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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만이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피하층과

체조직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

최근 경제 성장으로 생활 환경이 편리해지고 활동량이 부족하여

열량 소비가 감소한 반면에 식생활의 서구화로 열량 섭취가 증

가하여 소아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 비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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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청소년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 요인들이 조기에 발현될 뿐 아니라 호흡기, 피부, 관절 등

에도 비만과 관련된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
2)
. 소아 및 청소년

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하기 쉽고, 또한 일생동안 건강한

식생활과 활동적인 생활 양식을 필요로 하는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다.

폐기능 검사는 호흡 생리학 및 호흡기 질환의 역학 연구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상에서 폐기능의 질적, 양적 평가를

통하여 호흡기 질환의 진단, 치료 및 경과 관찰 등에 이용되고

있다
3)
. 성인에서 비만이 흉부 역학과 폐기능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여러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비만으로 흉부와 복부의

지방이 증가하면 폐의 탄성이 감소되고 호흡에 필요한 일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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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Obesity is associated with disturbances of ventilatory functions in adults. But few studies

have evaluated the pulmonary complications of obesity in the pediatric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ffects of obesity on pulmonary function and body composition in obese

children.

Methods : Forty seven obese children whose ages ranged from nine to twelve years were evaluated

for their body composition(intracellular fluid, extracellular fluid, protein mass, mineral mass, soft lean

mass, fat mass, percent body fat, fat distribution) b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Hemoglobin,

serum glucose,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were measured. Pulmonary function test was performed by spirometer.

Results : Intracellular fluid, protein mass, fat mass, percent body fat and fat distribution were signif-

icantly higher in severely obese children with an obesity index of more than 150 percent compared

with those with an index of less than 150 percent. Peak expiratory flow rate(PEFR) was signifi-

cantly lower in severely obese children with obesity index of more than 150 percent compared with

those with less than 150 percent(241.7±14.6 L/sec vs 276.8±64.3 L/sec). PEFR, forced expiratory

flow 25 percent(FEF25), mid expiratory flow rate(MEFR), forced expiratory flow 50 percent(FEF50),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t second(FEV1) and forced vital capacity(FVC) were decreased in 37.0

percent, 14.8 percent, 14.8 percent, 11.1 percent, 3.7 percent and 3.7 percent of obese children, respec-

tively.

Conclusion : PEFR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obese children. Pulmonary function test must be

performed in severely obese children and more extended study is needed in other age groups. (Kore-

an J Pediatr 2005;48:58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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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

1984년 Bosisio 등
5)
은 비만 성인과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기능적 잔기 용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 노

력 날숨 폐활량(forced expiratory volume, FEV), 최대 환기량

(maximum ventilatory volume, MVV)이 비만한 사람에서 감

소함을 보고하 고 1999년 Carey 등
6)
은 성인에서 신체 비만 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초 강제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소아에서는 검사 가능한 대상 연령이 제한되어 있고 폐기능

검사시 검사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에 제한점이 있고,

결과에 일관성이 없어 비만 소아에서 폐기능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보고가 적은 실정이다.

체성분 분석은 신체 조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로 그 유용

성이 입증되어왔고 비만아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7, 8)
. 체성분

분석을 위해 저자들이 사용한 생체전기저항법은 장치가 간단하

고 다루기 쉬우며, 측정치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9)
. 생체전기저

항법은 신체의 체수분량을 측정하는 기술로 1969년 Hoffer 등
10)

이 체수분량이 신체 전기 저항값에 역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그 결과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11-13)
.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비만 소아에서 체

성분과 관한 보고도 적으므로 이에 저자들은 비만이 체성분과

폐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9세에서 12세의 소아 47명을 대상으로 하 다. 비만도에 따라

서 분류하 으며 정상군이 20명, 중등도 비만군이 24명, 고도 비

만군이 3명이었다. 중등도 비만군과 고도 비만군을 합하여 비만

군으로 정의하고 정상군과 두 군을 비교하 다. 최근 기도질환을

앓거나 폐질환이 있는 환아는 제외하 다.

2. 방 법

1) 신체계측

신장은 맨발로 신장 측정계를 이용하여 소숫점 한자리까지 측

정하 고, 체중은 표준 체중계의 점을 맞춘 후 소숫점 한자리

까지 측정하 다.

2) 비만도

성별, 연령별, 신장별 체중 50 백분위수를 표준 체중으로 비

만도를 계산하여 2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 고, 이 중에서

20-30%는 경도 비만, 30-50%는 중등도 비만, 50% 이상을 고

도 비만으로 분류하 다(1999년 대한소아과학회 측정, 한국 소아

의 표준 발육치 참조)
1)
.

비만도(%)=(실측 체중－신장별 표준 체중)/신장별 표준 체중×100

3) 체성분 분석 및 생체전기저항 측정

생체전기저항은 InBody 2.0(Biospace, Seoul, Korea) 제품을

사용하 는데 피검자는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임피던스 측정 장

치에 올라가서 손 전극을 잡고 발 전극을 밟은 후 직립 자세로

팔과 다리를 약간 벌린 자세를 취한 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에서 4가지 주파수(5, 50, 250, 500 kHz)의 인

체 부위별 전기 저항을 측정하 고, 측정 결과는 약 2분 후에 결

과지에 출력되었으며, 각 대상에서 세포내액, 세포외액, 단백질,

무기질,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을 측정하 다.

4) 폐기능 검사

MicroLoop ML3535 spirometer(Micro Medical Limited,

Rochester, UK)를 이용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내에서 시행하

으며 기립자세로 3회를 측정하여 최고치를 선택하 다.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t second(FEV1), forced vital capac-

ity(FVC), peak expiratory flow rate(PEFR), ratio between

FEV1 and FVC expressed in 1 percentage(FEV1), peak

inspiratory flow rate(PIFR), forced expiratory flow 50%

(FEF50), forced expiratory flow 25%(FEF25), mid-expiratory

flow rate(MEFR),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MVV),

forced expiratory time(FET)을 측정하 다.

5) 통계

정상군과 비만군 측정치의 통계 처리는 Student t-test를 이

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 고, 고도 비만군과 중등도 비

만군과의 통계처리는 고도 비만군의 표본수가 적어 비모수 검정

에서 독립 집단 차이검증인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

다. 통계 처리는 P value 0.05 이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 다.

결 과

1. 신체 계측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0.14±2.20세, 연령 범위는 9-12세

다. 신장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체중은 비만

군에서 59.2±8.7 kg, 정상군에서 48.8±6.5 kg로 비만군에서 유

의하게 높았고, 체질량지수는 비만군에서 27.4±2.3 kg/m
2
, 정상

군에서 21.2±3.9 kg/m
2
으로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비만

도는 비만군에서 135.2±16.7%, 정상군에서 110.0±4.2%로 비만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2. 정상군과 비만군의 체성분의 비교

체성분 분석에서 세포내액은 비만군에서 14.9±1.7 L, 정상군

에서 11.9±1.3 L으로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많았고(P<0.05) 세

포외액도 비만군에서 8.3±0.8 L, 정상군에서 5.7±0.9 L으로 비

만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5). 단백질은 비만군에서 9.1±

1.3 kg, 정상군에서 8.5±2.6 kg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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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무기질도 비만군에서 2.2±0.2 kg, 정상군에서 2.1±0.4

kg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지방량은 비만군에

서 18.3±3.7 kg, 정상군에서 6.9±2.2 kg으로 비만군에서 유의

하게 많았고(P<0.05) 체지방률도 비만군에서 34.8±2.2%, 정상

군에서 21.3±4.4%로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복

부지방률은 비만군에서 0.9±0.0, 정상군에서 0.8±0.0로 비만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2).

3. 정상군과 비만군의 지질, 간기능 수치의 비교

중성지방이 비만군에서 189.1±103.3 mg/dL, 정상군에서

146.0±53.9 mg/dL으로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ALT가

비만군에서 76.1±113.0 U/L, 정상군에서 28.8±13.9 U/L로 비

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3).

4. 정상군과 비만군의 폐기능 검사치의 비교

PEFR은 비만군에 255±73.7 L/sec, 정상군에서 315.0±60.8

L/sec로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P<0.05).

다른 폐기능 계측치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

ble 4).

5. 비만군에서 감소한 폐기능 검사치의 분석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비만군에서 PEFR는 10명(37.0%)에

서, FEF25, MEF는 각각 4명(14.8%)에서, FEF50은 3명(11.1%)

에서, FEV1, FVC은 각각 1명(3.7%)에서 감소하 다(Table 5).

6. 고도 비만군과 중등도 비만군에서의 체성분 및
PEFR의 비교

비만도 150 이상의 고도 비만군에서 PEFR의 평균치는 241.7

±14.6 L/min, 중등도 비만군에서 PEFR의 평균치는 276.8±

64.3 L/min으로 고도 비만군에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고,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모두 중등도 비만군

보다 고도 비만군에서 의미있게 증가한 결과를 보 다(P<0.05)

(Table 6). 고도 비만군과 중등도 비만군의 체성분과 PEER의

Table 1. Comparisons of Anthropometric Data between
Obese and Control Groups

Anthropometric data
Obese group
(n=27)

Control group
(n=20)

Height(cm)

Weight(kg)

BMI(kg/m2)

Obesity index(%)

146.9±6.4

59.2±8.7
*

27.4±2.3
*

135.2±16.7
*

149.6±13.6

48.8±6.5

21.2±3.9

110.0±4.2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Abbreviation : BMI, body mass index

Table 2. Comparisons of Parameters by Bioelectrical Imped-
ence between Obese and Control Groups

Parameters Obese group Control group

ICF(L)

ECF(L)

Protein mass(kg)

Mineral mass(kg)

Soft lean mass(kg)

Fat mass(kg)

Percent body fat(%)

Fat distribution(%)

14.9±1.7
*

8.3±0.8
*

9.1±1.3

2.2±0.2

34.1±4.8

18.3±3.7
*

34.8±2.2
*

0.9±0.0
*

11.9±1.3

5.7±0.9

8.5±2.6

2.1±0.4

32.0±9.7

6.9±2.2

21.3±4.4

0.8±0.0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Abbreviations : ICF, intracellular fluid; ECF, extracellular fluid

Table 4. Comparisons of Parameters by Pulmonary Function
Tests between Obese and Control Groups

Parameters Obese group Control group

FEV1(L)

FVC(L)

PEFR(L/sec)

FEV1%(L)

FEF50(L/sec)

FEF25(L/sec)

MEF(L/sec)

MVV(L/min)

2.2±0.3

2.4±0.4

255±73.7
*

88.2±8.4

3.0±0.7

1.6±0.6

2.7±0.6

83.9±12.6

2.4±0.8

2.7±0.8

315.0±60.8

92.1±5.9

3.2±1.3

1.5±0.9

2.7±1.2

90.8±31.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Abbreviations :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t second;
FVC, forced vital capacity; PEFR, peak expiratory flow rate;
FEV1%, ratio between FEV1 and FVC expressed in percent-
age; FEF50, forced expiratory flow 50%; FEF25, forced expi-
ratory flow 25%; MEF, mid-expiratory flow; MVV,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Table 5. Incidence of Decreased Pulmonary Function Test in
Obese Group

Parameters No./Total %

FEV1(L)

FVC(L)

PEFR(L/sec)

FEF50(L/sec)

FEF25(L/sec)

MEF(L/min)

1/27

1/27

10/27

3/27

4/27

4/27

3.7

3.7

37.0

11.1

14.8

14.8

Abbreviations :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t second;
FVC, forced vital capacity; PEFR, peak expiratory flow rate;
FEF50, forced expiratory flow 50%; FEF25, forced expiratory
flow 25%; MEF, mid-expiratory flow

Table 3. Comparisons of Lipid Profiles and Liver Function
Test between Obese and Control Groups

Lipid profiles Obese group Control group

Cholesterol(mg/dL)

TG(mg/dL)

AST(U/L)

ALT(U/L)

191.7±28.9

189.1±103.3
*

43.3±53.9

76.1±113.0
*

173.4±41.4

146.0±53.9

29.0±10.4

28.8±13.9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Abbreviations : TG, triglycerides; AST, aspartate aminotrans-
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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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호흡 과정은 외부의 공기가 폐 내부로 이동하는 환기(ventila-

tion), 중간 이행 단계인 분포(distribution) 및 폐포 모세 혈관막

을 통한 확산(diffusion)으로 이루어지며
14)
환기 과정에서는 횡

격막, 늑간 근육, 복부 근육 등 호흡 근육의 조화된 작용이 중요

하며 상부 호흡계의 통기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15)
. 폐기능 검사는

폐질환이 의심되거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아의 검사 및 평

가에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검사 결과

를 제공함으로써 임상적으로 기도 폐쇄 병변과 폐용적 감소 질

환의 유무와 정도의 판별, 치료의 효용성의 평가, 기도의 예민성

에 대한 검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기도 폐쇄 병변으로는 천식,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점액 분비 등의 소기도(small

airway) 폐쇄와 기도 협착, 혈관 고리, 성대 마비 등의 중심성

기도(central airway) 폐쇄 및 폐기종, 폐섬유화증 등 폐실질 탄

성 반동(elastic recoil)의 이상 등이 있고 폐용적 변화 질환은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폐섬유화증, 규폐증 등의 내인성

폐질환(intrinsic lung disease)이 있으며 척추후만증(kyposco-

liosis), 흉수, 강직 척수염, 흉벽의 운동에 향을 주는 질환이

있거나 신경 근육 질환, 임신, 고도 비만 등 외인적 요인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폐기능 검사는 정적 폐용적(static lung volume)의 측정과 기

류 속도(air flow rate)의 측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 폐용적

은 폐활량 측정법으로 측정하며 피검자가 평상시의 보통 호흡

(tidal volume)을 하다가 숨을 최대한도로 들이마셔서 천천히

가능한 한 끝까지 내쉬게 하여 폐활량(vital capacity, VC), 호

기 예비기량을 측정하며 기류 속도는 피검사자가 최대로 숨을

들이마시게 한 후 가능한 힘껏, 빠르게, 그리고 끝까지 내쉬게

하여 기록되는 최대 노력성 호기곡선(maximal effort expirato-

ry curve)으로 측정하며 기량-시간 곡선(volume-time curve),

유량-기량 곡선(flow-volume curve)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3)
.

폐기능 검사에서 VC와 FVC는 환기 능력을 알아내는데 도움

을 주며, FEV1은 기도 폐색의 조기 진단이나 기류의 경미한 이

상, 특히 세소기도의 병변을 알아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1초

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는 개괄적으로 기도 폐

쇄를 표시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상에서는 75% 이상

이고, 그 이하인 경우 기도 폐쇄를 의미한다. 제한성 폐질환에서

는 노력성 폐활량이 감소하므로 이 비율이 증가하고, 제한성 폐

질환과 폐쇄성 폐질환이 공존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수치를 유

지한다. PEFR은 높은 폐용량에서는 주로 근력에 의해서 좌우되

므로 노력 의존성(effort-dependent)이고 낮은 폐용량(low-lung

volume) 수준에서는 비노력 의존성(effort-independent)이
16, 17)

전자에서의 최대 호기류 속도는 대기도 및 소기도 기능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19)
.

Schoenberg 등
20)
은 청소년, 성인기에 FVC는 체중이 증가할

때 처음은 근육의 효과(muscular effect)로 증가하다가 더 증가

하게 되면 오히려 비만 효과(obesity effect)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 다. 체중에 따른 폐기능의 증가는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더 체중이 증가하여 폐기능의 감소 시에는

둘러싸인 지방이 체벽의 움직임을 저하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와 같이 폐기능에 대한 체중의 향을 근육-비만 효과라고 부른

다. 이외에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연조직 내 지방 조직

의 축적과 경부와 턱에서 외부로부터의 압박의 증가로 상기도가

좁아지며 흉벽의 탄성이 감소하며 비만한 복부 때문에 앙와위

시에 횡격막이 머리쪽으로 전위되어 폐활량과 산소 축적량을 감

소시킨다. 또한 폐순환 혈액량이 증가하여 기도 점막하 혈관의

울혈로 기도 벽이 두꺼워지고 기도 내경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이때 지질 대사 과정의 변화가 이런 향을 더 심

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Gonen 등
21)
은 초 저 도 지단백(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 호염기구(basophil)로 부터의 히스타

민 방출을 유도하여 혈관의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기도 평활근의

수축을 가져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비만은 인슐린혈증,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뿐만 아니라 호흡기에 많은

향을 미쳐, 수면 중 무호흡 발작(obstructive sleep apnea)
22)
및

비만-저환기 증후군(obesity-hypoventilation syndrome)
23)
, 수

술 후 무기폐(atelectasis), 호흡 부전증(respiratory failure) 등

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운동 유발성 기관지 수축 및 운동 유발성

기관지 천식 발생에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다.

소아와 청소년에서도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무호흡 지수와 상

관성이 있고 비만 정도와 산소 포화도 최저치와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24)
.

비만이 폐기능 특히 정적 폐용적(static lung volume)에 미치

는 향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만 성인에서 정상인에 비

해 잔기량 및 총 폐용량이 다소 증가하거나 정상일 수 있지만

극도의 비만인 경우는 폐활량(vital capacity) 및 총폐용량이 양

20-30% 정도 감소되었다
25)
. Ferretti 등

17)
의 연구에 따르면 고

도 비만의 경우 호기 호흡의 제한과 기좌호흡(orthopnea)이 흔

Table 6. Comparisons of Parameters according to Severity of
Obesity in Obese Group

Parameters
Obesity index(%)

≥150 130-150

PEFR(L/min)

ECF(L)

Protein(kg)

Lean body mass(kg)

Total fat mass(kg)

Fat %

Abdominal fat %

241.7±14.6

18.1±0.3

9.7±0.3

36.1±0.9

30.0±1.8
*

43.9±1.1
*

1.0±0.04
*

276.8±64.3

16.8±3.0

9.0±1.6

33.6±5.9

21.3±5.0

36.4±4.9

0.9±0.06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Abbreviations : PEFR, peak expiratory flow rate; ECF, extra-
celluar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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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역동적인 폐의 과도팽창(dynamic pulmo-

nary hyperinflation)과 내인성 양성 말기 호기압(intrinsic pos-

itive end-expiratory pressure) 때문이라고 하 으며 expira-

tory reserve volume(ERV)과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의 감소를 보고하 다.

비만이 동적 폐활량(dynamic lung capacity)에 미치는 향

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func-

tional vital capacity(FVC)와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FEV1),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MVV), resid-

ual volume(RV)를 측정한 결과 FVE, FEV1은 감소하고 RV이

증가함을 보인 바 있으며
26)
다른 연구

27)
에서는 비만한 성인에

있어 체중을 감량했을 때 FEV1, FEF50, FEF25-75, MVV가 증가

함을 보고하 다.

Lazarus 등
28)
은 지방 질량의 양과 분포가 FVC와 음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으며 fat-free 질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상체 비만을 가진 비만 성인에서 하체 비만을

가진 사람보다 폐 용적이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음이 보고되었

다
29)
. 비만에서 폐 탄성의 감소는 단순 비만에서 25%, 비만 저

환기 증후군에서 40%로 감소한다
30)
. 흉벽 탄성의 감소의 원인은

비만조직이 흉곽을 압박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비만에서 호흡

기 저항이 증가하고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31)
.

소아 비만에서 폐기능과의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Park

등
32)
의 연구에서는 비만 소아에서 운동 부하 전에 측정한 FVC

의 예측치에 대한 백분율은 고도 비만군에서만 유의하게 낮았고,

PEFR의 예측치에 대한 백분율은 비만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

의하게 낮음을 보고하 다. 조정된 FVC와 FEV1은 체지방률이

증가할수록 감소를 보 으나 Marcus 등
24)
의 보고는 경정도의

비만 소아에서는 폐기능의 저하가 없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서는 비만도 130% 이상의 중등도 비만 소아에서 PEFR이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PEFR은 비만도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역 상관관계를 보여 주지는 않았지만 비만 소아의

37.0%에서 감소를 보 다. 지방량과 폐기능 검사와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대상 연령이 어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도 비만아에서 증등도 비만아보다 PEFR의 평균은 낮았으나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체지방량, 체지방

률, 복부지방률은 유의하게 높았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중등도 이상의 비만 소아에서 연

구를 실시하 고 둘째, 대상 소아의 연령이 9-12세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좀 더 대규모의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많은 비만 소아를

대상으로 폐기능과 체성분 분석과의 상관성 연구가 더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폐기능 검사는 직접, 간접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

지 폐내성 및 폐외성 질환을 비롯하여,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체표면적 등의 인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며 그밖에 개체의

활동도(physical activity), 측정에 사용하는 호흡기의 종류, 피

검자의 협조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실제치(절

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 건강인에서 구한 추정 정상치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소아에 있어 환자의 협조가 어렵고, 폐

기능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거부감 때문에

검사 자체를 많이 시행할 수 없어서 상용되는 정상치가 없어 이

연구에서는 절대치로 비교한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폐기능 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군에서 PEFR이

감소되어 있었고 고도 비만군에서는 PEFR가 의미있게 감소하

다. 따라서 중등도 비만아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상이 있는 경우 교육을 통해 체중 감량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른 합병증에 대한 검사와 함께 추적 검

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으로 인한 폐기능의 이상이

운동을 기피하게 하고 이로 인해 운동 부족이 초래되여 비만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연령군의 비만 소

아에서 폐기능 검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목 적:비만아에서 폐기능 검사와 체성분 분석을 시행함으로

써 비만이 폐기능과 체성분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다.

방 법: 9세에서 12세의 중등도 이상의 비만 소아 27명과 정

상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체성분(세포내액, 세포외액, 단백질,

무기질,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을 분석하 다.

헤모 로빈, 혈당,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총 콜레스테롤, 혈중 중성지방을 측정

하 고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 다.

결 과:중등도 이상의 비만 소아에서 peak expiratory flow

rate(PEFR)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 고도 비만아

에서 중등도 비만아보다 세포내액, 단백질,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peak expiratory flow rate

(PEFR)은 고도 비만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peak exp-

iratory flow rate(PEFR)이 비만 소아 중 37.0%에서 감소하

고, forced expiratory flow 25%(FEF25)와 mid-expiratory

flow rate(MEFR)이 14.8%에서, forced expiratory flow 50%

(FEF50)이 11.1%에서,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t sec-

ond(FEV1)과 FVC가 3.7%에서 감소하 다.

결 론:본 연구 대상인 9-12세 소아에서 비만도, 체지방률과

폐기능 측정치와 상관성은 없었지만, 중등도 이상의 비만 소아에

서 peak expiratory flow rate(PEFR)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

므로 중등도 비만 소아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

며 앞으로 다른 연령군의 비만 소아에서 폐기능 검사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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