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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numerous studies regarding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underwe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underweight 
among school-aged children. A total of 493 students (86 underweight and 407 normal weight students) aged 11 to 
13 years were included in our stud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ating habits, health information, self-perception 
of weight, weight-control efforts and birth-relat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by using survey questionnaires for children 
and parents. Dietary information was obtained by two 24-hour food records, which were completed by both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prevalence of underweigh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than boys, and the frequency of 
medical treatment and flu symptoms were higher in underweight children than normal ones. Overall, girls tended 
to overestimate their own weight; this misclassification was greater among underweight girls. Birthweigh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urrent weight (P<0.05) and height (P<0.01) in girls, but these correlations were not seen in boys. 
In conclusion, underweight girls had inappropriate self-perception of weight, and underweight in girls may be related 
with birthweight and inadequate dietary intak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uild a well-designed framework that 
integrates efforts of home, school, and community to maintain a healthy weight with balanced diet and exercise through-
out the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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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기는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속도는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1). 이때 형성

되는 식습관은 정신적, 신체적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학업성

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올바른 식습관은 성인기의 건강 상태를 유지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적절한 영양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이다(2). 그러나 최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

한 문제는 장기적인 영양 불균형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2). 

특히 영양불균형의 건강문제 중 비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나, 오히려 이에 대한 지나친 관

심이 체형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어린 여학생들의 마른 체형에 대한 동경과 외모에 대

한 편향된 가치관은 무분별한 체중조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영양결핍이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3,4). 

아동의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는 결식, 불규칙적인 식사 등

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으며(3,5), 체형에 대

한 왜곡된 인식과 매스컴의 영향은 자아체형불만족을 유도

하여 체중조절 행동의도를 유발하게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6-8). 실제로 학령기 후기 아동의 71.8%가 현재 체중조절

을 하고 있거나 향후 체중조절을 계획하고 있다고 조사되었

으며(9),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체중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

이 낮아지는 결과도 보고되었다(10). 어린 학생들은 건강의 

중요성보다는 체중을 줄임으로써 자아만족감을 얻고자 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잘못된 식행동들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학령기 아동의 저체중을 유발할 수 

있다.

저체중은 정상체중보다 15~20% 이상 체중이 부족한 경

우를 말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체단백질의 감소를 

초래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 허약함 등의 증상을 나

타낸다(11). 또한 저체중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혈청 철분, 아연, 칼슘, 엽산과 비타민 B12 등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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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유발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2). 이와 같이 아동이 저체중인 상태로 성장 할 

경우 성인기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저체중 성인일

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13).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저체중 출생아

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4). 통계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 평균연령이 1987년 

25.3세에서 2008년 29.6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체중아의 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9년 4.9%로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생 시의 저체중은 성장부진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인지발달을 저해하고 만성질

환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령기 아동의 저체중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출생 시 저체중과 같은 요인

이 학령기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저체중 아동과 정상체중 아

동의 환경적, 신체적, 정신적 요인 및 영양섭취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저체중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구지역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는 2011년 4월 18일부터 22

일까지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총 77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정보 수집은 일반설문지, 식사

기록지, 학생신체검사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회수되지 않

은 설문지(n=2)와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응답이 미비할 경

우(n=4), 그리고 본 연구목적에서 벗어난 대상자, 즉 비만아

동(n=271)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비만아동 판정은 각 학

교에서 진행된 학생신체검사 결과 중 신장과 체중 계측치 

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총 493명의 아동이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방법 및 내용: 학생용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를 각

각 제작, 배부하여 자기기입법으로 수행되었다. 학부모용 설

문지는 부모 및 가족 관련 문항(가족 구성원 수, 부모의 신장 

및 체중 정보, 월 소득, 교육수준, 흡연 및 음주 수준, 운동 

습관, 어머니의 취업여부)과 자녀 관련 문항(생년월일, 형제

순위, 수면시간, 건강정보, 출생정보)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용 설문지는 본인의 식습관 관련 정보, 자아체형인식 및 체

중조절의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식사기록방법 및 내용: 대상자의 영양섭취수준을 파악하

기 위해 24시간 식사기록법을 이용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대상학생이 주중 1일과 주말 1일, 총 2일 동안 섭취한 모든 

종류의 음식과 식이보충제 등을 부모가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학부모는 음식이름, 재료, 양 등 자세한 내용을 학생과 

의논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확한 식사

기록지 작성을 돕기 위해 실물크기의 그릇과 접시, 수저 등

의 그림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주중 식사 내용 중 학교

급식이 포함될 경우 해당 학교 영양교사로부터 학교급식정

보를 수집하여 섭취량 산출에 참고하였다. 식사기록지의 내

용이 누락되거나 오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과 면담을 

통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신체계측 및 비만도 판정: 신체계측정보는 2011년 5월경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신체검사 중 신장과 체중 계측치를 이

용하였다. 수집된 신체 계측치를 이용하여 Rohrer's index

(신체충실지수)를 산출하였고, 지수가 109 이하일 때 ‘저체

중’, 110~140일 때 ‘정상체중’, 141 이상일 때 ‘비만’으로 

판정하였다(16). 또한 학생의 체중군에 따른 학부모의 신체

계측 정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자기기입한 신장과 

체중의 자료를 이용하여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였다. 

통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상태 및 체형 인식,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실태 등에 대한 정보는 체중군에 따라 분류하

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각각 

Chi-square 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

다. 또한 출생 시 체중과 현재 신체 계측치와의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CAN-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3.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모든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9.2(Cary, NC, USA)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검

증하였다. 

결   과

체중군별 아동의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 중 저체중군으로 분류된 86명과 정상체중군

으로 분류된 407명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저체중군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약 66.3%, 남학생의 비율이 

33.7%로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P= 

0.004), 체중군에 따른 연령과 수면시간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기준 아침식사 빈도를 체중군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저체중군의 77.7%, 정상체중군의 65.8%가 아

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아침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체중군이 20.0%,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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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by weight status                                                           (n=493)
Underweight (n=86)  Normal (n=407) P-value

Demographic information
  Sex 
    Boys
    Girls
  Age (year)
    10
    11
    12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Lifestyle information
  Current Rohrer's index (kg/cm3×107)
  Sleep duration (hours)
    <8 
    8～9
    ≥9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Almost never
    2～3/weeks
    4～5/weeks
    Everyday
  Time spent eating meals
    <10 min
    10～20 min
    20～30 min
    ≥30 min
Birth information
  Birthweight (kg)
  Presence of disease at birth (yes)
  Maternal age (>30 years)
  Preterm birth (yes)

 29 (33.7)
 57 (66.3)

 12 (14.0)
 45 (52.3)
 29 (33.7)

 35 (42.2)
 41 (49.4)
  7 (8.4)

104.3±0.9

  9 (11.1)
 45 (55.6)
 27 (33.3)

 66 (77.7)
  2 (2.4)
  9 (10.6)
  8 (9.4)

  6 (7.0)
 40 (46.5)
 28 (32.6)
 12 (14.0)

 3.2±0.05
  3 (3.6)
 24 (30.0)
  5 (6.0)

206 (50.6)
201 (49.4)

 78 (19.2)
219 (53.8)
110 (27.0)

178 (46.4)
175 (45.5)
 31 (8.1)

124.2±0.4

 28 (7.6)
200 (54.1)
142 (38.4)

265 (65.8)
 41 (10.2)
 54 (13.4)
 43 (10.7)

 48 (11.9)
201 (50.0)
119 (29.6)
 34 (8.5)

3.2±0.02
  9 (2.1)
 97 (26.9)
 18 (4.7)

**

NS

NS

***

NS

NS

NS

NS
NS
NS
NS

Means±SD or N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or t-test.

체중군이 24.1%의 수준을 보였다. 저체중군의 경우 식사시

간이 10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 30분 이상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4.0%의 비율을 보인 반면, 정상체중

군의 11.9%가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고, 8.5%가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30세 이상인 비율은 저체중군이 30.0%, 정상체중군

이 26.9%였으며, 조기출산율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약 1.3%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자녀의 형제순위와 출생 시 체중 및 질병 유무 역시 체중

군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군에 따른 가정환경 비교

대상자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약 4명이었고, 가구 월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약 90%

정도 차지하였다(Table 2). 저체중군 아동의 아버지 평균 

신장은 174.7 cm로 정상체중군의 172.9 cm보다 유의적으

로 크게 나타났으며(P=0.003), 어머니의 평균 신장은 저체

중군이 약 1 cm 정도 더 큰 수준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P=0.1). 그 외 체중군에 따른 부모의 교육

수준, 평균체중, BMI는 차이가 없었으며, 체중군별 어머니

의 취업여부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현재 흡연율, 알코올 섭취 빈도, 신체활동 빈도에 대한 결과 

역시 두 체중군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어머니의 

결과도 이와 비슷하였다.

체중군별 병원진료 및 감기증상, 소화질환 경험

체중군별 최근 1년간의 병원진료 및 감기증상, 소화질환 

경험을 비교한 결과(Table 3), 저체중군의 경우 정상체중군

보다 병원진료와 감기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저체중군의 약 14.5%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병원에

서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정상체중군은 약 5.5%가 

이에 해당하였다(P=0.01). 또한 월 1회 이상 감기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저체중군 10.9%, 정상체중군 

4.2%로 저체중군 아동의 면역수준이 더 떨어지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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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usehold information by weight status                                                             (n=493)
Underweight (n=86) Normal (n=407) P-valu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3
  4
  ≥5
Monthly household income (thousand won)
  ＜200
  200～300
  300～400
  400～500
  ≥500
Father's characteristic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or more)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Current smoking (yes)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per week)
  Frequency of physical activity (per week)
Mother's characteristic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or more)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Employed (yes)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per week)
  Frequency of physical activity (per week)

12 (14.5)
49 (59.0)
22 (26.5)

 7 (10.0)
11 (15.7)
25 (35.7)
14 (20.0)
13 (18.6)

78 (100.0)
174.7±0.5
 70.8±1.0
 23.2±0.3
38 (48.7)
  1.5±0.2
  1.7±0.2

81 (100.0)
161.1±0.5
 54.1±0.7
 20.9±0.3
36 (44.4)
  0.3±0.1
  1.9±0.2

 56 (11.5)
221 (57.3)
109 (28.2)
 34 (10.6)

 43 (13.4)
106 (33.1)
 47 (14.70
 90 (28.1)

371 (98.2)
172.9±0.3
 70.1±0.5
 23.4±0.1
186 (49.6)
  1.6±0.1
  1.8±0.1

368 (98.1)
160.2±0.2
 54.3±0.3
 21.2±0.1
197 (52.5)
  0.4±0.04
  1.6±0.1

NS

NS

NS
**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Means±SD or N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or t-test.

Table 3. Frequencies of hospital visits, common cold symptoms
and digestive diseases by weight status             (n=493)
　
　

Underweight 
(n=86)

Normal 
(n=407) χ²

Hospital visits 
  Never
  ≤1/month
  ≥1/month
Common cold symptoms
  Never
  ≤1/month
  ≥1/month
Digestive diseases
  Never
  ≤1/month
  ≥1/month

18 (21.6)
53 (63.9)
12 (14.5)

 8 (9.6)
66 (79.5)
 9 (10.9)

39 (47)
34 (41)
10 (12.1)

 92 (23.9)
272 (70.6)
 21 (5.5)

 75 (19.6)
292 (76.2)
 16 (4.2)

200 (52.3)
161 (42.2)
 21 (5.5)

8.445**

9.532**

4.794

N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보였다(P=0.01). 소화질환 역시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보

다 더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9). 

체중군별 남녀학생의 자아체형인식 

본인의 체형 인식 수준을 체중군 및 성별로 비교하였다

(Fig. 1). 저체중군의 경우 본인의 체형을 ‘마름’ 또는 ‘매우 

마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남학생은 96.5%, 

여학생은 66.6%의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저체중 여학생의 

경우 본인의 체형을 ‘정상’이나 ‘통통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1.6%로, 1.8%의 수준을 보인 저체중 남학생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상체중군의 경우 남학생 

58.4%, 여학생 68.3%가 자신의 체형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보통 체형임에도 불구하

고 ‘통통함’ 또는 ‘매우 뚱뚱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15.1%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36.6%는 본인의 체형을 실제 체형보다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체중군별 남녀학생의 체중조절의지

본인의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려는 의지가 체중군별 및 성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Fig. 2). 저체중 여

학생 중 현재 자신의 저체중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거

나 오히려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비율이 31.6%를 차지

하였으나, 저체중 남학생의 경우 약 절반 정도인 48.3%가 

현재 체중을 늘리려 노력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과는 대조

적인 결과를 보였다. 정상체중군의 경우 35.5%의 여학생이 

현재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고 응답하였으나, 정상체중 남학생은 오히려 체중을 늘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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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Weight-control efforts by sex and weight status.

고 노력하는 비율이 25.3%를 차지하여, 체중군과 관계없이 

남녀학생의 체중조절의지가 유의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였

다(저체중군 P=0.02, 정상체중군 P<0.001). 

남녀별 체중군에 따른 영양섭취 수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KDRIs, 2010) 대비 영양소 섭취비율 및 열량영양

소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체중군

별 KDRI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은 저체중군이 95±21.4%, 

정상체중군이 101.8±26.4%로, 저체중군은 평균필요량에 

비해 약 5% 정도 적게 섭취하는 반면, 정상체중군은 적정수

준으로 섭취하는 결과를 보였고, 두 군간 차이는 유의적이었

다(P<0.05). KDRI 대비 단백질 섭취비율은 두 체중군 모두 

권장량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섭취하고 있어 부족에 대한 문

제는 보이지 않았으나 정상체중군에서 더 많이 섭취하였고

(P<0.01), 이러한 체중군별 단백질 섭취수준의 차이는 남학

생에게서 더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다(P<0.05). 체중군별 열

량영양소의 구성비(CPF ratio)는 저체중군 57:15:28, 정상

체중군 56:15:29로 두 체중군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3세에서 19세를 위한 권장적정구성비 55~70%:7~ 

20%:15~30%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19). 다만, 탄수화물 섭취비율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4), 지질의 섭취

비율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

었다(P=0.03). KDRI 대비 섭취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칼슘, 칼륨, 엽산의 섭취량이 두 체중군 모두 권장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트륨은 저체중

군 239.5±59.0%, 정상체중군 239.9±71.9%로 그 섭취 수

준이 충분섭취량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을 보였다. 이 외에 

체중군간 섭취 수준에 차이를 보인 영양소는 비타민 B6로 

저체중군 여학생은 190.3±40.0이고, 정상체중군 여학생은 

211.8±68.4로 두 군 모두 KDRI 대비 섭취수준이 높았고, 

특히 정상체중군에서 더 높은 섭취수준을 보여주었다(P= 

0.04).

남녀별 체중군에 따른 출생체중과 현재체중, 신장, Rohrer's 

index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출생체중과 현재체중, 현재신장, 현재 Rohrer's 

index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5), 여학생의 경

우 출생체중은 현재체중과 신장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5, P<0.01), 출생체중과 Rohrer's 

index는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P=0.9). 남학생

의 경우 출생체중은 현재의 모든 신체 계측치와 유의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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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ent intake levels by sex and weight status
　
　

Total
t-value

Boys
t-value

Girls
t-valueUnderweight Normal Underweight Normal Underweight Normal

% KDRI1)

  Energy2)

  Protein
  Fiber3)

  Ca
  P
  Fe
  Na3)

  K3)

  Zn
  Vitamin A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6

  Niacin
  Vitamin C
  Folate
  Vitamin E3)

% From total energy4)

  Carbohydrate
  Protein
  Fat

  95±21.4
179.1±49.0
 71.1±21.2
 60.4±21.8
102.9±25.9
122.6±141.1
239.5±59.0
 48.1±13.3
122.5±35.2
116.7±45.3
123.4±41.2
108.1±36.5
187.2±46.5
134.6±53.0
 102±61.3
 70.3±21.5
135.1±49.6

 57.3±6.3
 15.1±2.2
 27.6±5.1

101.8±26.4
202.1±67.8
  71±23.2
 67.7±32.2
 111±34.2
 119±135.9
239.9±71.9
  51±17.0
130.8±40.3
125.3±82.1
150.6±124.1
116.7±43.5
203.5±65.4
 144±59.8
 99.7±54.2
 72.2±29.5
136.7±53.5

 55.5±6.4
 15.4±2.9
 29.1±5.3

 1.99*

 2.65**

-0.03
 1.77
 1.83
-0.19
 0.04
 1.29
 1.57
 0.84
 1.78
 1.51
 1.94
 1.19
-0.31
 0.51
 0.22

-2.10*

 0.78
 2.13*

 87.7±21.5
170.3±46.6
 65.7±24.1
 58.5±21.7
 95.8±23.2
116.7±84.7
242.6±75.4
 48.2±14.6
114.9±28.8
101.6±38.4
113.8±45.6
 90.9±33.6
180.3±59.0
110.9±30.4
108.3±84.9
 66.7±24.4
133.3±54.7

 58.5±4.7
 14.6±1.4
 26.8±4.3

 98.7±27.1
206.5±74.0
  67±21.8
 68.6±35.7
107.6±34.8
127.6±166.1
242.8±77.7
 51.9±19.1
131.2±42.0
125.4±99.2
135.8±53.8
107.8±40.1
194.6±61.1
134.9±56.4
 99.4±52.3
  74±30.6
142.5±55.9

 55.9±6.0
 15.3±3.2
 28.8±4.9

 1.77
 2.18*

 0.25
 1.27
 1.50
 0.30
 0.01
 0.84
 1.72
 1.09
 1.78
 1.84
 1.01
 1.91
-0.66
 1.05
 0.71

 1.93*

 1.01
 1.72

 98.3±20.7
 183±50.0
 73.5±19.6
 61.2±22.1
 106±26.6
125.2±160.8
238.1±50.9
  48±12.8
125.9±37.5
123.4±46.9
127.7±38.8
115.9±35.3
190.3±40.0
145.2±57.6
 99.2±48.1
 71.9±20.2
135.9±47.8

 56.7±6.8
 15.4±2.5
 27.9±5.5

104.8±25.4 
197.9±61.3
 74.8±23.8
 66.7±28.6
114.2±33.4
110.8±98.9
237.2±66.1
 50.1±14.8
130.4±38.7
125.2±62.2
164.6±164.1
125.2±45.1
211.8±68.4
152.6±61.8
 99.9±56.0
 70.5±28.4
131.2±50.8

 55.1±6.6
 15.5±2.6
 29.4±5.6

 1.61
 1.52
 0.34
 1.20
 1.53
-0.74
-0.09
 0.84
 0.71
 0.18
 1.53
 1.31
 2.05*

 0.73
 0.09
-0.31
-0.57

-1.43
 0.33
 1.57

Means±S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1)Percentage of Recommended Intakes. 2)Percentage of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3)Percentage of Adequate Intake. 4)Percentage of total energy.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birthweight, current weight, current
height and current Rohrer's index in boys and girls

　
　 Birthweight Current

weight 
Current
height

Current 
Rohrer's

index 
Boys
  Birthweight
  Current weight 
  Current height
  Current Rohrer's
    index
Girls
  Birthweight
  Current weight 
  Current height
  Current Rohrer's
    index

 1
 0.10
 0.12
-0.0006

 1
 0.13*

 0.17**

 0.01

1
0.85***

0.56***

1
0.80***

0.56***

 1
 0.04

 1
-0.05

1

1

Data are presented as age-adjusted correlation coefficient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P<0.001.

고   찰

본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교 5, 6학년을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으로 구분하여 체중군별 가족환경, 출생 시 정보, 현

재 식습관,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아동의 아침식사빈도와 식사소요시간은 체중군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저체

중군에서 가장 높은 아침 결식률을 보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17). 식사소요시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저

체중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천천히 먹는다고 보고한 결과

(18)와 저체중군의 식사시간이 정상체중군보다 빠르다고 

보고한 결과(19)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군

의 식사시간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식습관이 올바른 성장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적절한 

식사시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저체중인 상태로 성장을 계속할 경우 건강상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11,12). 본 연구에서

도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의 최근 병력을 조사한 결과,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방향을 보였다. 이는 학령기 저체중 현상이 

신체의 면역수준을 감소시키고, 체력저하를 유발하는 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로감, 감기증상 등의 신체증상을 지각하는 정도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

로(20) 저체중군 아동의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병원기록이나 생체지표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한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체형인식에서 주로 여학생이 본인의 

실제 체형보다 더 뚱뚱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5,6,21,22). 핀란드 남녀학생 1,370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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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한 횡단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본인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더 높았고,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체

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23). 본 연구결과

도 이와 같은 방향을 보였다. 실제로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

고 체중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

나, 향후 여학생의 저체중 비율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여학생의 체중관리 및 체중인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체중군별 영양소 섭취량을 KDRI 대비 섭취 

비율로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24),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모두 권장량에 비해 거의 2배가 넘는 단백질 섭취비율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식사기록지의 조사

시기가 7월 중으로, 이 시기에 많이 섭취하는 삼계탕 등의 

고단백식품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본 연구와 같은 연령대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중군별 

영양소 섭취상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모든 체중

군에서 단백질 섭취수준이 권장섭취량의 150% 이상으로 보

고된 바 있다(25).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칼슘, 엽산 

등의 주요 영양소 섭취 수준이 저조하였는데, 실제로 본 연

구대상과 같은 연령대의 칼슘 섭취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도 권장량 대비 칼슘 섭취비율이 50~60%의 낮은 수준

을 보였고(26), 청소년의 칼슘 섭취량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4,27). 이는 최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

계집에서 보고된 만 10~18세 아동, 청소년의 칼슘 섭취수

준이 영양섭취기준 대비 55.2%를 보이는 결과와 비슷하다

(28). 또한 초등학생의 엽산 섭취비율이 KDRI 대비 66% 

수준이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29)와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하는 방향을 보인다. 칼슘은 성장기 골격과 치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2), 엽산의 섭취 부족

은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들의 적절한 

식생활 개선과 영양소 섭취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저체중 

아동들을 위한 영양개선교육 등이 요구된다. 

아동기 성장 패턴이 출생 시의 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결과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었다(15,30). 중국에

서 210,172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출생 시 

체중이 적게 나가면 향후 저체중 아동이 될 위험이 증가한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3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여학생의 경우에만 해당되었고, 현재 출생체중 관련 국내 

선행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어머니의 출산연령

이 늦어질수록 저체중아 출산율이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산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가 저체중군에서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출생체중, 어머

니 출산연령 등 출생 시 관련 요인이 성장기 아동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대구지역 일부 초등학교 5, 6학년

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을 대표하지 못

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대구지역 내 소재 지역이 상

이한 3개의 초등학교를 선별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

으며, 설문지에 자기기입된 주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객관

적인 지표를 확보하고자 학교건강검진기록을 이용하였다. 

또한 CAN-Pro3.0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양소 분석 시 영양

보충제 및 일부 가공식품 섭취 정보도 추가, 보강하여 분석

하여 실제 영양소 섭취 수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저체중과 관

련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저체중 아동의 영양섭취의 취

약성 및 신체적 허약함,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 결여, 

출생 시 체중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저

체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영양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학령기아동의 저체중 현황 및 관련요인을 살펴보

기 위하여 대구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저체중

군 86명과 정상체중군 407명의 식습관, 건강상태, 자아체형

인식 및 체중조절의지, 영양소 섭취수준과 출생 시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저체

중군 비율의 66.3%가 여학생으로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았고, 저체중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신장은 정상체중군과 

비교하여 약 1.8 cm 정도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보다 최근 1년간 병원진료 및 감기증

상 빈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고, 특히 저체중군에서 월 1회 

이상 병원진료를 경험한 비율은 14.5%로, 정상체중군 5.5%

에 비해 약 9% 높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저체중 남학생은 

본인 체형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정상체중 남학생은 본인 체형에 대해 실제 체형보다 왜소하

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36.6%를 차지하였다. 저체중 여학생

의 경우 33.3%는 본인이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체

중 혹은 과체중이라고 응답하는 등 잘못된 체형 인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저체중 여학생은 현재 자

신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줄이려고 노력하는 비율

이 31.6%였고, 정상체중 여학생의 35.5%가 정상체중임에

도 체중을 더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섯

째,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비율을 남녀별 

체중군에 따라 비교한 결과, 단백질은 두 체중군 모두 권장

량보다 2배 가량 높은 섭취비율을 보였으나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반면 식이섬유, 칼

슘, 칼륨, 엽산은 두 체중군에서 권장량보다 낮은 섭취수준

을 보였다. 여섯째, 출생체중과 현재체중, 현재신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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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rer's index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출

생체중은 현재체중과 현재신장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 

아동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가능성, 여학생의 왜곡된 자아체

형인식 및 체중조절의지, 그리고 출생 시 체중과 현재 체중

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령기 아동의 저체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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