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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아의 영양 섭취 현황: 2007∼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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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al Status of Korean Toddler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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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eeding patterns, use of dietary supplements, and
nutrient intake of Korean toddlers.
Methods: We used data for 930 toddlers who participated in the 4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from 2007 to 2009. Feeding patterns and use of dietary supplements
were assessed using standardized questionnaires, and nutrition intake was assessed using the 24 hr recall
method.
Results: In 2007∼2009, 48.7% of toddlers used dietary supplements. Most parents (95.4%) initiated a
regime of dietary supplements for their children following the advice of friends or relatives. Only 0.4%
of parents followed the advice given by their doctors for dietary supplements use. In the survey of nutrient
intake for toddlers, the prevalence of inadequate calcium intake was 53.9% for subjects aged 1 year, 55.2%
for 2 years and 65.6% for subjects aged 3 years. The prevalence of inadequate iron intake was 52.0%
for subjects aged 1 year, 48.7% for 2 years and 48.4% for subjects aged 3 years. In the survey performed
on feeding patterns of toddlers during the infant period, mixed feeding accounted for 57.4%, breast feeding
for 32.2%,and formula feeding for 10.4%. Sixty-five percent of toddlers began weaning between 4 and
6 months.
Conclusions: This study indicated that a number of toddlers were at risk of inadequate calcium and iron
intake. The role of professionals in counseling for qualified dietary intake and dietary supplement use
is therefore necessary for Korean toddlers.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11; 14: 161∼170)
Key Words: Breast feeding, Dietary supplements, Nutrient intake

서

접수：2011년 5월 6일, 수정：2011년 6월 21일, 승인：2011년 6월 23일
책임저자：박미정, 139-707,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Tel: 02-950-1075, Fax: 02-951-1246
E-mail: PMJ@paik.ac.kr

론

영유아기는 일생 중 두뇌를 비롯한 신체의 모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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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성장과 발육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
의 영양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부적절한 영양 공급은 빈혈, 성장장애, 비만 등
1)

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평생의 식습관이 유
아기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유아기, 청소년기
2)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7∼2009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

를 거쳐 성인기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세 이상 만 3세 이하의 유아 총 1,004명을 대상으로 하

아기의 올바른 식습관의 습득과 균형 있는 영양소의 섭

였고, 이 중 재태 연령 36주 미만인 26명, 출생 체중 2

취가 매우 중요하다.

kg 미만인 1명, 식이 설문 조사 결과가 없는 47명을 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출산율 저하로 영유
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육아
서적 또는 인터넷 등의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하여 영유

외한 930명에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방법

아의 영양 및 이유에 대한 지식이 보급됨에 따라 예전

본 연구는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유

에 비해 유아의 이유식을 비롯한 영양 공급 방법이 개

아 식생활 조사와 24시간 회상조사에 의한 식품섭취조

선되고 있음을 이전의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5)

다

. 그러나 소아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의한 영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이섭취조사는 식생활 조사와

양 교육의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양육자의 친

식품섭취빈도조사 그리고 개인별 24시간 회상 조사에

5)

구나 지인을 통한 비전문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의한 식품섭취조사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영유아의 경

부적절한 영양공급과 식이보충제의 무분별한 남용이

우는 영유아 식생활 조사를 따로 실시하여 수유 여부

우려되는 현실이다.

및 기간, 조제분유 시작 시기 및 기간, 이유식 시작 시

현재까지 보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 연구들

기 및 방법, 그리고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 및 종류, 기

5,6)

간, 복용 동기 등에 관하여 설문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

24시간 회상 자료를 통하여 개인별 정량적인 영양소 섭

고,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정량적인 영양소 섭취 실

취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본 연구 대

태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상자의 24시간 회상법의 결과로 계산된 1일 에너지, 비

대도시 일부 지역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되어 우리나

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 섭취량을 사용하여 향후 분

라 각 지역사회와 사회계층을 포함하는 연구는 드문 실

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평가

정이다.

하기 위해 2010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10)을

은 수유 형태 및 이유식 섭취 실태 , 양육자의 이유식
5,7,8)

인지도 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한국인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사업으로 건강검진, 영양조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사, 건강면접조사의 세 가지 조사방법을 포함하여 국민

충분 섭취량 및 상한 섭취량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의 건강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

에너지 섭취 기준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Estimated Ener-

고 있다. 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을 조사 대상으로 하

gy Requirement, EER)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고 있으며 만 1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식품섭취조사가

서로 간의 균형이 중요한 3대 영양소의 경우는 에너지

시행되고 있어 유아의 영양 섭취 실태 분석에 매우 유

적정 비율(Acceptable Macronutrient istribution Range,

9)

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 본 연구에서는 2007∼2009년

AMDR)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섭취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유아의 수유 및 이

평가 기준으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사용하였고, 탄수

유 등의 식이 행태, 식이보충제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화물, 단백질, 지질에 대해서는 에너지 적정 비율을 이

조사하고자 하였다.

용하였으며,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칼슘, 인, 철의 경우는 대상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
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평균 필요량(E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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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d Average Requirement, EAR)을 이용하여 평가하

은 3.3±0.4 kg, 출생 신장은 평균 50.9±2.8 cm, 질식 분

였다. 개인의 경우 평소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보다 낮

만 대 제왕 절개 비율은 63% 대 37%였다(Table 1).

아질수록 부족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
10)

로 , 본 연구에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영
유아들을 부족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평가하였다.

2. 영아기 수유 및 식이 행태
영아기 수유력 조사에서 모유 수유 32.2% 분유 수유
10.4%, 혼합 수유 57.4%로 혼합 수유가 가장 많았다.

3. 통계 처리

모유 수유 기간은 평균 10.3±7.0개월로 6개월 미만이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 version 17.0 (SPSS Inc.,

31.5%, 6∼12개월이 31.3%, 13∼18개월이 26.2%, 19∼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연령군에 따른 영양

24개월이 8.8%, 24개월 이상이 2.2%였다. 분유 수유 기

소 섭취량은 ANOVA를 이용하여 검정하였고, 연령군

간은 평균 14.1± 7.3개월이었으며 6개월 미만이 14.6%,

별 에너지 적정 비율군과 평균 필요량 초과 및 미만군

6∼12개월이 26.8%, 13∼18개월이 36.3%, 19∼24개월

2

은 χ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이 17.6%, 24개월 이상이 4.7%였다. 이유식을 시작한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중

시기는 평균 6.6±2.5개월로 평균 4개월 미만이 2.4%, 4

치를 적용한 가중표본평균 또는 분율이며 가중치는 표

∼6개월이 64.5%, 7∼11개월이 25.0%, 12개월 이상이

본추출률, 응답률을 반영하였다.
Table 2. Feeding Patterns during Infant Period

결

과

1. 일반적인 특징
연구 대상은 총 930명으로 남아 499명(53.7%), 여아
431명(46.3%)이었다. 평균 나이는 2.0±0.8세로 만 1세
(12∼23개월) 32.9%, 만 2세(24∼35개월) 33.3%, 만 3

세(36∼47개월) 33.8%였다. 평균 체중은 13.6±2.6 kg,
평균 신장은 90.6±8.6 cm, 평균 체질량지수(Body mass
2

index, BMI)는 16.5±1.7 kg/m 였다. 출생력상 출생 체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30)
Characteristics No. of cases (%) Mean±SE
Age (yrs)
1
2
3
Boys/Girls
Weight (kg)
Height (cm)
BMI* (kg/m 2)
Birth weight (kg)
Birth length (cm)
NSVD †/C-sec‡

Range

2.0±0.02

1×3

13.6±0.08
90.6±0.2
16.5±0.05
3.3±0.01
50.9±0.09

7.0∼30.4
71.1∼112.3
11.9∼25.1
2.1∼4.8
32.8∼64.0

306 (32.9%)
310 (33.3%)
314 (33.8%)
499/431
(53.7%/46.3%)

586/344
(63.0%/37.0%)

†
*BMI: body mass index, NSVD: normal spontaneous vaginal
‡
delivery, C-sec: cesarean section.

Feeding patterns
Breast feeding only
Formula feeding only
Breast and formula feeding
Duration of breast-feeding
(month, mean±SE)
＜6 months
6∼12 months
13∼18 months
19∼24 months
＞24 months
Duration of formula-feeding
(month, mean±SE)
＜6 months
6∼12 months
13∼18 months
19∼24 months
＞24 months
Age of introducing weaning
(month, mean±SE)
＜4 month
4∼6 month
7∼11 month
≥12 month
Age of introducing bovine milk
(month, mean±SE)
＜12 month
12∼17 month
18∼24 month
＞24 month

No. of cases

%

299
97
534
10.3±0.2

32.2
10.4
57.4

216
215
180
60
15
14.1±0.2

31.5
31.3
26.2
8.8
2.2

74
136
184
89
24
6.6±0.08

14.6
26.8
36.3
17.6
4.7

22
599
232
75
14.9±0.1

2.4
64.5
25.0
8.1

58
624
160
36

6.6
71.1
18.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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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였다. 생우유를 시작한 시기는 평균 14.0±4.9개월

로 평균 12개월 미만이 6.6%, 12∼17개월이 71.1%, 18

Table 3. Use of Dietary Supplements among Korean
Toddlers (N=930)

∼24개월이 18.2%, 24개월 이상이 4.1%였다(Table 2).

No. of cases

분유를 먹이게 된 동기로 42.1%가 ‘모유량이 부족해서’
라고 답했으며, ‘유두 함몰 때문에’ 15%, ‘직업 때문에’
6.9%, ‘엄마 건강 때문에’ 4.8%, ‘아기 건강 때문에’
4.3%, ‘병원에서 조제 분유를 먹여서’ 1.4%, ‘모유보다

분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0.6%, ‘미용상의 이유로’
0.1%순이었다. 이유식을 하는 방법은 ‘수저로 먹인다’
90.9%, ‘분유병으로 먹인다’ 9.1%였다.

3.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한 달 이상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아
는 48.7%였으며 만 1세의 35.9%, 만 2세의 53.5%, 만
3세의 56.4%에서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

다. 복용하고 있는 식이보충제의 종류는 비타민/미네랄
제가 35.3%로 가장 많았고 정장제 14.2%, 초유 8.2%,
성장 보조제 4.2%, 클로렐라 2.0%, 프로폴리스 0.8%순
이었다.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게 된 동기는 ‘친척이나
친구가 권해서’가 95.4%로 제일 많았고 ‘자신의 판단으
로’ 0.7%, ‘약사가 권해서’ 0.4%, ‘의사가 권해서’ 0.4%
였다(Table 3).

Use of dietary supplements
Yes
453
Age (yr)
1
110
2
166
3
177
Type of dietary supplements
Vitamin/Mineral
329
Probiotics
137
Bovine colostrum
76
Growth promoting
39
supplements
Chlorella
19
Propolis
7
Others
27
Motivation for using dietary supplements
Advice from relatives,
432
friends
My own decision
3
Advice from pharmacist
2
Advice from medical
2
doctor
Advertisement
0
Others
14

Toddlers in Korea
who use
supplements (%)
48.7
35.9
53.5
56.4
35.3
14.7
8.2
4.2
2.0
0.8
2.9
95.4
0.7
0.4
0.4
0
3.1

4. 영양소 섭취 실태
1)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 일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

다. 일일 평균 칼슘 섭취량은 1세 425.3 mg, 2세 403.2

은 1세, 2세, 3세 각각 842.4 kcal, 1,023.1 kcal, 1,168.8

mg, 3세 400 mg으로 1세, 2세의 섭취량은 추정 평균

kcal였다. 일일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1세 132.2 g, 2

필요량 390 mg보다 많았으나 3세의 섭취량은 추정 평

세 166.7 g, 3세 192.6 g, 일일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1세

균 필요량 470 mg보다 적었다. 인 섭취량은 1세 592.3

30.4 g, 2세 35.0 g, 3세 39.2 g, 일일 평균 지방 섭취량은

mg, 2세 663.4 mg, 3세 718.5 mg, 철은 1세 5.5 mg, 2세

1세 21.7 g, 2세 24.1 g, 3세 27.0 g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5.9 mg, 3세 6.1 mg으로 추정 평균 필요량 이상이었다

따라 증가하였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연령별 하

(Table 4).

루 섭취 비율은 1세 62.9：22.7：14.5, 2세 65.4：20.8：

2) 에너지 적정 비율에 의한 다량영양소 섭취 평가:

13.7, 3세 66.4：20.2：13.4로 연령별 추정 평균 필요량

탄수화물의 1∼3세 영유아에 대한 탄수화물의 에너지

에 비해 단백질의 비율은 약간 상회하였고, 지방의 비

적정 비율은 55∼70%로 1세 49.7%, 2세 51.9%, 3세

율은 낮았다. 일일 평균 비타민 A 섭취량은 1세 387.1

53.2%가 적정 비율을 섭취하고 있었다. 적정 비율보다

μg, 2세 347.6μg, 3세 373.2μg으로 추정 평균 필요량

많이 섭취하는 영유아는 1세 27.3%, 2세 34.8%, 3세

이상이었고 비타민 C 섭취량은 1세 49.7 mg, 2세 54.8

35.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

mg, 3세 62.2 mg, 티아민 섭취량은 1세 0.6 mg, 2세 0.7

하는 추세를 보였다(p＜0.001).

mg, 3세 0.7 mg,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1세 0.8 mg, 2세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7∼20%로 1세 91.8%,

0.8 mg, 3세 0.9 mg로 모두 추정 평균 필요량 이상이었

2세 97.4%, 3세 95.2%가 적정 비율을 섭취하고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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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ily Nutrient Intakes of Korean Toddlers according to Age Groups
Nutrient
Energy (Kcal)
Carbohydrate (g)
Protein (g)
Fat (g)
Vitamin A (μg, RE†)
Vitamin C (mg)
Thiamin (mg)
Riboflavin (mg)
Calcium (mg)
Phosphrous (mg)
Iron (mg)
Percent of energy (%)
From CHO
From Protein
From Fat

DRIs* (1∼2 yr)

DRIs* (3 yr)

1 yr (n=306)

2 yr (n=310)

3 yr (n=312)

1,400‡

1,023.1±11.3
166.7±1.9
35.0±0.4
24.1±0.4
347.6±15.2
54.8±1.8
0.7±0.01
0.8±0.01
403.2±8.7
663.4±8.5
5.9±0.1

1,168.8±13.2
192.6±2.2
39.2±0.5
27.0±0.4
373.2±10.5
62.2±2.0
0.7±0.01
0.9±0.01
400.0±8.3
718.5±9.7
6.1±0.2

‡

200 §
30 §
0.4 §
0.5 §
390 §
350 §
4.8 §

230 §
30 §
0.4 §
0.6 §
470 §
350 §
5.4 §

842.4±11.0
132.2±1.8
30.4±0.4
21.7±0.4
387.1±17.8
49.7±1.6
0.6±0.01
0.8±0.01
425.3±10.6
592.3±9.4
5.5±0.1

55∼70∥
7∼20∥
20∼35∥

55∼70∥
7∼20∥
15∼30∥

62.9±0.3
22.7±0.3
14.5±0.1

1,000

65.4±0.3
20.8±0.2
13.7±0.1

66.4±0.3
20.2±0.2
13.4±0.1

Values are Mean±SE. *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R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AMDR: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

Table 5. Proportions of Toddlers Whose Macronutrient Distributions are Inadequate, Adequate, or Excessive
% of energy
From carbohydrate
＜55
55∼70
＞70
From protein
＜7
7∼20
＞20
From fat
Less
20∼35/15∼30
More

AMDR*
(1∼2 yr)

AMDR*
(3 yr)

55∼70

55∼70

7∼20

20∼35

*AMDR: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1 yr
%

2 yr
%

3 yr
%

23.0
49.7
27.3

13.2
51.9
34.8

10.9
53.2
35.9

0.3
91.8
7.9

0.7
97.4
1.9

1.0
95.2
3.9

42.4
48.4
9.21

48.1
47.7
4.2

26.0
63.8
10.3

p†
＜0.001

7∼20

0.007

＜0.001

15∼30

†

p from chi-square test by age group.

부분의 유아가 적정 비율을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은 1세 유아의 53.9%, 2세 55.2%, 3세 65.6%가 평

1∼2세 영유아의 지방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20∼

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철은 1세 유아

35%, 3세는 15∼30%로 적정 비율대로 섭취하고 있는

의 52.0%, 2세 48.7%, 3세 48.4%가 평균 필요량보다 적

비율이 1세 48.4%, 2세 47.7%, 3세 63.8%였다. 지방을

게 섭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40∼60%의 영유아들의

적정 비율보다 적게 섭취하는 비율은 1∼2세에 비해 3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가 부족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세 유아에서 유의하게 적었다(Table 5).

수 있다(Table 6).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인 섭취

3) 평균 필요량을 이용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섭취량

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필요량 미만을 섭

평가: 비타민 A의 경우 1세 유아의 40.5%, 2세 34.8%,

취하는 유아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3세 35.7%가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였다(p＜0.05). 그러나 칼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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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valence of Toddlers Whose Nutrient Intakes Were less than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by Age Group

Vitamin A (μg RE†)
Vitamin C (mg)
Thiamine (mg)
Riboflavin (mg)
Calcium (mg)
Phosphorus (mg)
Iron (mg)

EAR*
(1∼2 yr)

EAR*
(3 yr)

1 yr (n=306)
%

2 yr (n=310)
%

3 yr (n=314)
%

p‡

200
30
0.4
0.5
390
350
4.8

230
30
0.4
0.6
470
390
5.4

40.5
46.7
36.3
32.7
53.9
19.6
52.0

34.8
42.9
22.9
24.5
55.2
9.0
48.7

35.7
33.4
14.3
29.6
65.6
13.7
48.4

0.012
0.012
＜0.001
0.078
0.015
＜0.001
0.298

†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

p from chi-square test by age group.

정 평균 필요량 미만을 섭취하는 유아의 비율이 증가하

의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64.5%로

는 추세를 보였다(p=0.015).

이전 연구들에 비해 증가하였고, 4개월 미만의 이른 시
기에 시작한 경우는 2.4%로 이전 연구에 비해 현저히

고

감소하였다. 그러나 7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찰

경우는 33.1%에 이르러 이유식을 늦게 시작하는 경우
국내 모유수유율은 조제분유의 대량 시판, 맞벌이 부

가 증가하고 있었다. 2009년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

부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회에서 9∼1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유기 보충식에

감소하여 2000년 전국 모유수유율은 10.2%로 최저치

대한 어머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월 전 이유식

11)

를 기록하였다 . 이후 모유수유가 영아의 성장 발육은

을 시작하는 경우는 0.4%, 4∼7개월 89.4%, 8개월 이후

물론 산모의 유방암 및 난소암의 발생률을 낮추는 등

10.2%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보다 많은 비율의 보호

효과가 알려지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국가적ㆍ사회

자가 이유식 시작시기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적 노력의 결과 2003년 16.4%, 2006년 24.2%까지 상승

되었다 . 이는 유아 이유식에 대한 인식률이 비교적 높

하였다11). 본 연구 결과 2007∼2009년의 현재 우리나라

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68.1%), 30대 연령층(68.1%)

영아의 모유수유율은 32.2%로 OECD국가 평균(23.4%)

의 어머니가 주로 조사에 참여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

11)

5)

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와

유식은 아기마다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서구의 여러 조사에서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모유수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아 삼키는 능력이 준비된 시기,

12∼14)

실패의 원인으로 ‘모유량 부족’이라고 답하였으나

즉 생후 4∼6개월, 체중이 6∼7 kg이 될 때에 시작하며,

실제는 절대적으로 모유가 부족한 경우는 5% 미만으

보통 분유 수유아는 4개월 전후, 모유 수유아는 6개월

12,13)

로 알려져 있다

. 출산 후 2주 가량은 모유 분비량이

에 시작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세계보건기구 및 유니세

적을 수 있으나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 및 정신적 안

프는 생후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를 하며 6개월 이후

정을 유지하고 젖을 지속적으로 자주 빨리는 것이 모유

이유식을 시작하고 모유 수유는 지속하도록 권유하고

15,16)

이에 대한 의료

있으며18), 최근 유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는 이유

인들의 적극적인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식을 생후 17주에서 26주 사이에 시작할 것을 권고한

다.

다 .

량을 늘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19)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우리나라 영유아의 이유식 시

이유식을 4개월 이전에 시작하면 알레르기와 비만의

작 연령은 1987년 조사에서 3개월 이전이 63.5%, 4∼6

발병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모유 수유 기간이 줄어들

17)

개월 33.5%, 7개월 이후가 3%로 나타났고 , 1994년 조

수 있고, 너무 늦게 시작하면 성장 부진이나 영양 결핍

사에서는 3개월 이전이 20.6%, 4∼6개월이 56.1%, 7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적절한

3)

월 이후가 23.4%였다 . 본 연구에서는 생후 4∼6개월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20,21) 의료인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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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친구의 권유라고 답하고 의사의 권유라고 답한 비율은

이유식 시작할 때 숟가락을 사용한 비율은 이전 조사
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 1987년 조사에서는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 숟가락 사용이 57.0%, 분유병 사
17)

0.4%에 불과하여 식이보충제를 선택함에 있어 소아청

소년과 의사의 역할이 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기의 에너지 요구량은 양호한 성장 및 적절한

용이 43.0%였으나 , 본 연구에서는 숟가락 90.9%, 분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으로 성장속도와 체

유병 9.1%였으며, 이는 2009년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

조직 구성비의 차이로 인해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일괄

5)

28)

원회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 적절한 시기에 고형

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숟가락이나 컵 등의 도구를 사

평균 섭취 비율은 1세 62.9：22.7：14.5, 2세 65.4：

용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섭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20.8：13.7, 3세 66.4：20.2：13.4로 한국인 영양 섭취

22)

므로 , 도구 사용 시기 및 씹는 훈련 등에 대한 교육도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정 비율에 비해 단백질의 섭취 비

중요하다.

율은 다소 높고 지방의 섭취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

생우유를 처음 주기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14.9개월

났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영유아 영양소 섭취 연구
29,30)

로, 12개월 이후에 먹인 경우가 93.4%였으며 12개월 이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전에 먹인 경우는 6.6%였다. 이는 1996년 조사에서 12

31)

평균 열량 섭취비율 에 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

개월 이전에 생우유를 먹이기 시작한 경우가 전체의

율은 높고 지방의 비율은 낮았다(탄수화물：단백질：

23)

, 최근 미국 유아에서 보고된

71.1%나 된 것에 비하면 , 생우유를 주기 시작하는 시

지방=53：15：33). 탄수화물을 적정 비율로 섭취하는

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비율은 절반 정도였고, 적정 비율 이상의 탄수

2006년 조사에서도 생우유를 주기 시작하는 시기는 평

화물을 섭취하는 유아의 비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균 14개월로 응답자의 86.2%가 12개월 이후에 생우유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까지 유아가 고탄수화물

24)

를 먹이기 시작하였다 . 생우유는 12개월 이후에 시작

섭취를 하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어

할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생우유에는 모유나 분유

이에 대한 연구 및 성인시의 건강 상태 및 문제점을 추

에 비해 철분 함량이 적으며 미세 장출혈을 일으킬 위

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5,26)

험이 있어 철분 결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근육, 결체

본 조사에서 한 달 이상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경험이

조직, 골격을 형성하고 효소, 호르몬 및 혈장단백질의

있는 유아는 전체의 48.7%였으며, 연령별로는 만 1세

합성에 사용되므로 단백질 필요량은 다른 어떤 시기보

35.9%, 만 2세 53.5%, 만 3세는 56.4%에 이르렀다. 미국

다도 영유아기에 가장 높다29). 그러나 영유아기에 단백

에서 조사된 만 1∼3세 유아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질을 과잉 공급하면 요중 칼슘 배설량을 증가시킴으로

27)

38.4%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보충제

써 칼슘 이용률을 감소시키며, 높은 신장 용질의 부하

종류로는 미국의 경우 종합 비타민/무기질제 18.3%, 칼

로 탈수 또는 대사성 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

슘제 20.1%, 철분제 21.1%, 비타민 A 제제 33.0%, 비타

의해야 한다1).

민 C 제제 33.7%, 비타민 D 제제 33.0%로 다양한 분포
27)

우리나라 유아들에서 에너지 섭취 중 지방이 차지하

를 보였으나 , 우리나라는 비타민/무기질제가 35.3%

는 비율이 적정수준 미만인 경우는 40% 이상으로, 미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장제는 14.7%, 초

국 유아에서 보고된 24%보다 월등히 높았다31). 미국 소

유 8.2%, 성장 보조제 4.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소아

아과 학회에서는 유아기 동안 에너지 섭취 중 지방의

에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등이

비율을 최소한 20% 정도는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

나머지 부분을 차지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이보

나32), 우리나라 유아의 대다수는 최소 권장비율에 못

충제의 다양성 부족과 유아기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미쳐 성장부진, 피부 병변,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필수지

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

방산 부족증이 우려된다. 향후 영유아의 필수지방산,

다.

불포화지방산 및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섭취 실태에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게 된 동기는 95.4%가 친척이나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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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인, 철의

월 이후부터 철 강화 이유식 또는 철분제를 공급하도록

평균 일일 섭취량을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평균 필요

권유하고 있다34). 미국의 철 부족 섭취율이 우리나라에

량과 비교해보면, 만 1세에서 각 미량 영양소를 추정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 보고된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인을 제외하고

미국 5세 미만 영유아의 철 결핍성 빈혈의 유병률은

는 모두 3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칼슘과 철은 50%

14.9%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5). 본 연구의 결과,

이상의 유아가 평균 필요량 미만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

우리나라 유아들은 이유식 섭취 시작 연령이 평균 6.6

었다. 미국 만 1세 유아에서 비타민, 칼슘, 철분 섭취량

개월로 다소 늦고, 33% 가량의 유아들이 7개월 이후에

31)

이 필요량 미만인 비율은 1% 미만인 것과 대조적이다 .

이유식을 시작하고 있으며, 전 연령층에서 과반수가 철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

의 추정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어 철 결핍

라 평균 필요량 미만을 섭취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 결핍 예방을 위해

리보플라빈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절한 철분 강화 이유식 및 육류 섭취 시작에 대한 교

특히 칼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정 평균 필요량

육과 함께, 철 결핍성 빈혈 고위험 유아에 대해 검진을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만 1세 53.9%, 만 2세

시행하는 등 영유아 철 결핍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55.2%, 만 3세 65.6%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분

국가적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유나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유아들에서 하루 섭취량이

본 연구는 영유아의 영양소 섭취 평가를 위해 24시간

권장량을 초과하였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대조적인 결

회상법에 기초한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29,30)

과이다

. 본 연구에서는 모유나 분유가 주 영양공급

24시간 회상법이 1일 조사여서 평소 섭취량을 제대로

원인 1세 미만의 영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령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유아이기 때문이 그

증가함에 따라 줄어든 유제품의 섭취량이 칼슘 섭취량

특성상 보호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유아의 칼슘

부정확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

11)

섭취량은 400∼425 mg으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에

민건강영양조사에서 영유아의 특성을 감안한 식이섭

서 제시한 추정 평균 필요량 390 mg (1∼2세), 470 mg

취조사 방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3세)과 유사한 수준이며, 권장 섭취량 500 mg (1∼2

그러나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대

세), 600 mg (3세)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동일한

규모로 만 1∼3세 유아의 전반적인 식사 행태를 살펴

연령의 미국 유아의 평균 칼슘 섭취량인 892 mg에 크

본 최초의 연구로, 건강한 한국 유아의 전반적 영양 상

31)

게 낮은 수준이었다 . 유아기에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

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전문가

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키 성장뿐 아니라 최대의 골

들의 영양 상담 및 유아 영양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량을 축적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유제품의 시작 연령 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라 충분한 칼슘섭취를 위한 적절한 양의 유제품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유아들의 식이 보충제 섭취율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높고 이유식 실행 방법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영양소

철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증이

섭취의 부족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

다. 영유아의 철 결핍은 빈혈 외에도 성장지연, 언어 및

후 부족 섭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 D, 지

운동능력 지연, 감염에 대한 저항력 약화 등을 일으킬

방산 등의 영양소에 대한 분석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32)

수 있다 . 모체의 태반을 통하여 저장된 철분은 생후

추가하여 유아의 영양 섭취 추이를 분석하고 개선하려

6개월이 지나면 부족해지게 되므로, 철을 충분히 공급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아의 부적절

하기 위해서는 생후 4∼6개월부터 철 강화 보충식을

한 영양소 섭취와 식이 보충제 섭취의 장기적 영향에

33)

시작해야 한다 . 철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에는 육류가 함유된 이유식, 철이 첨가된 곡류 등이 있
으며, 과일 과즙은 철 흡수에 도움을 주므로 추천된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철 결핍 예방을 위하여 4∼6개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호 외：Nutritional Status of Korean Toddlers ㆍ169

요

약

목 적: 한국 영유아의 영양 섭취 실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유아들의 식이 행태, 식이
보충제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7∼2009년까지의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
사에 참여한 4세 미만의 영유아 930명(남 499명, 여 431
명)을 대상으로 영아기의 식이 행태, 식이보충제 및 영
양소 섭취 실태를 조사하였다.
결 과: 식이보충제를 복용하는 유아는 48.7%로 절반
가량이었으며 비타민/미네랄제가 35.3%로 제일 많았고
정장제 14.2%, 초유 8.2%였다. 식이보충제를 시작한 동
기로는 95.4%가 친척이나 친구의 권유로, 0.7%가 자신
의 판단으로 보충식을 시작했다고 답하였으며 의사의
권유로 보충제를 시작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였다.
영양소 섭취 조사에서 유아의 51.6%는 탄수화물의 적
정 비율을 섭취하고 있었고 32.7%가 적정 비율을 초과
하여 섭취하고 있었다. 단백질의 경우 대상아의 94.8%
가 적정 비율을 섭취하고 있었고, 지방의 경우 53.4%는
적정 비율을, 38.8%는 적정 비율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
다. 칼슘을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유아의 비율
은 1세 53.9%, 2세 55.2%, 3세 65.6%, 철을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유아는 1세 52.0%, 2세 48.7%, 3세
48.4%였다. 영아기의 수유 패턴은 혼합 수유가 57.4%

로 제일 많았고 32.2%가 모유 수유만, 10.4%가 분유 수
유만을 하고 있었다. 이유식 도입시기는 4∼6개월이
64.5%로 가장 많았고, 우유 도입시기는 12∼17개월이
71.1%로 가장 많았다.

결 론: 우리나라 만 1∼만 3세 이하 유아의 절반가량
이 의사의 상담 없이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칼슘, 철 섭취가 부족할 위험이 높았다. 이 시기의 영양
관리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역
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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