동은 3.3%가 정상수준 이

하로 나타나 비만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1).

4. 아동의 식습관 및 신체활동

조사대상 아동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
에 나타내었다. ‘식사량은 적당하다’라는 항목에 대

해 저체중 아동과 정상체중 아동은 각각 96.7%와 

85.0%가 ‘그렇다’로 답하였으나, 과체중이상 아동의 

56.7%는 ‘그렇지 않다’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저녁식사 후 자기 전 간식을 먹

는다’ 항목에 대해서도 과체중이상 아동은 43.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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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derweight (N=30) Normal weight (N=60) Overweight (N=60) Total (N=150) χ
2-value

Hemoglobin
  (g/dl)≤11.6 10 (33.3)  3 ( 5.0)  1 ( 1.7)  14 ( 9.3)

 25.919***
Hemoglobin
  (g/dl)＞11.6 20 (66.7) 57 (95.0) 59 (98.3) 136 (90.7)

Hematocrit
  (%)≤36.0 17 (56.7)  9 (15.0)  2 ( 3.3)  28 (18.7)

38.356**
Hematocrit
  (%)＞36.0 13 (43.3) 51 (85.0) 58 (96.7) 122 (81.3)

**P＜0.01, ***P＜0.001

Table 5. Iron deficiency anemia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obesity index. 
N (%)

Classification Underweight (N=30) Normal weight (N=60) Overweight (N=60) Total (N=150) χ
2-value

Total cholesterol
 ≥200 mg/dl  2 (  6.7)  2 ( 3.3) 10 (16.7)  14 ( 9.3)

6.618*
Total cholesterol
 ＜200 mg/dl 28 ( 93.3) 58 (96.7) 50 (83.3) 136 (90.7)

Triglyceride
 ≥150 mg/dl  0 (  0.0)  2 ( 3.3) 17 (28.3)  11 ( 7.3)

 22.389***
Triglyceride
 ＜150 mg/dl 30 (100.0) 58 (96.7) 43 (71.7) 139 (92.7)

*P＜0.05, ***P＜0.001

Table 4. Dyslipidemia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obesity index. 
N (%)

‘그렇다’로 답하였으나, 정상체중 아동과 저체중 아

동 모두 66.7%가 ‘그렇지 않다’로 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는 항목에서는 

저체중 아동 76.7%, 정상체중 아동은 51.7%가 ‘그렇

지 않다’로 답하였으나 과체중이상 아동의 16.7%만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과체중이상 아동은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신다’ 항목에서 ‘가끔 그렇다’와 ‘그
렇다’가 각각 51.7%와 21.7%로 답하였으나, 저체중 

아동과 정상체중 아동은 ‘그렇지 않다’가 76.7%와 

60.0%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매일 우유를 마신다’ 항목에서는 ‘그렇다’가 49.3%
로 낮게 나타났으며,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평균 식사시간은 과체중이상 아동의 45.0%
가 5∼9분으로 빠르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체중 아동은 30분 이상이 33.3%로 천천히 섭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에 대해서도 비만도에 따른 차이를 보

였다(Table 7). 저체중 아동과 정상체중 아동은 하루

에 1∼2회의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각각 63.3%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과체중이상 아동

은 하루 1∼2회와 3∼4회 모두 45.0%로 나타났다.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만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

동은 ‘배가 고파서 섭취한다’가 63.3%와 68.3%로 높

게 나타난 반면, 과체중이상 아동은 ‘습관적으로 섭

취한다’가 43.3%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TV 시청 및 컴퓨터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

이 정상체중 아동의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
체중이상 아동의 31.7%는 ‘1시간 미만’으로 응답하였으

나 2 5 %는 ‘ 2∼3시간’으로 나타나 정상체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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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derweight (N=30) Normal weight (N=60) Overweight (N=60) Total (N=150) χ
2-value

I have three regular meals a day
  Yes 24 (80.0) 56 (93.3) 49 (81.7) 129 (86.0)

       5.185  Sometimes  3 (10.0)  1 ( 1.7)  4 ( 6.6)   8 ( 5.3)
  No  3 (10.0)  3 ( 5.0)  7 (11.7)  13 ( 8.7)

I eat three meals a day as Korean foods
  Yes 21 (70.0) 40 (66.7) 26 (43.3)  87 (58.0)

  9.636*  Sometimes  8 (26.7) 18 (30.0) 28 (46.7)  54 (36.0)
  No  1 ( 3.3)  2 ( 3.3)  6 (10.0)   9 ( 6.0)

I have breakfast everyday
  Yes 20 (66.7) 55 (91.7) 47 (78.3) 122 (81.3)

  14.340**  Sometimes  7 (23.3)  2 ( 3.3)  4 ( 6.7)  13 ( 8.7)
  No  3 (10.0)  3 ( 5.0)  9 (15.0)  15 (10.0)

I have adequate amount of meal
  Yes 29 (96.7) 51 (85.0) 12 (20.0)  92 (61.3)

   78.923***  Sometimes  1 ( 3.3)  7 (11.7) 14 (23.3)  22 (14.7)
  No  0 ( 0.0)  2 ( 3.3) 34 (56.7)  36 (24.0)

I eat various foods 
  Yes  9 (30.0) 24 (40.0) 31 (51.7)  64 (42.7)

       7.164  Sometimes  3 (10.0) 12 (20.0)  9 (15.0)  24 (16.0)
  No 18 (60.0) 24 (40.0) 20 (33.3)  62 (41.3)

I eat snack before going to bed after dinner
  Yes  1 ( 3.3)  1 ( 1.7) 26 (43.3)  28 (18.7)

  54.667***  Sometimes  9 (30.0) 19 (31.6) 25 (41.7)  53 (35.3)
  No 20 (66.7) 40 (66.7)  9 (15.0)  69 (46.0)

I often eat fastfoods
  Yes  1 ( 3.3)  3 ( 5.0) 22 (36.7)  26 (17.3)

  44.203***  Sometimes  6 (20.0) 26 (43.3) 28 (46.7)  60 (40.0)
  No 23 (76.7) 31 (51.7) 10 (16.6)  64 (42.7)

I often eat sugary foods
  Yes  7 (23.3)  9 (15.0) 37 (61.7)  53 (35.3)

  31.455***  Sometimes 12 (40.0) 26 (43.3) 14 (23.3)  52 (34.7)
  No 11 (36.7) 25 (41.7)  9 (15.0)  45 (30.0)

I often drink soda
  Yes  0 ( 0.0)  2 ( 3.3) 13 (21.7)  15 (10.0)

  30.125***  Sometimes  7 (23.3) 22 (36.7) 31 (51.7)  60 (40.0)
  No 23 (76.7) 36 (60.0) 16 (26.6)  75 (50.0)
I drink milk everyday
  Yes 14 (46.7) 34 (56.7) 26 (43.3)  74 (49.3)

       2.682  Sometimes  9 (30.0) 12 (20.0) 18 (30.0)  39 (26.0)
  No  7 (23.3) 14 (23.3) 16 (26.7)  37 (24.7)

Time spent for eating
  ＜5  0 ( 0.0)  2 ( 3.3)  7 (11.7)   9 ( 6.0)

  42.392***
   5∼9  3 (10.0)  5 ( 8.3) 27 (45.0)  35 (23.3)
  10∼19 10 (33.3) 25 (41.7) 16 (26.6)  51 (34.0)
  20∼29  7 (23.4) 17 (28.4)  7 (11.7)  31 (20.7)
  ≥30 10 (33.3) 11 (18.3)  3 ( 5.0)  24 (16.0)
*P＜0.05, **P＜0.01, ***P＜0.001

Table 6.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obesity index. 
N (%)



J Korean Diet Assoc 18(2):186-199, 2012 | 193

Item Underweight (N=30) Normal weight (N=60) Overweight (N=60) Total (N=150) χ
2-value

Frequency of eating snack 
  None  1 ( 3.3)  0 ( 0.0)  0 ( 0.0)  1 ( 0.7)

31.542***
  1∼2 times/week  2 ( 6.7)  1 ( 1.7)  3 ( 5.0)  6 ( 4.0)
  3∼4 times/week  4 (13.3)  7 (11.7)  3 ( 5.0) 14 ( 9.3)
  1∼2 times/day 19 (63.3) 47 (78.3) 27 (45.0) 93 (62.0)
  3∼4 times/day  4 (13.3)  5 ( 8.3) 27 (45.0) 36 (24.0)

Reason for eating snack
  Hungry 19 (63.3) 41 (68.3) 20 (33.3) 80 (53.3)

28.471***
  Habitually  5 (16.7)  8 (13.3) 26 (43.3) 39 (26.0)
  For reducing stress  4 (13.3)  1 ( 1.7)  4 ( 6.7)  9 ( 6.0)
  Being bored  1 ( 3.3)  9 (15.0) 10 (16.7) 20 (13.3)
  Foods were available  1 ( 3.3)  1 ( 1.7)  0 ( 0.0)  2 ( 1.3)

***P＜0.001

Table 7. Habits of eating snack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obesity index. 
N (%)

Item Underweight (N=30) Normal weight (N=60) Overweight (N=60) Total (N=150) χ
2-value

Time spent for watching TV or using computer (hour/day)
  ＜1 11 (36.7) 43 (71.7) 19 (31.7) 73 (48.7)

43.559***
  1∼2 13 (43.3) 14 (23.3) 11 (18.3) 38 (25.3)
  2∼3  5 (16.7)  3 ( 5.0) 15 (25.0) 23 (15.3)
  3∼4  1 ( 3.3)  0 ( 0.0) 11 (18.3) 12 ( 8.0)
  ＞4  0 ( 0.0)  0 ( 0.0)  4 ( 6.7)  4 ( 2.7)

Frequency of exercise (times/week)
  None  4 (13.3)  7 (11.7) 32 (53.3) 43 (28.7)

37.183***
  1∼2  6 (20.0) 10 (16.7)  8 (13.3) 24 (16.0)
  3∼4  9 (30.0) 15 (25.0)  5 ( 8.3) 29 (19.3)
  5∼6  5 (16.7) 12 (20.0) 12 (20.0) 29 (19.3)
  Everyday  6 (20.0) 16 (26.7)  3 ( 5.0) 25 (16.7)

***P＜0.001

Table 8. Physical activity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obesity index. 
N (%)

하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8). 주기적인 

운동에 대해 과체중 아동은 ‘하지 않는다’가 5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저체중 아동은 ‘주 3∼4
회’가 30.0%, 정상체중 아동은 ‘매일 한다’가 26.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5. 어머니의 영양지식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비만도와의 관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영양지식 중 영양관련 항목에서는 정상

체중 아동의 어머니 영양지식이 8.4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과체중이상 아동의 어머니 영양지식

은 6.7점으로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 

0.05). 비만관련 항목에서도 과체중이상 아동의 어머

니 영양지식이 6.6점으로 저체중(7.7점) 및 정상체중

(8.1점) 아동의 부모 영양지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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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trition knowledge scores of subjects' mothers ac-
cording to obesity index.
Mean±SD
Nutrition: general nutrition knowledge
Obesity: nutrition knowledge related to obesity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Item Obesity index P-value

  Hemoglobin 0.3261) ＜0.001

  Hematocrit 0.313 ＜0.001

  Albumin 0.331 ＜0.001

  Globulin 0.213   0.009

  Blood glucose 0.236   0.004

  Total cholesterol 0.373 ＜0.001

  Triglyceride 0.444 ＜0.001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9. Correlation between obesity index and biochemical 
indices.

6. 생화학적 측정치와 아동 비만도와의 상관관계

생화학적 결과치와 아동의 비만도와의 상관관계

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9).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헤모글로빈, 헤마토

크리트, 알부민,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01), 글로불린 농도와 혈당도 높게 나타났다(P
＜0.01). 

고 찰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및 당뇨병은 전체 사망률의 51.8%
로 한국인 사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질환은 생활습관병으로 잘못

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

거나 악화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생활

습관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예방 

및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질환으로(Lee & Ha 2007), 
올바른 영양 및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환경이 편리해짐에 따라 개인의 식습관 및 생

활습관 등이 변화되고 있다(Cho 등 2007). 식생활은 

풍요로워져 고열량 및 고지방 식품의 섭취가 늘어

나며 생활환경도 좌식 생활 위주로 변화되어 신체

활동이 감소되면서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Jang 
& Hwang 2006). 특히 소아 및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저해하고 고인슐린혈증과 이

상지질혈증 등을 유발시켜 성인기에까지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Sim 등 2003; Jo 등 

2009)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을 내원한 초등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비만도에 따라 저체중, 정상

체중과 과체중이상 아동으로 분류하여 신체계측, 생
화학적 검사 및 식습관을 조사하여 비만도에 따른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아동 가정의 월수입은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

동에 비해 과체중이상 아동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월수입과 비만도가 관련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 
Jang 등(2011)의 연구에서 아동의 과체중 위험성은 

여학생의 경우 가정의 월수입이 낮은 집단에서 증

가하는 것으로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으나, 남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

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체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과일 및 채소 

등 값이 비싸나 열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비교적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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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렴하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인 곡류, 당류 

그리고 지방의 섭취가 높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된(Drewnowski & Specter 2004)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조사대상 아동의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

의 체중과 비만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져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 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Choi & Kim 2003)에
서도 어머니의 비만도가 아동의 비만도와 유의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Cho & Kim(2008)의 연구에

서도 어머니의 비만도가 높은 집단에서 딸의 비만

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의 식습관 및 생

활습관이 아동의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이 있으며(Lee 등 2003) 부모의 올바른 식습관이 아

동의 건강체중을 유지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

이다.
혈당은 저체중 아동과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과

체중이상 아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콜레스테롤과 중

성지방 농도는 과체중이상 아동에 비해 저체중 아

동과 정상체중 아동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만한 아동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은 경

우 성인기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Winer 등 2006)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정상치 이상인 아동은 전체 9.3%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과체중이상인 아동의 16.7%가 정상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 농도가 정상치 이상인 아동 또

한 과체중이상인 아동의 28.3%로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약 9배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Lee 등(2009)의 연구에서 비만아동의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경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Chae 등 2009)에서는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

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

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수준 이하인 아동은 

전체 9.3%에 해당하였으며 그 중 저체중 아동의 

33.3%가 저혈색소성 빈혈을 나타내었다. 또한 헤마

토크리트가 정상수준 이하인 아동은 전체의 18.7%
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저체중 아동의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 체중이 감소할수록 빈혈의 증가 정

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체내 철분 결

핍의 원인은 다양하나 올바른 식사를 통해 철분 영

양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
결핍성 빈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

시한 연구(Kim 등 2012)에서 환자의 식습관 및 영양

섭취 상태를 개선시켜 체내 빈혈의 임상지표인 헤

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혈 자각증상이 있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Jeong 등 2007)에서도 4회
의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을 한 결과, 혈중 헤모글로

빈과 헤마토크리트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혈중 철분 결합능력과 트랜스페린 함량이 유

의적으로 증가하여 빈혈 자각증상이 있는 대상자에

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저체

중인 아동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올바

른 영양 공급을 함으로써 철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식습관은 비만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적절한 양의 식사 섭취에 대해 과체중이상 아동이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그렇지 않다’로 답

한 비율이 높아 비만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식사 섭취량이 높아 과식

한다는 연구(Cho 2004)와 일치하였다. 또한 식사 후 

간식 섭취,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섭취에 대해서

도 과체중이상 아동은 ‘그렇다’로 답하였으나 저체

중과 정상체중 아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

타나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의 선호도, 청량음

료의 섭취, 식사량 및 빠른 식사속도는 비만을 높이

는 주요한 식습관으로 보고되고 있어(Yi 2007; Cho 
등 2009; Kang & Yoon 2010)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식사속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과체중이

상 아동이 정상체중 및 저체중 아동에 비해 식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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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 짧게 나타나 비만아동이 정상체중 아동

에 비해 빨리 먹는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Heo & Choi 2006). 식사속도가 빠르면 

포만감이 늦게 나타나 더 많은 양의 식사를 섭취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Lee 2005)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식사속도를 유지하도록 식습관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식섭취 횟수에 대해서는 과체중이상 아동의 경

우 하루 1∼2회와 3∼4회가 모두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높아 비만군에 있어 정상군에 비해 간

식횟수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Lee 등 2001a)와 일치

하였다. 간식 섭취 이유에서도 비만정도에 따라 차

이를 보였는데 과체중이상 아동의 경우 ‘습관적으로 

먹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저체중 아동과 정

상체중 아동은 ‘배고파서 섭취한다’가 높게 나타났

다.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간식으로 보

충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ee 등 2001b). 그러므

로 다양하고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1
일 2회 정도의 올바른 간식 섭취가 필요하다. 저체

중 아동의 경우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며, 과체중이상 아동

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스낵, 패스트

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열량은 낮으나 미량영

양소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 위주의 간식으로 

섭취하도록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TV 시청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은 1시간 이하가 

정상체중 아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시간

으로 응답한 아동은 과체중이상 아동이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비만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복부비만이 비활동적

인 생활습관과 관련이 높으며 TV 시청 시간의 증가

가 비만 유병률을 높인다는 연구(Chung 등 2010)와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과체중이상 아

동의 53.3%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였다. 신체활동량은 비만의 주요인자로 신체활동

량 증가와 같은 생활습관 변화를 통하여 비만을 예

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Oh 등 

2008b). Heo & Choi(2006) 연구에서는 운동 횟수에 

있어서 군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상체

중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비만아동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외모나 운동능력에 

열등감을 보여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6). 따라서 아동의 체중

조절 및 사회성을 기르기 위하여 적절한 운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체중 아동의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인 아동의 비만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Lee 등(2011)은 어머니와 자녀의 영양태

도 및 영양지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

의 영양태도 및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영

양태도와 영양지식이 높다고 보고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식습관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의 식습관은 아동 스스로의 선택

보다 어머니의 선택에 의해 음식을 섭취하게 되

는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며(Lee 
2009),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올바른 식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종합병원 내원 아동에 

국한되었다는 제한이 있으며, 아동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한 결과가 본인의 인식에 기초하였

고 식품섭취에 대한 영양소 분석 등 객관적인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저체중, 정상체중 및 과체중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생화학적 검사와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의 자료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비만도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신체계측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여 아동의 비만도와 비교함으로써 아동과 

부모를 연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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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한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비만도에 따른 혈액 생

화학적 분석치, 식습관 및 신체활동을 조사하였으며, 
대상자의 어머니 150명에 대하여 신체계측치와 영양

지식을 조사하여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저체중 아동 30명, 정

상체중 아동 60명과 과체중이상 아동 6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사항 중 월 평균 가족의 

수입은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에서 500만원 이

상이 33.3%와 38.3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체중이

상 아동은 11.7%로 낮게 나타났다.
2. 아동의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리트 농

도는 저체중 아동이 정상체중과 과체중이상 아동

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혈당은 과체

중이상 아동이 저체중 및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였다. 과체중 아동의 혈중 콜레스

테롤은 172.1 mg/dl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지방 

농도도 120.1 mg/dl로 정상체중과 저체중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이상지질혈증을 조사한 결과 총콜레스테롤과 중

성지방 농도가 정상 이상인 아동은 과체중이상 

아동에서 각각 16.7%와 28.3%로 다른 체중군 아

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저체중 아동의 33.3%
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치보다 낮게 나타났으

며, 헤마토크리트는 56.7%가 정상치보다 낮게 나

타났다.
4. TV 시청 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2∼3시간’으

로 응답한 과체중이상 아동은 25.0%로 나타났으

나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은 16.7%와 5.0%로 나

타났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과체중이

상 아동은 53.3%로 정상체중 아동 1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영양지식 조사에서 정상체중 아동의 어

머니는 총점 1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저체중 아

동의 어머니는 15.2점, 과체중이상 아동의 어머니

인 경우에는 13.3점으로 영양지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아동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은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머니의 영양지식 및 비만도가 아동의 비만도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건

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식습관 및 생

활습관 개선과 함께 어머니의 영양지식을 높이기 

위한 집단별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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