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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 변화에 따른 지방의 섭취 증가와 함께 영양불균

형으로 인한 비만 및 관상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의 발생

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1-3 지방과 만

성질환과의 상관성은 지방산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였는데, Nurses’ Health Study에 참여한 80,082명을 14년

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포화 및 트랜스 지방산

은 관상심장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킨 반면, 불포화 지방

산은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Sacks 등의

임상중재연구에서는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꾸었

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과 관상심장질환의 위험도가 모두

ABSTRACT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atty acid database (DB) for estimation of intake levels of fatty acids

in the Korean population,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NHANES). Methods: Analytical

values of fatty acids in foods were collected from food composition tables of national institutions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apa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journal articles that previously reported analytical fatty acid content of

some Korean foods. The coverage of fatty acids was C14:0, C16:0, C18:0, C18:1, C18:2 n-6, C18:3 n-3, C20:5 n-3 (EPA),

C22:6 n-3 (DHA), SFA, MUFA, and PUFA (n-3, n-6, n-9). The fatty acids DB covered a total of 5,144 food items used in the

KNHANES nutrition survey. The food items were preferentially filled with analytical values of the collected data source. An

analytical value for each food item was selected based on the priority criteria and the quality evaluation of data sources.

Missing values were replaced with calculated or imputed values using the analytical values of similar food items from the

data source. Results: A total of 1,545 analytical values, 2,589 calculated values, and 1,010 imputed values were included in

the fatty acid DB. The developed fatty acid DB was applied to 2,112 food items available for 2011 KNHANES data. Mean

intake levels of total fatty acids and saturated fatty acids were 40.3 g/day and 13.2 g/day, respectively. The estimation of

total fatty acid intake was 84.3% (men 83.2%, women 86.0%) of daily total fat intake. Conclusion: This newly developed fatty

acid DB would be helpful in determining the association of fatty acids intake and related health concerns in the Kore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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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최근 WHO에서는 2025년까

지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25% 감소시키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지방산 섭취의 감소 항목이 포함되었

다. 특히 포화지방산에 대해 18세 이상의 성인은 총 에너지

섭취의 10% 이하의 권장수준을 목표로 섭취하는 것을 제

안하고 있다. 

국외 선진 국가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관련 정책 요구도의 증가로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

키는 지방산을 비롯하여 영양소 섭취 수준 평가의 중요성

이 대두되면서 이를 추정하기 위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성 (USDA, US Depart-

ment of Agriculture)을 중심으로 매년 식품성분에 대한 포

괄적인 영양소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구축된

DB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Release 25)는 국민건강영양조사 (NHANES)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다.6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 자원조사

분과는 5정 증보 일본 식품표준성분표, 지방산 성분표

(Standard Tables of Food Composition in Japan fif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fatty acids section-; 五訂

補 日本 食品標準成分表-脂肪酸 成分表)를 발행한 바 있

다.7 현재 국내에서는 3,000종 이상의 식품이 영양성분을

다루는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표가 다양한 목적으로 구축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민

건강영양조사 (KNHANES)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영양소 DB를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 수준이 산출되고 있으

나 일부 영양소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지방산의 경우에는

특정 식품만을 분석한 국가 연구소의 보고서 또는 학술연

구 논문들을 통해 일부식품에 대해 분석된 자료만 있을 뿐,

포괄적인 식품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여 구축된 데

이터베이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식약처의 FANTASY는 국

내외 관련 식품성분데이터베이스 정보들과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의 분석에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CAN-

Pro’의 식품 영양가 데이터베이스 역시 포괄적인 식품의

지방산 함량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

로 인해 국내 지방산 섭취량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태

이며 만성질환과의 상관성 연구도 부진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처리 및 관련 연구에 활

용 가능한 지방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한국인의 지

방산 섭취량 추정 및 건강과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방산 DB 구축의 주요 절차를 Fig.

1에 제시하였다.

대상 식품 선정

본 연구의 지방산 DB 구축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영

양소 산출을 위한 자료처리에 이용하는 식품 코드집에 수

록된 식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용된 식품코드집은 2011

년 조사자료를 기초로 정리된 것으로 5,144 식품을 포함하

고 있다.

지방산 함량 분석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방산 DB에 수록된 분석값 자료

를 수집하여 DB 구축의 기분자료로 이용하였다. 국내의 관

련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로 농촌진흥청 (2010)8의 2010 기

능성 성분표, 농총진흥청 (2006)9의 제7차 개정판 식품성

분표 II-지방산, 국립수산과학원 (2012)10의 한국 수산물 지

방산 성분표를 이용하였으며, 국외 자료로는 미국 농무부

(2012)6의 USDA 표준 참고치를 위한 국가영양소 데이터베

이스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SR25), 일본 문부과학성 (2005)7의 5정 증보 일본 식품표준

성분표-지방산 성분표 (五訂 補 日本 食品標準成分表-脂

肪酸 成分表)가 사용되었다. 이밖에 국내 학술지에 보고된

Kim 등 (1977)11, Oh 등 (1991)12과 Jung 등 (1993)13의 함

량분석 자료가 사용되었다. Oh 등 (1991)12과 Jung 등

(1993)13의 함량분석 자료는 Lee 등 (1995)14의 지방산 조

성표 수록된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수집된 분석값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 코드집에

수록된 식품과 일반식품명 및 학명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일치하는 식품의 지방산 함량을 선택하였고, 가공식품의

경우는 동일 종류의 식품에 대해 식품의 지방 함량을 고려

하여 선택하였다.

지방산 DB에 수록된 개별지방산 프로파일

구축된 DB에 포함된 지방산의 종류는 수집된 지방산 함

량 자료의 지방산 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대부분의 자료에

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산 종류를 대상으로 하

였다. DB에 수록된 지방산 종류의 범위는 개별 포화지방산

3종 (C14:0, C16:0, C18:0), 개별 단일불포화지방산 1종

(C18:1), 개별 다가불포화지방산 5종 (C18:2 n-6, C18:3 n-

6, C18:3 n-3, C20:5 n-3 (EPA), C22:6 n-3 (DHA)), 총 단

일불포화지방산 (monounsaturated faffy acid; MUFA),

총 다가불포화지방산 (polyunsatulated fatty acid; PU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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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계, n-6계), 총 불포화지방산, 총 포화지방산, 총 지방산

이다.

수집된 지방산 함량 자료의 질 평가 및 분석자료 선택

수집된 지방산 함량 자료의 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기

준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식품분석 방법으로 반드시 공식

적으로 인정된 방법 (official method)을 사용하였는가?15

둘째, 자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과정에 대한 기록 (실

험에 사용된 검체 수, 검체 처리 방법, 표본 수집계획, 분석

의 정도관리 방법)을 모두 갖추고 있는가?15 셋째, 국내 및

최신 자료인가? 넷째, 발표기관이 국가 혹은 공인기관인

가?에 따라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함량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

료원 모두 분석 방법이 Soxhlet 에테르 추출법, 가스크로마

Fig. 1. Overall flow of development of fatty acid database.

1)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Fatty Acid Composition of Fisheries Products in Korea, 2012. 2) Rural Develop-

ment Administration. Tables of Food Functional Composition, Fatty Acid, 2010. 3)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ables of Food

Composition, 2006. 4)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Release 25, 2012. 5) Standard Tables of Food

Composition in Japan, fif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 fatty acids sections, 2005.



438 / 지방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토그래피 (GC) 분석, 산 가수분해 방법 및 추출법, 기액크

로마토그래피 (GLC) 분석 등의 공인된 방법으로 분석되었

다. 둘째, 함량자료의 질 판정을 위한 기록을 갖추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 (2012)6 자료와 일본 문부과학성

(2005)7 자료는 모든 기록을 갖고 있었으나 농촌진흥청

(2006),9 국립수산과학원 (2012),10 농촌진흥청 (2010),8

Lee 등 (1995),14 Kim 등 (1977)11 자료는 함량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중 일부만이 제시되어 있었다. 함

량 자료별 질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동일 식

품에 대해 여러 개의 분석값이 존재할 경우, 국내의 권위 있

는 기관에서 분석된 분석자료를 기본으로 자료의 질적 특

성 및 지리적인 거리를 고려하여 우선 사용 순위를 결정하

였다.

분석 값이 미비한 식품의 지방산 함량 추정 방법

함량 분석 값이 미비한 경우 지방산 함량을 추정하기 위

해 계산값 (calculated value) 및 대체값 (imputed value)을

이용하였다. 계산값은 분석값을 기본으로 지방 함량을 고

려하여 지방산 함량을 조정하거나 혼합식품에 포함된 재

료의 비율 (recipe)을 반영하여 산출하였고, 대체값은 분석

값을 못 찾거나 분석 값을 기본으로 한 계산이 불가능할 경

우 비슷한 식품의 함량으로 대체한 것이다. 즉, 자연식품의

경우 동일한 식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분석자료

중 과, 유, 종을 비교하여 대체하였고, 가공식품의 경우 비

슷한 식품유형을 찾아 주재료의 지방함량을 고려하여 대

체하였다. 국외 자료의 대체값 적용 시에도 해당 식품의 지

방함량 차이를 고려하였다. 계산값 및 대체값 적용 시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함량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공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목록에

포함된 5,144개 식품의 기본 영양소 함량은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표 8차 개정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1,317건은 지방함량 자료가 미비하여 계산 및 대체가 곤

란하였다. 이에 대해 417건은 제조사 홈페이지 검색, 900건

은 비슷한 식품이나 주재료 성분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함량을 추정하였으며, 지방산 분석 자료원의 지방함

량 분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총지방산 함량을 적용하

였다. 즉, 제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영양표시를

확인한 후 1회 제공량의 함량을 100 g 당 함량으로 환산한

계산값을 산출하였다. 검색할 수 없는 제품은 비슷한 가공

식품 (타 회사의 유사제품, 동일 주재료 포함 식품 등)의 지

방 값으로 대체하거나 조리가공품의 경우 주재료의 지방

종류와 함량을 반영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찹쌀미숫가루 (풀무원), 찹쌀미숫가루 (한솔), 찹쌀미

숫가루 (농협) 등은 주재료가 찹쌀미숫가루인 점을 조사하

여 ‘찹쌀 가공 (가루), 찹쌀미숫가루’의 지방 함량으로 대체

하였다.

자연 식품의 경우 상태가 다른 동일 식품이 존재할 경우

(생것, 마른 것, 삶은 것 등), 수분, 지방 함량비를 고려한 계

산값을 적용하였고, 동일 식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식품이

존재할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1차 식품 코드를 중

심으로 2차 식품 코드 내에서 유사한 식품의 지방 함량을

대체값으로 적용하였다. 수산물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식

품성분표 8차 개정 (2010)8에 수록된 지방함량보다 국립수

산과학원 (2012)10의 지방 및 지방산 함량자료가 최근 분

석된 자료이기에 지방 함량 차이가 있더라도 그대로 사용

하였다.

지방산 DB의 유효성 검토

구축된 DB를 이용한 섭취량 추정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

하였다.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차년도 식품섭취량

조사 자료에 새로 구축한 지방산 DB를 적용하여 총지방산

섭취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값은 총지방섭취량 및 기존

에 보고된 국내외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구축된 지방산 DB는 국내 국가기관에서 분

Table 1. Quality characteristics of data sources

Data Sources 
Characteristics 

A B C D E F G 

NFR & DI (2012)1) ○ ○ ○ ○ × ○ 2012

RDA (2010)2) ○ × ○ ○ × ○ 2010

RDA (2006)2) ○ × ○ ○ × ○ 2006

Oh et al. (1991)3) ○ × ○ ○ × ○ 1991

Jung et al. (1993)4) ○ × ○ × × ○ 1993

Kim et al. (1977)5) ○ × ○ ○ × ○ 1977

USDA (2012)6) ○ ○ ○ ○ ○ × 2012

Japan (2005)7) ○ ○ ○ ○ ○ × 2005

A: Analysis with AOAC methods, B: Description on sample size, C:

Description on sample handling, D: Description on Sampling plan,

E: Description on quality control, F: domestic data G: Publication

year

1)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Fatty Acid

Composition of Fisheries Products in Korea, 2012. 2) Rural Devel-

opment Administration. Tables of Food Composition, 2006; Tables

of Food Functional Composition- Fatty Acid, 2010. 3) Oh KW,

Park KS, Kim TJ, Lee YC. Korean J Nutrition 24(5):399-407, 1991.  

4) Jung EK, Paik HY. Korean J Nutr 26(3):254-267, 1993. 5) Kim ES,

IM KJ, Chung EJ. Human Science 1(9):699-705, 1977. 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release 25, 2012. 7) Japan Ministry of Edu-

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Tables of

Food Composition in Japan, fif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

fatty acids sectio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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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발간하는 함량자료집을 기본 자료로 하여 수집된

자료원의 질을 기초로 우선 사용순위를 결정하였고, 동일

한 질의 외국자료를 활용할 때는 지리적인 거리를 고려하

여 일본, 미국 순으로 선택하였다. 지방산 DB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목록에 포함된 5,144개 식품에

대한 지방산 함량의 자료원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총 1,545 건의 식품에 대해 분석값이 사용되었으며, 국내

자료원으로부터 총 386개 식품이 사용되었는데, 한국 국립

수산과학원의 한국수산물지방산 성분표 (2012)10로부터

136개, 농촌진흥청의 기능성 성분표-지방산 (2010)8로부

터 207개, 농촌진흥청 7차 개정판 식품성분표 II-지방산

(2006)9으로부터 10개, Jung 등 (1993)13으로부터 17개, Oh

등 (1991)12으로부터 15개, Kim 등 (1977)11으로부터 1개

식품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국외 자료의 경우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5정 증보 일본 식품표준성분표 지방산 성분

표 (2005)7로부터 589개 식품, 미국 USDA 표준 참고치를

위한 국가영양소데이터베이스 (2012)6로부터 570개 식품

에 대한 분석값을 얻을 수 있었다.

계산값은 함량 분석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2,589개 식품

에 대해서 수분함량을 고려하거나 주재료 성분 함량과 식

품 지방 함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참고로 국내 분석값

을 이용한 821개 식품, 일본 분석값을 이용한 1,161개 식품,

미국 분석값을 이용한 530개 식품과 주재료 성분 함량을

이용한 76개 식품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대체값은 1,010개 식품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국내 분석

값 이용 식품 154개, 일본 분석값 이용식품 201개, 미국 분

석값 이용식품 499개와 지방함량이 0인 식품에 대해 지방

산 함량을 0으로 적용한 75개 식품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

외에도 적절한 대체값을 찾지 못한 식품은 총 81개로 전체

식품 중 1.6%였다. 81개 식품 중 17개 식품은 2011년 국민

건강영양조사에도 이용된 식품으로 종실류 1개 (마가목 열

매), 채소류 3개 (아주까리 잎, 질경이, 홑잎나물), 버섯류 1

개 (상황버섯), 과일류 1개 (산수유 열매), 조미료류 2개 (맛

술, 산초가루), 차 및 음료류 2개 (쌍화차 분말, 마차), 기타 6

개 (누에, 번데기, 메뚜기, 삼백초가루, 고로쇠나무 등) 식품

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64개 식품에는 종실류 3개, 채소

류 23개 (강남조나물, 갬추, 꼬깔나물, 마타리, 박쥐나무잎,

줄나물, 진달래, 홍치나물, 적하수오, 이밥추, 쇠귀나물 등),

버섯류 4개 (상황버섯, 영지버섯, 밤버섯, 동충하초), 과일

류 10개 (산수유, 오미자, 시벅혼, 으름, 칼슘나무 열매 등),

어패류 3개 (아미 등), 차 및 음료류 11개 (장군차, 상지차,

쌍화차 분말, 팻다운 등), 조리가공품 3개, 기타 8개 (녹용,

대나무추출액, 송화, 누에, 프로폴리스 등) 식품이 포함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

품 섭취량 자료에 적용하여 지방산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섭취량 계산에는 2,112개 식품의 함량자료가 이용되었으

며, 이중 지방산 함량 분석 값은 한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한

국수산물지방산 성분표 (2012)10로부터 60개, 농촌진흥청

의 기능성 성분표-지방산 (2010)8으로부터 150개, 농촌진

흥청의 제7차 개정판 식품성분표 II-지방산 (2006)9로부터

10개, Jung 등 (1993)13으로부터 17개, Oh 등 (1991)12으로

Table 2. Data sources of fatty acid database 

Catego-

ries of 

values

Data Sources

Number of food 

items available for 

KNHANES data

Number of food 

items available for 

2011 KNHANES

(n) (%) (n) (%)

Analyti-

cal val-

ues

NFRD (‘12)1) 136 2.6 60 2.8

RDA (‘10)2) 207 4.0 150 7.1

RDA (‘00)3) 10 0.2 10 0.5

Literature4-6) 33 0.6 32 1.5

Japan 5th (‘05)7) 589 11.5 306 14.5

USDA SR25 (‘12)8) 570 11.1 238 11.3

Sub total 1,545 30.0 796 37.7

Calcu-

lated 

values

NFRD (‘12)1) 195 3.8 33 1.6

RDA (‘10)2) 458 8.9 171 8.1

RDA (‘00)3) 43 0.8 21 1.0

Literature4,6) 125 2.4 30 1.4

Japan 5th (‘05)7) 1,161 22.6 429 20.3

USDA SR25 (‘12)8) 530 10.3 232 11.0

Calculated from 

recipes
76 1.5 12 0.6

Sub total 2,589 50.3 928 43.9

Imputed 

values

NFRD (‘12)1) 26 0.5 5 0.2

RDA (‘10)2) 123 2.4 47 2.2

Literature5) 5 0.1 0 0.0

Japan 5th (‘05)7) 201 3.9 79 3.7

USDA SR25 (‘12)8) 499 9.7 12 9.5

Missing 81 1.6 17 0.8

Zero 75 1.5 40 1.9

Sub total 1,010 19.6 388 18.4

Total 5,144 100.0 2112 100.0

1)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Fatty Acid

Composition of Fisheries Products in Korea, 2012. 2) Rural Devel-

opment Administration, Tables of Food Functional Composition-

Fatty Acid, 2010. 3)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ables

of Food Functional Composition, 2006. 4) Jung EK, Paik HY.

Fatty acid contents in foods of major fat sources in Korean diet.

Korean J Nutr 26(3):254-267, 1993. 5) Oh KW, Park KS, Kim TJ, Lee

YC. A Study on w6/w3 and P/M/S ratios of fatty acids ingestedy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Nutr 24(5):399-407, 1991. 6) Kim ES,

IM KJ, Chung EJ. The Study on Fatty Acid Composition of Canis

Meat. Human Science 1(9):699-705, 1977. 7) Japa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Tables of Food Composition in Japan, fif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 fatty acids sections, 2005. 8) United States Department

Agriculture, National Nutrient DB for Standard Reference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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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4개, Kim 등 (1977)11으로부터 1개 식품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국외 자료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5정 증

보 일본 식품표준성분표 지방산 성분표 (2005)7로부터 306

개 식품, 미국 USDA 표준 참고치를 위한 국가영양소데이

터베이스 (2012)6로부터 238개 식품에 대한 분석값을 얻을

수 있었다. 나머지 식품 중 계산값이 적용된 식품은 928개,

대체값이 적용된 식품은 388개이다 (Table 2).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만 19세 이상

대상자의 지방산 섭취량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총지방

산 섭취량은 40.3 g으로 지방 섭취량 47.8 g과 비교할 때

84.3% 수준 (남자 83.2%, 여자 86.0%)으로 나타났다. 2010

년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제시된 포화지방산 섭취 기준은 에너지 섭취의 4.5~

7.0% 수준이다. 구축된 DB를 이용해 추정된 포화지방산

섭취량은 13.2 g으로 총 에너지의 5.4% 수준이었으며, 추

정된 총 지방산 섭취량이 지방섭취량의 85% 수준임을 고

려한다면 총 에너지의 6.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 찰

최근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서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지

방 섭취의 현황 파악 및 섭취 수준의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만성질환의 발생은 총 지방산 섭취보다 지방산

종류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각 지방산 종류에 따른 섭취를

평가할 수 있는 지방산 DB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포괄

적인 식품을 포함하고 타당성이 검토된 DB가 미비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국내 지방산 섭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방산 DB

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국내외에서 기존에 구축된 지방산 DB를 검토한 결과, 대

부분의 DB는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n-3,

n-6), 총불포화지방산, 총포화지방산 자료는 포함하고 있

었으나 불포화 또는 포화지방산 내에서의 특정 지방산들

에 대한 값들은 식품 항목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결측값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지방산 DB 자료원에 대한 질을 검토하여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함량 분석 자료를 결정하

였다. 기본 DB 자료는 국내 식품 시료를 이용한 분석값을

제공하면서 발간연도가 최신인 자료로 1) 국립수산과학원

(2012)의 한국수산물 지방산 성분표, 2) 농촌진흥청 국립농

업과학원 (2010)의 2010 기능성 성분표-무기질/지방산, 3)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의 2006 제7차 개

정판 식품성분표Ⅱ-지방산 자료를 선정하였다. 식품별 지

방산 결측값은 방법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계산값 또는

대체값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 하여 DB 개정

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산 DB의 구축 과정은

단계별로 모든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최종 구축된 DB는 국

민건강영양조사에 활용되는 5,144개 식품에 대해 자료의

Table 3. Estimation of fatty acid intakes in subjects aged 19 years or more using the KHANES V-2 (2011)

Variables
Total (n = 3,824) Men (n = 1,512) Women (n = 2,312)

Mean 95% CL Mean 95% CL Mean 95% CL 

Age 41.0 40.2 41.8 40.7 39.7 41.6 41.3 40.4 42.2 

Energy (kcal) 2,131 2,083 2,179 2,539 2,470 2,607 1,729 1,685 1,772 

Fat (g) 47.8 45.9 49.7 57.0 54.3 59.7 38.7 36.8 40.5 

 TFA1) 40.3 38.7 41.9 47.4 45.2 49.7 33.3 31.6 35.0 

 SFA2) 13.2 12.7 13.8 15.5 14.7 16.3 11.0 10.4 11.5 

 MUFA3) 15.5 14.8 16.2 18.4 17.4 19.4 12.7 12.0 13.4 

 PUFA4) 11.6 11.1 12.0 13.6 13.0 14.1 9.6 9.1 10.1 

Percentage of energy (%)

 SFA 5.4 5.3 5.6 5.4 5.2 5.6 5.5 5.3 5.7 

 MUFA 6.2 6.0 6.4 6.2 6.0 6.4 6.2 6.0 6.5 

 PUFA 4.7 4.6 4.8 4.7 4.6 4.8 4.8 4.6 4.9 

Percentage of total fatty acid (%)

 SFA 32.5 32.2 32.8 32.4 31.9 32.8 32.7 32.3 33.1 

 MUFA 36.5 36.2 36.9 36.9 36.4 37.3 36.2 35.9 36.6 

 PUFA 30.9 30.5 31.4 30.8 30.1 31.4 31.1 30.5 31.7 

Ratio to SFA

 MUFA 1.19 1.18 1.21 1.21 1.18 1.23 1.18 1.16 1.20 

 PUFA 1.09 1.06 1.11 1.08 1.04 1.12 1.10 1.06 1.13 

1) Total Fatty Acid 2) Saturated Fatty Acid 3) Mono-Unsaturated Fatty Acid 4) Poly-Un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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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선택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 함량값을 포함하고

있다.

제5기 2차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년) 자료에 대해

구축된 지방산 DB를 적용하여 계산한 19세 이상 성인의 총

지방산 섭취량은 84.3% 수준으로 미국의 NHANES 조사

결과 보고된 총지방산 섭취 수준이 지방 섭취량의 92.4%

수준인 것에 비해 지방 섭취량을 반영하는 비율이 낮았으

나,23,24 기존에 보고된 국내 연구의 추정량과 비교할 때는

향상된 수준이었다.6-20,22

일반 식품명과 학명으로 지방산 성분값을 찾지 못하거나

유사한 가공식품으로 대체하지 못한 식품에 대해 해당 식

품군 내 유사한 종류의 사용빈도가 높은 식품으로 지방함

량을 고려하여 지방산 함량을 대체한 후 섭취량을 추정하

였을 때, 대체 전과 후의 추정값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측값

을 가지는 식품들은 지방이 거의 함유되지 않거나 1회 섭취

량이 매우 낮아서 구축된 DB로 계산한 지방산 섭취량의 지

방섭취량 반영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섭취량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함량분석 자료와 계산 및 대체를 위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DB 구축 과정에서의 제한점을 정리

해 보면, 지방산 DB 구축을 위해 기본 DB로 활용된 국내

DB의 경우 대체값 산출에 이용한 외국 자료에 비해 자료의

질적 등급이 낮았고, 분석 식품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분석값이 없을 때 계산값 산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확한 지방산 섭취량 추정을

위해서는 구축된 지방산 DB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산 DB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식품

의 확대와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함량

자료 보완이 시급하다.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

하는 식품 코드집에 수록된 식품에 대해 사용 빈도와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함량 분석 사업을 시

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산 함량 자료 산출시 표본

분석의 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문서화가 필요한데, 이는

함량 자료의 등급 평가와 DB 보완을 위한 함량 자료 선택

에 적용될 수 있다.

식품의 함량 자료는 직접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

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시장에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들도 많으므로 제품의 조성을 기초로 한 계산값 산출이

유용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식품이 복합된 식품 항목의 경우

함유된 식품 항목의 조성 (레시피)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로

이용된 식품의 지방산 함량을 적용함으로써 복합 식품항

목의 지방산 함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가공 식품 제조에 이용된 성분과 그 함량에 대한 자료의 구

축이 필요하며, 기 구축된 DB를 보유한 기관과의 자료 공

유도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유사한 식품 항목 분류와 그 대표 식품

의 선정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자료처리과정의 식품 선택 차

이로 인한 섭취량 추정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결측값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요 DB 자료원으로 사용

된 것이 아닌 다른 자료원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담기 위한 DB 형태도 신중히 설계되어야 하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DB 형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DB 구축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하기 위해 노

력하였으며, 함량 DB 뿐 아니라 구축과정을 문서화한 자료

역시 DB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의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지방산 섭취량 추정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좀 더 향상된 DB

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

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지방산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식품목록에 수

록된 5,144개의 식품에 대해 지방산 DB를 구축하고, 그 과

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향후 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지방산 DB는 국내 국립기관에서 발행한 식품의 지방

산 함량 분석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국외의 권위 있는 기관

에서 발간한 자료와 학술지에 보고된 함량 분석 자료를 수

집한 후 자료의 질을 검토하고 대체하거나 계산하는 방법

으로 구축되었다. 구축된 DB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지방산 섭취량을 추정한 결과, 총 지방산

섭취량은 지방섭취량의 84% 수준으로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는 섭취량 추정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DB 구축과정

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 분야

와 국가 영양정책의 중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Prineas RJ, Folsom AR, Kaye SA. Central adiposity and increased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mortality in older women. Ann Epi-



442 / 지방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demiol 1993; 3(1): 35-41.

2. Bray GA. Complications of obesity. Ann Intern Med 1985; 103(6

(Pt 2)): 1052-1062.

3. Huh KB, Lee JH, Paik IK, Ahn KJ, Jung YS, Kim MJ, Lee HC,

Lee YH, Lee YJ. Influence of total abdominal fat accumulation on

serum lipids and lipoproteins in Korean middle-aged men. Korean

J Nutr 1993; 26(3): 299-312.

4. Hu FB, Stampfer MJ, Manson JE, Rimm EB, Wolk A, Colditz GA,

Hennekens CH, Willett WC. Dietary intake of alpha-linolenic acid

and risk of fatal ischemic heart disease among women. Am J Clin

Nutr 1999; 69(5): 890-897.

5. Sacks FM, Stone PH, Gibson CM, Silverman DI, Rosner B, Pas-

ternak RC. Controlled trial of fish oil for regression of human cor-

onary atherosclerosis. HARP Research Group. J Am Coll Cardiol

1995; 25(7): 1492-1498.

6. United States Develop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release 25 [Interne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velop-

ment of Agriculture; 2012 [cited 2013 Aug 19]. Available from:

http://www.ars.usda.gov/Services/docs.htm?docid=23635.

7.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Subdivision on Resources

(JP). Standard tables of food composition in Japan - fif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Tokyo: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5.

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KR). 2010 Tables of food functional com-

position: mineral, fatty acid. Suwon: National Academy of Agri-

cultural Science; 2010.

9.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KR). Fatty acid and cholesterol content of

foods. In: Seventh Revision. Food Composition Table. Suwon: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2006. p.277-

380.

10.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R). Fatty

acid composition of fisheries products in Korea. Busa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2012.

11. Kim ES, IM KJ, Chung EJ. The study on fatty acid composition of

canis meat. Hum Sci 1977; 1(9): 41-47.

12. Oh KW, Park KS, Kim TJ, Lee YC. A study on w6/w3 and P/M/S

ratios of fatty acids ingested by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Nutr

1991; 24(5): 399-407.

13. Jung EK, Paik HY. Fatty acid contents in foods of major fat sources

in Korean diet. Korean J Nutr 1993; 26(3): 254-267.

14. Lee YJ, Lee HJ, Oh KW. Fatty acid composition of Korean foods.

Seoul: Sinkwang; 1995.

15. Greenfield H, Southgate DA. Food composition data: production,

management and use.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992.

16. Ahn HS, Park SH. Dietary fat intakes of pregnant women and feto-

maternal serum lipids and fatty acid composition. Korean J Lipidol

1996; 6(1): 23-33.

17. Lee-Kim YC, Kim IM, Chung EJ, Um YS, Kim SY, Ahn HS, Kim

ST. Fatty acid intake, serum fatty acid composition and serum se

concentr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Korea. Korean J

Nutr 1999; 32(7): 802-811.

18. Lee SL, Kim SY, Chang YK. Comparisons of fatty acid intake of

hypercholesterolemia in women. J Korean Diet Assoc 2001; 7(4):

373-384.

19. Kim JS, Suh YK, Kim HS, Chang KJ, Choi H.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cholesterol levels and dietary fatty acid patterns,

plasma fatty acids, and other lipid profi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 Community Nutr 2003; 8(2): 192-201.

20. Chung EJ, Ahn HS, Um YS, Lee-Kim YC. Studies on fatty acid

intake patterns, serum lipids and serum fatty acid composi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Community Nutr 2004;

9(3): 263-273.

21. Yu CH. A study on the fat and fatty acid intake of college women

evaluated through internet nutritional assessment system. Korean J

Nutr 2007; 40(1): 78-88.

22. Kwon SK, Lim SJ, Shin JS, Jang SH, Ahn HS. Comparison of

maternal fatty acid intake and fatty acid composition of serum

phospholipids between singleton and twin pregnancies. Korean J

Community Nutr 2008; 13(4): 555-564.

23. Ervin RB, Wright JD, Wang CY, Kennedy-Stephenson J; Division

of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Dietary intake of

fats and fatty acids for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1999-2000.

Adv Data [Internet]. 2004 Nov 8. [cited 2014 Nov 30]; (348): 1-8.

Available from: http://www.cdc.gov/nchs/data/ad/ad348.pdf.

24. Kobayashi M, Sasaki S, Kawabata T, Hasegawa K, Akabane M,

Tsugane S. Single measurement of serum phospholipid fatty acid

as a biomarker of specific fatty acid intake in middle-aged Japa-

nese men. Eur J Clin Nutr 2001; 55(8): 643-650.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6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6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