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ISSN(Print) 2287-9110
ISSN(Online) 2287-9129

C h ild H ealth N u rs Res, Vo l.24, N o .2, A p ril 2018: 2 2 0 -228
h ttp s://d o i.o rg /10.4094/ch n r.2018.24.2.2 2 0

CHNR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도 측정과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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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sity Measurements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Born
Premat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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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adiposity and to investigate related factors in preschoolers born prematurely.
Methods: A longitudinal follow-up study was conducted with 52 preschoolers at 5 years of corrected age among 343 preterm
infants. Their adiposity status was evaluated based on measurements of body mass index, subscapular and triceps skin fold thickness (SFT), waist circumference, waist-to-height ratio, and mid-arm circumference at a home visit. Results: The findings showed
that SFT measurements, particularly at the triceps, reflected the degree of adiposity more accurately than other conventional
measures. A shorter gestation, older maternal age, and the mother having more years of formal educatio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adiposity in the preschoolers. Conclusion: The adiposity of children born prematurely needs to be thoroughly
monitored with additional SFT measurements, considering the risk of accelerated growth patterns overriding regular catch-up
growth in children born premat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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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산모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불임 시술에 의한 출산 증가로
미숙아 출생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1]. 또한 신생아학 및 의료기
술의 발달로 인해 미숙아 생존율이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생존가

*This study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o. NRF-2014R1A1A1002091).

능 재태기간 역시 낮아지는 추세이다[2]. 미숙아는 성장과정에서

Key words 미숙아, 학령전기 아동, 비만도, 피부두께, 신체질량지수

다[3]. 특히 학령전기는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는 지방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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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동(adiposity rebound)이 나타나는 시기로 비만의 위험이 높

다양한 건강문제를 비롯하여 과체중이나 비만을 경험할 위험이 높

을 뿐 아니라 이 시기의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4] 미숙아로 출생해 학령전기에 이른 아동의 비만에 대한 관
심이 요구된다.
미숙아는 만삭아보다 더 많은 지방축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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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3,5], 이는 태내 영양 결핍의 경험이 태아의 에너지 비축을
강화시키고 프로그래밍되어 성장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절약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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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thrifty phenotype hypothesis)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6].

한편 아동 비만의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합병증과

미숙아는 태아성장에 필요한 영양공급이 취약한 태내환경에 있

의 연관성이나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부정적 영향으로 인

었을 가능성이 높고 출생 후에도 미성숙한 영양섭취 및 소화능력

해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신체측정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으로 인해 큰 폭의 체중감소와 성장지연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 이

BMI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의 비만도를 확인하기 위해 흔히 사용

러한 미숙아의 취약한 영양상태는 에너지 비축을 극대화시킴으로

되는 방법으로 매우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러

써 가속화된 성장을 유발하는데, 이를 ‘따라잡기 성장(catch-up

나 BMI는 단순한 체중과다를 확인하는 것에 더 가까워 체지방 정

growth)’이라 하며 미숙아의 높은 지방축적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

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이중에너

고되고 있다[7]. 지방의 발달은 태내에서보다는 출생 후에 에너지

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과 같은 방

저장과 체온유지를 위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숙아의 생

사선 투사에 의한 체지방측정 방법이 소개되었으나 많은 검사비용

의 초기 가속화된 성장은 과도한 지방축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과 긴 소요시간으로 인해 비만의 조기선별 도구로의 적용에는 어

[7]. 특히 Dulloo 등[8]은 체중감소에 따른 가속화된 성장을 나타

려움이 있고 주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5]. 이에 반해 피

낸 아동은 제지방 조직(인체조직 중 체지방을 제외한 부분)보다 체

부 두께(Skin Fold Thickness, SFT) 측정은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지방의 회복이 더 높은 비율로 불균등하게 일어나면서 절약 ‘따라

쉽게 피하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지방 사정에 많이 사

잡기 지방’ 형질(thrifty ‘catch-up fat’ phenotype)을 나타내게 되

용되는 방법이다. 주로 견갑골하와 삼두박근 SFT가 측정되는데,

고, 이후 비만 관련 합병증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에서는 견갑골하 SFT보다 삼두박근 SFT가 체지방률과 연관

미숙아의 비만도에 대해서는 미숙아가 만삭시기에 도달했을 때

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15].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의 체지방 정도를 만삭아와 비교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만

WC)도 아동의 복부비만의 좋은 예측인자이며 특히 허리둘레-신

삭시기의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신체크기가 작고 제지방이 부족

장 비율(Waist-to-Height Ratio, WHtR)은 개인의 신장 차이를 고

함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의하게 높게 나타

려하여 복부 비만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등의 비만 관련 합병증 위

나[5,9] 미숙아의 생의 초기 ‘따라잡기 성장’ 시 제지방 조직보다는

험까지 선별할 수 있는 민감하고 정확한 도구로 소개되고 있다

체지방의 성장이 더욱 확연하게 가속화되어 이후 비만도에 영향을

[16]. 피하지방과 근육을 모두 포함하는 중간 팔 둘레(Mid-Arm

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미숙아가 만삭에 도달했을 때와 5세가 되

Circumference, MAC)도 아동의 영양상태 등의 평가를 위해 이용

었을 때의 체지방 정도를 분석한 일 연구[10]에서도 두 시점의 미숙

되고 있고[16], 일 연구[5]에서는 미숙아의 만삭시기 도달 시 신체

아는 만삭아에 비해 제지방 조직은 적지만 체지방 정도가 높음을 보

지방률을 반영하는 유의한 지표임을 제시하였다.

고하였으나, 5세가 되었을 때 여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나

이에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한 대상자를 종적 추적하여, 학령

타내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

전기에 이른 시점에서 BMI, SFT, WC, WHtR, MAC 측정을 통해

다. 미숙아로 출생한 청소년 대상의 일 연구[11]는 미숙아로 출생한

비만도를 알아보고, 미숙아로 출생한 아동의 특성과 비만도의 관

것이 높은 비만도의 영향 요인임을 제시하였으며, 성인 대상의 최근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3]에서도 만삭아로 출생한 성인에 비해 미숙아로 출생한 성인
이 전체 지방률과 복부 지방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 자녀에게도 유사

2. 연구목적

한 결과가 나타나 미숙아로 출생 시 성인과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비
만의 위험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와 달리 5~7세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로 출생하여 학령전기에 이른 아동을

에 이른 미숙아가 만삭아에 비해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대상으로 BMI, SFT, WC, WHtR, MAC 측정을 통해 비만도를 측

BMI)의 차이가 없고 체지방 정도도 오히려 낮다고 보고한 연구나

정하고,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12], 체지방 정도가 만삭시기에는 미숙아가 만삭아보다 높지만 만

연구 방법

삭시기 이후에는 미숙아가 만삭아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종설도 있다[7]. 이와 같이 미숙아의 성
장과 비만도에 대해 상이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학령

1. 연구설계

전기는 발달 특성상 비만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4] 미숙
아가 학령전기에 이르렀을 때의 비만도를 종적 추적관리를 통해 규
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드물다[13,14].

www.e-chnr.org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한 후 학령전기에 이른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만도와 관련 특성을 탐색한 종적 코호트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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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비만도는 1) BMI, 2) 견갑골하 SFT, 3) 삼두박근 SFT, 4)

2. 연구대상

WC, 5) WHtR, 6) MAC의 여섯 가지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1)은
본 연구의 코호트집단은 미숙아의 ‘따라잡기 성장’ 연구[13]에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눈 값을 산출하였다. 2)와 3)

등록된 미숙아 343명으로 수도권 일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출생한

은 0~70 mm까지 측정 가능하고 정확도가 0.001 mm인 디지털 캘

정상 태내발달 미숙아였다. 이들 중 교정월령 24~42개월에 추적연

리퍼(Digital LCD body fat caliper skin fold analyzer, Ning-

구[17]에 참여한 76명 중에서 연구시작 시점에 학령전기에 해당하

bo, China)를 이용하여 mm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회 측

는 교정월령인 만 60~71개월에 이른 대상자로 연락이 가능하여 연

정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2)는 아동이 선 자세에서 팔을 옆으로 내

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모두 52명이었다(Figure 1). 이에 원 코

린 후 어깨뼈의 가장 낮은 각(angle) 부분을 부드럽게 잡아 올려

호트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간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

측정하였으며, 3)은 아동이 선 자세로 오른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

과 성별분포, 출생방법, 다태아 빈도, 재태기간, 출생체중은 통계적

서 위팔의 중간지점을 엄지와 검지로 피부만 잡아 측정하였다. 4)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출생신장과 두위는 본 연구

와 6)은 60 inch×150 cm의 줄자(Roller tape measure, Hoechst-

대상자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mass, Germany)를 이용하여 cm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
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였는데, 4)는 늑골 하부연과 장골 정점의
중간의 가장 가는 부분을 측정하였으며 6)은 아동이 선 자세에서

3. 자료 수집 방법

오른 팔을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하게 내려 놓은 상태에서 위팔의
자료수집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승인
번호: 1041495-20140-HR-02-01)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

중간 지점의 둘레를 측정하였다[15]. 5)는 허리둘레(cm)를 신장
(cm)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전화로 아동의 부모에게 연구목적과 방

대상자의 신체측정값에 대한 표준성장곡선 상 백분위수의 확

법을 설명한 후 가정방문에 동의한 경우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방

인을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문하였으며, 가정방문 시 연구참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부모

and Prevention, CDC)의 성장도표(growth charts)[18]를 기초

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취득하였다. 이후 아동의 성장을 알기 위해

로 해 개발된 도구인 BMI percentile calculator for child and

체중, 신장, 두위를 측정하였는데, 체중은 체중계(HE-17, CAS,

teen (https://nccd.cdc.gov/dnpabmi/Calculator.aspx?Cal

China)를 이용하여 얇은 옷만 입힌 상태에서 kg 단위로 소수점 첫

culatorType=Metric), Head circumference calculator (http://

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신장과 두위는 6 inch × 150 cm의 줄자

www.simulconsult.com/resources/measurement.html?type

(Roller tape measure, Hoechstmass, Germany)를 이용하여 cm

=head)와 CDC reference for triceps and subscapular skin fold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신장

thickness (http://peditools.org/cdcskin/)를 사용하였다. CDC

은 선 자세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 어깨, 엉덩이와 발뒤꿈치를

성장도표는 본 연구의 신체측정값, 즉 체중, 신장, 두위, BMI 및 SF

벽에 붙인 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두위는

T 측정값에 대한 백분위수의 산정 도구가 유일하게 개발되어 있어

눈썹 바로 위에서 귀 위와 후두 융기를 지나가게 하여 가장 큰 부분

본 연구에서 적용 가능하였다.

을 측정하였다.

Original cohort (n=343)
267 (67 ineligible, 45 not of appropriate age,
96 uncontactable, 59 declined to participate)
Follow up at 24~42 months
of corrected age (n=76)
24 (6 ineligible, 12 not of appropriate age,
6 declined to participate)
Study subjects (n=52)

Figure 1. Diagram of the recruitment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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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CA 평균 67.1±3.2개월, BA 평균 68.6±3.2개월에 이른 아동

4. 자료 분석 방법

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을 343명의 원 코호트와 비교하였을 때 성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을 이용하였다. 주

별, 분만형태, 쌍둥이의 빈도,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은 두 집단 간

요 변수인 BMI, SFT, WC, WHtR, MAC 측정값의 왜도와 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신장(t=2.05, p=.041)과

모두 -2~2에 속해 모수 검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두위(t=2.50, p=.014)는 본 연구대상자가 원 코호트에 비해 통계

대상자의 출생력을 원 코호트와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

적으로 유의하게 큰 경향을 나타냈다(Table 1).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비만도 분석을 위해 신체측정값은 평균, 표
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신체측정값 백분위수의 교정월령(corrected

2. 대상자의 신체측정값 및 비만도

age, CA)과 출생월령(birth age, BA) 간의 비교는 대응표본 t-검정
을 이용하였으며, 신체측정값 백분위수의 CA와 BA에 따른 체중,

대상자의 체중은 평균 19.4±2.0 kg, 신장은 평균 111.8±4.1 cm,

신장과 두위 간의 비교 및 BMI, 견갑골하 SFT와 삼두박근 SFT 간

두위는 평균 50.7±0.9 cm였는데, CA와 BA에 따른 CDC의 표준

의 비교는 각 집단 간의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성장곡선 상 측정값의 백분위수 평균은 체중이 각각 46.7±23.4와

Kruskal-Wallis H 검정을 이용하였다.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43.5±23.4, 신장이 각각 45.7±25.0과 40.5±24.5, 두위가 각각 44.7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측정값의 비교는

±20.7과 43.2±20.6으로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CA와 BA 별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특성과 신체측정값의 상

측정값의 백분위수를 비교하였을 때 CA와 BA 모두 백분위수 간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CA와 BA 간 측
정값의 백분위수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체중(t=13.81, p<.001), 신

연구 결과

장(t=12.99, p <.001) 및 두위(t=14.87, p <.001)의 백분위수 모두
CA가 BA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아동의 비만도에 대한 신체측정값은 BMI가 평균 15.5±1.2

1. 대상자와 원 코호트 간의 출생력 비교

kg/m2, 견갑골하 SFT가 평균 7.0±1.9 cm, 삼두박근 SFT가 평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아가 27명(51.9%)으로 남아에 비해 많았

13.3±3.8 cm, WC가 평균 52.4±2.9 cm, WHtR이 평균 0.47±0.02,

고, 36명(69.2%)이 제왕절개로, 20명(38.5%)이 쌍생아로 출생하였

MAC가 평균 16.6±1.1 cm였다. CDC의 표준성장곡선 상 각 측정

으며, 출생체중이 평균 2153±486g, 신장이 평균 44.7±3.7 cm, 두위

값의 백분위수 평균은 BMI가 각각 53.2±27.1과 53.0±26.8, 견갑

가 평균 31.1±2.1 cm였다. 또한 출생 시 재태기간이 평균 33.7±2.4

골하 SFT가 각각 73.1±16.8과 73.4±16.6, 삼두박근 SFT가 각각

Table 1. Comparison of Birth History between the Original Cohort and the Study Cohort
Original cohort (n=343)

Study subjects (n=52)

n (%) or M±SD

n (%) or M±SD

Female
Male

162 (47.2)
181 (52.8)

27 (51.9)
25 (48.1)

0.35 (.556)

Delivery type

Vaginal
Cesarean section

117 (34.1)
226 (65.9)

16 (30.8)
36 (69.2)

0.23 (.753)

Twin

Yes
No

100 (29.2)
243 (70.8)

20 (38.5)
32 (61.5)

1.07 (.338)

33.2±3.0

33.7±2.4

1.16 (.247)

1,995±606

2,153±486

1.79 (.074)

Length (cm)

43.4±4.6

44.7±3.7

2.05 (.041)

Head circumference (cm)

30.3±2.9

31.1±2.1

2.50 (.014)

Birth age (month)

-

68.6±3.2

Corrected age (month)

-

67.1±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Gestational age (week)
Weigh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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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2.5와 77.6±22.5로 모두 정상수준을 나타내었다. CA와
2

BA 별 측정값의 백분위수를 비교하였을 때, CA (x =26.83, p <
2

비만도 신체측정값 간에는 대부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
히 삼두박근 SFT와 재태기간(r=-.32, p =.020), 출생체중(r=-.28,

.001)와 BA (x =27.85, p<.001) 모두 SFT의 백분위수가 BMI 백

p =.043), 출생신장(r=-.33, p=.01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분위수보다 약 20 이상 높은 범위에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유의한 수준이었다. CA와 BA 간 측정값의 백분위수를 비교하

논

였을 때에는 BMI (t=2.47, p =.017)와 견갑골하 SFT (t=3.96,

의

p <.001) 백분위수가 CA와 BA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한 대상자를 종적 추적하여, 학령전기
에 이른 시점에서 BMI, SFT, WC, WHtR, MAC 측정값을 이용하
여 비만도를 평가하고 아동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만도

세 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숙아로 출생한 아동은 학
대상자의 내인적 특성 중 성별과 쌍둥이 여부에 따른 비만도

령전기에 이르렀을 때 체중 자체는 정상범위에 속해도 과도한 체

신체측정값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

지방축적인 비만 경향을 보였으며, 재태기간이 짧은 아동(재태기

태기간 34주 미만인 아동이 그 이상인 아동과 비교하여 모든 비만

간<34주)이 비교적 경미한 조산 아동(재태기간 ≥34주)에 비해

도 신체측정값의 평균이 더 높았고, 이 중 삼두박근 SFT (t=2.43,

비만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에게 재태기간과 반

p =.019), WC (t=2.58, p=.013)와 WHtR (t=2.03, p=.047)은 통계

비례하는 비만 경향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17,19-21], 본

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었다. 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 중 어

연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아동을 대상으

머니 직업 및 조부모 조력 여부에 따른 비만도 신체측정값의 평균

로 실제 측정값을 보고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아동기의 비만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은 생애주기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에서도 아동비만

경우 고졸인 경우에 비해 신체측정값의 평균이 대체로 높았고, 이

예방 및 중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

중 삼두박근 SFT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t=2.85,

서 위험요인으로 주로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을 보고하고 있다

p =.006)였다. 어머니의 나이가 36세 이상인 경우 36세 미만인 경

[22,23]. 본 연구는 미숙아 출생력이 비만의 고위험요인임을 제시

우에 비해 모든 신체측정값의 평균이 높았고, 이 중 BMI (t=2.57,

하였고, 이는 미숙아 등의 고위험신생아 출생이 증가하는 국내 현

p =.013), 삼두박근 SFT (t=2.33, p=.024)와 MAC (t=2.67, p =

실을 고려할 때 시사점이 크다.

.0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었다(Table 3).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사회는 조산과 같은 고위

또한 조산 정도를 의미하는 재태기간, 출생체중, 신장 및 두위와

험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짧고, 신체적으로 큰

Table 2. Adiposity Measurements and its Percentiles by CDC Growth Standards
Anthropometry

Variables

Percentiles by BA
2

(N=52)

Percentiles by CA
2

Differences
(CA-BA)

x * (p)

x * (p)

M±SD

1.11 (.577)

46.7±23.4

0.21 (.900)

3.23±1.69

13.81 (＜.001)

45.7±25.0

5.21±2.89

12.99 (＜.001)

44.7±20.7

1.50±0.73

14.87 (＜.001)

0.19±0.56

2.47 (.017)

M±SD

Weight (kg)

19.4±2.0

43.5±23.4

Height (cm)

111.8±4.1

40.5±24.5

50.7±0.9

43.2±20.6

15.5±1.2

53.0±26.8

7.0±1.9

73.4±16.6

73.1±16.8

-0.27±0.49

Triceps SFT (mm)

13.3±3.8

77.6±22.5

77.7±22.5

0.04±0.28

WC (cm)

52.4±2.9

WHtR

0.47±0.02

MAC (cm)

16.6±1.1

Head circumference (cm)
2

BMI (kg/m )
Subscapular SFT (mm)

Paired t (p)

M±SD

M±SD

27.85 (＜.001)

53.2±27.1

26.83 (＜.001)

3.96 (＜.001)
1.00 (.322)

*Kruskal–Wallis H test;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A=Birth age; CA=Corrected age; BMI=Body mass index; SFT=Skin fold
thickness; WC=Waist circumference; WHtR=Waist-to-height ratio; MAC=Mid-arm circumference.

224 |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도 측정과 관련 특성

www.e-chnr.org

CHNR

https://doi.org/10.4094/chnr.2018.24.2.220

Table 3. Adiposity Comparison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Intrinsic factors

Socioenvironmental
factor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52)

BMI
2
(kg/m )

Subscapular
SFT(mm)

Triceps
SFT (mm)

WC (cm)

WHtR

MAC (cm)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Female (n=27)
Male (n=25)
t (p)

15.4±1.4
15.7±1.1
0.91 (.367)

7.4±1.9
6.6±1.7
1.52 (.134)

13.6±4.1
13.0±3.6
0.52 (.603)

52.2±3.0
52.6±2.7
0.44 (.663)

0.47±0.03
0.47±0.02
0.05 (.958)

16.7±1.2
16.6±0.9
0.32 (.750)

Gestational age
(week)

＜34 (n=19)
≥34 (n=33)
t (p)

15.7±1.2
15.4±1.2
0.94 (.351)

7.4±2.3
6.8±1.6
1.09 (.287)

14.9±4.3
12.4±3.3
2.43 (.019)

53.7±2.9
51.7±2.6
2.58 (.013)

0.48±0.02
0.46±0.02
2.03 (.047)

16.9±1.4
16.5±0.8
1.18 (.249)

Twin

Yes (n=20)
No (n=32)
t (p)

15.7±1.4
15.4±1.2
0.71 (.484)

7.1±1.9
6.9±1.9
0.42 (.677)

13.9±4.2
13.0±3.6
0.84 (.407)

52.7±2.9
52.2±2.9
0.60 (.549)

0.47±0.03
0.47±0.02
0.20 (.842)

16.8±1.0
16.6±1.1
0.85 (.401)

Maternal
employment

Yes (n=25)
No (n=27)
t (p)

15.5±0.9
15.6±1.5
0.42 (.677)

6.7±1.3
7.3±2.3
1.32 (.193)

13.0±3.3
13.7±4.3
0.68 (.502)

52.6±2.5
52.2±3.2
0.52 (.608)

0.47±0.02
0.47±0.03
0.18 (.856)

16.7±1.0
16.6±1.2
0.39 (.698)

Maternal
education

HS (n=25)
≥GS (n=27)
t (p)

15.5±1.3
15.6±1.2
0.26 (.793)

6.7±1.8
7.3±1.9
1.03 (.308)

11.9±3.5
14.7±3.6
2.85 (.006)

52.4±3.0
52.4±2.8
0.02 (.987)

0.47±0.03
0.47±0.02
0.92 (.360)

16.5±1.2
16.7±1.0
0.58 (.568)

Maternal age
(year)

＜36 (n=25)
≥36 (n=27)
t (p)

15.1±1.2
15.9±1.1
2.57 (.013)

6.8±1.7
7.2±2.0
0.72 (.475)

12.1±3.3
14.5±4.0
2.33 (.024)

51.8±2.5
52.9±3.1
1.42 (.161)

0.46±0.02
0.47±0.03
1.25 (.216)

16.2±1.2
17.0±0.8
2.67 (.010)

Grandparental
help for child

Yes (n=19)
No (n=33)
t (p)

16.3±1.1
15.7±1.3
1.10 (.276)

6.6±1.4
7.2±2.1
1.26 (.215)

14.3±4.0
12.8±3.7
1.35 (.184)

52.1±2.4
52.6±3.1
0.64 (.527)

0.47±0.02
0.47±0.02
0.81 (.422)

16.5±1.1
16.7±1.1
0.59 (.559)

BMI=Body mass index; SFT=Skin fold thickness; WC=Waist circumference; WHtR=Waist-to-height ratio; MAC=Mid-arm circumference; HS=High
school; GS=Graduated school.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diposity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2)

BMI (kg/m2)

Subscapular SFT
(mm)

Triceps SFT
(mm)

WC (cm)

WHtR

MAC (cm)

r (p)

r (p)

r (p)

r (p)

r (p)

r (p)

-.06 (.681)

-.04 (.799)

-.32 (.020)

-.18 (.211)

-.14 (.320)

-.23 (.105)

Birth weight (g)

.08 (.598)

-.11 (.443)

-.28 (.043)

-.06 (.662)

-.07 (.645)

-.10 (.467)

Birth length (cm)

-.08 (.581)

-.03 (.812)

-.33 (.017)

-.19 (.183)

-.18 (.191)

-.18 (.208)

.02 (.884)

-.11 (.447)

-.14 (.314)

-.13 (.366)

-.17 (.221)

-.12 (.410)

Characteristics
GA (week)

Birth HC (cm)

GA=Gestational age; HC=Head circumference; BMI=Body mass index; SFT=Skin fold thickness; WC=Waist circumference; WHtR=Waist-to-height
ratio; MAC=Mid-arm circumference.

아기에 대한 선호를 보이기 때문에 미숙아의 경우 빨리 만삭아와

체중에 의해 성장평가를 한다면, 체지방축적이라는 비만 상태를

같은 체중범위에 속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아동건강관리 전문인은 조산과 같

[17,19]. 그 결과 과도한 영양공급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형성

은 고위험요인을 가진 아동의 성장발달 평가 시 절약형질 이론에

되고, 이는 고위험신생아에게 에너지 비축을 극대화하는 내재된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만 예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일차 의

절약형질 현상[6]에 의해 체지방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료기관, 어린이집,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과 식습관 관리

[6,8]. 가정이나 어린이집을 포함한 일차 영유아 건강관리현장에

나 성장발달 측정 및 평가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서 미숙아 출생을 비만의 고위험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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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삼두박근 SFT 측정값이 유용

과한 52명으로 추적관찰 탈락률이 매우 높아 모집단의 대표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은 근육, 지방, 내장 등의 연골조직과 골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미숙아를 60개월 이상 추적관찰

격, 혈액, 수분 등의 총 중량을 의미하므로 엄밀히 말해 체내에 지방

한 연구는 국내 ․ 외를 포함하여 매우 드문 사례이며, 더군다나 훈

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측정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

련된 단일 연구자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신체측정값을 측정한 질

다. 특히 성장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은 개인 별 신체구조와 구성

좋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경우는 더욱 흔치 않다고 볼 수 있

성분의 차이가 크고 성장패턴 역시 개인 차가 크므로 체중, 신장의

다. 둘째, 국내아동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비만도를 평가하는 데

정상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따라잡기 성장’에 의한 지방형질

에 미국 CDC 표준성장곡선을 이용하여 백분위를 계산한 것은 오

(adipose phenotype)을 나타내는 미숙아를 신체계측 할 때에는

분류 오류(misclassification error)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

비만을 확인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체중이나 BMI보다는

CDC 표준성장곡선 개발을 위해 사용한 원자료는 1963~1995년에

지방축적을 더욱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필

시행한 미국가계교육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18], 우리나라

요가 있다. SFT는 체지방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계측으로 특

200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의 원 자료는 1998년도와

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삼두박근 SFT가 체지방 측정에 유용한 방법

2005년 수집한 실측자료이다[25]. 이에 원자료의 시간적, 지리적,

으로 보고되었다[13]. 아동의 건강사정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

문화적 차이는 인종구성, 모유수유율 등 중요한 특성 부분에서 차

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접촉과 신체노출

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아동의 성장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시야에서 이루어지는 쉽고 편리한 신체계측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는 세계보건기구와 CDC 표준성장기준

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체중이나 BMI로는 미숙아로 출생한 학

가운데 비만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백분위수로 제시

령전기 아동의 비만을 민감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SFT 측정이 중

되어 있는 것은 CDC가 유일하다. 앞으로는 미숙아의 비만도를 평

요하며, 특히 삼두박근 SFT가 견갑골보다는 더 높은 백분위 경향

가하는 데에 다양한 생체적 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오분류 오류 발

을 보임에 따라 학령전기 아동의 숨어있는 비만을 측정하는 데에

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좋은 지표임을 제시하였다.

결

셋째, 엄마가 36세 이상이거나 고학력인 경우, 미숙아로 출생한

론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 산모는 태아
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과 대사물질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미숙아로 출생한 아동은 가속화된 ‘따라잡기 성장’과 큰 아이에

태내 환경의 질이 낮을 확률이 높고[24] 이러한 태내 환경은 태아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비만의 위험이 크다. 이에 미숙아의 성장은

의 대사강화와 생후 성장가속을 촉진한다[6,8]. 현대사회의 낮은

단순한 신체계측보다는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민감하고 정

출산율, 고령 산모의 증가, 생식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화요인, 고

확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미숙아를

도로 발달된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 시스템은 미숙아의 출생과 생

학령전기까지 추적하여 성장을 측정한 결과, BMI보다는 SFT 측정

존을 높인다. 고학력 산모는 고령 산모일 확률이 높고, 고령 산모는

값이 이들의 비만을 더욱 민감하게 측정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으며, 저출산에 의해 부모 관심과 투자

산 정도, 산모의 나이 및 학력과 비만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에서 미

가 한 아이에게 집중되고 큰 아이를 선호하는 사회현상은[13,17]

숙아의 ‘따라잡기 성장’이 학령전기까지 지속함을 제시한 국내자

미숙아 출생력이 있는 아동의 비만 경향을 높인다. 본 연구는 미숙

료임에 큰 의미가 있다.

아를 5년 간 장기 추적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국내에서도 일어남을

본 연구는 출생 코호트집단을 5년 이상 추적하여 접근 가능한 학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성장기 아동의 성장발달 및 비

령전기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들과 원 코호트 간에

만을 사정할 때, 체중과 신장으로 대표되는 측정값의 단순한 양적

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는 연구결과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건강관리 전문인은 성장발

원 코호트 중에서 출생 시 신체크기가 다소 큰 대상자들이 본 연구

달 평가 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산모, 미숙아 출생력 등의 건강

에서 추적관리 되었으므로, 출생 시 재태기간이 짧거나 체중이 적

력을 사정하고, 이들 요인이 성장기 전반에 걸쳐 비만 경향을 높인

을수록 성장과 체지방축적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됨을 고려한다면

다는 절약형질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기 아동의 비만

본 연구결과가 학령전기까지 이르는 미숙아의 가속화된 성장 경향

측정 시 전문적이고 민감한 실무수준을 준용하여야겠다.

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미숙아의 성장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일 대학병원에서 출생한 원 코호트인 343명의 15%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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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 신체계측 이외에 견갑골하와 삼두박근의 SFT 측정값을
이용하여 종적 패턴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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