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비만과 산후비만

 건강한 어린이라면 넓은 운동장에서 맘껏 뛰놀며 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운동장 한구석에는 둔해진 몸으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
기를 꺼려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운동장에서 축구공 하나로 물배 채
워가며 뛰어 놀던 시절은 이미 옛이야기이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컴퓨터 앞으로 장
소를 바꿔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아비만은 선진 이웃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이다. 어린 새싹은 앞으
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재목이다. 나라를 위해 한참 일할 나이에 어렸을 때의 잘
못된 식생활습관이나 운동부족으로 병원 문을 두드린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
지 않다.

+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가는 지름길
 소아비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비만의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비만발생률이 84년 8.0% 이던 것
이 88년 12.4%, 92년에는 14.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섭취한 열량중 소모되지 않은 열량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피하조직에 축적됨
으로서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아 인체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뿐 아
니라 고혈압, 지방간, 당뇨병,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을 조기에 유발할 수 있다.
 비만아들은 남들처럼 자유롭게 뛰어 놀지도 못하므로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해 소
외감을 느끼고 비대한 외모로 인한 열등감, 자신감의 결여,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보여 
의존적이고 미숙한 성격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능력도 저하
되기 쉽다.
 성인비만과의 차이점은 성인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되지 않고 그 크기만 커지면서 
비만이 되므로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반면 소아비만은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수가 증가하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늘어난 세포 수만큼 그 크기가 커지므
로 비만치료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므로 소아비만은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특히 6세까지는 몸 전체의 세포수가 3배나 급증하는 시기이니 만큼 학령기 이전의 비
만예방과 조기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 소아비만의 원인
 소아비만도 성인비만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모량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한 결과 초
과된 열량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변하여 지방조직에 과잉 축적된 상태이다.
 비만은 그 원인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외인성인 음식물에 의한 비만 형태는 과다한 음식물 섭취와 적은 활동량으로 인해 
생기며 내인성인 체질적인 비만은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의 부조화, 생리적인, 심리적



인 비정상의 결과로 나타난다.
 유전적인 요인은 비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양부모가 비만일 경우 73%, 한쪽부모
가 비만일 경우 41.5%에서 그 자식들이 비만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비만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음식을 접하기 때문에 비
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소아비만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유전적 요인, 임산부가 너무 많이 먹어 
거대아를 낳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랑부족으로 과식을 하는 것이 원인이다.

+ 소아비만의 치료방법
 어린아이의 비만은 상당부분 부모의 책임이므로 커서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일찍
부터 체중관리를 시키는 것이 좋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자식 목구멍
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라는 얘기가 있다. 아이가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이려
니 안쓰러워 방치하다가 아이를 평생 고생시키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어느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에 비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욕구불만
과 정서장애를 해소하는 심리치료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다. 어렸을 때는 비만의 
우려가 있는 아이인 경우 철저한 식사요법을 통해 아이의 입맛이 비만을 일으킬 만한 
음식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조금 큰 후 에도 좋아하는 운동을 시키면서 적절한 식사요법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
다. 다만 무조건 굶게 해서 칼로리를 제한하면 자라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아이가 무조건 운다고 우유를 주지 말 것.
 다소 배고파하더라도 정해진 양만 먹이는 습관 들이고 우는 것 자체도 에너지 소모 
활동이므로 너무 어머니가 안쓰러워하지 말 것.

- 당질이 제한된 열량 감량식을 주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는 충분
히 공급하여 무리하게 몸무게를 줄이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만
의 정도를 가볍게 할 수 있다.

- 음료수, 초콜릿, 스낵류 같은 간식은 가급적 피하고 주더라도 반드시 식후에 주어
서 많이 먹지 못하게 한다.

- 조리방법에 있어서 튀김보다는 구이, 찜 등을 선택하여 음식의 간은 싱겁고 맵지 
않게 하여 식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 규칙적인 식사시간도 중요하다. 체중을 줄인다고 오전에는 굶다가 오후에 많이 먹



는다거나, 세끼식사를 두 끼로 줄이는 태도는 비만을 더욱 가중시킨다. - 음식을 먹
을 때 혼자보다는 가족과 같이 먹게 하고, 먹고 싶은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미활
동을 권장하도록 한다.

+ 표준체중계산과 비만도 판정

ㆍ1살 이하의 경우
     비만도 = 체중(g) / (신장cm ) 10 →20 이상이면 비만

ㆍ학령기 어린이의 경우
    비만도 = 체중(g) / (신장cm ) 10,000 →160 이상이면 비만

+ 소아비만의 운동요령
 비만아인 경우 의지력이 약해 특별한 취미를 갖지도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
다. 그러므로 부모나 가족이 도와 아이가 스스로 취미를 갖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하루 10~20분정도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도
록 한다. 멀지 않은 거리는 하루에 30분쯤 빠르게 걷게 하는 것도 좋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하게 한다.
 단시간에 효과가 있고 싫증도 나지 않는 방망이 휘두르기, 제자리 뛰기, 훌라후프, 
제기차기, 윗몸일으키기, 줄넘기 등의 운동을 장려하는 것이 좋다.
비만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자신의 체력향상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
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함께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 여기에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은 비만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산후비만

 흔히 진료실에서 아이를 낳은 후 체중이 급격히 불었다고 상담하는 경우를 종종 본
다. 공통적인 내용은 임신 중에 늘은 체중이 그대로 있으면서 몸이 부었다가 그것이 
살이 되고, 다시 부어서 살이 된다고 호소한다. 원인을 살펴보면 임산부가 절제 없이 
과식하거나, 임신 중에는 무조건 안정해야 되는 줄 알고 운동을 안 한데 일차적 원인
이 있다.
출산 후에도 모유를 잘 분비시키기 위해 미역국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과식하고 상당
기간동안 산후조리라는 명목으로 기초적인 운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원인으
로 볼 수 있다.
물론 출산과정에서 생기는 호르몬의 부조화나 체질적인 점도 원인중의 하나이다.



 해결방법은 임신 중에는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주식이나 간식을 대폭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 과일을 주로 섭취하고, 출산 후 적당한 산후체조를 실시하면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 모유를 먹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그 이유는 모유를 통해 하루에 약800kcal의 에너지를 아기에게 전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후 붓기가 잘 빠지지 않고 본인이 약간 비만이었거나 부모님이 비만인분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비만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