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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동의 성장발육은 그 나라 국민의 체력을 말하는 것

이 되고 훌륭한 발육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성장발육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영양문제이다강희경 등 전진곤 등( , 2000; , 1977)

모유는 아기가 자궁 밖의 새로운 환경에서 최적의 상

태로 적응할 수 있도록 모체에서 분비되는 자연영양으로

신생아 및 영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는 가

장 이상적이고 유일한 식품이다김혜숙 모유의( , 1993).

장점은 영양학적 우수함 외에도 각종 감염 및 질환을 예

방하고 감소시키며 치아와 뇌의 발달을 돕는 신체적 장,

점이 있고 영아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으로 건강한 정신,

적 발달을 도우며 산모(Stevenson & Ailaire, 1991),

자신의 가치감을 강화시키고방매륜 더 나아가( , 1984),

부부의 협동심을 높이고 서로에게는 성숙의 기회가 되기

도 한다김혜숙( , 1993).

모유수유는 영아기 영양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유수유 영아가 인공수유 영아보,

다 입원율 중이염 및 호흡기 질환 소화기 감염 아토피, , ,

피부염 등이 적을 뿐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 ,

면에 있어서도 모유수유가 인공수유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ontgomery & Splett, 1997).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년대에 들어서1980

면서부터 모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

고 있다 이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모유의 성분과 그.

효과가 확인되면서 보다 건강한 아기양육과 화목한 가정

및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

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대한간호협회( , 1996).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년대 후반부터 서서히1970

모유수유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모유수유율은 년, 70

대에는 이던 것이 년대 초에는 로 감소하94% 80 68.9%

였고 년대 초에는 더더욱 감소하여 까지 저, 90 20-30%

하되었다이화숙 이애란과 박문희 박경( , 1992; , 1995;

배 이러한 저조한 모유수유율에는 여러 요인이, 1999).

작용하는데 분유의 과대광고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

홍보부족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부족 여성의 취업증가, ,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효숙 대한간호협회( , 1992; , 1996).

이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국민건강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아건강을 위한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계획하여‘ ’

추진해 왔는데 년 모유먹이기 운동 대토론회를 개, 1992 ‘ ’

최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모유먹이기 운동확산을 위한

간담회 모유먹이기 운동 홍보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수행홍보 및 교육책자의 발간 배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모유수유에 대한 의료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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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 페케지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

한 년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1995 ‘

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모유수유 장려운동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 1996).

이에 부산시 간호사회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

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유의 우수성과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회,

적 관심과 여건을 조성하고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분들,

을 격려하며 이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모유수유실천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저 부산,

에서 처음으로 예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

기에 참가한 아동들의 성장발달특성 및 비만도를 살펴보

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Ⅱ 문헌 고찰.

성장과 발달1.

성장이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를 이루고 있는 장

기의 무게 및 크기가 증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신장 체중 흉위 두위 등이, , ,

그 예이다 반면 발달이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획득해 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뇌가 성장. ,

중량의 증가 신경세포의 증가함에 따라 운동기능 정( , ) ,

신기능이 발달해 나가는 것이 그 예이다 인간의 발달에.

는 이와같은 신체적 발달 외에도 정신적인 사회적인 발,

달이 포함되어야 한다홍창의( , 1997; Capute &

Biehl, 1973).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이상이란 비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보이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신장 체중, ,

사춘기의 발달이상 등의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이상 신,

경계의 발달이상으로 인한 정신 운동발달지연 유전 및, ,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인지발달지연 기타 심리 사회성, -

의 발달이상 등 매우 다양한 범주의 질환들을 모두 포함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developmental

라고 발하는 경우에는 선천적인 또는 발육disabilities)

도 상의 대뇌에 발생된 비진행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초

래되는 지능발달지연 뇌성마비(mental retardation),

시각 청각 등의 특수감각기능장애(cerebral palsy), , ,

기타 학습장애 등의 행동장애를 지칭하게 된다(Blasco,

따라서 발달장애라는 개념은 신경계의 발생 및1991).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발달장애아

들을 조기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성장상태는 연령 성 이 같은 군에서의 체중 신, ( ) ,

장 두위 및 흉위 등을 측정하여 출생시 상태와 비교하,

면서 개인별 성장패턴을 파악하고 각 신체 계측치의 증,

가율 이상 예를들면 체중증가 부진 혹은 과다증가 두위, ,

성장부진 혹은 과다증가 및 신장 증가율의 부진 등을 다

루게 되는데 이때 발견해야 할 병적 상태로는 성장실패,

비만증 소두증 수두증 저신장(failure to thrive), , , ,

등이 있다홍창의 성인경( , 1997; , 1999).

발달의 평가에는 임상적 관찰 또는 표준화된 검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발달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단일 검사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달의 어떠한 면을 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발달검사법의 원형은 년대 초1900

에 프랑스의 에 의해 취학연령 아동Binet(1875-1911)

의 지적능력의 평가를 위해 고안되었다 이후 미국의.

등에 의하여 표준화된Terman(1877-1956) Stanford-

검사가 발표되었고 검사결과를 정신연령으로 표현Binet

하여 생활연령과 비교하여 지능지수를 산출하게 되었다.

영유아의 정신발달도 의 연구에 의Gesell(1880-1961)

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발달평

가의 기본이 되어 있다 이후 년 경부터. 1950 Wechsler

를 비롯한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WISC)

계열의 지능검사가 공포되어 표준편차 의Wechsler 15

지능검사로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년경부터는 발. 1960

달선별검사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년1967 Frankenburg

에 의한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등이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이들 선별검사의(DDST) .

경우에는 위험군을 선별해 내기 위하여 검사항목의 통과

율이 이상인 경우를 생활연령의 기준으로 삼았으며90%

이들은 지능검사가 아니고 소아의 발달검사이므로 발달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를 개 혹은 개 분야로 나누어4 5

평가한다우영종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 1996).

있는 아동발육선별검사의 하나는 이다 원래 미DDST .

국에서 작성되었지만 그 후 여러나라에서 표준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년 한, 1987

국아동에 표준화되어 한국판 가 작성되어 발표되DDST

었다이 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검사를( , 1996).

위해서 년 한국아동에 표준화된 한국판 를1987 DDST

사용하였다이 근 이 검사는 출생에서 만 세( , 1988). 6

까지의 건강한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이며 나,

이에 맞는 여러 검사항목을 실행하고 점수를 매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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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이의 아동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발달장애가 의

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검사.

는 가 아니며 장래의 발달 지적수준이나 적응력IQ test ,

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다 또한 학습장애 언어. ,

장애 정서장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검사가 아닌 선별 검사이다(Diagnostic) (Screening) .

이 검사는 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06 ,

이 항목들은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과 요구에 대한 관심

을 평가하는 개인성 사회성 영역Personal-Social( - ) 23

항목 눈과 손의 조정능력 미세한 물체를 다루는 능력, , ,

문제 해결성을 파악하는 미세운Fine-Motor-Adaptive(

동 적응 영역 항목 청력과 언어의 이해와 사용을 평- ) 30 ,

가하는 언어 영역 항목 그리고 목가누기Language( ) 20 ,

앉기 걷기 뛰기 등 대근육의 운동을 평가하는, , Gross

전체운동 영역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Motor( ) 31 (

문향, 1999).

비만도2.

비만이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피

하층과 체조직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

태를 말한다 아동비만의 진단기준에는 비만도 체질량지. ,

수 피부두께 신장별 체중 등이 있다 비만도란 성별, , . ,

연령별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를 표준체중으로 비만, 50

도를 계산하여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이 중에20% ,

서 는 경도비만 는 중등도 비만20-30% , 30-50% , 50%

이상을 고도비만으로 분류한다이동환 등 비만( , 1999).

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측체중 신장별 표준체중( - )
비만도 % = ------------------------ × 100

신장별 표준체중

체질량지수 는 체중을 신(Body Mass Index, BMI)

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 으로 성별 연령에 비교(kg/cm2) ,

하여 백분위수 미만이면 정상 백분위수이면85 , 85-94

과체중 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95 (1998

년 대한소아과학회 체질량지수 참조 는 체지방량). BMI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비만의 이차적인 합병증의,

표식자인 혈압 지질 혈청 지질단백치 및 사망률과 밀접, ,

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고위험군의 확인과 정확한 평가

가 요구되는 환아의 비만판정에 이용한다이동환 등( ,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1999). Kaup

으로 세 이하에서 비만판정법으로 많이 사용(gm/cm2) 2

되며 세 이하의 경우 정상은 과체중은, 1 15-18,

비만은 이상으로 판정한다대한내분비학회18-20, 20 ( ,

1996).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부산지역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

가한 영아의 성장발달특성 및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2.

본 연구의 대상은 년 월 일 개최된 부산 경1999 8 23 -

남지역의 만 개월에서 만 개월의 모유수유아 총 명6 7 94

남아 명 여아 명이었으며 성 및 연령 분포도는( 58 , 36 ) ,

다음과 같다 표< 1>.

표 성 및 연령 분포도< 1>

성

연령(M)
남아 여아 전체

6 16 11 27

7 18 16 34

8 24 9 33

전체 58 36 94

각 아동에 대한 체중은 아동의 옷을 기저귀와 팬티까

지 다 벗기고 영아용 표준저울 을, (TANITA , 1380)ⓡ　

사용하여 까지 측정하였고 신장은 아동의 신발을0.1kg ,

벗기고 눕혀서 머리를 벽에 대고 양다리를 쭉 펴서 발바

닥을 직각으로 세운 후 모양의 판을 발 뒤꿈치에 대‘ ’ㄱ

고 까지 측정하였다0.1cm .

연구도구3.

1) DDST(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아동의 발달검사를 위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아동발육선별검사의 하나이며 년 한국아, 1987

동에 표준화된 한국판 를 사용하였다이근DDST ( ,

1988).

이 검사는 출생에서 만 세까지의 건강한 아이들을6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이며 나이에 맞는 여러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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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고 점수를 매김으로써 같은 나이의 아이와 비

교하여 객관적으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소아를 조기에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검사는 가 아니며. IQ test

장래의 발달 지적수준이나 적응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

사도 아니다 또한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서장애 등을. , ,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검사가 아닌 선별(Diagnostic)

검사이다(Screening) .

이 검사는 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06 ,

이 항목들은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과 요구에 대한 관심

을 평가하는 개인성 사회성 영역Personal-Social( - ) 23

항목 눈과 손의 조정능력 미세한 물체를 다루는 능력, , ,

문제 해결성을 파악하는 미세운Fine-Motor-Adaptive(

동 적응 영역 항목 청력과 언어의 이해와 사용을 평- ) 30 ,

가하는 언어 영역 항목 그리고 목가누기Language( ) 20 ,

앉기 걷기 뛰기 등 대근육의 운동을 평가하는, , Gross

전체운동 영역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Motor( ) 31 (

문향, 1999).

자료분석4.

본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을 이SPSS-WIN Program

용하였고 한국 표준치와의 비교는 년 대한소아과, 1998

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신장 및 체중은 성 과 월령에 따라 한1) (sex)

국표준치와 평균을 비교하는 One - Sample t-test

를 실시하였다.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및 지수는2) , BMI, Kaup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범주화하여 빈도와 백분율, , ,

을 구하였고 서열변수의 차이검정을 위한, Wilcoxon

를 실시하였다 또한 세 지수의Signed Ranks Test .

상관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earman

을 실시하였다corelation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신장 및 체중1.

본 대회에 참여한 아동의 평균 신장은 남아의 경우 6

개월 개월 개월 으로 한국68.1cm, 7 68.9cm, 8 69.8cm

표준치대한소아과학회 인 개월 개( , 1998) 6 69.7cm, 7

월 개월 보다 작았으며 각 개월수70.3cm, 8 71.3cm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각( t=

-2.44, p<0.05; t=-2.23, p<0.05; t=-3.15,

여아 역시 한국표준치보다 작았으며 본 대회p<0.01). ,

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개월 개월6 66.0cm, 7 67.1cm,

개월 이었으나 한국표준치는 각각8 68.5cm , 67.7cm,

였다 개월 아동은 통계적으로 유의69.0cm, 70.6cm . 6

한 차이가 없었고 개월 아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7, 8

차이가 있었다각각( t=-3.69, p<0.01; t=-3.72,

그림 및 표 참조 반면 평균 체중은p<0.01)( 1, 2 2 ).

남아의 경우 개월 개월 개월6 8.7kg, 7 9.3kg, 8 9.4kg

로 한국표준치인 보다 높게 나타8.5kg, 8.7kg, 9.0kg

났고 개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 8

각각 여아 역시( t=2.89, p<0.05; t=2.16, p<0.05).

개월 개월 개월 로 한국표준6 8.1kg, 7 8.5kg, 8 9.1kg

치인 보다 높았고 개월에서 통8.0kg, 8.2kg, 8.4kg , 8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t=2.26, p<0.05)(

및 표 참조 본 대회에 참가한 아동의 평균 신3, 4 2 ).

장은 남여 모두 한국표준치보다 작았으며 체중은 남여· , ·

모두 한국표준치보다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외형적으로 통통한 아동이 건강한 아동이라고 생각하

는 우리사회의 통념처럼 대부분 아동의 부모들이 통통한

아동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참여시킨 것으로 인한 것이

라 생각되며 차후 이러한 대회에서는 건강한 아동에 대,

한 성장평가에서 체중 신장 두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 ,

라 체중과 신장비 혹은 비만도와 관련된 기준을 추가하

표 신장 및 체중의 한국표준치와의 비교 단일표본< 2> ( t-test)

나이개월( )
구분

성별

체 중(kg) 신 장(cm)

평균 표준편차± 한국표준치 t 평균 표준편차± 한국표준치 t

6
남 8.74±0.91 8.5 1.04 68.09±0.91 69.1 -2.44*

여 8.05±1.00 8.0 0.15 66.48±2.88 67.7 -1.40

7
남 9.27±0.84 8.7 2.89* 68.99±2.48 70.3 -2.23*

여 8.48±0.78 8.2 1.43 67.09±2.08 69.0 -3.69**

8
남 9.38±0.87 9.0 2.16* 69.79±2.35 71.3 -3.15**

여 9.14±0.91 8.5 2.26* 68.51±1.69 70.6 -3.72**

* P < .05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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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표준치와의 신장비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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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표준치와의 신장비교 남< 1> ( )

그림 2.  한국표준치와의 신장비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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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표준치와의 신장비교 여< 2> ( )

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및 지수2. , BMI Kaup

본 대회에 참가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표준체중을 이

용한 비만도 및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BMI Kaup

다 표< 3>.

본 대회에 참가한 아동의 비만 빈도는 각 지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평가방.

법으로는 남아여아 모두 미만이었으나 와· 10% , BMI

지수에 의해서는 남아는 각각 였Kaup 29.3%, 31.0%

고 여아는 각각 였다 전체영아에 대한, 44.4%, 22.2% .

와 지수에 의한 비만빈도는 각각BMI Kaup 35.1%,

그림3. 한국표준치와의 체중비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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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표준치와의 체중비교 남< 3> ( )

그림4. 한국표준치와의 체중비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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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표준치와의 체중비교 여< 4> ( )

였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비만아동이27.7% .

참가한 것은 고전적으로 한국사람들이 건강한 아동에 대

한 인식이 통통하거나 심지어 뚱뚱한 아동인 것으로 생

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어릴 때의 살은 자라면서,

키로 된다는 잘못된 관념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 심사기준에 체중과 신장의 백분율로써만 점수를 부가

하도록 되어있고 체중과 신장비는 그 기준에 없으므로,

본 대회에 참석한 아동이 체중은 한국평균치보다 많고,

신장은 한국평균치보다 작었으며 이로인해 비만이나 과

체중인 영아가 본 대회에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건강한 것은 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아,

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건

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심사기준에 비만도를 추

표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및 지수< 3> , BMI Kaup

남 아 N(%) 여 아 N(%)

구 분 비만도* BMI Kaup 구 분 비만도* BMI Kaup

정 상 43(74.1) 12(20.7) 14(24.1) 정 상 27(75.0) 8(22.2) 13(36.1)

과체중 11(19.0) 29(50.0) 26(44.8) 과체중 6(16.7) 12(33.3) 15(41.7)

비만 4( 6.9) 17(29.3) 18(31.0) 비 만 3( 8.4) 16(44.4) 8(22.2)

계 58(100.0) 58(100.0) 58(100.0) 계 36(100.0) 36(100.0) 36(100.0)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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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게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

조하고 건강한 아동은 비만한 아동이 아님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비만의

판별기준인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와 및BMI Kaup

지수에 의한 비만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각 지수의 차이유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

하여 정상 과체중 및 비만으로 범주화하여 순위의 차이,

검정을 위한 를 실시하Wilcoxon Signed Ranks Test

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즉 와 비만도, < 4>. BMI ,

지수와 비만도 및 지수와 는 모두 통Kaup Kaup BMI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0, 0.00, 0.0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수 및 표준체중을BMI, Kaup

이용한 비만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상관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Spearman < 5>.

비만도와 지수 및 와의 상관계수는 각각Kaup BMI

이었으며 지수와 간의 상관0.526, 0.528 , Kaup BMI

계수는 이었다0.753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는

지수와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Kaup BMI

으나 그 일치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와, BMI

지수는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Kaup .

아과학회에서는 소아비만의 진단기준으로 표준체중을 이

용한 비만도 피부두겹두께를 권하고 있으나이동, BMI, (

환등 본 연구에서는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1999),

와 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였으나BMI

그 일치정도가 낮아 두가지 지수를 모두 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

구의 대상자 수가 너무 적었거나 또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인 청소년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아만을 대상으로 보.

다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각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연구

표 지수 및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와의 차이검정< 4> BMI, Kaup

N Mean Rank Z p

비만도BMI - * Negative Ranks 1a 25.50

Positive Ranks 63b 32.61

Ties 30c

Total 94 -7.23 0.00

비만도Kaup - * Negative Ranks 2d 23.50

Positive Ranks 54e 28.69

Ties 38f

Total 94 -6.59 0.00

Kaup - BMI* Negative Ranks 20g 12.50

Positive Ranks 5h 15.00

Ties 69i

Total 94 -2.65 0.01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

비만도a BMI < 비만도b BMI > 비만도c = BMI 비만도d Kaup < 비만도e Kaup >

비만도f = Kaup g Kaup < BMI h Kaup > BMI i BMI = Kaup

표 지수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의 상관관계< 5> BMI, Kaup ,

비만도 Kaup BMI

Spearman's rho 비만도 Correlation Coefficient 1.000 .526** .528**

Sig. (2-tailed) . .000 .000

N 94 94 94

Kaup Correlation Coefficient .526** 1.000 .753

Sig. (2-tailed) .000 . .000

N 94 94 94

BMI Correlation Coefficient .528** .753** 1.000

Sig. (2-tailed) .000 .000 .

N 94 94 9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1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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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아기에 가장 적절한 비만판정기준을 설정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간호학회에서 주최하는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모유수유의 필요

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건강한 아동을 선발하는

기준이 비만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만아동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

도 보다는 가장 민감하게 비만아동을 가려내는 를BMI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발달평가3.

한국판 를 이용한 아동의 개인성사회성 미세DDST · ,

운동적응 언어 및 전체운동에 관한 발달평가 결과는 본· ,

대회에 참여한 모든 아동이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

달지연이 전체 아동의 정도로 보고된 타 논문이10% (

근 과 비교해 볼 때 본 대회에 참여한 모유수유, 1999) ,

아동의 발달상태가 전체평균보다 우수한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 월 일 개최된 부산지방 건강한1999 8 23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영아의 성장발달상태 및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참가대상은 만 개월에, 6

서 만 개월의 모유수유아동 명이었다8 94 .

각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및

를 이용한 발달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DDST .

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SPSS-WIN Program

면 다음과 같다.

본 대회에 참가한 아동의 체중은 남여 모두 년1. · 1998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한국표준치보다 많았으

며 신장은 남여 모두 한국표준치보다 작았다 따라, · .

서 본 대회에 참여한 아동은 한국표준아동보다 키는

작고 체중은 많이 나가는 아동들이었다.

본 대회에 참가한 아동의 비만 빈도는 각 지수에 따2.

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평가방법으로는 남아여아 모두 미만이었으나· 10% ,

와 지수에 의해서는 각각BMI Kaup 35.1%,

였다27.7% .

지수 및 표준체중을 이용한 비만도와의3. BMI, Kaup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비모수 상관관Spearman

계 검정결과에서는 비만도와 지수 및 와, Kaup BMI

의 상관계수는 각각 이었으며0.526, 0.528 , Kaup

지수와 간의 상관계수는 이었다BMI 0.753 .

결론적으로 대한간호학회에서 주최하는 건강한 모유수

유아 선발대회는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건강한 아동을 선발하

는 기준이 비만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비만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체중을 이용

한 비만도보다는 가장 민감하게 비만아동을 가려내는

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BMI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아동의 신체성장발달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심사기준에 키와 체중뿐1.

만 아니라 가 첨가되어야겠다BMI .

영아의 비만도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은 대2.

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모유수유아동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철결핍성 빈3.

혈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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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Growth, Development, Obesity

index

A Study on the Growth,

Development and Obesity Index of

Breast-feeding Infants

Ju, Hyeon-Ok · Lee, Hwa-Za · Kim, Young-Ha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and deveolpment, and to assess

Obesity Index, BMI and Kaup Index of infants

paticipated in a healthy breast-feeding contes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4 breast-

feeding infants, ages from 6 to 8 months. Their

weight and height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Korean Standards. Their developmental

state was tested by DDST(Denver Develop-

mental Screening Test) standardized i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10.0. The result is as follows :

1. The weight of infants was more than Korean

Standards, but the height was less.

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Obesity Index, BMI and Kaup Index.

Obese infants estimated by Obesity Index

were about 10%, but by BMI and Kaup Index

were 35.1% and 27.7%.

3. Spearman's rhos of Obesity Index and Kaup

Index, Obesity Index and BMI, and Kaup

Index and BMI were individually 0.526,

0.528 and 0.753.

In conclusion, BMI should be added to the

criteria for assessing healthy breast-feeding

infants.

* Department of Nurs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