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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아에서 저체중을 포함해 마른 체형은 열량 및 영양소 섭취부족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면역력저하,

성장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질적인 원인 없이 나타나는

저체중 혹은 마른 체형 소아들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생약추출물의 복용이 마른 체형 소아의 성장과 식이섭취변화,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의무기록연구 및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무기록 연구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재 한의원을 방문한 만 2∼5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에

기초한 생약추출물을 복용시키고, 초기 내원시에 비해 각 1, 2,

3개월 시점에서 BMI 백분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1은 BMI 50 percentile 미만이면서 잦은 감기와 만성 비염이

없이 성장증보탕을 복용한 59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장증보탕을 복용한 1, 2, 3개월군 각각의 복용 전후 BMI

백분위는 15.55±10.31과 20.84±13.65(n=53, p<0.001), 14.41±9.71과

18.50±14.65(n=32, p=0.002), 13.78±10.05와 21.82±13.74(n=23,

p=0.001)로 모두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연구 2는 BMI 50 percentile 미만이면서 잦은 감기와 만성 비염을

호소하며 보폐성장증보탕을 복용한 60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폐성장증보탕을 복용한 1, 2, 3개월군 각각의 복용 전후 BMI

백분위는 21.33±10.04와 26.43±13.16(n=54, p<0.001), 21.90±10.28과

29.03±15.06(n=39, p<0.001), 19.06±10.04와 35.71±17.40(n=17,

p=0.001)로 모두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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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는 만 2∼5세 소아 중 식욕부진을 호소하고 BMI 25

percentile 미만인 대상자를 선별하여 2중 눈가림법, 무작위배정을

통한 시험군, 위약군 비교연구로 진행하였다. 치료기간 2개월 및

치료 이후 관찰기간 2개월을 설정하여 시험군에는 Sansa Extract

Compound(SEC)를, 위약군에는 위약을 2개월간 복용시켰고, 총

4개월동안 1개월마다 대상자들의 소화기증상,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섭취를 조사하고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연구 3은 만성 비염이 없고 연간 감기횟수 4회 이하인 79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시험군에는 Sansa Extract Compound

22(SEC-22)를 복용시켰다. SEC-22 복용군과 위약군의 초기 내원시

평균 BMI 백분위는 각각 7.9±7.0, 7.6±5.8 percentile이었다.

까다로운 식습관 중 `Unbalanced diet’, ‘Frequency of food reward’,

‘Frequency of trying to feed’는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SEC-22 복용군에서만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량은 치료 1, 2개월, 관찰 2개월에서, 연령별

체중백분위는 치료 1, 2개월, 관찰 2개월에서, BMI 백분위는 치료

및 관찰 2개월에서 SEC-22 복용군에서만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연구 4는 만성 비염이 있거나 연간 감기횟수 4회 초과인 67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시험군에는 Sansa Extract Compound

33(SEC-33)을 복용시켰다. SEC-33 복용군과 위약군의 초기 내원시

평균 BMI 백분위는 각각 8.2±5.5, 7.1±6.0 percentile이었다.

까다로운 식행동 중 밥 먹는 시간은 치료 및 관찰기간 모두에서,

까다로운 식습관 중 ‘Eating problem', 'Appetite', 'Frequency of

trying to feed'는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Eating amount'는

관찰 1, 2개월에서 SEC-33 복용군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다.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성 있는 변화가



- iii -

없었으며, 연령별 체중백분위는 치료 및 관찰 2개월, BMI 백분위는

치료 1, 2개월, 관찰 1개월에서 SEC-33 복용군에서만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치료 2개월에서의 BMI

백분위는 SEC-33 복용군이 위약군에 비해서도 유의성 있게

증가하여 군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장증보탕에 기반을 둔 SEC-22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이 없는 마른 체형 소아들에서 에너지 섭취량, 체중 및

BMI 백분위를 증가시키고, 보폐성장증보탕에 기반을 둔 SEC-33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들에서 까다로운

식행동을 개선시키고 체중 및 BMI 백분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의학에 기초한 생약추출물의

복용이 마른체형 소아들의 성장과 식행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생약추출물의 복용이 소아들의

식이섭취, 성장, 건강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저체중, 마른 체형, 성장, 식행동, 취학전 아동,

생약추출물(한약)

학 번 : 2007-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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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만 1∼5세의 유아기는 이유식이 끝나고 식생활의 변화가 큰

시기이며, 개인별로 식이섭취에 따른 성장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유아기는 근육과 골격 뿐 아니라 두뇌 등

신경계통의 여러 기관이 성장, 발달하고 활동량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와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만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마른 체형과

저체중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양결핍은 아직까지 유아기의

중요한 영양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체중은 BMI 백분위 5 percentile 미만으로

정의하지만(WHO Expert Committee 1996, Kuczmarski et al.

2000), 임상적으로 이러한 저체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른 체형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체중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기존의

연구는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나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으로 인한 저체중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아는 인체

내의 병리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신경성 식욕부진 역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질병이므로 정상적인 소아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하지만, 임상검사상 특별히 이상소견이 없는 마른 체형의 아이들도

식이섭취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

마른 체형은 식이섭취부족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이섭취 부족상태가 단기간에 성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growth potential)의

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열량, 단백질,

미량영양소 등의 식이섭취부족이 성장정체(growth faltering)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Goulet 2010). 또한

식이섭취의 부족은 주의력, 기억력, 학습능력 등 인지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Grantham-McGregor 1995,

Grantham-McGregor, Ani 2001, Kar et al. 2008), 감염성질환 역시

단백질 대사를 손상시켜 영양결핍에 의한 성장속도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oulet 2010).

식욕부진으로 인해 식사량이 적거나 식품을 다양하게 먹지 않거나

새로운 식품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식이섭취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다. 기존의 식욕부진에 대한 연구는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질병으로 인한 식욕부진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Blitzer et al. 1961,

Steinhausen 2002),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식욕부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식욕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식욕부진은

체중증가의 부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Wright et al. 2007).

또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식사량이 부족하고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저체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Ekstein et al. 2010). 먹는 식품의 가짓수가

부족하여 식품섭취 다양성 점수(Food Variety Score, FVS)가

낮거나 먹는 식품군이 제한적이어서 식품군 다양성 점수(Dietary

Diversity Score, DDS)가 낮을수록,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율(Mean adequacy ratio, MAR)이 낮아지게 되면 적절한

영양섭취가 이루지지 않게 된다(Hatloy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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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는 식욕부진을 호소하거나 체중이 부족한 아이들을

비위허약으로 진단하고 소화기를 치료하는 한약을 사용해왔다

(비계내과학교실 1996). 실제로 저체중이 아닌 경우에도

식욕부진이나 마른 체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생약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성비염이나 감기 등 호흡기질환

역시 식욕부진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rown et al. 1995), 임상적으로도 호흡기질환의 반복이 식이섭취

감소로 인한 체중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며, 한약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마른 체형 소아들이 성장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의학에서 소화기와 호흡기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용되어 왔던 약재들로 구성된 처방이 실제로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를 증가시키고 유아기의 마른 체형과 저체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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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생약추출물의 복용이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마른

체형의 소아들(만 2∼5세)의 체중과 BMI 개선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식행동이나 식이섭취의 변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비위허약에 사용되는 성장증보탕의 복용이 마른 체형

소아의 체중과 BMI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연구목적 2. 비위허약과 호흡기허약에 사용되는 보폐성장증보탕의

복용이 감기나 만성비염을 동반한 마른 체형의 소아의

체중과 BMI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연구목적 3. 성장증보탕을 기초로 구성된 Sansa Extract Compound

22(SEC-22)의 복용이 마른 체형 소아의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변화, 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목적 4. 보폐성장증보탕을 기초로 구성된 Sansa Extract

Compound 33(SEC-33)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의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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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초기의 기초 연구에서는 소화기보강을 위주로 한 처방인

성장증보탕(연구1)과 소화기와 호흡기를 함께 보강하는 처방인

보폐성장증보탕(연구2)의 복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성장증보탕을

토대로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약재들로만 재구성한 SEC-22와

보폐성장증보탕을 토대로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약재들로만

재구성한 SEC-33의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섭취 및

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1).

Figure 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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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유아기 성장특성과 식이섭취

만 1∼5세의 유아기는 성장발육이 왕성하고 신체활동량의 증가로

에너지를 비롯한 각 영양소의 필요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의 조절능력, 운동과 인지능력, 지능에서 보다 복잡하게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소화기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기능도 발달하게 되는데, 음식을 선택하는 능력도 생기고 기호도

확실해지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므로 이 시기의

식행동은 이후 건강한 성인으로 가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최근 소아들에 대한 영양문제는 소아 비만, 또는 소식이나

편식으로 인한 영양결핍 문제로 양분되어 있다. 유아기에는 활동량

증가로 인해 에너지 및 영양소 필요량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식이섭취 부족으로 영양상태가 나빠질 경우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 및 성장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연숙 외

2007). 유아기에는 성장발달을 돕고 감염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나 단백질 등 다량영양소와 함께 무기질, 비타민과 같은

미량영양소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소아들의 영양결핍은

면역력저하로 인한 감염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rimshaw et al. 1968, Tompkins et al. 1989). 감염성질환은

식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고(Ochoa et al. 2004), 만성적인 영양부족은

결과적으로 성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Allen 1994, Waterlow

1994). 따라서 감염성질환의 이환 빈도가 높은 아이들에게는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미량영양소의 섭취율을 높이기 위해



- 7 -

고기, 야채, 과일 등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PAHO)/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3). 이러한 미량영양소의 결핍은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양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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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기 마른 체형과 식이섭취의 중요성

만성적인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경우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저체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중에

속하는 소아라도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ER)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식욕부진을 호소하면서 밥을 잘 먹지 않고 편식습관으로 인해

식품을 다양하게 먹지 않거나 새로운 식품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식사 섭취량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식사 섭취량의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체중증가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마른 체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영양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Rivera 2003, Goulet 2010).

미국 질병관리센터(Kuczmarski et al. 2000)나 세계보건기구(Onis

et al. 2007b)에서는 BMI 곡선을 기준으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CDC에서는 underweight, WHO에서는 wasted) 각각 5

percentile 미만 또는 -2SD 미만을 저체중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만의 경우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BMI 95 percentile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하고 BMI 85∼95 percentile을 과체중으로 분류하여

비만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 있는데 반하여(August et al.

2008), 저체중에 대해서는 BMI 5 percentile 미만의 저체중 진단

외에는 특별한 위험군 설정이 없는 상태이다.

저체중이 아니더라도 마른 체형은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신장별체중(weight-for-

height)이 평균값 이하로 감소에 따라 사망률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Fawzi et al. 1997)(Figure 2), 3세 미만에서

저체중이 아니면서 신장별체중이 평균 이하인 마른 체형의

아이들이 오히려 5세 미만 사망률과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hagowalia et al. 2011). 따라서 BMI 5 percentile 이하의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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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 상태가 아니더라도 BMI 백분위가 평균이하인 마른체형의

아이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영양 및 성장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식이섭취부족 여부를 초기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child underweight and child mortality in

Sudan, 1988. Reprinted from Fawzi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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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기의 식행동과 건강문제

(1) 식욕부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욕부진(poor appetite)의 의미는 식욕이

없는 상태, 즉 입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전문용어로서의

식욕부진은 질병상태로서의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을

의미하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증상을 의미하는 식욕부진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Lawless et al. 1994, Stoltzfus et al. 2004),

약물(Bray 2005)이 식욕을 억제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이 일시적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노년층에서는 생리적으로

식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소아에서 나타나는

식욕부진의 경우 이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식욕이 없어 잘 먹지 않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인지, 식욕부진 자체가 영양결핍을

보여주는 현상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식이섭취가

매우 필요한 유아기에 음식에 대한 아이의 관심부족, 내성적인

성향,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부모의 기술 부족이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식이섭취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성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Wright, Birks 2000). 실제로 먹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체중이 잘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는 식행동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Dahl, Sundelin 1986). 먹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경우 2세 이후에서도 신장과 체중의 정체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식욕부진은 성장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생각된다(Dahl, Kristiansson 1987). 또한 특정식품만 집중해서 먹는

편식 역시 식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사시간에 우유만 지나치게 먹는 것이 식욕부진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Wright et al. 2007).



- 11 -

1) 소화기능의 영향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위배출시간의 지연은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인해 식욕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어린이들의 81% 이상이 영양실조를 보였다(Buyukgebiz et al.

2005). 위장관 운동촉진제를 투여할 경우 비록 유의성 있는

위배출시간의 증가는 없었지만 영양실조의 감소를 보였는데(Bekem

et al. 2005), 한의학에서 비위허약에 사용하는 한약재 역시

소화기능의 개선을 통해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비계내과학교실 1996).

2) 호흡기질환의 영향

호흡기질환 중 감기, 비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이 있는 경우

식욕부진의 발생빈도는 2배 정도 증가하는데, 각각 증상 발현일수의

13.8, 15.5, 37.4, 44.0, 51.5% 정도 식욕부진을 보였다.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식욕부진의 발생빈도가 4배 정도까지 증가하며, 증상

발현일수의 45% 정도 식욕부진을 보였고, 2가지 이상의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식욕부진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Brown et al. 1995).

임상적으로도 이러한 호흡기질환의 이환이 체중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고 한약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까다로운 식습관

까다로운 식습관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이 길다’(Reau et al. 1996),

‘충분히 먹지 않는다’, ‘자주 음식을 골라 먹는다’, ‘항상 천천히

먹는다’, ‘항상 음식에 관심이 없다’(Marchi, Cohen 1990), ‘한가지

식품만 먹는다’, ‘채소는 전혀 먹지 않는다’(Carruth et al. 1998) 등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를 평가할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정립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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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20-50%의 아이들이 부모가

생각하기에 때때로 먹는 것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정도로 까다로운

식습관은 유아기에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Carruth et al. 1998,

Jacobi et al. 2003, Carruth et al. 2004). 뉴질랜드의 연구에서는 2살

된 아이들의 부모 중 24%가 아이의 식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Beautrais et al. 1982), 영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3살 아이의 17%가 식욕부진을 가지고 있으며, 12%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ichman et al. 1975).

이와 같이 까다로운 식습관은 유아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식행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이어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까다롭게 먹거나 식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씹지 않고

마시는 것을 선호하거나 다양하게 먹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섭취량이 부족해짐으로써 체중이 잘 늘지 않을 수 있다(Wright et

al. 2007). 까다로운 식습관은 모유수유와 이유식 시작 시기와

연관성이 있으며, 모유수유와 6개월 이후의 이유식을 하는 것이

유아기에 까다로운 식습관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him et al. 2011). 특히 3세 이하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체중이 잘 늘지 않고 영양결핍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성장장애의 위험성이 있다(Ekstein et al. 2010).

이와 같이,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섭취량이 줄거나

식품을 다양하게 먹지 않을 경우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Hatloy et al. 1998). Steyn 등의 연구는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식품섭취 다양성 점수, 식품군 다양성

점수 등의 식품섭취 다양성 평가 수치들이 아이들의 영양섭취를

평가하는 좋은 지표이며, 신장과 체중의 성장상태와도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teyn et al. 2006). 또한, Onyango



- 13 -

등의 연구에서는 이유식을 먹이면서부터는 다양한 식품을 먹여서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신장과 체중의 성장발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Onyango et al. 1998, Tarin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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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체중 개선을 위한 기존의 방법들

저체중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영양음료보충,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교육을 통한 성장지표나 식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저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영양보충음료를 추가적으로 복용한

시험군에서 체중, BMI 백분위는 유의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고,

보충된 열량과 단백질에 의해 총단백과 혈청알부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백인경, 이향숙 1991).

정부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6세 미만의

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공급을 하는 보건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취약계층

유아에게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콩 김 등으로 구성된 식품

직접 공급하여 일상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식품으로

직접 보충해주어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주지역

6세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후에 신장별 체중백분위 10% 미만의

비율이 32.4%에서 2.9%로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점수도 유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김유숙 외

2011).

영양교육이 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일부

있는데, 이란의 카슈카이 부족의 5세미만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적절한 열량과 단백질을 먹이는 방법과 위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을 한 이후 신장별체중 외 성장지표가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Salehi et al, 2004). 하지만,

6-1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적절한

이유식에 관한 영양교육이 신장과 체중 등 성장지표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Bhandar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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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양부족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저체중에 대해 식품이나 영양소를 함유한 음료를

제공하거나 영양교육을 통해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체중증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소화기능이나 호흡기능 등

인체내부의 기능을 개선하여 외부적으로 영양소나 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연구는 거의 없는데,

마른 체형을 유발한 기능적인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

영양섭취의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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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른 체형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입맛이 없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들을 비위허약아로 진단하고 소화기를 보강하는 보약을 사용해

왔다(비계내과학교실 1996). 마른 체형이나 식욕부진에 사용해 오던

처방은 평위산(平胃散)이 대표적인데, 비위가 불편하고 식욕이

없으며, 명치 아래가 더부룩하고, 트림, 신물이 나고 몸이 야위고

마르며 쉽게 피곤해질 때 사용하는 처방이다(허준 1994).

이공산(異功散)은 비위허약으로 식욕이 없고 복통 설사가 있을 때

사용하고(이동원 1881), 양위진식탕(養胃進食湯)은 비위허약으로

음식을 잘 못 먹고 얼굴이 누렇고 몸이 마르고 야위며, 소화가 안

되서 트림이 나고 신물이 날 때 사용한다. 삼출건비탕(參朮健脾湯)

은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며, 건위보화원(健胃保和元),

건비환(健脾丸) 등이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소도지제(消道之劑)를

포함하여 구성된 처방들이다(허준 1994).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단일 약재로는 위를 보강하는 백출, 위를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사인, 위기를 통(通)하게 하는 생강과 진피, 위기를

고르게 하고 장위(腸胃)를 튼튼하게 하는 대추 등이 있다(이시진

1994). 또한, 호흡기를 강화할 목적으로머리를 맑게 하고 감기나

두통에 도움이 되는 박하, 감기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사용하는 형개, 기(氣)가 허약한 것을 보강하고 염증치료에 도움을

주는 황기를 사용한다. 비위허약에 사용하는 한약처방과 호흡기를

강화하는 한약재의 복용을 통해 식욕부진을 개선하고 소화기능을

도와 체중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천 2009).

비위허약의 치료 및 호흡기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한약재들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산사는 식적(食積) 및 오래된

체기(滯氣)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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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리파아제(lipase)를 함유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유기산이

펩신(pepsin)의 활성을 높여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한다

(김호철 2008). 맥아는 소화기능을 개선하고 음식의 소화를 돕는데

(본초학공동교재 편집위원회 2011), 특히 아밀라아제(amylase)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다(김호철 2008). 사인은 복통을 치료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내려가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허준 1994),

동물에서 위궤양을 억제하고 위장수송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김호철 2008). 초두구는 위를 따뜻하게 하여 트림, 구역, 식욕이

없는 것을 치료하는데(본초학공동교재 편집위원회 2011),

동물에서는 위장 평활근에 대한 수축 작용을 보인다(김호철 2008).

백출은 소화기능을 개선하고 음식의 소화를 돕는데(허준 1994),

동물에서 위장관 활동이 흥분된 경우에 억제를, 억제된 경우에

흥분시키는 조절작용이 있다(김호철 2008). 진피는 기(氣)를

조절하여 소화를 돕는데(허준 1994), 동물에서 위장평활근에 대한

이완작용 및 위액분비 촉진작용을 보이고 인체에서는 아밀라아제

(amylase)의 활성도를 높이는 효능이 있다(김호철 2008). 생강은

한습(寒濕)을 치료하여 소화를 돕는데(이천 2009), 동물에서

위점막손상에 대한 억제효과를 보였다. 대조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섭취한 약들을 서로 조화시킨다고 하였는데(허준 1994),

소화기계통에 대한 효과가 아직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성질이

강하거나 유독한 약물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 일반적으로 생강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김호철 2008). 녹용은 몸이 허약해 마르는 것을

치료하는데(당진미 1976),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을 촉진하여

미성숙한 생쥐의 생장발육을 돕는다(김호철 2008). 유근피는

담(淡)을 제거하여 기침을 멎게 하는데(본초학공동교재 편집위원회

2011), 시험관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의 활성을

억제하고(Hong et al. 1990) 동물에서는 항궤양 효과를 보인다(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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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 2002). 사과락은 열을 내리고 담(淡)을 제거하여 천식이나 급성

기관지염에 사용해오고 있지만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본초학공동교재 편집위원회 2011). 창이자는 풍습(風濕)을

제거하여 콧물과 코막힘을 치료하는데(본초학공동교재 편집위원회

2011), 시험관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폐렴구균 등의 활성을

억제하고 동물에서 진해작용을 보인다(김호철 2008). 백지는

풍습(風濕)을 제거하여 두통, 콧물, 코막힘을 치료하는데

(본초학공동교재 편집위원회 2011), 동물에서 해열작용 및 천식

억제 작용을 한다(김호철 2008). 박하는 땀을 나게 하여 독이

빠지게 하므로 감기나 열이 심할 때 사용하는데(당진미 1976),

인체에서 소염 및 해열작용, 시험관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한 항균작용, 동물에서는 거담작용을 보인다(김호철 2008). 형개는

상한(傷寒)으로 머리가 아플 때 사용하는데(허준 1994), 시험관

내에서 유행성감기 A형 바이러스에 대하여 억제작용이 있고

동물에서 해열작용을 보인다(김호철 2008). 황기는 소아의 온갖

병을 치료한다고 하였는데(허준 1994), 인체에서 세포면역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김호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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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1 : 한국의 마른 체형 소아에 대한

성 장 증 보 탕 ( 成 長 增 補 湯 ) 의

체중개선 효과 - 의무기록 분석 -

1. 서론

소아에서의 저체중은 BMI 백분위 5 percentile 미만으로 정의한다

(WHO Expert Committee 1996, Kuczmarski et al. 2000). 저체중은

식이섭취부족이나 영양실조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마른

체질(constitutional thinness or leanness)처럼 유전적인 요인이나

특별한 질병 없이 나타나기도 하며(Tounian et al. 2003), 5

percentile 미만인 저체중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자녀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병원에 내원하여 체중개선과 관련된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유아기는 근육, 골격과 여러 기관의 성장, 발달 및 활동량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와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비록

저체중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마른 체형의 유ㆍ소아들은 열량 및

영양소 섭취 부족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체력 저하 및 성장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연숙 외

2007). 또한 어린 시절의 저체중은 성인에서의 대사증후군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imenta et al. 2010), 2011년

Zheng W. 등(Zheng et al. 2011)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7개국 19개 코호트로 구성된 114만명의 대규모 아시아 성인들을

9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BMI 17.5 이하에서 사망확률이 1.85배, BMI

15.0 이하에서 사망확률이 2.8배 증가하여 비만한 경우보다

저체중에서 오히려 사망확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저체중의 유ㆍ소아뿐만이 아니라 마른 체형의 유ㆍ소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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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인에서의 저체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검사상 질병이 없는 유ㆍ소아의 체중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은데, 저개발국가의 저체중 소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용식품(Maleta et al. 2004, Thakwalakwa et al.

2010, Jilcott et al. 2010)을 사용하거나 신장별체중 25 percentile

미만인 소아에게 위장운동촉진제(Bekem 2005)를 투여하여 체중증가

효과를 보고한 연구 정도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저체중 성인에게 항알레르기 약물(Diehl 1971, Hermans 1971),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Watson et al. 1959, Doshi et al. 1966),

비타민 T(Mulhausen 1953) 등을 투여한 연구들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입맛이 없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를

비위허약아로 진단하고 소화기를 보강하는 보약을 사용해

왔다(비계내과학교실 1996). 비위허약에 사용하는 평위산, 내소산,

육군자탕 등 한약처방의 복용을 통해 식욕부진을 개선하고

소화기능을 도와 체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체중개선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6년간 서울 소재

김기준한의원봄에서 비위허약에 사용되는 기존 처방과 약재를

근거로 구성된 성장증보탕을 처방받은 마른 체형 소아들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성장증보탕의 체중개선 효과를 파악하고

체중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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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방법

(1) 성장증보탕의 구성 및 복용 방법

성장증보탕은 김기준한의원봄에서 마른 체형 소아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사용해오던 처방이다. 산사, 사인, 초두구, 맥아의

소도지제(消道之劑)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건비조습(健脾燥濕)하는

백출, 이기조중(理氣調中)하는 진피, 온중화위(溫中和胃)하는 생강,

보중익기(補中益氣) 및 완화약성(緩和藥性)하는 대조, 강근건골

(强筋健骨)하는 녹용이 추가되었다(김호철 2008).

본 처방은 체중증가를 희망하며 내원한 모든 마른 체형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중에 따른 1일 복용량을 기준으로 15일 단위씩 1회

복용량이 60cc가 되도록 120℃ 전탕기에서 물로 2시간 탕전하여

1일 2회 투여하였다(Table 1).

Herbs Scientific Name Dose(g)/day/20kg

山査(炒)

砂仁(炒)

白朮(炒)

草豆蔲(炒)

陳皮

麥芽(炒)

生薑

大棗

鹿茸

Broiled fruit of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Broiled fruit of Amomum xanthioides WALLICH

Broiled root of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Broiled seed of Alpinia katsumadai HAYATA

Dried peel of Citrus unshiu MARKOVICH

Broiled sprout of Hordeum vulgare LINNE

Root of Z ingiber officinale ROSCOE

Dried fruit of Z izyphi FRUCTUS

Horn of Cervus elaphus LINNE

7

7

5

5

4

4

2

2

1

Crystallized fructose 16

Table 1. The Composition of

Sungjangjeungbo-tang(Chéngzhǎngzēngbǔ-tang)

Sungjangjeungbo-tang(Chéngzhǎngzēngbǔ-tang) for the treatment of

constitutional thinness consisted of 9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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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자료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한의원을 방문한

만2～5세의 소아환자 중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소아 59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①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를 기준으로 BMI 백분위 50

percentile 미만인 경우

② 성장증보탕을 처방받아 1～3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한 경우

③ 신장, 체중 자료가 복용 직전 1회 및 복용기간 중 1회 이상

있는 경우

④ 의무기록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3) 자료 분석 방법

대상자의 신장, 체중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로부터 BMI 백분위를 계산하였고, 성장증보탕 복용

전후의 BMI 백분위 차이로 BMI 백분위 증감폭을 산출하였다.

신장과 체중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에 따라 30±5일 중 성장증보탕을

20일 이상 복용한 경우를 1개월군, 60±7일 중 40일 이상 복용한

경우를 2개월군, 90±10일 중 60일 이상 복용한 경우를 3개월군으로

정의하였으며, 1, 2, 3개월군은 각각 중복되는 소아가 존재하고, 1, 2,

3개월 기록이 모두 있는 소아는 4명이었다.

성장증보탕 복용 1, 2, 3개월 전후의 BMI 백분위의 차이는 paired

t-test, 1, 2, 3개월의 BMI 백분위 증감폭 차이는 ANOVA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성별, 연령이 BMI 백분위 증감폭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student´s t-test, 내원시 BMI 백분위가 BMI 백분위

증감폭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ANOVA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9.1.3,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모두 5%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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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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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1)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 기초정보

대상자 59명 중 성장증보탕 복용 1, 2, 3개월군의 소아는 각각 53,

32, 23명이었으며 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성별분포는 59명 중 남아 36명(61%), 여아 23명(39%)으로 1, 2,

3개월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연령분포는 59명 중 2세

19명(32%), 3세 14명(24%), 4세 14명(24%), 5세 12명(20%)으로

전체평균 3.82±1.20세였고, 1, 2, 3개월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신장 백분위는 전체평균 28.73±24.13 percentile,

연령별체중 백분위는 14.41±14.85 percentile이었고, 1, 2,

3개월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BMI 백분위 분포는 59명

중 5 percentile 미만이 11명(19%), 5∼15 percentile이 19명(32%),

15∼50 percentile이 29명(49%)으로 전체평균 14.80±10.31 percentile

이었고. 1, 2, 3개월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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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Treatment periods

1 month 2 months 3 months

n 59 53 32 23

Gender

Male

Female

36(61%)

23(39%)

34(64%)

19(36%)

17(53%)

15(47%)

12(52%)

11(48%)

Age (years)

2

3

4

5

Mean

19(32%)

14(24%)

14(24%)

12(20%)

3.82±1.20

17(32%)

14(26%)

12(23%)

10(19%)

3.79±1.18

12(37%)

5(16%)

7(22%)

8(25%)

3.83±1.32

5(22%)

5(22%)

8(34%)

5(22%)

4.07±1.11

Height-for-age (percentile) 28.73±24.13 30.38±23.75 22.09±19.89 33.26±24.68

Weight-for-age (percentile) 14.41±14.85 15.19±14.91 10.59±11.47 16.13±17.14

BMI (percentile)

<5

5～15

15～50

Mean

11(19%)

19(32%)

29(49%)

14.80±10.31

8(15%)

17(32%)

28(53%)

15.55±10.31

5(16%)

11(34%)

16(50%)

14.41±9.71

5(22%)

8(35%)

10(43%)

13.78±10.05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n the Baseline Visit

(n(%) o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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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증보탕의 체중개선 효과

성장증보탕 복용 전과 후의 BMI 백분위 평균은 1, 2, 3개월 각각

15.55±10.31와 20.84±13.65(p<0.001), 14.41±9.71와 18.50±14.65

(p=0.002), 13.78±10.05과 21.82±13.74(p=0.001)으로 복용후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ure 3). 1, 2, 3개월의 BMI 백분위 증감폭은

각각 5.03±9.12, 4.09±12.56, 8.04±10.31(p=0.381)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3).

Figure 3. The change of BMI percentile after taking the

Sungjangjeungbo-tang(Chéngzhǎngzēngbǔ-tang). Sungjangjeungbo-tang

significantly improved BMI percentile in all groups. * :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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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periods

1 month (n=53) 2 months (n=32) 3 months (n=23) p-value
*

BMI percentile variation 5.30±9.12 4.09±12.56 8.04±10.31 0.381

Table 3. The Change of BMI Percentile Variation after Taking the

Sungjangjeungbo-tang(Chéngzhǎngzēngbǔ-tang)

(Mean±S.D.)

* :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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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중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장증보탕 복용 이후 남아, 여아에 따른 BMI 백분위 증감폭은 1,

2, 3개월 치료후 각각 6.06±10.47과 3.95±6.00(p=0.424), 5.47±15.48과

2.53±8.40(p=0.518), 7.00±10.59와 9.18±10.37(p=0.623)로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2, 3세와 4, 5세를 구분한 연령에 따른 증감폭

역시 1, 2, 3개월 치료후 각각 6.29±10.70과 3.91±6.23(p=0.354),

5.47±15.58와 2.53±8.20(p=0.518), 9.20±10.44와 7.15±10.53(p=0.648)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내원시 BMI 백분위 5 percentile

미만, 5∼15 percentile, 15∼50 percentile군에 대한 증감폭은 1개월

치료시 각각 6.88±8.79, 1.18±5.97, 7.36±10.15(p=0.074), 2개월 치료시

각각 -2.20±5.89, 9.36±17.81, 2.44±8.30(p=0.179), 3개월 치료시 각각

7.80±8.41, 13.25±9.30, 4.00±10.89(p=0.169)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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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1 month (n=53) 2 months (n=32) 3 months (n=23)

n Mean±S.D. n Mean±S.D. n Mean±S.D.

Gender

Male

Female

p*

34

19

6.06±10.47

3.95±6.00

0.424

17

15

5.47±15.48

2.53±8.40

0.518

12

11

7.00±10.59

9.18±10.37

0.623

Age (years)

2∼3

4∼5

p
*

31

22

6.29±10.70

3.91±6.23

0.354

17

15

5.47±15.58

2.53±8.20

0.518

10

13

9.20±10.44

7.15±10.53

0.648

BMI (percentile)

<5

5∼15

15～50

p
†

8

17

28

6.88±8.79

1.18±5.97

7.36±10.15

0.074

5

11

16

-2.20±5.89

9.36±17.81

2.44±8.30

0.179

5

8

10

7.80±8.41

13.25±9.30

4.00±10.89

0.169

Table 4. The Factors Related to the Change of BMI Percentile Variation

after Taking the Sungjangjeungbo-tang(Chéngzhǎngzēngbǔ-tang)

* : Student's t-test

†: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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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소아에서의 저체중의 진단은 연령별신장 5 percentile 미만인

stunting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연령별체중 5 percentile 미만으로

정의하거나(Khasnutdinova, Grjibovski 2010) BMI 백분위 -2

표준편차 미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Onis et al. 2007b),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Expert Committee 1996)나 미국 질병관리센터

(Kuczmarski 2002)에서는 BMI 백분위 5 percentile 미만을

저체중으로 진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저체중이

아니더라도 마른 체형 아이들 역시 식이섭취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저체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BMI 백분위 5

percentile 미만이라는 저체중의 진단기준 역시 의학적 소견이 아닌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관례적으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아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BMI 백분위 50

percentile 미만의 마른 체형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증보탕

복용 이후 BMI 구간에 따른 BMI 백분위 변화의 차이 및

체중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폭넓게 비교, 분석하였다.

성장증보탕은 김기준한의원봄에서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

처방으로 산사, 맥아, 사인, 초두구, 백출, 진피, 생강, 대조, 녹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증보탕 복용 이후의 BMI 백분위는 1, 2, 3개월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3개월에서 BMI 백분위 증감폭이

1, 2개월에 비해 컸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BMI 백분위 5 percentile

이상의 마른 체형 소아에서도 성장증보탕 복용으로 체중증가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유전적으로 마른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저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의 소아라도 체중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체중개선을 목적으로 치료시 비록 유의성은

없었지만 3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을 설정해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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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환아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MI 증감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내원시 BMI 백분위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시 BMI 백분위 분포에

따른 BMI 백분위 증감폭의 변화에 있어서는 5～15 percentile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임상검사상 질병이 없이 마른 체형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위장운동촉진제를 복용한 소아에서

체중증가가 나타나고(Bekem 2005), 최근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연구에서도 낮은 BMI 그룹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조기만복감이

위의 수용기능 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Tack 1998,

Talley 2004) 위의 기능적인 장애는 마른 체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약과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포함한 위의

기능 개선과 관련된 연구는 내소화중탕(김종윤 외 2002),

반하사심탕(이준석 외 2006, 윤상협 외 2003), 이진탕(한숙영 외

2009), 육군자탕(원종만 외 2007), 내소산(김진석 외 2008),

정전가미이진탕(남효익 외 2007) 정도가 이루어져 있지만, 체중과의

관련성이나 사람의 위 기능에 대한 소도지제 각각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소도지제의 복용이 단순히 소화효소에

의한 소식(消食), 소적(消積)의 차원을 넘어 위 기능 개선을 통한

체중증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의 신체계측값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체중개선에 소화기능

개선을 통한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의 증가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식생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외로 마른 체형 소아의 체중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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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에서 성장증보탕의 체중증가효과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 저체중을 포함한 마른 체형의 병태생리나

치료방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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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만 2～5세 마른 체형 소아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초기 BMI

백분위는 성장증보탕 복용 후 1, 2, 3개월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3개월 복용시의 체중증가 폭이 가장 컸다. 아직

마른 체형의 원인, 병태생리 및 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성장증보탕이 체중개선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식이섭취의 변화가 마른

체형 소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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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 잦은 감기나 만성 비염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에 대한 보폐성장증보탕

(補肺成長增補湯)의 체중개선 효과 -

의무기록 분석 -

1. 서론

마른 아이의 부모들이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Expert Committee 1996)나

미국질병관리본부(Kuczmarski et al. 2002)에서 BMI 5 percentile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저체중에 속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데,

이러한 제한적인 정의는 BMI값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양학적 또는 의학적 변화나 특징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Bhagowalia et al. 2011). 예를 들어 신장별체중값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망률의 증가는 해당 인구집단 -2 z-score 라는

특정값 이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장별체중값이 평균값

이하로 감소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Fawzi et

al. 1997), 만3세 이하, -2≤z-score<0에 속하는 경도의 저체중

(WHO나 CDC 기준으로는 정상) 소아들이 저체중 소아들보다 만

5세이하 사망률이 더 높다는 사실(Bhagowalia et al. 2011) 등이

저체중의 진단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저체중이 아닌 신장별체중

25 percentile 미만인 소아에게 위장운동촉진제를 투여하거나(Bekem

et al. 2005), 연구 1에서 BMI 50 percentile 미만인 소아에게

성장증보탕을 투여한 경우에도 평균 이상의 체중증가를 보인 바

있는데, 이는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의 소아인 경우라도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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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비록 BMI 5 percentile 미만에 이를 정도로 체중이 감소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 식욕부진은

장기적으로 저체중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 비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식욕부진의 발생빈도는 2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식욕부진의 발생빈도가 4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Brown 1995), 임상적으로 감기나

폐렴 등의 이환이 체중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감기나 만성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함께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저체중이나 마른 체형을 개선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폐성장증보탕(補肺成長增補湯)은 서울 소재 김기준한의원봄에서

잦은 감기나 만성 비염을 동반한 저체중 소아들에게 감기 예방,

만성 비염의 치료 및 소화기능 개선을 목표로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 처방이다. 한의학에서 저체중이나 식욕부진에 사용해 오던

처방은 불사음식(不思飮食), 기수(肌瘦) 등을 주치(主治)로 하는

평위산(平胃散)이 대표적이고, 삼출건비탕(參朮健脾湯), 건위보화원

(健胃保和元), 건비환(健脾丸) 등이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소도지제

(消道之劑)를 포함하여 구성된 처방들이다(허준 1994).

보폐성장증보탕 역시 소도지제를 중심으로 감기 예방 및 만성

비염의 치료를 위한 해표약(解表藥)이 추가되어 14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보폐성장증보탕이 마른 체형 소아의 체중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김기준한의원봄에서 지난 5～6년간

보폐성장증보탕을 복용한 소아 60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후 저체중과 관련된 전향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 36 -

2. 대상 및 방법

(1) 보폐성장증보탕의 구성 및 복용 방법

김기준한의원봄에서 잦은 감기나 만성 비염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사용해오던 보폐성장증보탕은 산사,

사인, 초두구, 맥아의 소도지제를 중심으로, 거담(祛痰)하는

유백피(신민교 2010), 거풍통규(祛風通竅)하는 창이자와 백지,

소산풍열(疏散風熱)하는 박하, 건비조습(健脾燥濕)하는 백출,

이기조중(理氣調中)하는 진피, 온중화위(溫中和胃)하는 생강,

보중익기(補中益氣) 및 완화약성(緩和藥性)하는 대조, 강근건골

(强筋健骨)하는 녹용, 약력(藥力)을 상초(上焦)로 인경(引經)시키는

황기로 구성되어 있다(김호철 2008)(Table 5).

본 처방은 보호자가 잦은 감기 또는 만성 비염을 호소하거나 비경

소견 상 감기가 아님에도 비루, 비부종, 비분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하는 아이들 중 마른 체형 소아들을 대상으로 체중에 따른 1일

복용량 기준, 15일 단위씩 1회 복용량이 60cc가 되도록 120℃

전탕기에서 물로 2시간 탕전하여 1일 2회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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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s Scientific Name Dose(g)/day/20kg

山査(炒)

砂仁(炒)

楡白皮

蒼耳子

薄荷

白芷

黃芪

白朮(炒)

草豆蔲(炒)

陳皮

麥芽(炒)

生薑

大棗

鹿茸

Broiled fruit of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Broiled fruit of Amomum xanthioides WALLICH

Root bark of Ulmus macrocarpa HANCE

Dried fruit of Xanthium strumarium LINNE

Leaf and stem of Mentha arvensis LINNE var. 

   piperascens MALOMVAUD

Dried root of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Dried root of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Broiled root of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Broiled seed of Alpinia katsumadai HAYATA

Dried peel of Citrus unshiu MARKOVICH

Broiled sprout of Hordeum vulgare LINNE

Root of Zingiber officinale ROSCOE

Dried fruit of Zizyphi FRUCTUS

Horn of Cervus elaphus LINNE

7

7

5

5

5

5

5

5

5

4

4

2

2

1

Crystallized fructose 16

Table 5. The Composition of

Bofesungjangjeungbo-tang(Bǔfèichéngzhǎngzēngbǔ-tang)

Bofesungjangjeungbo-tang(Bǔfèichéngzhǎngzēngbǔ-tang) for the treatment of

constitutional thinness with frequent common cold or chronic rhinitis consisted

of 14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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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자료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한의원을 방문한 만

2～5세의 소아환자 중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소아 60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①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를 기준으로 BMI 백분위 50

percentile 미만인 경우

② 보폐성장증보탕을 처방받아 1～3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한 경우

③ 신장, 체중 자료가 복용 직전 1회 및 복용기간 중 1회 이상

있는 경우

④ 의무기록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대상자들의 최초 내원시의 특성은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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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stribution

n 60

% male 78

Age (years)

2

3

4

5

Mean

20(33)

10(17)

16(27)

14(23)

3.86±1.14

Height-for-age (percentile)

<5

5～15

15～50

50～85

85～95

95 이상

Mean

0(0)

7(12)

22(37)

28(46)

1(2)

2(3)

47.78±23.97

Weight-for-age (percentile)

<5

5～15

15～50

50～85

85 이상

Mean

2(3)

17(28)

31(52)

10(17)

0(0)

28.52±17.50

BMI (percentile)

<5

5～15

15～50

Mean

2(3.3)

17(28.3)

41(68.3)

20.88±10.29

Table 6.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n

the Baseline Visit

(n(%) o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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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대상자의 신장, 체중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로부터 각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BMI

백분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보폐성장증보탕 복용 전후의 BMI

백분위 차이로부터 BMI 백분위 증가폭을 산출하였다. 신장과 체중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에 따라 30±5일 중 성장증보탕을 20일이상

복용한 경우를 1개월군, 60±7일 중 40일이상 복용한 경우를

2개월군, 90±10일 중 60일이상 복용한 경우를 3개월군으로

정의하였으며, 1, 2, 3개월군은 각각 중복되는 소아가 존재하고, 1, 2,

3개월 기록이 모두 있는 소아는 8명이었다.

각 군별 보폐성장증보탕 복용 전후의 연령별신장, 연령별체중,

BMI 백분위의 차이는 paired t-test, 성별, 연령, 내원시 BMI

백분위가 BMI 백분위 증감폭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student´s

t-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9.1.3,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p-값은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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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1) 보폐성장증보탕의 체중개선 효과

보폐성장증보탕 복용 전과 후의 연령별신장 백분위 평균은 1, 2,

3개월 모두 각각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체중 백분위

평균은 1, 2, 3개월 각각 28.78±17.68과 32.28±19.20(p<0.001),

28.31±16.56과 33.05±18.03(p<0.001), 28.00±18.45와 38.76±19.29

(p=0.001)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BMI 백분위 평균도 1, 2,

3개월 각각 21.33±10.04와 26.43±13.16(p<0.001), 21.90±10.28와

29.03±15.06(p<0.001), 19.06±10.04과 35.71±17.40(p=0.001)으로 복용

후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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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1 month 2 months 3 months

n 54 39 17

% male 78 74 76.5

Mean age 3.87±1.16 3.90±1.16 3.98±1.12

Height-for-age (percentile)

baseline

after treatment

p
*

47.33±24.74

48.39±24.12

0.152

46.77±24.13

46.92±22.63

0.894

47.82±26.06

47.88±25.91

0.974

Weight-for-age (percentile)

baseline

after treatment

p*

28.78±17.68

32.28±19.20

<0.001

28.31±16.56

33.05±18.03

<0.001

28.00±18.45

38.76±19.29

0.001

BMI (percentile)

baseline

after treatment

p
*

21.33±10.04

26.43±13.16

<0.001

21.90±10.28

29.03±15.06

<0.001

19.06±10.04

35.71±17.40

0.001

Table 7. The Change of Growth indices after Taking the

Bofesungjangjeungbo-tang(Bǔfèichéngzhǎngzēngbǔ-tang)

(Mean±S.D.)

* :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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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중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폐성장증보탕 복용 이후 남아, 여아에 따른 BMI 백분위

증가폭의 변화는 1, 2, 3개월 치료후 각각 5.33±9.63과 4.25±6.57

(p=0.717), 8.21±12.30과 4.00±7.26(p=0.316), 18.77±18.44와 9.75±8.22

(p=0.365)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3세와 4, 5세를

구분한 연령에 따른 증가폭은 1, 2, 3개월 치료후 각각 5.54±9.36과

4.68±8.79 (p=0.729), 7.26±12.67와 7.00±10.14(p=0.943), 18.67±21.49와

15.55±14.78(p=0.727)로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내원시 BMI 백분위

15 percentile 미만과 15∼50tile군에 대한 증가폭 역시 1, 2, 3개월

치료후 각각 2.80±7.28과 5.97±9.51(p=0.249), 10.83±13.04와

5.48±10.26(p=0.175), 24.57±10.54와 11.10±11.80(p=0.106)로 유의성은

없었다(5 percentile 미만군은 통계처리를 위한 인원수가 부족하여

15 percentile 미만군으로 통합하였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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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1 month (n=54) 2 months (n=39) 3 months (n=17)

n Mean±S.D. n Mean±S.D. n Mean±S.D.

Gender

Male

Female

p
*

42

12

5.33±9.63

4.25±6.57

0.717

29

10

8.21±12.30

4.00±7.26

0.316

13

4

18.77±18.44

9.75±8.22

0.365

Age (years)

2∼3

4∼5

p*

26

28

5.54±9.36

4.68±8.79

0.729

19

20

7.26±12.67

7.00±10.14

0.943

6

11

18.67±21.49

15.55±14.78

0.727

BMI (percentil)

<15

15～50

p
*

15

39

2.80±7.28

5.97±9.51

0.249

12

27

10.83±13.04

5.48±10.26

0.175

7

10

24.57±10.54

11.10±11.80

0.106

Table 8. The Factors Related to the Change of BMI Percentile after

Taking the Sungjangjeungbo-tang(Chéngzhǎngzēngbǔ-tang)

* :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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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저체중은 식이섭취부족이나 영양실조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한 질병이나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유전적 소인에 의한 마른

체질(constitutional thinness or leanness)로 진단하기도 한다

(Tounian et al. 2003). 하지만 한국의 소아들에서 나타나는

식이섭취부족이나 영양실조가 저개발 국가의 영양공급부족 같은

외인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감염 등에 인한 식욕부진(Brown et al. 1995, Kanral et

al. 2006)이나 소화기능 장애 등 인체 내부의 생리ㆍ병리적인

문제들, 즉 내인적 요인들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증 같은 경우 위내시경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더라도 그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의 기능장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체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신장별체중 25

percentile 미만인 소아에게 위장운동촉진제를 투여하면 체중이

증가한다는 사실 역시 위의 기능장애가 저체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Bekem et al. 2005).

식욕부진은 여러 가지 질병, 또는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 섭취

(lawless et al. 1994, Stoltzfus et al. 2004), 약물(Bray 2005)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건강한 소아에서 나타나는 흔한 원인은

감염이다. 감기, 비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식욕부진의 발생빈도는 2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식욕부진의 발생빈도가 4배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Brown et al. 1995), 특히 저체중 소아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의

위험률이 1.16∼1.39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Nandy et al.

2005) 호흡기 감염이 식욕부진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저체중이

호흡기 감염 빈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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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체중 내지는 마른 체형 소아를 관리함에 있어 소화기능의

개선과 함께 호흡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체중증가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폐성장증보탕은 김기준한의원봄에서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

처방으로 산사, 맥아, 사인, 초두구, 백출, 진피, 생강, 대조, 유근피

(유백피), 창이자, 백지, 박하, 황기, 녹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폐성장증보탕 복용 이후 BMI 백분위는 1, 2, 3개월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3개월에서 BMI 백분위 증가폭이

1, 2개월에 비해 유의성 있게 컸다. 3개월 치료군에서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소화기능 회복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호흡기

질환의 이환 빈도나 심한 정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 1에서 성장증보탕만을 사용하여 소화기 치료만 한

경우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고, 소아들의 감기 이환 횟수가

연간 평균 4회, 즉 3개월마다 1회 정도 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호흡기 질환과의 관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의무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져 호흡기 질환의 호전 정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MI 증가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내원시 BMI 백분위 모두 관련이 없고, 보폐성장증보탕 복용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BMI 백분위 분포에 따른 BMI 백분위

증가폭의 변화에 있어서는 치료 2, 3개월에서의 15 percentile

미만군이 15～50 percentile 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성장증보탕을 투여한 기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 바 있어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을 토대로 한 후향적 연구로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감기나 만성 비염에 대한 진단을 보호자의 진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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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당시의 비경 소견에만 의존하였고 호흡기 질환의 치료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호흡기 질환과 체중변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국내외로 한약과 저체중

또는 마른 체형 소아의 체중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향적 연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약으로 마른 체형 소아들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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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잦은 감기나 만성 비염을 동반한 만 2～5세 마른 체형 소아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초기 BMI 백분위는 보폐성장증보탕 복용

이후 1, 2, 3개월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아직 마른

체형의 원인, 병태생리 및 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보폐성장증보탕이 어떻게 체중을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식이섭취의 변화 및

호흡기 질환의 이환 기간이나 정도 등이 마른 체형 소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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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3: Sansa Extract Compound 22

(SEC-22)의 복용이 마른 체형 소아의

성장과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유아기 시기는 근육, 골격의 신체 발달과 함께 두뇌 등

신경계통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활동량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와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저체중은 BMI 백분위 5 percentile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WHO Expert Committee 1996, Kuczmarski et al. 2000), 저체중이

아니더라도 마른 체형의 유아들은 장기적으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이섭취 부족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영양부족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본인의

성장잠재력만큼 충분히 크지 못하여 키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저체중 아이들보다 마른 체형의

아이들이 5세 미만의 사망률과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여,

유아기의 섭취부족으로 인한 체중증가의 부족은 부모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증상으로 생각된다(Bhagowalia et al. 2011).

소화기증상이나 호흡기질환, 까다로운 식습관 등이 식욕부진 또는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나 식이섭취를 방해하여 마른 체형, 저체중의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낮은 BMI 그룹에서

조기만복감이라는 소화기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Talley et

al. 2004, Tack et al. 1998), 유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성장기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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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임상적으로 저체중이 아니더라도 식욕부진과 마른 체형 유아의

부모들은 성장과 체중개선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한약 등 생약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생약추출물의 체중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1을 토대로 호흡기질환이 없는 마른 체형 소아들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 소재 1개 한의원에서

소화기능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경험처방인 성장증보탕을

기초로 하여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한약재로 Sansa Extract

Compound 22(이하 SEC-22)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SEC-22의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변화, 체중과 BMI의 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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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개요는 Figure 4와 같다.

Figure 4. Flow chart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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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험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1) 피험자의 선정기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서울지역 81개

어린이집의 소아들과 서울소재 1개 한의원 내원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817명을 모집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아

108명과 소아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 108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Figure 4).

① 연령 : 만 2세(24개월)∼5세(72개월 미만)

② BMI<15 percentile 또는 i),ii),iii)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i) 15 percentile≤BMI<25 percentile

ii) 6개월 이상 식욕부진

iii) 3일 식이조사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필요추정량(EER)

의 -1S.D. 미만

③ 만성 비염이 없고, 감기횟수 4회/년 이하

2) 피험자의 제외기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단, 보호자 진술에 한함).

기아

흡수장애

소화기질환(기능성 질환 제외)

신경성 식욕부진

우울증

간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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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병

암

감염(감기, 만성 비염 제외)

2주 이내의 특정 약물(Table 9)(Morley 1997) 및 한약 복용

미숙아 또는 쌍둥이

단, 약물 및 한약을 복용중인 경우 2주간의 체외배출기간(wash-

out period)을 두고 연구에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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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rectic agents

Cardiovascular drugs
Digoxin

Amiodarone

Procainamide

Quinidine

Spironolactone

Gastrointestinal drugs
Cimetidine

Interferon

Psychiatric drugs
Phenothiazines

Butyrophenones

Lithium

Amitriptyline

Imipramine

Fluoxetine and other selective serotonin-reuptake inhibitors

Antiinfective drugs

Most antibiotics

Metronidazole

Griseofulvin

Nutrient supplements
Iron sulfate

Potassium salts

Vitamin D (in excess)

Antineoplastics
Cyclophosphamide and most others

Antirheumatic drug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agents

Colchicine

Penicillamine

Pulmonary drugs
Theophylline

Malabsorptive agents
Laxatives

Cholestyramine

Methotrexate

Colchicine

Neomycin

Ganglionic blockers

Agents that increase metabolism
Theophylline

L-Thyroxine (in excess)

Thyroid extract

Triiodothyrosine (in excess)

D-Pseudoephedrine

Table 9. Drugs Implicated to Cause 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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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무작위 배정

연령에 따른 층화블록 무작위 배정을 통해 SEC-22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시행

2중 눈가림법을 사용하여 치료 2개월간 SEC-22 복용군에는

SEC-22(Table 10). 위약군에는 대조식품(Table 11)을 투여하였고,

이후 관찰 2개월간은 식품 투여 없이 경과만을 관찰하였다.

① 시험식품

SEC-22는 체중별 기준 체중(Table 12)에 해당하는 용량에 따라

120℃ 전탕기에서 물로 2시간 탕전되었으며, 피험자에게 2개월간

하루 120cc를 2∼3회 나누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② 대조식품

대조식품은 SEC-22와 열량이 동일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제약회사에서 원액을 공급받아 희석하여 피험자에게 2개월간 하루

120cc를 2∼3회 나누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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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s Scientific Name Dose(g)/day/15kg

山査(炒)

白朮

陳皮

麥芽(炒)

砂仁(炒)

生薑

大棗

鹿茸

Broiled fruit of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Broiled root of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Dried peel of Citrus unshiu MARKOVICH

Broiled sprout of Hordeum vulgare LINNE

Broiled fruit of Amomum xanthioides WALLICH

Root of Z ingiber officinale ROSCOE

Dried fruit of Z izyphi FRUCTUS

Horn of Cervus elaphus LINNE

4.67

3.73

2.80

2.80

1.87

1.40

1.40

0.47

Crystalline fructose 12.00

Table 10. The Composition of Sansa Extract Compound 22(SEC-22)

Ingredients Dose(g)/day/15kg

Molasses

Citric acid

Trisodium citrate (crystalline)

Herb flavor

2.40

0.16

0.04

0.36

Crystalline fructose 12.0 + 1.81)

Table 11. The Composition of Placebo

1) Adjusted by reference weight

Measured Weight Reference Weight

7.6∼10.5

10.6∼13.5

13.6∼16.5

16.6∼19.5

19.6∼22.5

22.6∼25.5

9

12

15

18

21

24

Table 12. Reference Weight According to Measured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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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신체계측(신장, 체중), 설문조사(소화기증상 설문지(Alarcon et al.

2003), 까다로운 식행동 설문지), 식이섭취조사를 초기 내원시, 치료

1개월, 치료 2개월, 치료 이후 관찰 1개월, 관찰 2개월에 각각

시행하였다.

①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한의원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Inbody(InBody

J05, Biospace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측정하였다. BMI는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계산하였으며, 신장, 체중, BMI 백분위는 2007년 한국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② 소화기증상 설문지

소화기증상 중 메스꺼움, 구역구토, 더부룩함, 복통, 트림, 방귀에

대한 주당 평균 발생 빈도를 기록하도록 하여 치료기간 중

위장관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③ 까다로운 식행동 설문지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식욕, 밥 먹는 시간, 까다로운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식욕은 7-point VAS로, 밥 먹는 시간은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까다로운 식습관 설문지는 총 9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Shim et al. 2011, Carruth, Skinner 2000). 한

문항당 7-point VAS로 평가한 후 문항에 따라 까다로운 식습관이

적은 쪽을 1, 많은 쪽을 7로 조정하여 9개 문항의 총합을

계산하였으며, 식사량(amount) 점수는 식욕(appetite) 점수에

(undereating frequency)와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를

역으로 합산하여 최저 3점부터 최대 21점으로 계산하였고,

식품거부감(food neophobia) 점수는 새음식시도(food neophobia

(trial)), 새음식섭취(food neophobia(eager)) 2문항을 합산하여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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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부터 최대 14점으로 처리하였다(부록 Table A).

④ 식이섭취조사

식이섭취조사는 초기 내원시 육아를 담당하는 보호자를 교육하여

내원일 전후 7일 중 감기 등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되지

않도록 3일(주중 2일, 주말 1일)을 기록하도록 한 후 에너지와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품군을 DES(Diet Evaluation

System, DES-Korea co., Seoul, Korea)로 분석하였다. 총에너지

섭취비율은 Atwater factor를 사용하여 탄수화물 4 kcal/g, 단백질 4

kcal/g, 지방 9 kcal/g로 계산하였다.

(3) 통계분석

각 항목별 인원수 분포의 변화는 chi-square test, SEC-22

복용군과 위약군의 군간 비교는 student's t-test, 각 군 내에서의

복용 전후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9.1.3,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p-값은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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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1) 대상 소아들의 특성

연구를 마친 최종 대상자는 총 79명(SEC-22 복용군 35명, 위약군

44명)으로, SEC-22 복용군은 남아 44%, 여아 56%, 위약군은 남아

51%, 여아 49%였다. 연령은 SEC-22 복용군, 위약군 각각 4.3±1.3,

4.0±1.2세였고, 연령별 신장백분위는 각각 45.2±25.8, 45.7±26.6

percentile로 평균 이하였으며, 연령별 체중백분위는 각각 14.9±13.5,

16.4±14.4 percentile, BMI 백분위는 각각 7.9±7.0, 7.6±5.8 percentile

로 2007 한국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 -1S.D.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모두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VAS로 평가한 소화기 증상에서는 오심, 구역구토, 더부룩함,

복통, 트림, 방귀 점수 모두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까다로운 식행동에서 밥 먹는 시간은 SEC-22 복용군과 위약군이

각각 34.6±15.6, 33.3±14.1분으로 평균 30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까다로운 식습관 관련 항목들 점수는 모두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3일간의 식이섭취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분석에서 에너지 섭취량은

SEC-22 복용군과 위약군이 각각 1173.8±328.0, 1162.6±274.8kcal/day

였으며, 에너지 섭취비율은 탄수화물에서 약 55∼60%, 단백질에서

약 15∼17%, 지방에서 약 25% 수준으로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50% 미만으로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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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C-22 group

(n=35)

Placebo group

(n=44)

% male 44 51

Age(years) 4.3±1.3 4.0±1.2

Growth indices

Height-for-age(percentile)

Weight-for-age(percentile)

BMI(percentile)

45.2±25.8

14.9±13.5

7.9±7.0

45.7±26.6

16.4±14.4

7.6±5.8

Gastrointestinal symptoms

Nausea

Vomitting or regurgitation

Abdominal distention

Abdominal pain

Belching/burping

Flatulence

3(9%)

4(11%)

5(14%)

11(31%)

17(49%)

30(86%)

6(14%)

2(4%)

10(13%)

14(32%)

19(43%)

41(93%)

Picky eating behavior

Eating time (min)

Picky eater score
1)

① Eating problem1)

② Unbalanced diet
1)

③ Frequency of food reward
1)

④ Frequency of preparing special food1)

⑤ Appetite
1)

⑥ Undereating frequency
1)

⑦ Frequency of trying to feed1)

⑧ Food neophobia(trial)
1)

⑨ Food neophobia(eager)
1)

Eating amount2)

Food neophobia
3)

Total
4)

34.9±15.5

4.7±1.5

4.2±1.8

3.6±1.5

3.5±1.8

3.2±1.2

4.5±1.3

5.3±1.5

4.6±1.4

4.7±1.7

14.4±3.3

9.3±2.8

39.5±8.2

33.1±14.2

4.6±1.7

4.0±2.0

3.4±1.8

3.5±1.9

3.1±1.1

4.6±1.7

4.9±2.0

5.0±1.4

4.9±1.7

14.4±4.2

9.9±2.5

39.8±10.3

Energy/nutrient intake

Energy(kcal/day)

Carbohydrate(g/day)

             (% energy)5)

Protein(g/day)

(% energy)
5)

Fat(g/day)

(% energy)
5)

1191±300

179.9±45.1

(58.9±5.5)

49.8±13.9

(16.3±2.3)

34.6±12.6

(24.9±4.5)

1162±276

173.8±43.9

(57.9±5.9)

50.1±5.7

(16.6±2.9)

34.7±10.4

(25.5±4.5)

Food group intake (serving 1 day)

Grains

Meat, Fish, Eggs, and Beans

Vegetables

Fruits

Milk and Dairy products

Oil, Fats and Sugars

1.8±0.5

2.8±1.2

3.0±1.3

1.0±0.8

1.2±0.7

4.1±1.9

1.6±0.5

2.7±1.2

3.0±1.5

1.3±1.1

1.4±0.8

3.8±1.5

Mother`s work status

Employed

Unemployed

22(63%)

13(37%)

23(52%)

21(48%)

Table 1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t the Baseline Visit

n(%) o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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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EC-22 and placebo groups.

1) Measured by 7-point scale.

2) Scored from 3 to 21 points by sum of ⑤, ⑥(reverse score), ⑦(reverse score).

3) Scored from 2 to 14 points by sum of ⑧, ⑨.

4) Scored from 9 to 63 points by sum of 9 question from ① to ⑨(⑤ is reverse

score).

5) Percentage of total energy intake(% energy) was calculated by using Atwater factor

(Carbohydrate = 4 kcal/g, Protein = 4 kcal/g, Fat = 9 kca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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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증상 개선에 미치는 영향

소화기증상에서는 초기 내원시 메스꺼림이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각각 3명(9%), 6명(14%), 구역구토가 4명(11%), 2명(4%),

더부룩함이 5명(14%), 10명(13%)으로 비율이 적었고, 복통이

11명(31%), 14명(32%), 트림이 17명(49%), 19명(43%), 방귀가

30명(86%), 41명(93%)으로 비율이 높았다. 소화기증상 중 방귀의

비율만 위약군에서 치료 및 관찰 2개월에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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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aseline
Treatment Follow-up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22

(n=35)

Placebo

(n=44)

SEC-22

(n=35)

Placebo

(n=44)

SEC-22

(n=35)

Placebo

(n=44)

SEC-22

(n=35)

Placebo

(n=44)

SEC-22

(n=35)

Placebo

(n=44)

Nausea 3(9%) 6(14%) 4(11%) 8(18%) 8(23%) 5(11%) 5(14%) 5(11%) 6(17%) 5(11%)

Vomitting or regurgitation 4(11%) 2(4%) 5(14%) 6(14%) 3(9%) 4(9%) 4(11%) 3(7%) 6(17%) 6(14%)

Abdominal distention 5(14%) 10(13%) 3(9%) 6(14%) 10(29%) 5(11%) 6(17%) 6(14%) 7(20%) 8(18%)

Abdominal pain 11(31%) 14(32%) 12(34%) 13(30%) 12(34%) 10(23%) 10(29%) 14(32%) 11(31%) 16(36%)

Belching/burping 17(49%) 19(43%) 17(49%) 19(43%) 18(51%) 20(45%) 19(54%) 21(48%) 18(51%) 20(45%)

Flatulence 30(86%) 41(93%) 30(86%) 37(84%) 32(91%) 33(75%)
*
30(86%) 38(86%) 29(83%) 34(77%)

*

Table 14. The Distribution Change of Gastrointestinal Symptoms during the Study Period

n(%)

Cell size below 5 is excluded from chi-square test.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chi-square tes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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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까다로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밥 먹는 시간은 초기 내원시에 비해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치료기간 대부분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까다로운

식습관 중 ‘Unbalanced diet’, ‘Frequency of food reward’,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는 SEC-22 복용군에서만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는데,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의 경우 관찰기간

중 SEC-22 복용군이 위약군에 비해서도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Eating problem’과 ‘Appetite’는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다. 까다로운 식습관 총점은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는데, ‘Eating amount’ 점수는 유의성 있게 증가한 반면 'Food

neophobia' 점수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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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Eating time (min)(%) -1.9±11.6 -5.1±11.3
**
-6.2±11.1

**
-3.9±10.8

*
-6.7±12.4

**
-4.6±12.1

*
-6.1±13.3

*
-1.9±12.2

Picky eater score
1)

① Eating problem1) -0.5±1.3* -0.4±1.4 -0.9±2.0* -0.4±1.2* -1.1±1.9** -0.7±1.5** -1.0±1.7** -0.6±1.5*

② Unbalanced diet1) -0.3±1.2 -0.2±1.2 -0.7±1.6* -0.1±1.4 -0.6±1.6* -0.5±1.5* -0.7±1.7* -0.1±1.4

③ Frequency of food reward1) -0.7±1.8* -0.5±1.7 -0.7±2.0* -0.3±1.6 -0.8±1.8* -0.3±1.3 -1.0±1.6** -0.2±1.8

④ Frequency of preparing special food
1)

-0.3±1.1 -0.1±1.5 -0.4±1.3 -0.4±1.3 -0.4±1.4 -0.2±1.2 -0.4±1.7 -0.4±1.4

⑤ Appetite
1)

0.3±1.2
*

0.6±1.1
**

0.4±1.3 0.4±1.2
*

0.7±1.3
**

0.7±1.2
**

0.6±1.1
**

0.4±1.2
*

⑥ Undereating frequency
1)

-0.1±1.8 -0.3±1.2 -0.3±1.9 -0.5±1.3
*

-0.5±2.0 -0.6±1.7
*

-0.6±1.9
*

-0.5±2.0

⑦ Frequency of trying to feed1) -0.4±1.8 -0.2±1.1 -0.9±1.5** -0.5±1.4* -1.2±1.6** -0.4±1.4✝ -1.2±1.6** -0.4±1.7✝

⑧ Food neophobia(trial)1) 0.1±1.4 0.0±1.3 0.1±1.7 -0.1±1.3 0.1±1.6 -0.4±1.8 0.1±1.6 -0.2±1.7

⑨ Food neophobia(eager)1) 0.0±1.3 -0.2±1.4 0.2±1.9 -0.1±1.4 -0.1±2.0 -0.2±1.3 0.0±2.0 -0.3±1.5

Eating amount
2)

0.8±3.9 1.1±2.6
**

1.6±3.9
*

1.3±2.9
**

2.5±4.2
**

1.6±3.6
**

2.4±3.8
**

1.3±3.8
*

Food neophobia
3)

0.1±2.3 -0.1±2.1 0.2±3.2 -0.2±2.2 0.0±3.3 -0.6±2.4 0.1±3.1 -0.6±2.4

Total
4)

-2.5±7.2 -2.4±6.5
*

-3.9±9.3
*

-2.7±6.2
**

-5.3±9.4
**

-4.0±6.8
**

-5.3±8.1
**

-3.1±8.3
*

Table 15. The Change of Picky Eating Behavior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All dat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EC-22 and placebo groups.

SEC-22 : Sansa Extract Compound 22.

1) Measured by 7-point scale.

2) Scored from 3 to 21 points by sum of ⑤, ⑥(reverse score), ⑦(reverse score).

3) Scored from 2 to 14 points by sum of ⑧, ⑨.

4) Scored from 9 to 63 points by sum of 9 question from ① to ⑨(⑤ is reverse score).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 : p<0.05, ** : p<0.01).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C-22 group by student's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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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이섭취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섭취량은 치료 1, 2개월 모두 SEC-22 복용군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치료 및

관찰기간 내내 SEC-22 복용군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관찰 2개월에서는 SEC-22 복용군과 위약군이

각각 27.1±58.8, 1.6±45.5g/day으로 SEC-22 복용군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는 증가뿐만이 아니라 위약군과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의 증가폭은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6).

식품군 섭취에서는 곡물군 섭취가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야채군

섭취는 치료 2개월에 SEC-22 복용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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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Energy(kcal/day) 131±390
*

23±204 116±307
*

91±300
*

87±326 59±235 137±380
*

6±296

Carbohydrate(g/day) 21.8±61.9
*

5.7±33.1 17.8±48.2
*

15.3±41.6
*

16.6±53.1 15.2±39.8
*

27.2±58.0
**

1.0±45.8
✝

(% energy)1) (0.6±6.3) (1.2±6.9) (0.4±5.8) (1.2±7.0) (0.9±5.8) (2.3±6.2)* (1.9±6.4) (0.9±7.3)

Protein(g/day) 3.4±15.5 -0.6±13.8 3.7±13.5 3.2±18.2 3.1±14.1 2.2±14.3 4.4±15.5 0.0±17.9

(% energy)1) (-0.4±2.3) (-0.2±2.8) (-0.2±2.7) (-0.1±3.3) (-0.2±2.5) (-0.2±3.0) (-0.5±2.5) (-0.1±3.4)

Fat(g/day) 3.2±14.5 -0.2±11.6 3.4±13.1 1.8±14.5 1.1±12.8 -0.7±11.4 2.5±17.8 -0.4±13.3

(% energy)
1)

(-0.2±5.2) (-0.9±6.2) (-0.1±4.8) (-1.1±5.7) (-0.8±4.9) (-2.1±5.5)
*

(-1.4±6.2) (-0.8±5.4)

Table 16. The Change of Nutrient Intake by 3-day Dietary Record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SEC-22 : Sansa ExtractCompound 22.

1) Percentage of total energy intake (% energy) was calculated by using Atwater factor (Carbohydrate = 4 kcal/g, Protein = 4 kcal/g, Fat = 9

kcal/g).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 : p<0.05, ** : p<0.01).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C-22 group by student's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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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group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Grains 0.2±0.6* 0.2±3.3* 0.3±0.6* 0.3±0.5* 0.2±0.6* 0.2±0.5* 0.3±0.7* 0.1±0.5

Meat, Fish, Eggs, and Beans -0.1±1.2 -0.2±1.2 0.1±1.3 0.3±1.3 0.1±1.3 0.2±1.5 0.1±1.4 0.0±1.4

Vegetables 0.3±1.4 -0.1±2.1 0.5±1.2
*

0.1±1.9 0.4±1.3 0.2±.6 1.0±1.9
*

0.3±2.4

Fruits 0.1±0.8 -0.2±1.2 0.1±0.9 0.1±1.0 0.4±1.1 0.4±1.2 0.7±1.1* 0.0±1.1

Milk and Dairy products 0.6±2.6 0.1±0.7 0.1±0.8 -0.1±0.7 -0.1±0.8 0.0±0.6 -0.1±0.7 -0.1±0.8

Oil, Fats and Sugars 0.3±2.5 -0.3±1.6 0.0±2.4 0.0±2.2 0.2±2.3 -0.3±1.9 0.8±3.0 -0.2±2.0

Table 17. The Change of Food Group Intake by 3-day Dietary Record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SEC-22 : Sansa ExtractCompound 22.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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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신장 백분위는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체중 백분위는

SEC-22 복용군에서만 치료 1, 2개월에서 초기 내원시보다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관찰 2개월에도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BMI

백분위 역시 SEC-22 복용군에서만 치료 2개월에서 초기

내원시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관찰 2개월에도 초기

내원시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연령별신장 백분위, 연령별

체중백분위, BMI 백분위의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18, Figure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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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SEC-22 Placebo

Height-for-age (percentile) -1.4±4.5 -1.3±8.8 -0.8±5.7 -0.4±5.5 0.1±6.0 -0.6±6.1 -0.9±5.5 -0.3±6.9

Weight-for-age (percentile) 1.3±3.5* 1.1±5.4 2.2±3.8* 1.1±4.7 2.1±7.5 0.4±5.5 1.8±4.1* 0.2±5.6

BMI (percentile) 1.4±5.2 0.2±4.3 2.2±5.6
*

1.2±4.6 1.1±5.3 1.1±6.5 2.1±5.1
*

1.5±8.0

Table 18. The Change of Growth indices(percentile)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SEC-22 : Sansa Extract Compound 22.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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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hange of weight-for-age percentile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Figure 6. The change of BMI percentile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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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저체중이 아니더라도 마른 체형의 유아들은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이섭취 부족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섭취부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본인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크지 못하게 되어 키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MI

-2≤z-score<0에 속하는 마른 체형의 소아들이 만 5세이하

사망률이 더 높다거나(Bhagowalia et al. 2011), 혹은 신장별

체중값이 평균값 이하로 감소에 따라 사망률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Fawzi et al. 1997)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의 유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욕부진이나 까다로운 식습관이 있는 경우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

부족상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유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성인까지

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1을

기반으로 호흡기 질환이 없는 마른 체형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의 소화기능 개선을 위한

성장증보탕을 기초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한약재로 구성된

SEC-22의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변화, 체중과 BMI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SEC-22는 서울소재 1개 한의원에서 소화기능을 도와 마른 체형

소아들의 체중개선과 성장발육을 위해 경험적으로 사용해오던

처방을 근간으로 하여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한약재들만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산사(초), 백출, 진피, 맥아(초), 사인(초), 생강,

대조, 녹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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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22 복용 전후로 평가한 소화기증상의 경우 치료기간 중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심한

소화기증상을 호소하는 소아의 수가 매우 적거나 측정 시기마다의

편차가 커 소화기증상의 호전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만 2∼5세 소아의 소화기증상을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보호자를 통해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조사를 시행할 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까다로운 식행동의 경우 밥 먹는 시간과 까다로운 식습관 중

'Appetite', 'Eating amount' 점수는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연구에 참여한 소아가 좀 더 잘 먹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Unbalanced diet', 'Frequency of food reward',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의 경우 SEC-22 복용군에서만 유의성 있는

개선을 보여 SEC-22의 복용이 식행동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까다로운 식습관 중 'Eating amount' 점수는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한 반면 'Food neophobia' 점수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체중의 변화와 'Food neophobia'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에너지 섭취량은 SEC-22 복용군에서만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의 유의성 있는 증가가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군에서의 변화 역시

곡물류 위주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밥 먹는 양의 증가가 에너지 섭취량을 증가시킨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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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표에 있어 연령별 신장 백분위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지만, 연령별 체중과 BMI 백분위는 SEC-22 복용군에서만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기간 뿐만이 아니라 관찰 2개월에서도 나타나 SEC-22 복용이

적어도 복용 이후 2개월 정도까지 체중개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SEC-22의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의 개선과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의 증가 및 체중과 BMI 백분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SEC-22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남으며, 추후 SEC-22 복용의 중장기적인 효과와

성장지표, 식행동 및 식이섭취의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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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마른 체형의 소아들에게 SEC-22를 복용시킨 결과 식욕 증가와

함께 식사량을 중심으로 까다로운 식습관이 개선되고, 탄수화물

섭취량 위주로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별 체중 및 BMI

백분위도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위약군과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

소아들도 SEC-22의 복용을 통해 식욕 및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의

증가, 체중개선 및 BMI 백분위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SEC-22 복용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와 성장지표, 식행동 및 식이섭취의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76 -

VI. 연구 4: Sansa Extract Compound 33

(SEC-33)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의 성장과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유아기 시기는 신체발육과 신경계통의 여러 기관의 성장과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에너지와

영양소들이 크게 필요한 시기이다. 저체중은 BMI 백분위 5

percentile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WHO Expert Committee

1996, Kuczmarski et al. 2000),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의

소아들도 장기적으로 성장발달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식이섭취

부족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식이섭취 부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본인의 성장잠재력(growth potential)만큼을 충분히 크지 못하게

되어 키성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또한,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의

아이들이 5세 미만의 사망률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아기의 섭취부족으로 인한 체중증가 부족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증상이다(Bhagowalia et al. 2011).

유아기의 만성 식욕부진이나 다양하게 먹지 않게 되면 영양소

섭취량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고, 마른 체형이나 저체중으로 진행할

경우 면역력저하로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잘못 형성된 식습관은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건강에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또한, 감기, 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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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등의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식욕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며(Brown et al. 1995), 까다로운 식습관이 있는 소아에서

저체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Ekstein S et al. 2010).

임상적으로 저체중이 아닌 경우에도 BMI 50% 이하의 마른 체형

유아의 부모들은 성장과 체중개선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 한약 등

생약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2를 기반으로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들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2의 소화기능과 호흡기능 개선을 위해 서울 소재

1개 한의원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보폐성장증보탕을

기초로 하여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한약재로 Sansa Extract

Compound 33(이하 SEC-33)을 구성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SEC-33의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변화, 체중과 BMI의 성장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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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low chart of study.

2.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개요는 Figur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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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험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1) 피험자의 선정기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서울지역 81개

어린이집의 소아들과 서울소재 1개 한의원 내원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817명을 모집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아

86명과 소아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 8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Figure 7).

① 연령 : 만 2세(24개월)∼5세(72개월 미만)

② BMI<15 percentile 또는 i),ii),iii)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i) 15 percentile≤BMI<25 percentile

ii) 6개월 이상 식욕부진

iii) 3일 식이조사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필요추정량(EER)

의 -1S.D. 미만

③ 만성 비염이 있거나 감기횟수 4회/년 초과

※ 만성 비염의 진단

재채기, 콧물, 코막힘, 소양감, 후비루 등의 증상(동헌종 2006)이

1년중 연속 혹은 비연속적으로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LOb

Conseils 2005)(단, 비강내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한 비염 및

약물유발성 비염 제외)

2) 피험자의 제외기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단, 보호자 진술에 한함).

기아

흡수장애

소화기질환(기능성 질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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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 식욕부진

우울증

간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병

암

감염(감기, 만성 비염 제외)

2주 이내의 특정 약물(Table 9)(Morley 1997) 및 한약 복용

미숙아 또는 쌍둥이

단, 약물 및 한약을 복용중인 경우 2주간의 체외배출기간(wash-

out period)을 두고 연구에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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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무작위 배정

연령에 따른 층화블록 무작위 배정을 통해 SEC-33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시행

2중 눈가림법을 사용하여 치료 2개월간 SEC-33 복용군에는

SEC-33(Table 19), 위약군에는 대조식품(Table 20)을 투여하였고,

이후 관찰 2개월간은 식품 투여 없이 경과만을 관찰하였다.

① 시험식품

SEC-33은 체중별 기준 체중(Table 21)에 해당하는 용량에 따라

120℃ 전탕기에서 물로 2시간 탕전되었으며, 피험자에게 2개월간

하루 120cc를 2∼3회 나누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② 대조식품

대조식품은 SEC-33과 열량이 동일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제약회사에서 원액을 공급받아 희석하여 피험자에게 2개월간 하루

120cc를 2∼3회 나누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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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s Scientific Name Dose(g)/day/15kg

楡根皮

山査(炒)

白朮(炒)

絲瓜絡

薄荷

荊芥

陳皮

麥芽(炒)

砂仁(炒)

黃芪

生薑

大棗

鹿茸

Root bark of Ulmus macrocarpa HANCE

Broiled fruit of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Broiled root of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Fruit of Luffa cylindrica ROEMER

Leaf and stem of Mentha arvensis LINNE var. piperascens

MALINVAUD

Dried whole plant of Schizonepeta tenuifolia BRIQUET

Dried peel of Citrus unshiu MARKOVICH

Broiled sprout of Hordeum vulgare LINNE

Broiled fruit of Amomum xanthioides WALLICH

Dried root of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Root of Z ingiber officinale ROSCOE

Dried fruit of Z izyphi FRUCTUS

Horn of Cervus elaphus LINNE

5.60

4.67

3.73

3.73

3.73

2.80

2.80

2.80

1.87

1.87

1.40

1.40

0.47

Crystalline fructose 12.00

Table 19. The Composition of Sansa Extract Compound 33(SEC-33)

Ingredients Dose(g)/day/15kg

Molasses

Citric acid

Trisodium citrate (crystalline)

Herb flavor

2.40

0.16

0.04

0.36

Crystalline fructose 12.0 + 3.0
1)

Table 20. The Composition of Placebo

1) Adjusted by reference weight.

Measured Weight Reference Weight

7.6∼10.5

10.6∼13.5

13.6∼16.5

16.6∼19.5

19.6∼22.5

22.6∼25.5

9

12

15

18

21

24

Table 21. Reference Weight according to Measured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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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신체계측(신장, 체중), 설문조사(소화기증상 설문지(Alarcon, Lin

et al. 2003), 까다로운 식행동 설문지), 식이섭취조사를 초기 내원시,

치료 1개월, 치료 2개월, 치료 이후 관찰 1개월, 관찰 2개월에 각각

시행하였다.

①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한의원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Inbody(InBody

J05, Biospace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측정하였다. BMI는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계산하였으며, 신장, 체중, BMI 백분위는 2007년 한국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② 소화기증상 설문지

소화기증상 중 메스꺼움, 구역구토, 더부룩함, 복통, 트림, 방귀에

대한 주당 평균 발생 빈도를 기록하도록 하여 치료기간 중

위장관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③ 까다로운 식행동 설문지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식욕, 밥 먹는 시간, 까다로운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식욕은 7-point VAS로, 밥 먹는 시간은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까다로운 식습관 설문지는(Shim et al. 2011,

Carruth, Skinner 2000)은 식사량(amount) 3문항, 식품거부감(food

neophobia) 2문항, 편식(unbalanced diet) 1문항을 포함 총 9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 문항당 7-point VAS로 평가한 후 문항에

따라 까다로운 식습관이 적은 쪽을 1, 많은 쪽을 7로 조정하여 9개

문항 총합을 Total 점수로 계산하고 식사량(amount) 점수는

3문항을 합산하여 최저 3점부터 최대 21점으로 계산하였고,

식품거부감(food neophobia) 점수는 2문항을 합산하여 최소 2점부터

최대 14점으로 처리하였다(부록 Tab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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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이섭취조사

식이섭취조사는 초기 내원시 육아를 담당하는 보호자를 교육하여

내원일 전후 7일 중 감기 등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되지

않도록 3일(주중 2일, 주말 1일)을 기록하도록 한 후 에너지와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품군을 DES(Diet Evaluation

System, DES-Korea co., Seoul, Korea)로 분석하였다. 총에너지

섭취비율은 Atwater factor를 사용하여 탄수화물 4 kcal/g, 단백질 4

kcal/g, 지방 9 kcal/g로 계산하였다.

(3) 통계분석

각 항목별 인원수 분포의 변화는 chi-square test, SEC-22

복용군과 위약군의 군간 비교는 student's t-test, 각 군 내에서의

복용 전후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9.1.3,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p-값은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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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1) 대상 소아들의 특성

연구를 마친 최종 대상자는 총 67명(SEC-33 복용군 39명, 위약군

28명)으로, SEC-33 복용군은 남아 59%, 여아 41%, 위약군은 남아

72%, 여아 28%였다. 연령은 SEC-33 복용군, 위약군 각각 4.0±1.0,

4.2±1.1세였고, 연령별 신장백분위는 각각 43.1±25.4, 42.9±32.3

percentile로 평균 이하였으며, 연령별 체중백분위는 각각 15.8±14.5,

15.7±15.2 percentile, BMI 백분위는 각각 8.2±5.5, 7.1±6.0 percentile

로 2007 한국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 -1S.D.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모두 SEC-33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VAS로 평가한 소화기 증상에서는 오심, 구역구토, 더부룩함,

복통, 트림, 방귀 점수 모두 SEC-33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까다로운 식행동에서 밥 먹는 시간은 SEC-33 복용군과 위약군이

각각 39.6±17.6, 34.8±14.1분으로 평균 30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까다로운 식습관 관련 항목들 점수는 모두 SEC-33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3일간의 식이섭취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분석에서 에너지 섭취량은

SEC-33 복용군과 위약군이 각각 1174.8±324.3, 1255.5±259.8kcal/day

였으며, 에너지 섭취비율은 탄수화물에서 약 55∼60%, 단백질에서

약 16∼18%, 지방에서 약 24∼27% 수준으로 SEC-33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SEC-33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50% 미만으로

SEC-33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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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C-33 group

(n=39)

Placebo group

(n=28)

% male 59 72

Age(years) 4.0±1.0 4.2±1.1

Growth indices

Height-for-age(percentile)

Weight-for-age(percentile)

BMI(percentile)

43.1±25.4

15.8±14.5

8.2±5.5

42.9±32.3

15.7±15.2

7.1±6.0

Gastrointestinal symptoms

Nausea

Vomitting or regurgitation

Abdominal distention

Abdominal pain

Belching/burping

Flatulence

6(15%)

7(18%)

7(18%)

12(31%)

18(46%)

29(74%)

4(15%)

3(11%)

3(11%)

7(26%)

14(52%)

27(96%)

Picky eating behavior

Eating time (min)

Picky eater score
1)

① Eating problem1)

② Unbalanced diet
1)

③ Frequency of food reward
1)

④ Frequency of preparing special food1)

⑤ Appetite
1)

⑥ Undereating frequency
1)

⑦ Frequency of trying to feed1)

⑧ Food neophobia(trial)
1)

⑨ Food neophobia(eager)
1)

Eating amount2)

Food neophobia
3)

Total
4)

40.4±17.3

4.9±1.8

4.0±2.0

3.5±1.7

3.7±1.9

3.1±1.4

4.7±1.6

5.6±2.0

5.0±1.5

5.2±1.4

8.6±2.9

10.1±2.6

41.5±10.8

33.6±14.4

4.6±1.5

4.3±1.5

3.5±2.1

4.1±2.1

3.4±1.3

4.5±1.9

5.0±1.9

4.6±.5

4.5±1.6

9.1±3.1

9.1±2.8

39.6±10.1

Energy/nutrient intake

Energy(kcal/day)

Carbohydrate(g/day)

(% energy)5)

Protein(g/day)

(% energy)
5)

Fat(g/day)

(% energy)
5)

1178±332

178.8±48.0

(59.7±5.6)

48.8±14.4

(16.1±2.0)

34.0±13.5

(24.3±4.7)

1242±248

177.9±36.9

(56.1±5.1)✝

55.6±15.9

(17.1±2.6)

38.9±9.9

(26.8±4.3)
✝

Food group intake (serving 1 day)

Grains

Meat, Fish, Eggs, and Beans

Vegetables

Fruits

Milk and Dairy products

Oil, Fats and Sugars

1.8±0.6

2.3±0.9

2.8±1.1

1.2±0.8

1.5±0.7

3.7±1.8

1.7±0.4

3.5±1.9
✝

3.4±1.8

1.1±0.9

1.4±0.7

4.4±1.7

Mother`s work status

Employed

Unemployed

24(62%)

15(38%)

14(52%)

13(48%)

Table 2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t the Baseline Visit

n(%) o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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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sured by 7-point scale.

2) Scored from 3 to 21 points by sum of ⑤, ⑥(reverse score), ⑦(reverse score).

3) Scored from 2 to 14 points by sum of ⑧, ⑨.

4) Scored from 9 to 63 points by sum of 9 question from ① to ⑨(⑤ is reverse

score).

5) Percentage of total energy intake(% energy) was calculated by using Atwater factor

(Carbohydrate = 4 kcal/g, Protein = 4 kcal/g, Fat = 9 kcal/g).

✝ : Signigicantly different from SEC-33 group by student's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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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 증상 개선에 미치는 영향

소화기증상에서는 초기 내원시 메스꺼림이 SEC-33 복용군과

위약군 각각 6명(15%), 4명(15%), 구역구토가 7명(18%), 3명(11%),

더부룩함이 7명(18%), 3명(11%)으로 비율이 적었고, 복통이 12명

(31%), 7명(26%), 트림이 18명(46%), 14명(52%), 방귀가 29명(74%),

26명(96%)으로 비율이 높았다. 소화기증상 중 더부룩함의 비율만

관찰 2개월에 위약군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Table 23).



- 89 -

Variables

Baseline
Treatment Follow-up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33

(n=39)

Placebo

(n=28)

SEC-33

(n=39)

Placebo

(n=28)

SEC-33

(n=39)

Placebo

(n=28)

SEC-33

(n=39)

Placebo

(n=28)

SEC-33

(n=39)

Placebo

(n=28)

Nausea 6(15%) 4(15%) 6(15%) 6(22%) 4(10%) 3(11%) 4(10%) 4(15%) 5(13%) 1(4%)

Vomitting or regurgitation 7(18%) 3(11%) 7(18%) 2(7%) 6(15%) 4(14%) 7(18%) 4(15%) 7(18%) 3(11%)

Abdominal distention 7(18%) 3(11%) 7(18%) 5(19%) 8(21%) 2(7%) 4(10%) 9(33%) 5(13%) 6(22%)*

Abdominal pain 12(31%) 7(26%) 11(28%) 11(41%) 13(33%) 5(19%) 13(33%) 10(37%) 11(28%) 10(37%)

Belching/burping 18(46%) 14(52%) 18(46%) 12(44%) 16(41%) 14(52%) 17(44%) 19(70%) 18(46%) 17(63%)

Flatulence 29(74%) 27(96%) 33(85%) 28(100%) 32(82%) 25(89%) 32(82%) 25(93%) 32(82%) 28(100%)

Table 23. The Distribution Change of Gastrointestinal Symptoms during the Study Period

n(%)

Cell size below 5 is excluded from chi-square test.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chi-squar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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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까다로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밥 먹는 시간은 SEC-33 복용군에서 치료 및 관찰기간 모두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위약군에서는 치료 1개월과

관찰 1개월에서만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까다로운 식습관 중

‘Eating problem', 'Appetite',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는

SEC-33 복용군에서만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다. 까다로운 식습관 총점은 SEC-33

복용군에서만 치료 2개월과 관찰 1, 2개월에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했는데, 주로 'Eating amount' 점수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고 'Food neophobia' 점수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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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Eating time (min)(%) -5.5±10.6
**
-4.1±9.1

*
-6.5±13.9

**
-3.6±13.1 -6.0±12.8

**
-5.5±11.7

*
-6.2±14.2

*
-3.6±13.8

Picky eater score
1)

① Eating problem1) -0.3±1.3 -0.2±1.3 -0.6±1.5* 0.0±1.5 -0.8±1.6** -0.6±1.8 -0.9±1.7** -0.4±1.5

② Unbalanced diet1) 0.0±1.5 -0.5±1.2 0.0±1.5 0.1±1.6 -0.2±1.6 0.2±1.5 -0.3±1.8 -0.2±1.6

③ Frequency of food reward1) 0.1±2.0 -0.2±1.9 0.0±1.5 0.1±2.7 -0.3±1.7 -0.5±2.6 -0.1±1.5 0.0±2.7

④ Frequency of preparing special food
1)

-0.3±1.4 -0.2±1.7 -0.1±1.8 -0.1±2.5 -0.5±1.5 0.0±1.6 -0.6±1.5
*
-0.1±1.9

⑤ Appetite
1)

0.2±1.0 -0.1±1.4 0.5±1.2
*

0.0±1.5 0.4±1.0
**

0.3±1.3 0.6±1.3
**

0.4±1.4

⑥ Undereating frequency
1)

-0.6±1.8
*

-0.4±1.9 -0.5±1.8 -0.1±2.1 -0.5±1.6 -0.6±1.7 -1.1±1.9
**

0.4±2.4

⑦ Frequency of trying to feed1) -0.5±1.5* -0.1±1.7 -0.6±1.2** 0.0±1.9 -0.8±1.3** -0.3±2.0 -1.0±1.5** 0.2±2.0

⑧ Food neophobia(trial)1) 0.2±1.3 -0.1±1.4 -0.2±1.6 0.0±1.1 0.1±1.3 -0.3±1.6 -0.1±1.4 0.0±1.7

⑨ Food neophobia(eager)1) 0.0±0.9 0.0±1.4 -0.2±1.3 0.3±1.5 -0.2±1.2 0.1±1.6 -0.2±1.1 0.3±1.8

Eating amount
2)

1.0±2.8
*

0.7±3.1 0.6±2.6 0.1±3.2 0.9±2.4
*

0.6±3.2 1.5±2.8
**

0.2±3.4

Food neophobia
3)

0.2±1.8 0.0±2.0 -0.4±2.6 0.3±2.1 -0.1±2.2 -0.3±2.8 -0.3±2.1 0.3±3.0

Total
4)

-1.6±6.9 -1.5±7.6 -2.7±7.4
*

0.1±11.5 -3.6±7.5
**
-2.7±10.4 -4.9±8.3

**
-1.4±10.9

Table 24. The Change of Picky Eating Behavior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All dat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EC-33 and placebo groups.

SEC-33 : Sansa Extract Compound 33.

1) Measured by 7-point scale.
2) Scored from 3 to 21 points by sum of ⑤, ⑥(reverse score), ⑦(reverse score).

3) Scored from 2 to 14 points by sum of ⑧, ⑨.

4) Scored from 9 to 63 points by sum of 9 question from ① to ⑨(⑤ is reverse score).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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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이섭취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섭취량의 증감폭은 SEC-33 복용군과 위약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섭취량 백분위

증감폭은 관찰 1, 2개월에서 SEC-33 복용군, 위약군이 각각

-0.4±5.5와 3.2±6.3(p=0.026), -1.1±7.2와 3.2±5.9(p=0.010)로

위약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단백질 섭취량의 증감폭은

관찰 2개월에서 SEC-33 복용군과 위약군이 1.8±17.0과 -7.5±17.5

(p=0.038)로 위약군에서의 감소폭이 유의성 있게 컸다. 지방

섭취량의 증감폭은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Table 25).

식품군에서는 육류, 생선, 계란, 콩류가 관찰기간 중 SEC-33

복용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초기

내원시와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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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Energy(kcal/day) -34±299 -23±342 -21±251 -27±273 60±281 -22±308 44±313 -41±414

Carbohydrate(g/day) -8.1±36.0 4.1±54.9 -0.1±39.8 4.7±40.3 9.3±43.2 4.8±42.4 3.9±42.0 4.3±70.0

(% energy)1) (-0.8±6.9) (2.3±6.4) (1.0±7.5) (2.7±6.7)* (-0.3±5.7) (2.8±6.2)*✝ (-1.1±7.2) (2.7±6.1)*✝

Protein(g/day) 0.2±16.0 -4.1±17.1 -1.7±13.5 -5.2±14.2 2.7±14.2 -4.9±17.9 2.3±17.3 -7.4±16.5*✝

(% energy)1) (0.5±2.6) (-0.7±3.0) (-0.2±3.0) (-0.9±2.4) (0.0±3.2) (1.0±2.9) (0.1±2.9) (-1.1±2.8)*

Fat(g/day) -0.8±16.2 -2.9±12.5 -1.9±12.8 -3.9±13.8 1.6±11.4 -2.8±12.8 2.1±15.0 -3.6±13.4

(% energy)
1)

(0.3±5.9) (-1.6±5.2) (-0.9±5.7) (-1.8±6.5) (0.3±4.4) (-1.8±5.3) (0.9±5.8) (-1.6±5.0)

Table 25. The Change of Nutrient Intake by 3-day Dietary Record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SEC-33 : Sansa Extract Compound 33.

1) Percentage of total energy intake (% energy) was calculated by using Atwater factor(Carbohydrate = 4 kcal/g, Protein = 4 kcal/g, Fat =

9 kcal/g).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C-33 group by student's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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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group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Grains -0.1±0.4 0.1±0.5 0.0±0.4 0.2±0.5 0±0.5 0.1±0.5 0.0±0.5 0.1±0.7

Meat, Fish, Eggs, and Beans 0.4±1.6 -0.3±1.6 0.1±1.4 -0.7±1.6
*

0.5±1.7 -0.6±2.1
✝

0.5±1.8 -1.0±1.6
*✝

Vegetables 0.1±1.2 -0.1±1.8 0.1±1.0 0.0±1.9 0.5±1.1* -0.3±1.7 0.3±1.2 -0.3±1.9

Fruits -0.1±1.0 0.2±1.1 0.3±1.1 0.0±1.0 0.4±1.3 0.4±1.2 0.2±1.3 0.6±2.1

Milk and Dairy products -0.2±0.7
*

-0.2±0.7 -0.1±0.7 -0.1±0.7 -0.2±0.6 -0.1±0.8 -0.2±0.8 0.0±0.8

Oil, Fats and Sugars -0.1±2.2 -0.1±2.3 0.0±2.3 -0.8±2.1 0.2±2.5 -0.8±2.0 -0.2±2.4 -0.7±2.1

Table 26. The Change of Food Group Intake by 3-day Dietary Record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SEC-33 : Sansa Extract Compound 33.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C-33 group by student's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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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체중 백분위는 치료 2개월에서 초기 내원시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관찰 2개월에서도 초기 내원시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BMI 백분위는 치료 2개월에 SEC-33 복용군, 위약군이

각각 5.0±7.9와 1.2±6.8(p=0.049)로 SEC-33 복용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치료 1, 2개월 및 관찰 1개월에서

SEC-33 복용군에서만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Table 27, Figure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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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eatment periods Follow-up periods

1 month 2 months 1 month 2 months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SEC-33 Placebo

Height-for-age (percentile) -0.8±6.5 -0.2±4.0 -0.9±8.0 0.3±3.4 -1.3±8.0 0.2±2.8 -0.7±8.9 0.9±3.6

Weight-for-age (percentile) 1.5±5.3 1.2±5.5 2.5±5.7* 0.8±6.3 1.6±6.9 1.1±6.5 2.5±6.5* 1.8±6.5

BMI (percentile) 2.7±5.2
*

0.8±4.6 5.0±7.9
*

1.2±6.8
✝

2.9±7.3
*

1.9±7.0 3.7±8.4 2.8±9.8

Table 27. The Change of Growth indices(percentile)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Mean±S.D.)

SEC-33 : Sansa Extract Compound 33.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C-33 group by student's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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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change of weight-for-age percentile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Figure 9. The change of BMI percentile compared to baseline visit

during the study period.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values by paired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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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의 소아들은 성장발달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식이섭취 부족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식이섭취

부족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본인의 성장잠재력(growth

potential)만큼 충분히 크지 못하여 키성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또한, 마른 체형의 소아들이 5세 미만의 사망률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로 보아(Bhagowalia et al. 2011), 이러한

식이섭취 부족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유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의 만성 식욕부진이나 편식 등 식품섭취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섭취부족의 상태로 이어지기 쉽고 유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인

이후에도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또한, 식이섭취부족은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져 감염성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감기,

비염 등 호흡기질환은 식욕부진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영양흡수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식이섭취 부족의 상태로 이어지게 한다(Brown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2를

기반으로 잦은 감기와 만성비염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마른 체형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 2의 소화기능과

호흡기능 개선을 위한 보폐성장증보탕을 기초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한약재로 구성된 SEC-33의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조사를 통한 식이섭취 변화, 체중과 BMI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SEC-33은 서울소재 1개 한의원에서 호흡기질환을 치료하고

소화기능을 도와 마른 체형 소아들의 체중개선과 성장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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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사용해오던 처방을 근간으로 하여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한약재들만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유근피, 산사(초), 백출,

사과락, 박하, 형개, 진피, 맥아(초), 사인(초), 황기, 생강, 대조,

녹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33 복용 전후로 평가한 소화기증상에서는 치료기간 중

위장관에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한

소화기의 증상을 호소하는 소아의 인원수가 매우 적거나 측정

시기마다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만 2∼5세

소아의 소화기 증상을 보호자를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보호자를 통해 소아에 대한 증상을

확인하는 설문지 조사를 시행할 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운 식행동의 경우 밥 먹는 시간은 SEC-33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지만, 'Eating problem',

'Appetite',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 및 까다로운 식습관

총점은 SEC-33 복용군에서만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유의성

있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3과 마찬가지로 'Eating

amount' 점수는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반면 'Food neophobia'

점수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식욕부진은 감기, 비염 등의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발열이 있는 경우 2∼4배까지 증가하는데

(Brown et al. 1995), SEC-33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를 통해 식욕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SEC-33 복용 전후의 에너지 섭취량 변화는 연구기간 내내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관찰기간 중

위약군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이 줄고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율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SEC-33 복용군과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초기 내원시부터 SE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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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군에 비해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율이 유의성 있게

적고 지방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율이 유의성 있게 큰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의미있는 변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식품군에서도 역시 의미있는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성장지표에 있어 연령별 신장 백분위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고, 연령별 체중과 BMI 백분위는 SEC-33 복용군에서만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기간 뿐만이 아니라 관찰기간에서도 나타나 SEC-33의

복용이 복용 이후 적어도 1, 2개월까지 체중개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SEC-33의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을 개선시키고,

체중 및 BMI 백분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식이섭취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보호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식이섭취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양분석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연구 대상자수가 너무 적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SEC-33의

복용기간도 유의성 있는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2개월로 다소

짧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추후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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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의 소아들에게 SEC-33을

복용시킨 결과, 식욕 및 식사량 등 까다로운 식습관이 개선되고,

연령별 체중 및 BMI 백분위가 복용전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특히 BMI 백분위는 치료 2개월에서 SEC-33 복용군이

위약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여 군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비록 식이섭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체중이 아닌 마른

체형 소아들도 체중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SEC-33 복용으로 인한 성장지표, 식행동, 식이섭취의 중장기적인

변화 및 질병이환기간이나 호흡기질환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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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종합 고찰

본 연구는 생약추출물이 소화기증상,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섭취,

성장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1, 2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한의원에서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 성장증보탕, 보폐성장증보탕이 실제로 성장지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연구 3, 4는 연구 1, 2에서

검증되었던 한약을 토대로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한약재들만으로

재구성된 SEC-22, SEC-33의 복용이 소화기증상,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섭취, 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군, 위약군 비교연구로서

확인하였다. 연구 1과 연구 3은 마른 체형 소아들을 대상으로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생약추출물을 복용시켰고, 연구 2와 연구 4는

감기나 만성 비염 등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들을

대상으로 소화기능과 호흡기질환에 도움이 되는 생약추출물을

복용시켰다(Table 28).

성장지표 중 연령별 신장백분위는 모든 연구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지만, 연구기간이 의무기록 분석은 3개월, 임상연구는

4개월(치료기간 2개월, 관찰기간 2개월)로 신장백분위의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다. 체중백분위와 BMI 백분위는 모든

연구에서 생약추출물 복용 후, 복용 전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는데, BMI 백분위의 경우 연구 1에서 1, 2, 3개월 각각 5.3,

4.0, 8.0 percentile, 연구 3에서 1, 2개월 각각 1.4, 2.2 percentile

증가하여 한약(성장증보탕)을 복용한 경우가 식품(SEC-22)을

복용한 경우보다 증가폭이 높았고, 연구 2에서도 1, 2, 3개월 각각

5.1, 7.1, 16.7 percentile, 연구 4에서 1, 2개월 각각 2.7, 5.0

percentile로 역시 한약(보폐성장증보탕)을 복용한 경우가 식품

(SEC-33)을 복용한 경우보다 증가폭이 다소 컸다(Tab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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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표의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3,

4에서는 소화기증상과 까다로운 식행동 설문지, 식이섭취조사를

통한 영양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소화기증상의 경우 연구 3과 연구 4 모두에서 치료 및

관찰기간동안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증상의 경우 해당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고, 보호자를 통해 소아의 소화기증상을

확인하는 방식이 실제로 소아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까다로운 식행동의 경우 연구 3에서는 까다로운 식습관 중

‘Unbalanced diet’, ‘Frequency of food reward’,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가, 연구 4에서는 ‘Eating problem', 'Appetite',

'Frequency of trying to feed' 점수가 SEC-22 또는 SEC-33

복용군에서만 치료 및 관찰기간 대부분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개선되어 SEC-22 또는 SEC-33 복용이 까다로운

식행동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구 3의 경우 밥

먹는 시간과 까다로운 식습관 중 ’Eating amount' 점수가 SEC-22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에서 초기 내원시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개선되어 SEC-22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4의 경우에는 밥 먹는 시간과 까다로운 식습관 중

’Eating amount' 점수 모두 SEC-33 복용군에서만 대부분 유의성

있게 개선되어 호흡기질환의 이환으로 인한 식행동 문제가

체중정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Food neophobia’

점수는 연구 3과 연구 4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어 ‘Food

neophobia’ 경우 마른 체형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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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섭취에 있어서는 연구 3의 경우 SEC-22 복용군에서만 초기

내원시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를 보였으나, 연구 4의 경우 치료기간 중 SEC-33 복용군과

위약군 모두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호흡기질환이 없는

연구 3의 마른 체형 소아들의 경우 소화기능 개선을 통한 섭취량의

증가가 체중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연구 4의 마른 체형 소아들의 경우에는 소화기능의

개선보다는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식욕부진 등의 까다로운 식행동

문제의 개선이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구 4에서 섭취량의 증가를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은

식이섭취조사가 보호자의 응답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점심식사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급식을 얼마나 먹는지 보호자가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식이섭취 조사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군별 28∼44명 수준의 대상자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저체중 개선을 위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이유식에 대한

영양교육이나 영양음료보충으로는 성장지표 개선효과가 별로

없었다(Bhandari et al. 2004, 백인경, 이향숙 1991). 한국 나주지역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15개월동안 신장별 체중백분위 10% 미만

비율이 32.4%에서 2.9%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김유숙 외 2011),

이란 캬슈카이 부족의 1년간 영양교육 후에 신장별 체중백분위가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Salehi et al, 2004).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시행된 연구방법, 기간, 대상이 달라서 개선효과를

절대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생약추출물의 2개월간 단기간 복용을

통해 섭취량이 증가하고 성장지표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저체중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



- 105 -

본 연구를 통해 생약추출물의 복용이 호흡기질환이 없는 마른

체형 소아들에서는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와 체중증가 효과를,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들에서는 까다로운 식행동

개선과 체중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생약추출물 복용의 중장기적인 효과와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섭취

변화, 소아들의 성장변화의 중장기적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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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대상

만 2∼5세의 소아

1) 그리고 2)

1) 만성비염 : 없음

2) 감기횟수 : 4회/년 이하

1) 또는 2)

1) 만성비염 : 있음

2) 감기횟수 : 4회/년 초과

연구 1 (n=59) 연구 2 (n=60)

의

무

기

록

연

구

BMI < 50 percentile < 50 percentile

한약

복용

[ 성장증보탕 ]

산사, 배출, 진피, 맥아, 사인, 생강,

대추, 녹용, 초두구

[ 보폐성장증보탕 ]

성장증보탕

+ 유근피, 박하, 황기, 창이자, 백지

결과

BMI 백분위 변화

- 1개월(n=53) : 5.3 증가 (p<0.001)

- 2개월(n=32) : 4.0 증가 (p=0.002)

- 3개월(n=23) : 8.0 증가 (p=0.001)

BMI 백분위 변화

- 1개월(n=54) : 5.1 증가 (p<0.001)

- 2개월(n=39) : 7.1 증가 (p<0.001)

- 3개월(n=17) : 16.7 증가 (p=0.001)

연구 3 (n=79) 연구 4 (n=67)

임

상

연

구

BMI < 25 percentile < 25 percentile

식품

복용

[ SEC-22 ]

산사, 백출, 진피, 맥아, 사인, 생강,

대추, 녹용

[ SEC-33 ]

SEC-22

+ 유근피, 박하, 황기, 사과락, 형개

결과

1. 까다로운 식행동 변화

까다로운 식습관 일부 개선

1. 까다로운 식행동 변화

밥 먹는 시간 감소

까다로운 식습관 일부 개선

식사량 증가

2. 식이섭취 변화

탄수화물과 에너지 섭취량 증가

2. 식이섭취 변화

유의성 있는 변화 없음

3. BMI 백분위 변화

- 1개월 : 1.4 증가 (p=0.127)

- 2개월 : 2.2 증가 (p=0.030)

3. BMI 백분위 변화

- 1개월 : 2.7 증가 (p=0.002)

- 2개월 : 5.0 증가 (p<0.001)
*

Table 28. Overall Structure of the Studies

p : Paired t-test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placebo group by student's

t-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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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생약추출물이 마른 체형 소아들의 소화기증상, 까다로운 식습관,

식이섭취, 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 1개

한의원에서 만 2∼5세 소아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연구와

임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BMI 50 percentile 미만이고 호흡기질환이 없는 마른 체형

소아들 중 성장증보탕(한약)을 복용한 소아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 체중백분위, BMI 백분위 모두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BMI 50 percentile 미만이고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들 중 보폐성장증보탕(한약)을 복용한 소아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 체중백분위, BMI 백분위가 모두 유의성

있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BMI 25 percentile 미만이고 호흡기질환이 없는 마른 체형

소아들에게 성장증보탕을 토대로 구성된 SEC-22(식품)를

투여한 임상연구 결과 SEC-22 복용군에서 일부 까다로운

식습관의 개선 및 탄수화물 섭취량 증가에서 비롯된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와 그로 인한 연령별 체중백분위 및 BMI

백분위의 유의성 있는 증가를 확인하였다.

4) BMI 25 percentile 미만이고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들에게 보폐성장증보탕을 토대로 구성된 SEC-33(식품)을

투여한 임상연구 결과 SEC-33 복용군에서 밥 먹는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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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까다로운 식습관 중 식사량 증가로 인한 연령별 체중백분위

및 BMI 백분위의 유의성 있는 증가를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보호자를 통해 만 2∼5세 소아들의 소화기증상,

까다로운 식행동을 설문조사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식이섭취조사를 진행하였다. 식이섭취조사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점심 급식을 얼마나 먹는지 보호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식이기록 역시 숙련되지 않은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져 다소

정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 있다. 치료기간 2개월이 성장지표와

식이섭취의 변화를 보는데 다소 짧은 기간이란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이섭취조사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대상자수를 필요로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각 군별 대상자수가

28∼44명 수준에 그쳐 대상자수 부족으로 인한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생약추출물의 복용은 호흡기질환이 없는 마른

체형 소아들에서는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를 통한 체중증가 효과를,

호흡기질환을 동반한 마른 체형 소아들에서는 까다로운 식행동

개선을 통한 체중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생약추출물 복용의 중장기적인 효과 및 기전에 대한 연구와

까다로운 식행동, 식이섭취 변화, 소아들의 성장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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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Table A. 까다로운 식습관 설문지

Eating problem

1. 자녀의 식습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거의 문제 없음 매우 문제 많음

Unbalanced diet

2. 자녀의 편식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거의 없음 매우 심함

Frequency of food reward

3. 자녀에게 밥을 먹는 조건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2 3 4 5 6 7

거의 없음 거의 항상

Frequency of preparing special food

4. 다른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아 자녀를 위해 별도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2 3 4 5 6 7

거의 없음 거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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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량(Eating amount)

Appetite

5. 자녀의 식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거의 없음 매우 좋음

Undereating frequency

6. 자녀가 밥을 적게 먹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2 3 4 5 6 7

거의 없음 거의 항상

Frequency of trying to feed

7. 자녀에게 밥을 먹이려고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2 3 4 5 6 7

거의 없음 거의 항상

* 식품거부감(Food neophobia)

Food neophobia(trial)

8. 자녀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2 3 4 5 6 7

거의 없음 거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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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neophobia(eager)

9. 자녀에게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주면 얼마나

잘 먹으려고 합니까?

1 2 3 4 5 6 7

거의 먹지 않음 매우 잘 먹음



- 124 -

Abstract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Supplementation

on Growth and Eating Behaviors

of Th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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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n children, including underweight children, may have

insufficient intakes of energy and nutrients. In the long run, they

may suffer from decreased immune functions and faltered growth.

Thus, we ne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underweight or

thin children who do not have any organic causes for their

conditions so that we can find ways to improve these conditions.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medical records retrospectively and

conducted clinical trials (phase III) to identify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supplementation on thin children regarding their

growth and changes in diet and eating behaviors.



- 125 -

Two separate retrospective medical review studies were

conducted on children aged 2~5 years who visited an oriental

medical clinic in Seoul between January 1, 2006 and August 31,

2011 and supplemented with herbal extract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Changes of BMI percentile were compared to

baseline values at 1, 2, and 3 months during the supplementation.

Study I was conducted with supplementation of

Sungjangjeungbo-tang on 59 children with BMI percentile < 50

and without chronic rhinitis or frequently recurring colds. The

BMI percentiles at baseline and after taking Sungjangjeungbo-

tang for 1, 2, 3 months were 15.55±10.31 and 20.84±13.65(n=53,

p<0.001), 14.41±9.71 and 18.50±14.65(n=32, p=0.002), 13.78±10.05

and 21.82±13.74(n=23, p=0.001) respectively.

Study Ⅱ was conducted with supplementation of

Bofesungjangjeungbo-tang on 60 children with BMI percentile

<50 and suffering from chronic rhinitis and frequently recurring

colds. The BMI percentiles at baseline and after taking

Bofesungjangjeungbo-tang for 1, 2, 3 months were 21.33±10.04

and 26.43±13.16(n=54, p<0.001), 21.90±10.28 and 29.03±15.06(n=39,

p<0.001), 19.06±10.04 and 35.71±17.40(n=17, p=0.001) respectively.

Two double blind, randomized clinical trials were conducted on

children aged 2∼5 years with poor appetites and BMI percentile

< 25. Experimental groups were supplemented with two types of

Sansa Extract Compounds(SEC) and placebo groups were given

similar pouches without SEC for 2 months and observation

followed for 2 months after the supplementation. During 4

months, 3-day dietary record, questionnair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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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intestinal symptoms and picky eating behaviors, and

anthropometric measures including height and weight were

collected every month.

In Study Ⅲ, 79 children without chronic rhinitis and who

suffered from common cold less than four times per year were

selected and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were supplemented

with Sansa Extract Compound 22(SEC-22). The mean BMI

percentiles of SEC-22 group and placebo group were 7.9±7.0,

7.6±5.8. Scores of ‘Unbalanced diet’, ‘Frequency of food reward’,

‘Frequency of trying to feed’ significantly decrease compared to

baseline visit over the 4 month period in SEC-22 group but not

in Control group. In the SEC-22 group, energy and carbohydrates

intakes and weight-for-age percentile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compared to baseline visit at both first and second

months of treatment as well as in the second month of

follow-up. The BMI percentil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at

second month of treatment and second month of follow-up

compared to baseline visit, only in SEC-22 group.

Study Ⅳ was conducted on 67 children with chronic rhinitis or

who suffered from common cold more than four times per year

were selected and the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upplemented with Sansa Extract Compound 33(SEC-33). The

mean BMI percentiles of SEC-33 group and placebo group were

8.2±5.5, 7.1±6.0. The SEC-33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Eating problem’, ‘Appetite', 'Frequency of trying

to feed' compared to baseline visit over the 4 month period and

‘Eating amount’ showed increases at first and second mon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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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compared to baseline visit. In the SEC-33 group,

energy and carbohydrate intakes and weight percentile for age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compared to baseline visit at second

month of treatment as well as in the second month of follow-up.

BMI percentile increased significantly at both first and second

month of treatment and first month of follow-up compared to

baseline visit. The increases of BMI percentil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significant at 2 month of supplementation period.

These studies showed that supplementation of SEC-22, which

is based on Sungjangjeungbo-tang,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energy intake, weight percentile, and BMI percentile for thin

children without any respiratory illnesses. The studies also

showed that supplementation of SEC-33, which is based on

Bofesungjangjeungbo-tang, is effective in improving picky eating

behaviors and increasing weight percentile and BMI percentile for

thin children with respiratory illnesses.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supplementation with herbal extract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y be beneficial in improving

growth and eating behaviors in thin children. However,

longer-term studies are nee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diet, growth, and health of young children.

Key words : underweight, low BMI, growth, eating behavior,

preschool children, herbs

Student number : 2007-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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