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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Recently,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early-life antibiotic exposure i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overweight or obesity. However, study design and duration of
exposure to antibiotics were different in some studies, resulting in different conclusions.

Objective : To perfor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early-life antibiotic exposure and development of overweight and obesity.

Methods : A comprehensive search was performed to identify articles published prior to May 31,
2017 using PubMed and Cochrane Library. Eleven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ive of them were
used for meta-analysis while the other six studies were used for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 As a result of meta-analysis of five studies, early-life antibiotics exposur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overweight or obesity (OR=0.821; 95% CI:
0.766~0.880). Most studies used for qualitative analysis showed consistent results with meta-analysis Effects of gender and phase of exposure were also evaluated in detail in th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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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Overall, exposure to antibiotics within six years of age had a high risk of becoming
overweight or obese in early childhood. Therefore, more careful considerations are needed when
treating pediatric patients with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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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과체중 및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
1)

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기준으로 5세 이하의 유

연구로서 부모의 기억에 의존하여 아이의 항생제 노출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제한점이 있었다.8)-10)

아 중 4,200만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아동기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뿐

과 메타분석(meta-analysis)를 통해 만 6세 미만

아니라 비만 관련 질환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

유∙소아 시기의 항생제 노출과 과체중 및 비만과의 연

2)

였다. 국내의 소아 비만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성을 평가하고 통합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추세에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에 의하면 만
6~18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2001년에는 남자 10.3%,

연구 방법

여자 7.6%의 유병률을 보이던 것이 2012~2015년에
남자 13.7%, 여자 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3) 소

1. 문헌 검색(Data sources and searches)

아 비만의 가능성을 유발하는 대표적 위험인자에는 유
전력,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임신성 당뇨, 산모의 비

PubMed, Cochrane Library의 데이터베이스를 사

만, 제왕절개 그리고 이른 항생제 사용 등이 있으며, 이

용하여 검색 가능한 기간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중 어린 나이에 부적절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항

자료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antibiotic’
,“child-

생제 오남용과 관련하여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1) 관

hood’
,‘obesity’
,‘overweight’
,‘infant’등의 단어

련 통계 자료를 보면,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를 조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제 검색한 키워드는

처방률은 2002년 73.64%에서 2014년 42.84%로 감소

‘antibiotic AND (pediatrics OR infants OR chil-

하였지만, 유∙소아의 감기 등에 사용되는 광범위 항생

dren OR childhood) AND (obesity OR overweight

제(3rd generation Cephalosporins, Quinolones)의

OR weight gain)’
이다.

처방률은 2006년 2.62%에서 2014년 5.43%로 오히려
2배 이상 증가 하였다.4)

2. 문헌 선정 기준(Inclusion criteria)

유∙소아의 항생제 사용과 관련하여 만 6세 이내에
항생제에 노출될 경우, 소아 비만이 될 위험성이 증가

아래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였다:

한다는 관찰연구들이 있다. 이는 유∙소아 시기에 지속

(1) 연구의 설계형태(study design)는 코호트 연구,

적으로 항생제에 노출될 경우 잠재적으로 장내 세균총

무작위배정비교 임상시험, 환자-대조군 연구를

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체내 대사 과정의 변화와 연

모두 포함함

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일부 관찰연구 또

(2) 환자군은 만 12세 이하의 소아로, 질환이나 성별

는 무작위배정 임상연구에서는 유∙소아 시기의 항생

에 제한 없이 만 6세 이내에 항생제에 최초로 노

제 노출과 체중 증가 및 비만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밝

출된 경우를 포함함

6),7)

또한 몇몇 연구들은 유∙소아의 데이터가 충

(3) 결과값은 소아청소년기 또는 유아기에 발생한 과

분하지 않아 명확한 증거 기반이 없기도 하고, 후향적

체중(overweight) 또는 비만(obesity)의 발생 건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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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number, N)를 관찰하는 문헌을 포함함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두 명의 연구자가

(4) 결과측정시점이나 추적관찰기간은 만 12세 이하
의 소아까지 포함함

독립적으로 자료 추출을 수행하였다. 저자이름, 출판년
도, 연구설계형태, 결과변수, 결과측정시점, 항생제 노
출군 및 항생제 비노출군, 각각에서의 과체중 혹은 비

과체중 혹은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은 선정된 연구의

만의 발생건수 등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각 나라와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각 기
준을 구별하여 제외하지 않고 각 나라의 기준에 맞게

4. 질 평가(Quality assessment)

정의된 것은 그대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출판 형태는
전문(full-text)을 볼 수 있는 문헌을 선정하였고, 출판

최종 선정된 문헌에 대해 1개의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언어는 한국어, 영어로 제한했다.

연구는 자다드 질 평가척도(Jadad’
s quality assess-

“소아”
,“유아”
,“소아청소년기”
에 대한 정의는 다음

ment scale)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4개의 코호트 연

과 같다.

구에 대해서는 뉴캐슬-오타와 질 평가 척도(Newcastle-Ottawa quality assessment scale)를 활용하
여 평가하였다.11),12) 연구의 질 평가(quality assess-

1)“소아”
“child”

ment)는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
[Dictionary] a person between birth and full

고 두 명의 연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growth; a boy or girl
[MeSH] A person 6 to 12 years of age. An individual 2 to 5 years old is CHILD,

5. 정량적 합성 및 통계 분석(Quantitative synthesis

PRESCHOOL.

and statistical analysis) : 메타분석(Meta-analysis)
항생제 비노출군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 발생 건수와

2)“유아”
“infant”

항생제 노출군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 발생 건수를 비교
[Dictionary] a child during the earliest period of

하여 대응위험도(odds ratio, OR)를 요약통계량으로

its life, especially before he or she

분석했다. 메타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Compre-

can walk; baby.

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version 2 (CMA

[MeSH] A child between 1 and 23 months of age.

26526; Biostat, Englewood, NJ, USA)이다. 통계적
모델은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무작위

3)“소아청소년기”
“pediatrics”

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을 각각 적용하고 비
교하였다. 이질성(heterogeneity) 분석에서는 카이제

[Dictionary] the branch of medicine concerned

곱검정(Q statistics)과 Higgin’
s I2 검정을 활용해 검

with the development, care, and

증하였다.13) 출판비뚤림(publication bias)을 측정하기

diseases of babies and children.

위해 Begg의 순위상관검정(Begg’
s rank correlation

[MeSH] A medical specialty concerned with

method)과 Egger의 선형회귀검정(Egger’
s regres-

maintaining health and providing

sion method)을 활용했다(p 0.05).14),15) p 0.05인

medical care to children from birth to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판단하였다.

adolescence.
6. 정성적 합성(Qualitative synthesis)
3. 자료 추출(Data extraction)
정성적으로 분석한 문헌은 총 6개로, 각각 연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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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태(study design), 연구 국가(country), 항생제 노

2. 연구의 특성 및 질 평가(Study quality and char-

출 기간(exposed period), 결과측정값(outcome), 결

acteristics)

과측정 시점(measurement point), 결과(results)의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항생제 노출 시기 및 성

정량적 통합을 위해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일반

별, 항생제 노출 횟수 등에 따른 영향을 중점적으로 알

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항생제에

아보고자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노출된 기간은 4개의 코호트 연구가 생후 24개월 이내
이며, RCT연구는 0~71개월이다. Saari et al.의 연구

연구 결과

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분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zad et al.의 연구에서는 결과측정의 시점을 구분하
였다.16),17)

1. 문헌 선정(Study selection)
문헌 검색 계획에 따라 수행한 결과, PubMed에서

3. 메타분석: 만 6세 이내의 항생제 노출이 체중에 미치

342건, Cochrane Library에서 2건의 문헌들이 검색

는 영향(Effect of exposure to antibiotics within 6

되었고, 최종적으로 11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Fig. 1).

years of age on body weight)

이 중 6개의 논문은 결과값이 과체중 또는 비만 발생
건수가 아닌 BMI-for-age z-score, weight-for-

메타분석에 포함된 5개 문헌에서, 항생제 비노출군

height z-score 등으로 제시되어 메타분석에서는 제

10,261명 중 898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이었으며

외하였고 정성적 합성을 실시하였다.

(8.75%), 총 25,070명의 항생제 노출군에서 2,922명

Fig. 1 Flow of information from identification to inclusion o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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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and events of childhood overweight or obesity after exposure
to antibiotic within first 24months of life compared with unexposure to antibiotic

Study

Study
design

Randomiz
Edmon
ed clinical
son6)
study

Scott8)

Saari16)

17)

Azad

Vile10)

Cohort
study

Cohort
study

Cohort
study

Cohort
study

Country

USA

UK

Finland

Expos
ed
period

Out
come

First
Over71
weight
months or obese

First
24
months

First
24
months

Obese

Obese

First
OverCanada
12
weight
months

USA

First
6
months

Obese

Measurement
point

Unexposed
group(N)
total

events

total

events

214

55

214

53

After 2
years

At
48
months

At
24~26
months

Exposed
group(N)

6844

355

0~6
months

3837

267

6~12
months

5851

390

12~24
months

5182

294

Boys

1286

255

4828

1121

Girls

1540

166

4408

552

Quality
Score*

3

9

8

At 9
years

178

37

438

144

At 12
years

132

24

299

97

At
2
years

67

6

13

4

9

7

* Randomized clinical study는 자다드 질 평가척도(5점 만점), Cohort study는 뉴캐슬-오타와 질 평가 척도(최대 10 star)를 적용하였음.

이 비만 또는 과체중이었다(11.66%). 메타분석 결과,

다음의 6개 연구는 결과값이 비만 또는 과체중의 발

항생제 비노출군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위험(OR)

생건수가 아닌 문헌들을 따로 모아 정성적으로 분석한

이 항생제 노출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것이다(Table 2). 6개의 연구가 각각 중점적으로 관찰

(OR=0.821; 95% CI: 0.766~0.880). 즉, 만 6세 이내

하는 것이 서로 달랐다. 먼저, Mbakwa et al.에서는

에 항생제에 노출될 경우 유∙소아기에 과체중 또는 비

항생제에 처음 노출되는 시기 및 반복 노출 횟수에 주

만이 될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Fig. 2). 이질성

목하였다.18) 항생제에 생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노

2

평가에서는 Q값이 17.89였고, I 값이 55.29%로 중간

출되는 경우에 weight z-score (0.24, 95% CI:

정도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고정효과모형

0.03~0.44, p=0.025), height z-score (0.23, 95%

(fixed effects model)과 무작위효과모형(random

CI: 0.0002~0.46, p=0.0498)가 한번도 노출되지 않

effects model)의 분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은 경우보다 증가하였으며, 생후 2세 미만에 2회 이상
노출되는 경우 역시 한번도 노출되지 않은 경우보다

4. 메타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문헌에 대한 정성적

weight z-score (0.34, 95% CI: 0.07~0.6, p=0.012)

분석(Additional qualitative analysis of other litera-

및 height z-score (0.29, 95% CI: -0.003~0.59,

ture not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p=0.052)가 증가한다. BMI z-score에 대한 결과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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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rest plot of the difference between unexposed overweight versus exposed overweight
* : 0-6개월에 처음 항생제에 노출, �: 6-12개월에 처음 항생제에 노출, �:12-24개월에 처음 항생제에 노출, �: 6114명의 남자아이 대상, ‖: 5948명의 여자아이 대상, ¶:
만 9세 때 outcome 측정결과, **: 만 12세 때 측정 결과

score가 증가했다(1회: 0.021, 95% CI: -0.038~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urphy et al.의 연구는 cross-sectional study로
서, 18개 국가의 31개 센터에서 데이터를 모아 이차적

0.081, 2개: 0.08, 95% CI: 0.017~0.160, 3개 이상:
0.104, 95% CI: 0.038~-0.170, p 0.001).20)

으로 분석한 것이다. 생후 12개월 이내에 항생제에 노

Trasande et al.의 연구도 항생제 노출 시기에 따른

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5~8세 때의 평균적 BMI에 대

weight-for-length z-score, BMI z-score, over-

한 차이를 결과값으로 하여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weight (OR 값)을 결과값으로 하여 관찰하였다.21) 생

성별에 주목하였는데, 같은 결과측정시점에서 여자아

후 6개월 이내의 항생제 노출은 10~38개월의 body

2

이(-0.008 kg/m , p=0.75) 보다 남자아이(+0.107

mass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지만(weight-

kg/m2, p 0.0001)의 BMI 증가가 관찰되었다.9)

for-length z-score: 10개월; +0.106, p 0.001,

Bailey et al.에서도 성별에 따른 Rate ratio (RR)을

BMI z-score: 38개월; +0.067, p=0.009), 생후 6개

비교할 수 있었는데, 역시 남자아이에서 생후 24-59

월 이후에 노출되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20) 마

개월에 비만일 위험이 높았다(RR=1.144, 95% CI:

지막으로, Gerber et al.의 코호트 연구는 생후 6개월

1.099~1.191, p 0.001).19) 성별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이내에 항생제에 노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과측정

노출 시기 및 항생제 종류에 따른 비만 위험도도 알 수

시점(6개월~7세)에서 평균 몸무게를 기준으로 그 차이

있다. 생후 5개월 이내에 broad-spectrum 항생제에

를 결과값으로 하여 관찰하였다.7) 그 결과 생후 6개월

노출될 경우, 24~59개월에 비만일 위험(RR=1.11,

내의 항생제 노출은 노출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7

95% CI: 1.03~1.19)이 생후 6~11개월에 노출된 경우

세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체중증가가 관찰되지 않았

19)

(RR=1.09, 95% CI: 1.04~1.14)보다 증가했다.

다(-0.09 kg; 95% CI: -0.26~0.08, p=0.3).7)

Poulsen et al.의 연구에서도 항생제 노출 시기에 주
목하였는데, 주산기(prenatal)와 생후 12개월 내에서

5. 출판 비뚤림 평가(Publication bias)

의 항생제 노출을 관찰했다. 주산기의 항생제 노출은
BMI z-score와 연관이 없었으며, 생후 12개월 이내에

출판 비뚤림을 평가하기 위해 Begg과 Mazumdar의

2개 이상의 항생제에 노출된 경우, 만 3세 때 BMI z-

순위상관검정법과 Egger의 선형회귀검정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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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studies and qualitative analysis
Exposed
period

Outcome

Measurement point

Results

Quality
Score*

First
10
years

Overweight
(n, %)
BMI z-score
Weight
z-score
Height
z-score

At 7 time
points
during
the
first
10
years

생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항생제에 노출
된 경우,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경우보다
weight-(0.24[0.03~0.44]) and height
(0.23[0.0002~0.46]) z-score가 증가하며,
2세 미만에 2회 이상 노출된 경우도 weight(0.34[0.07~0.60]) and height(0.29[0.003~0.59]) z-score가 증가.
그 이후의 항생제 노출과는 연관성이 없다.

9

CrossFirst
18
Murphy
sectional
12
9)
countries
et al.
study
months

BMI
differences

5~8
years

여자아이(-0.008 kg/m2, p=0.75)보다 남자
아이(+0.107 kg/m2, p 0.0001)에서 BMI의
증가가 관찰

7

0~23
months

Obesity
(Rate ratio;
RR)

24~59
months

이른 시기에 항생제, 특히 broad-spectrum
항생제에 노출될수록 비만일 위험이 증가
(0-5months_RR:1.11, 95% CI:1.03~1.19,
6-11months_RR:1.09, 95% CI:1.04~1.14)

9

3
years

Prenatal 시기의 항생제 노출은 BMI zscore와 연관성이 없고, 생후 12개월 미만에
서 2회 이상 항생제에 노출된 경우 BMI zscore가 증가 (1:0.021[-0.038~0.081],
2:0.088[0.017~0.160]≥3: 0.104[0.038~
0.170]; p 0.001)

8

생후 6개월 미만의 항생제 노출은 10~38개
월의 body mass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성
이 있고, 6개월 이후의 항생제 노출은 증가된
body mass와 연관성이 없다.

9

생후 6개월 내의 항생제 노출은 노출되지 않
은 경우와 비교하여 7세 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체중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다.(-0.09
kg[-0.26, 0.08 kg; p=0.3])

9

Study

Mbakwa
et al.18)

Bailey
et al.19)

Poulsen
et al.20)

Study
design

Cohort
Study

Cohort
study

Cohort
study

Trasande Cohort
et al.21)
study

Gerber
et al.7)

Cohort
study

Country

Nether
land

USA

USA

Prenatal
or
first 12
months

UK

First 24 Weight-for6
months length z-score
weeks,
( 6 mo, BMI z-score
10, 20, 38
6~14 mo, Overweight
months,
(odds ratio;
15~23
7 years
OR)
mo)

USA

First
6
months

BMI
z-score

Weight
change
(kg)

6 months
~
7 years

* 뉴캐슬-오타와 질 평가 척도(최대 10 star)를 적용하였음.

하여 확인했다. 그 결과 p값이 각각 0.174, 0.040였으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만 6세 미만의 항생제

며, Begg의 검정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Egger

노출과 체중증가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

의 검정법에서는 p값이 0.05 미만으로, 출판 비뚤림이

다. 총 5개 문헌을 포함한 메타분석 결과, 만 6세 이내

관찰되었다.

에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고 비만 또는 과체중이 된 경
우의 Odds ratio (OR)가 항생제에 노출된 후 비만이

고찰

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OR=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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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0.766~0.880). 즉, 만 6세 이내에 항생제에

을 수 있지만, 비만은 이와는 달리 이미 장내세균총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소아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

파괴되어 적절하지 못한 대사과정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 될 위험이 증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23)

노출된 시기, 반복적으로 노출된 횟수, 성별에 따라

이 연구에서 결과값을 나타내는 비만이나 과체중의

OR 값을 비교하였는데, 하위 그룹 분석(sub-group

기준이 각 나라나 기관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통일

analysis)을 하기에는 포함된 문헌 수가 충분하지 않아

된 지표로 각 연구를 비교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그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리고, 메타분석에서 항생제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비

항생제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
구 중 Edmonson et al.을 제외한 4개의 문헌에서 생

만이나 과체중 결과를 비교하였으나 항생제 종류에 따
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있다.

후 24개월 이내였다. 또한, 메타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본 연구를 통해, 임상적으로 소아에서 흔히 처방되는

6개 문헌 중에서도 Mbakwa et al.을 제외한 5개의 문

항생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소

헌이 항생제 노출 시기를 생후 24개월 이내로 한정하

아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였다. 이 중에서도 생후 6개월 이내에 처음 항생제에

적절하게 처방해야 하고, 비만이나 과체중이 될 위험은

노출될 경우 과체중 또는 비만일 위험이 더 증가하였

없는지 꾸준히 추적관찰 할 필요가 있다. 본 메타분석

9),19)-21)

다.

항생제 노출 횟수에 따른 영향은 Mbakwa et

에 포함된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서양권 나라

al. 및 Poulsen et al.의 연구 결과로부터 확인하였으

가 대부분이었다. 인종 또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인

며, 1회 노출되었을 때 보다 2회, 3회 이상 노출 시 결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나 동양권

과측정시점에서 체중 또는 BMI z-score가 높았다.18),20)

국가에서의 연구도 기대된다. 그리고 연구설계형태와

Murphy et al.의 연구에서는 남자아이에서 평균 BMI

결과측정값의 다양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활용에 있어

에 대한 차이값이 크게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된 결과측정값을

9)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항생제 노출에 따른

가진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다양한 결과값을 활용한 메

체중 증가가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연구들도 있다.6),7)

타분석이 기대된다.

앞으로는 연구설계 형태(study design)나 결과측정값
(outcome) 등의 지표가 통일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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