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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학령  아동 76명(남 39명, 여 37명)을 상으로 

2003년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사이에 24시간 동량수거법에 의해 1일 총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 다. 수거된 총 식품을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 수분과 열량  양소 섭취량을 구하여 비교하 다.

1. 조사 상 아동들의 신체 계측

  조사 상 아동들의 평균 나이는 5.8세이고 평균 신장은 116.4cm로 한국 

소아 발육 기 치의 70.7백분 수이었고 평균 체 은 23.2kg으로 한국 소

아 발육 기 치의 79.3백분 수이었다. 조사 상 아동들의 신장과 체 은 

한국 소아 발육 기 치의 이상으로 나타나 양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

다.

2. 조사 상 아동들의 식품섭취실태

  조사 상 아동들의 1일 평균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고 이  수분 섭

취량은 419.9g, 식품 섭취량은 1,196.7g(동물성 식품 462.3g, 식물성 식품 

734.4g)이었다. 6세 아동들을 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아동들의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785.5g ～ 1,183.1g이었으며 이는 수분 섭취량은 제외된 식

품 섭취량이었다. 동량 수거법에 의한 이번 조사 결과 6세 아동들의 수분

을 포함한 1일 실제 총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었다.  식품군별 많이 

섭취한 식품군은 물 419.9g(25.5%), 곡류 370.6g(22.9%), 우유  유제품 

353.0g(21.8%), 과일류 145.6g(9.0%)순으로 조사되었다. 조리법으로는 밥류 

377.7g(23.3%), 우유  유제품 289.2g(17.9%), 물과 음료 265.7g(16.4%), 국

류 180.2g(11.2%)의 순이었다. 끼니별 식품 섭취량은 아침 305.6g((18.9%), 

심 284.8g(17.6%), 녁 379.1g(23.5%), 간식 647.1g(40.0%)을 섭취하여 

다른 끼니보다 간식에서의 식품 섭취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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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 상 아동들의 수분섭취 실태

  조사 상 아동의 1일 평균 수분 섭취량은 1,271.8g이며 물로써 419.9g, 

동물성 식품으로 372.7g, 식물성 식품으로 477.2g을 섭취하 다. 식품군별 

수분 섭취가 많은 식품군은 물 419.9g(32.3%), 우유  유제품 

304.4g(23.9%), 곡류 201.6g(15.9%), 과일류 123.1g(9.7%), 채소류 

88.4g(7.0%)의 순이었다. 조리법에 따른 수분 섭취량은 밥류 254.3g(20.0%), 

물과 음료 256.0g(20.1%), 우유  유제품 248.5g(19.5%), 국류 

164.2g(12.9%), 과일류125.0g(9.8%) 순이었다. 끼니별 수분 섭취량은 아침 

247.0g(19.4%), 심 207.1g(16.3%), 녁 299.3g(23.5%), 간식 

516.4g(40.8%)이었다. 

4. 조사 상 아동들의 열량  양소 섭취 실태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섭취량은 평균 1,538.5kcal로 권장량의 약 96%수

이다. 열량 양소 섭취량은 탄수화물 224.9g, 단백질 57.8g, 지방 44.2g

으로 총 열량 섭취량에 한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구성비율은 59 : 

15 : 26%로 조사되었다. 콜 스테롤, 조섬유,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각각 

283.0mg, 3.33g, 5.25g이었다. 칼슘의 섭취량은 614.5mg으로 권장량의 약 

102.4%이었으나  조사 상 아동들의 평균 양소 섭취량은 부분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으나 철, 아연, 나이아신은 각각 권장량 비 90.8%, 

81.7%, 94.2%로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고 있었다. 

5.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식품  수분 섭취량 비교

  화학 분석법에 이용된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1,611.9g이었고, 식품 성분

표에 의한 분석에 이용된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었다. 그  화

학 분석법에 의한 수분 섭취량은 1,301.0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수분 

섭취량은 1,271.8g이었다.

  6세 아동들을 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아동들의 1일 총 식품 섭취량

은 785.5g ～ 1,183.1g이었으나 동량 수거법에 의한 이번 조사 결과 6세 아



- viii -

동들의 수분을 포함한 1일 실제 총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었고 수분 섭

취량은 1,271.8g이었다. 수분의 형태로 섭취한 수분은 419.9g(33.0%)이고 식

품을 통해서 섭취한 수분은 849.9g(67.0%)으로 나타났다.

   아직 우리나라는 수분 섭취량에 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양 권장량 설정시 수분 권장량도 설정 될 것이라 

망하는 바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령  아동들의 수분 섭취량과 수

분 권장량 설정시 기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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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경제발 과 식량생산기술의 향상  식품수입 등으로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식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한 양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식량수 이 안정되면서 섭취하는 식품이 질 으로 향상되었고 양

인 면에서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국민 양조사(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1일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섭취비율이 1983년도에는 12 : 88%이

었으나 1998년도에는 19 : 81%로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이 크게 증가하

다.  학령  아동의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31 : 

69%로 국 평균에 비해 동물성 식품 섭취비율이 훨씬 높았다. 학령  아

동들의 양문제로는 소득 계층별 는 지역에 따라 양  불균형 즉 

양결핍과 양과잉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1993; 

오, 1994; 김 등, 1994; 임, 1993) 양과 련되어 이 시기에 나타나는 건

강상의 문제로는 성장장애, 철 결핍성 빈   충치, 비만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과채류의 섭취부족과 함께 설탕과 지방, 콜 스테롤, 염분의 

과잉섭취가 지 되었다.(Splett, 1991) 

  
학령  아동기는 신체의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로서 활동량이 증가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 조  능력  사회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좋은 양공 은 일생의 성장발육의 기 가 되며 지 , 

사회 , 정서  능력을 향상 시킬 뿐 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므로 

매우 요하다.(임, 1999) 그러나 이 시기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

식이 구별이 해지고 유아기 아동에 비해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반

면, 지 ․정서  발달과 자아의식  사회성은 높아지나 때로는 정서가 

불안정하여, 간혹 편식, 식욕부진 등의 상을 래하기도 한다.(Yang 등, 

1993) 한, 이 연령층은 식품섭취부족에 의한 양부족 이외에도 열량섭

취 과잉에 의한 비만, 끈 끈 한 당이 많은 식품섭취가 높아 치아건강에 

향을 미치며 유행에 따른 식이 섭취, 간식 비 이 큰 식사 등이 모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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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박 등, 1999)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학령  아동의 한 양

리를 하기 해서는 정확한 양 섭취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양섭취실태 조사방법에는 24시간 회상법, 식이기록법, 식사력법,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평량법 등이 있으나 이제까지 양섭취실태조사는 주로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이루어졌다.(이, 1994 ; 손 등, 1999 ; 고, 2003) 24시

간 회상법은 시간과 경비가 게 들고, 조사 상자의 조를 구하기 쉬우

나 조사 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조사자의 숙련도

와 조사 상자의 기억력에 따라 실질 인 섭취량과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만 조사일수와 조사 상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열량이나 다량 양소의 

일상섭취량 추정에는 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비타민이나 무

기질, 콜 스테롤  지방산 등의 미량 양소 섭취량 조사에는 한계가 있

음이 밝 졌다. 한 회상법이나 빈도법 조사에서 얻어지는 식품 섭취량도 

목측량에 의해 추정된 량과 조리  생식품량으로 분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섭취량과도 차이가 있고 정확한 수분 섭취량 조사도 한계가 있

다.

  수분은 우리 몸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한 가

장 요한 성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임 등, 1995 ; 박 등, 1999 ; 임, 

1999 ; 정 등, 2000)의 식품 섭취량 조사는 주로 24시간 회상법으로 이루어

져 수분 섭취량에 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분 섭취량에 한 연구는 제

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물을 포함하여 섭취한 모든 음식물과 같은 양을 

수거하는 동량수거법을 사용하 으므로 제주지역 학령  아동들의 정확한 

총 식품 섭취량과 수분 섭취량에 한 조사가 가능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학령  아동들의 식품 섭취량과 수분 섭취량을 

정확히 악하여 제주지역 학령  아동의 한 양 리를 한 기 자

료로 활용되어지고 우리나라의 학령  아동들의 양섭취실태 조사시 수분 

섭취량 조사에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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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1. 학령  아동기의 식습  특성

  학령  아동은 아기와 학령기 사이에 있는 만 2세에서 만 6세까지의 

시기로서 생의 주기  발육이 왕성한 시기로 일생의 건강의 기 를 확립

하는 시기이다.(Epsetein 등 1998) 한 성인과는 달리 성장발육이 빠르고 

신진 사가 왕성하고 활동과 운동이 매우 활발하므로 생명유지를 해 필

요한 양공 이외에도 성장  활동에 필요한 양 요구량이 매우 크

다.(Caliendo 등, 1977)  정상 인 발육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

는 매일 당량의 양소를 섭취하여야 하며, 양섭취의 균형 여부는 성

장 발육뿐 만 아니라 정신  발달  성격 형성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

다.(유춘희, 1980)

  학습과 탐구  사회 활동에 심을 갖기 시작하며 특히 가정을 벗어나 

공동 생활에 하기 시작함으로써 래집단의 식습 과 식품섭취에 크게 

향을 받아 식생활의 변화를 래하게 된다.(Mary 등, 1997 ; Kim 등 

1996) 식행동에 있어서 음식에 한 기호, 식사 , 생습  등이 형성되

는 시기이기는 하나 신체의 소화 흡수 능력이 아직 미숙하고 자립 인 식

행동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식생활에 한 세심한 지도와 주

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김, 2000)

  유아의 양 지식이나 섭식태도는 우선 으로 가정에서 식생활 반에 

한 직 , 간 인 경험을 통하여 발 하게 되므로, 자녀가 하는 가정

에서의 식생활 참여  부모의 식생활 그리고 식품 양에 한 정보와 경

험 등을 포함하여 주어진 환경 요인들을 함께 통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등, 2000) Wright(1992)등은 아동의 식품기호는 새로운 식품을 소개하

는 부모의 태도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고 하 으며, 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의사 소통은 아동의 식이 섭취량과 비만도에도 향을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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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바 있다. Brich(1987)는 성인의 식품섭취와 련된 식품기호  식

행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릴때의 식품에 한 경험이 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보고하 다(이, 2000 ; 김, 1999 ; 박, 1997) 

  
식품산업의 발달에 따른 공 의 확 는 열량 도가 높은 식품, 지방과 

설탕을 가미한 가공식품의 과다소비 상을 래하 으며 스넥, 각종 인스

턴트 식품  탄산음료 등 부분의 간식 식품들은 열량 양소인 당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반면 미량 양소들은 부족하여 양 불균형의 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수 의 향상과 국제화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곡류와 채소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 주의 통 인 식생활

에서 동물성 식품 주로 더욱 서구화될 망이 높다. 식생활은 건강과 

한 계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식생활은 우리 국민의 질병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비만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 압과 같은 만성퇴행성 질병 즉 성

인병의 발병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질환의 발생연령도 과거에 비해 

차 낮아져 소아 성인병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 다.(임, 1999)

2. 학령  아동의 양섭취실태

  우리나라 학령  아동의 양 문제는 일부 농 지역(이, 1996 ; 윤 등, 

1989 ; 윤 등, 1987)과 도시 세 지역 등(이 등, 1986 ; 이, 1993) 비교  

경제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양 결핍 문제가 나타나고, 소도시의 

아동들은 지방 함유량이 많은 식품 섭취가 증가하면서 일부 양소는 부족

하면서도 일부 양소는 과잉인 양 불량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 등, 1996 ; 이, 1993)  지방 섭취가 증가하면서 아동기의 비만도 양 

문제로 두되고 있다.(임 등, 1993 ; 김 등 1994 ; 김 등, 1992)

  1998년 국민 양조사에 따르면 3～6세의 식품 섭취량은 935.9g이고 이 

 식물성 식품 섭취량은 646.8g으로 69.1% 고,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289.1g으로 30.9% 다. 동물성 식품 섭취비율은 1～2세가 48.0%, 3～6세가 

30.9%, 7～12세 28.0%, 13～19세 22.3%, 20～29세 17.9%, 30～39세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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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64세 13.9%, 65세 이상 11.8%로 나이가 어릴수록 동물성 식품의 섭

취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양학회(2000)에서는 총 열량 섭취량에 한 당질:단백질:지방질의 

구성비율을 65:15:20을 권장하고 있으나 고(1994)가 조사한 서울시내 소

득층 유아원 아동들은 63.4:12.1:24.5로 나타나 지방의 비율은 높고 단백질

의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 등(1998)의 소득수 별 미

취학아동에 한 연구에서는 소득수 에 상 없이 56～58:16～17:26～27로 

조사되었고, 김 등(1994)의 부산시내 사립 등학교 부속 유치원 아동들에 

한 연구에서는 57.3～61.3:17～18.4:21.5～24.3으로 조사되어 한국 양학회

에서 권장하는 65:15:20비율과 비교해 볼 때 당질의 섭취비율이 고 지방

질의 섭취비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천안지역 학령  아동들을 상으로 박 등(1997)이 보고한 학령  아동

들의 열량 섭취량은 다음과 같다. 보건 복지부에서 식비를 제공받고 있

는 보육원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은 884.2kcal로 권장량의 55.3% 수 이었

고, 선교원에 다니는 아동은 1,167.7kcal로 권장량의 72.9%수 이었으나, 사

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1,636.8kcal로 권장량의 102.3%수 으로 섭취하

고 있어 경제수 에 따라 열량 섭취량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임(1999)

이 조사한 부산지역 4～6세 아동들은 1,486kcal를 섭취하 고, 김 등(1994)

이 조사한 부산의 고소득층 유치원 아동들의 열량섭취량은 1,670kcal, 정 

등(2000)의 보육시설 아동들의 연구에서는 1,331kcal를 섭취하고 있었으며, 

정 등(1998)의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소득수 별 미취학 아동에 한 연

구에서 고소득층 아동이 소득층에 비해 유의 으로 섭취량이 높았다.

  단백질 섭취량은 임 등(1995)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평균 섭취량이 

56.3g, 김 등(1988)이 마산시내 아동들에 한 연구에서는 59.4g, 이(1976)

가 보고한 서울시내 아동들의 섭취량은 62～65g, 고(2003)의 제주시내 아

동들에 한 연구에서는 56.7g～69.8g을 섭취하고 있어 부분의 연구에서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식사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양소  하나인 칼슘의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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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2003)의 제주지역 아동들의 연구에서는 686.4mg으로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반면, 임(2001)이 부산지역 4세～6세 아동의 칼슘 섭취량 연

구에서의 403.3mg으로 조사되었고, 이(1994)의 충남 농  지역 유아원 아

동들에 한 연구에서는 442.7mg, 고(1994)의 서울 시내 소득층 유아원 

아동들에 한 연구에서는 378.3mg으로 권장량 훨씬 못 미치는 수 이다. 

임 등(1995)의 보고한 서울 시내 유아원의 6세 아동들의 칼슘 섭취량은 

561.4mg으로 권장량에 약간 못미치는 수 이었다. 칼슘 섭취가 장기 으로 

부족하면 아동들에게 골격의 석회화가 불충분하고 성장이 지연되므로 성장

기 아동들에게는 정한 공 이 요구된다.(한국인 양권장량, 2001)

  철분의 섭취량은 손 등(1999)이 도시 소득층 취학  아동들에 한 조

사에서는 7.3mg으로 조사되었고, 김 등(1988)의 마산시내 아동들은 

14.1mg, 문 등(1987)의 도시 지역의 아동들은 15.2mg, 소득층(이 등, 

1985 ; 이 등, 1986 ; 이 등, 1986)의 아동들은 6.1～6.9mg으로 조사되어 지

역과 경제수 에 따라 섭취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령  아동의 아연섭취상태에 한 연구는 부족하며 임(2003)의 부산지

역 아동에 한 조사에서 평균 섭취량은 4.29mg으로 권장량에 크게 미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은 양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많

은 연구들은 비타민의 결핍증에 한 방보다는 건강 유지와 성인병 방 

차원에서 요하게 다루고 있다(이 등, 1998) 비타민 A의 결핍증은 심각한 

양문제로서 아직도 개발 도상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학령

 아동에게 리 퍼져 있다. 일년에 약 500만명의 아동이 안구건조증에 

걸리고 25만명의 어린이가 실명을 하고 이  반이 일년 내에 사망한다. 

비타민 A의 결핍 증상은 야맹증, 청 내의 비타민 A 농도 하, 의 결

막과 수정체의 비정상  증세인 안구건조증이 단계 으로 오는 것이다.(김 

등, 1999 ; 김 등, 2001)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에 비타민 A 양부족과 

련된 임상 증상인 비토 반 과 야맹증의 발 이 보고되었다.(이 등, 

1998) 1998년 국민 양조사에 따르면 3-6세의 아동의 비타민 A의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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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94.9RE로 권장량에 가깝게 섭취하고 있으나 권장량의 75%미만을 섭취

하는 비율은 50.5%, 권장량의 125%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은 26.3%로 조사

되었다. 고(1994)의 서울시내 일부 소득층 유아원 아동들은 569.4RE이고, 

김 등의 부산 시내 사립 등학교 부속 유치원 아동들은 601.7RE으로 최근

의 연구에서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량 이상 섭취하고 있으나 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 C의 섭취량은 정(1998)등이 연구에 따르면 84.4mg～85.5mg으로 

소득수 에 따른 차이가 없이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문 등(1999)의 연구에서는 57.3mg～68.8m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 아동의 비타민 C 국 평균 섭취

량은 90.9mg이었고 읍면지역은 84.7mg, 소도시는 97.3mg, 도시는 

88.0mg으로 읍면지역나 도시보다에 비해 소도시에서의 섭취량이 약간 

높았다. 

  티아민의 섭취량은 1998년 국민 양조사에서 3～6세 아동의 섭취량은  

1.17mg이었고 임(1999)의 부산지역 4-6세 아동의 섭취량은 0.85mg, 이

(1994)의 충남 농  지역 3～6아동의 섭취량은 0.81mg이었다. 우리나라 티

아민 섭취의 연차 인 추이를 보면, 1969년 이래 큰 차이 없이 거의 일정

하게 1일 권장량보다 많이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공

원은 로 조사되었다.

  리보 라빈 섭취량은 정 등(1999)과 이(1993)의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이나 도시 소득층의 아동들의 섭취량은 권장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고

하 으나 정 등(1998)의 연구에서는 소득수 에 상 없이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 국민 양조사에서 3～6세 아

동의 섭취량은 0.92mg으로 권장량의 99.9%을 섭취하고 있었다.

  학령전 아동은 신체크기, 활동량 및 영양 요구량에 있어 성별 차이가 없

다. 그러나 같은 또래 집단의 아동들이더라도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 특

정 영양소의 필요량을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연령별․성별보

다는 각 개인의 체격이나 활동량 정도에 따라 영양소를 권장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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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장 등, 2001) 두뇌의 성장은 이 시기에 빠르게 진행되어 2세까

지는 성인의 50%, 4세에는 75%, 6～10세 사이에 100% 성장이 이루어진

다.(김 등, 2000) 그러므로 두뇌신경세포의 정상 인 형성과 기능을 해서

도 충분한 양 섭취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

다.(이, 1997) 아동의 정상 인 발달과 양공 이 ‘정의 상 계’에 있음

이 여러 연구 결과 입증되었다.(이 등, 1983 ; 이, 1986) 균형된 양섭취에 

의한 좋은 양상태는 신체  성장 발달 뿐만 아니라 지 , 사회 , 정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체계 인 양 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김 

등, 1983)

 

3. 수분 필요량

  수분은 인체의 기본 성분 일뿐 만 아니라 체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가

장 많아 인체의 2/3 정도를 차지하며 각 조직에 따라 그 함량이 다르다. 

근육조직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 조직은 20～25%, 

구는 60%, 장은 72%, 골격과 연골 조직은 1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신체 내에 함유되어 있는 물의 양은 연령, 성별, 체지방의 함량에 따라 

다르다. 즉, 신생아는 수분 함량이 75% 이상이나, 성장함에 따라 차차 감

소되어 성인 남자는 체 의 약 60%, 성인 여자는 50～55% 정도이다. 같은 

연령  성별일때는 체지방의 함량이 많을수록 수분 함량은 어져 체지방

이 많은 경우 수분 함량이 40% 내외 정도이다.

  1일 수분 필요량은 6세 아동은 1,800～2,000㎖, 10세 아동은 2,000～2,500

㎖, 14세 아동은 2,200～2,700㎖, 성인은 2,000～2,500㎖이다. 학령  아동은 

성인보다 체표면 비가 크고 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체  kg당 수분 필

요량이 성인보다 많다. 6세 아동의 수분 필요량은 체  kg당 90～100㎖이

지만 여름에는 4배 이상의 물을 마시기도 한다. 인간의 생명유지에 있어서 

공기 다음으로 요한 것이 수분이다. 사람은 체내의 지방과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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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잃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체내 수분의 10%만 잃어도 생리  

이상이 오고, 20% 이상을 상실하면 생명이 험해진다. 수분을  섭취

하지 못하면 사람은 며칠을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체내에 항

상 일정량의 수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분 배설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성인은 하루에 호흡․땀․소변․ 변을 통해서 약 2,500㎖

의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식생활을 통해서 이만큼의 수분을 매일 섭취하

여야 된다.

  성인의 1일 수분 섭취량은 2,000～2,500㎖정도이다. 이  음료나 국 종

류에 함유된 물과 정상 인 음료수로부터의 수분 섭취량은 성인인 경우 1

일 800～1,600㎖이다. Figure 1은 몇 가지의 표 인 식품의 수분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수분양은 성인의 경우 1일 

600～700㎖ 정도이다. 열량 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체내에서 산

화되면서 탄산가스와 열량을 낼 뿐 만 아니라 상당량의 산화수(oxidation 

water)를 생성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100g 연소시켰을때 얻

어지는 수분은 각각 60g, 41g, 107g이다. 그러므로 산화과정에서 하루에 얻

는 수분의 양은 약 300～400㎖ 정도이다. 수분은 부분 장에서 흡수되

지만 일부는 와 소장에서 흡수되기도 한다.(김 등, 2001 ; 맹 등, 2002 ; 

김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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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각종 식품의 수분 함량(%)

4. 식이섭취 조사방법

  1) 24시간 회상법

  조사자가 날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억하도록 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식이 섭취를 조사하기 해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조사자와 조사 상자가 만나 면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며 질문내용에는 섭취한 음식  음료의 종류와 양 섭취한 시간, 장소, 

같이 식사한 사람, 조리방법, 가공식품인 경우 상표, 비타민  무기질 

양제 복용 등이 포함된다. 24시간 회상법은 시간과 경비가 게 들고 조사 

상자의 조를 구하기 쉽고, 읽고 쓰기가 불편한 사람의 식이섭취량도 

조사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 조사 상자의 기억력, 섭취량을 

량으로 추정하여 정확히 달하는 능력, 조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 이 있다.(백 등, 1998 ; 장 등, 1998 ; 김 등, 2003 

;이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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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섭취빈도법 

  식품섭취빈도법은 식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자에게 제시하고 수록된 

각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3개우

러, 6개월, 1년 등 지나간 일정기간 동안에 섭취한 빈도를 조사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1일 평균 섭취량을 환산한다.

  이방법은 재의 식이 패턴에 변화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자의 일상  섭취상태를 악할 수 있다. 한 제한된 식품목록에 

해 조사하므로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고, 훈련된 질문자가 아니어도 되며, 

응답자의 부담이 고 조사비용이 게 들어 만성질병과 식이요인을 연구

하는 규모 역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 섭취빈도

만을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1회 섭취분량을 같이 조사하면 양소 섭취

량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의 경우 섭취정도의 상 인 비교를 하

는데 리 쓰인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조사로 일상 인 섭취를 악해야 

하므로 조사의 목 과 상집단에 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해야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백 등, 1998)

  3) 식이기록법

  기록법은 식품섭취를 일기식으로 어 나가는 방법으로서 조사일은 주로 

3일, 5일, 7일로 이루어지며, 주말과 주 이 비례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을 한 조사지는 내용이 단순하고 명확하며, 다루기 쉽고 설명이 자

세하여야 한다. 조사 이나 조사 첫날에 응답자에게 조사방법을 훈련하여 

나머지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상 의문사항을 문의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연락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사의 마지막 날에는 

조사자가 방문하여 응답자가 기록한 내용을 검하여 의문되는 사항은 그 

당시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법은 조사 상자가 섭취한 모든 음

식의 내용과 분량을 실측하여 기록하는 실측량기록법(weighed record)과 

량을 추정하여 기록하는 추정량기록법(estimated record)으로 나  

수 있다.(백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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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얻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화를 이용하여 기록

을 달받는 방법이 있으며, 사진을 거나 비디오로 촬 하여 기록하는 

방법(Elwood 등, 1983)도 있다.

  4) 동량수거법(duplicate  food collections)

  조사 상자가 섭취한 양과 같은 양은 수거하는 방법으로 섭취한 음식

물에 함유된 양소나 식품의 성분을 실험실에서 직 분석하기 해 실시

하는 식이조사방법이다. 주로 사연구와 같은 정확한 섭취량 조사를 목

으로 하거나, 식품분석표가 없는 경우, 즉 미량원소, 식이 섬유소, 지방산 

등의 섭취량 조사, 조리된 식품성분에 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실시한

다. 조리와 가공에 의한 손실이 큰 비타민 C와 엽산, 조리와 가공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큰 나트륨 등은 식품성분표에 의해 계산된 양이 분석치와 

큰 차이가 있기 쉬으므로 동량 수거법으로 음식물을 수거하여 직  분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은 조사 상자가 섭취한 양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조사 상자의 조를 구하기가 어렵고 조사 비

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  개인의 섭취량에 있어서 지속 인 조사

가 어려우므로 사용이 매우 제한 이며, 동일한 식품의 수거 외에 식품섭

취량을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법에 의한 섭취량에서 식품

분석표를 이용하여 계산된 양소와 직 분석에 의한 양소 함량을 비교

하기 한 목 으로 시행되기도 한다(백 등, 1998)

  재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육 상태를 고려할 때 권장량과 섭취량의 

차이는 무 크다. 이것은 우리나라 아동의 식이 섭취량 조사는 주로 24시

간 회상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양소 섭취량에 한 조사 결과를 정

확히 도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성장발달과 련된 

양소 섭취량을 제 로 악하기 해서는 정확한 식이섭취조사방법이 요

구되어져왔다(오, 1999)  

  이에 본 연구는 학령  아동들의 정확한 식이 섭취량과 수분 섭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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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자하여 동량수거법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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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제주시 지역 농  지역 계

남 19 20 39

여 18 19 37

계 37 39 76

Ⅲ.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2003년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사이 제주시 지역의 삼성

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농  지역의 함덕 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 등학교 

병설 유치원 다니는 아동 76명(남아 39명, 여아 37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Table 1)

Table 1.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성별 분포                      (명)

2. 연구내용  방법

  1) 일반사항  식습  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사항  식습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 조사 

상 아동들의 보호자를 병설 유치원에 모이게 하여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한 뒤 작성토록하여 수거하 다. 설문지는 아동과 부모의 일반  특성, 

아동의 생활 활동 시간, 식습  조사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성하 다.

  2) 신체계측

  아동들의 성장 발육 상태를 악하기 하여 신장과 체 을 오  간식



- 15 -

에 측정하 으며, 신장은 0.1cm, 체 은 0.1kg단 까지 측정하 다. 각 신

체 계측치는 성별, 연령별로 평균치를 구하고 1998년도 한국소아과학회에

서 발표한 소아신체발육표 치( 한소아과학회, 1998)와 비교하 다. 한 

신장과 체 으로부터 비체 치(=실측체 (kg)/신장별 표 체 (cm)×100)와 

WLI(=〔실측체 /실측신장〕/〔연령에 한 체  50분  값/연령에 한 

신장의 50분의 값〕를 계산하 다. 비체 치 한 값으로 90% 미만은 

체 군, 90～110%는 정상 체 군, 110～120%는 과체 군, 120% 이상은 비

만군으로 분류하 다. 아동들의 성장 발육 상태를 알아보기 하여 신장에 

따른 체 , 나이에 따른 체 , 나이에 따른 신장의 분포를 조사하 다.

  3) 식이섭취조사

  하루 동안 아동이 가정과 유치원에서 섭취한 음식물과 수분에 하여 조

사하 다. 가정에서 섭취한 음식물에 한 조사는 가정에서 아동이 섭취한 

음식물과 같은 양을 수거하는 24시간 동량수거법을 이용하 다, 첫째날

에 조사 상 아동의 어머니들에게 음식물 수거방법을 설명하고 도시락통, 

식사기록지, 음식물 수거 방법 설명서를 나 어 주었다. 다음날 하루 동안 

아동이 가정에서 섭취한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과 같은 양의 음식물을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도시락 통에 담고 식사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

여 다음날 수거하 다.(Figure 2) 섭취한 음식물의 수거시 도시락통에 싸온 

음식물의 내용과 식사 기록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음식물에 들

어간 주재료 뿐 만 아니라 양념류도 빠짐없이 식사기록지에 기록하 는지

를 확인하 다.

  유치원에서 섭취한 음식물에 한 조사는 한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배식

받은 식 을 무작 로 5개씩 견본으로 수거하고 평균량을 구하여 평균 제

공량을 계산하 다. 개개인의 아동이 섭취한 음식물에 한 조사는 각 아

동이 먹은 배식 의 잔식량의 무게를 직  잰 후 평균 제공량에서 잔식량

을 제하여 개인별 심 섭취량을 구하 다. 유치원에서 제공된 음식에 사

용된 모든 재료의 1인 분량과 기본 시피를 제공 받아 유치원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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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식의 식품구성을 조사하 다. 등학고 병설유치원의 식단은 1주일 

에 작성되므로 평소 식단을 반 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날의 식단이 작

성된 후 조사일을 통보하여 조를 구했다. 유치원에서 섭취하는 물분량도 

조사원이 계속 교실에 상주하면서 하루동안 아동들이 마시는 물의 양을 조

사 기록하 다.

  가정과 유치원에서 수거한 음식물은 실험실에서 분리 가능한 재료는 모

두 분리하여 각각 재료별로 무게를 측정하고, 분리가 어려운 양념류는 조

사자료(음식 양소 함량 자료집(1998)과 단체 식 표 시피(2000))와 직

 실험조리를 실시하여 추정하 다. 동량 수거법에 의한 조사이므로 익힌 

음식은 익힌 음식을 기 으로, 생음식은 생음식을 기 으로, 국물량은 직  

측정한 량을 기 으로, 양념의 분량은 음식양의 총량을 기 으로 섭취

량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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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가정에서 섭취한 음식물과 음료의 수거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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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자료의 분석

  1) 식품성분표를 이용한 양분석

  아동들이 섭취한 양소와 주요공 식품을 조사하기 하여 24시간 동량

수거법으로 조사된 량을 기 으로 분석하 다. 분석기 치는 식품성분표

(한국인 양 권장량 제 7차 개정, 2000년)를 이용하 고 식품성분표에 나

와있는 수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섬유, 회분, 칼슘, 인, 철, 나

트륨, 칼륨, 아연, 비타민 A, 티놀, β-카로틴, 비타민E,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6, 비타민B12, 나이아신, 엽산, 조섬유, 식이섬유소, 콜 스테롤 양

을 분석하 으며, 나트륨 섭취량에 의하여 소 의 섭취량도 추정하 다.

  조사 상자의 1일 수분  열량과 양소 섭취량은 식품성분표(한국인 

양 권장량 제 7차 개정, 2000년)를 이용하여 상자별 1일 섭취량을 구

하 다. 1일 열량  양소 섭취량은 한국인 양권장량에 한 비율로 

계산하여 권장량과 비교하 다.

  식품군의 분류는 식품성분표(한국인 양 권장량 제 7차 개정, 2000년)에 

의한 분류를 기 으로 조사하 으며, 수분 섭취량을 조사하기 하여 수분

을 1개의 식품군으로 포함하여 분석하 다. 

  2) 화학 분석법에 의한 양분석

  냉동 보 된 음식물은 수분, 조지방, 조단백, 조회분을 AOAC(1995)( 

AOAC 1995 Official method of analysis. 16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nists. Arlington, Virgia, USA. )방식으로 분석하 다. 즉 수

분은 상압 가열 건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조단백질은 Kjeltec 

Auto 1030 Analayzer으로, 조지방은 Soxtec system 1046 (Tecator AB, 

Sweden)으로, 조회분은 직 회화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화학 분석법으로 조사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비율로부터 

탄수화물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기 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회분의 섭취량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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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자료의 통계처리

  모든 연구자료의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

으며 신체 계측치와 식품 섭취량, 양소 섭취량은 평균값과 표 편차를 

구하고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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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조사 상 아동의 일반  특성

   조사 상 아동은 총 76명(남아 39명, 여아 37명)이며, 평균 나이는 5.8

세이었다. 이  제주시 지역 아동은 37명(48.7%), 농 지역 아동은 39명

(51.3%)이었다.(Table 1) 조사 상 아동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가족의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 상자  확 가족이 13.2%, 핵가족이 

86.8%로 주로 핵가족 형태이었다. 농 지역의 확 가족은 17.9%인 반면, 

시지역은 8.1%로 농 지역의 확 가족 비율의 반수 이었다. 평균 가족

수는 4.6명이고, 4인 가족이  47.4%로 가장 많았고, 5인 가족이 31.6%이었

다.

  조사 상 아동의 아버지의 평균 나이는 39.0세,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36.3세이었고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연령 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30 로 

각각 57.9%와 79.0%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직업 분포도에서 아버지는 문

직  사무직이 체 52.6%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 반면, 어머니는 

업주부가 57.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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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전체 제주시 지역 농촌 지역

가족형태
핵가족 66(86.8) 34(91.9) 32(82.1)

확대가족 10(13.2) 3(8.1) 7(17.9)

가족수

3명 6(7.9) 2(5.4) 4(10.3)

4명 36(47.4) 20(54.1) 16(41.0)

5명 24(31.6) 12(32.4) 12(30.8)

6명 6(7.9) 0(0.0) 6(15.4)

7명 4(5.3) 3(8.1) 1(2.6)

부연령

20대 1(1.3) 1(2.7) 0(0.0)

30대 47(57.9) 23(62.2) 21(53.9)

40대 30(39.5) 11(32.4) 18(46.1)

50대 1(1.3) 1(2.7) 0(0.0)

모연령

20대 2(2.6) 0(0.0) 2(5.1)

30대 60(79.0) 31(83.8) 29(74.4)

40대 14(18.4) 6(16.2) 8(20.5)

부직업

전문직 및 사무직 40(52.6) 17(45.9) 23(59.0)

서비스 및 판매직 19(25.0) 13(35.1) 6(15.4)

생산 및 근로직 15(19.7) 6(16.2) 9(23.1)

기타 2(2.6) 1(2.7 1(2.6)

모직업

전문직 및 사무직 8(10.5) 4(10.8) 4(10.3)

서비스 및 판매직 21(27.6) 14(37.8) 7(17.9)

생산 및 근로직 2(2.6) 0(0.0) 2(5.1)

주부 44(57.9) 19(51.4) 25(64.1)

기타 1(1.3) 0(0.0) 1(2.6)

Table 2. 조사 상 아동의 일반사항 조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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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신체계측치
체 남 여

신장(cm) 116.4±5.01) 117.1±5.3 115.7±4.6

(70.7)2) (72.5) (68.9)

체 (kg) 23.2±3.7 23.2±4.4 23.2±2.8

(79.3) (75.8) (82.8)

비체 (%) 107.4±10.7 104.8±11.4 110.1±9.5*

WLI 110.8±13.4 109.4±15.4 112.3±11.0

2. 조사 상 아동의 신체 발육 상태

  본 조사에서는 아동들의 성장 발달 지표로 신장과 체 을 측정하 다. 

신장과 체 으로부터 비체 치(=실측체 /키에 한 기  체 ×100)와 

WLI(=〔실측체 /실측신장〕/〔연령에 한 체  50분 수/연령에 한 

신장의 50분 수〕)를 계산하 다. 조사 상 아동들의 평균 신장과 체 은 

116.4cm와 23.2kg이었고 남아는 117.1cm, 23.2kg, 여아는 115.7cm, 23.2kg

로 조사되었다. 나이에 따른 평균 신장  체 은 한국 소아 발육 기 치

의 70.7백분 수와 79.3백분 수에 속했으며, 남아는 신장 72.5백분 수, 체

 75.8백분 수에 속하고 여아는 신장 68.9백분 수, 체  82.8백분 수에 

속하 다. 체 조사 상자의 비체 치는 107.4%이고 남아는 104.8%, 여

아는 110.1%이었다.(Table 3) 체 조사 상자의 WLI는 110.8%이었고 남

아 109.4%, 여아 112.3%이었다. 지역별 비교를 보면 모든 신체 계측치가 

농  지역 아동에 비해 시지역 아동이 높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

다.(Appendix 1) 

Table 3.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신체 계측치

1) 평균±표 편차

2) 한국 소아 발육치에 한 평균 백분 수

3) 남녀의 신체 계측치 간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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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남 여

3 백분 수 이하 0(0.0) 0(0.0) 0(0.0)

3～10 백분 수 1(1.3) 1(2.6) 0(0.0)

10～25 백분 수 5(6.6) 4(10.3) 1(2.7)

25～50 백분 수 8(10.5) 6(15.4) 2(5.4)

50～75 백분 수 25(32.9) 14(35.9) 11(29.7)

75～90 백분 수 19(25.0) 9(23.1) 10(27.0)

90～97 백분 수 13(17.1) 3(7.7) 10(27.0)

99 백분위수  이상 5(6.6) 2(5.1) 3(8.1)

  1998년도 한국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소아  청소년 신체 발육 표

치의 신장에 따른 체 (weight for height)의 분포를 조사하 다.(Table 

4) Jelliffe는 표 집단의 3～97 백분 수 범  내에 있는 경우를 정상체

로, 3 백분 수 미만과 97 백분 수 이상인 경우를 비정상체 로 보았다. 

신장에 따른 체  백분 수 분포는 93.4%의 조사 상 아동들이 정상 범

인 3～97백분 수에 속한 반면, 비정상체 인 3 백분 수 미만인 아동은 

 없었고 97 백분 수 이상인 아동은 6.6%로 조사되었다.

Table 4.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신장에 따른 체  백분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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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군 정상 체 군 과체 군 비만군 total

남 3(7.7) 29(74.4) 3(7.7) 4(10.3) 39(100.0)

여 0(0.0) 19(51.4) 11(29.7) 7(18.9) 37(100.0)

체 4(5.3) 47(61.8) 14(18.4) 11(14.5) 76(100.0)

구분 체 군 정상 체 군 과체 군 비만군 total

농 지역 2(2.6) 25(64.1) 7(18.0) 5(12.8) 39(100.0)

시지역 1(2.7) 23(62.2) 7(18.9) 6(16.2) 37(100.0)

체 4(5.3) 47(61.8) 14(18.4) 11(14.5) 76(100.0)

  비체 치가 90% 미만 일 때 체 군, 90～110%는 정상 체 군, 110～

120%는 과체 군, 120% 이상은 비만군으로 분류하 다.(Table 5, Table 6) 

체 조사 상 아동의 5.3%가 체 군에 속하 으며, 정상체 군은 

61.8%, 과체 군은 18.4%, 비만군은 14.5%로 나타났다. 남아는 과체 군이 

7.7%, 비만군이 10.3%이고 여아는 과체 군이 29.7%, 비만군이 18.9%로 

과체 군 이상 비율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상체

군에 속하는 남아는 74.4%이고 여아는 48.7%에 불과했다. 지역  비교를 

해보면 농 지역 아동과 시지역 아동의 비만도 분포는 비슷하 다.

Table 5. 조사 상 아동의 성별 비체 치에 한 비만도 분포

Table 6.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비체 치에 한 비만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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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체 남 여

동물성 식품 462.3±138.8
1)

471.7±143.2 452.3±135.3

   (%) (29.2)2) (28.6) (28.6)

식물성 식품 734.4±208.1 719.0±181.8 750.7±234.1

   (%) (45.3) (43.6) (47.4)

수분 419.9±181.6 457.0±207.8 380.7±141.6

   (%) (25.5) (27.7) (24.0)

총   계 1,616.6±316.5 1,647.8±350.5 1,583.7±277.2

3. 조사 상 아동의 양섭취실태

   1) 식품성분표에 의한 양섭취실태

     (1) 식품  수분 섭취 실태

      (가) 식품군별 총 식품 섭취량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상 아동의 총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고 이  수분 섭취량이 419.9g으로 총 섭취량의 25.5%이 다. 식

품별로는 식물성 식품이 734.4g으로 총 섭취량의 45.3%이고 동물성 식품은 

462.3g으로 총 섭취량의 29.2% 다. 가장 많이 섭취한 식품으로는 물로서 

419.9g(25.5%)이며 다음이 곡류  그 제품 370.6g(22.9%), 우유  유제품 

353.0g(21.8%), 과일류 145.6g(9.0%)순이었다. 남․여간의 식품 섭취량은 거

의 비슷하 으며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으나 과일류의 섭취량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았다.(Table 8)

Table 7.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총 식품 섭취량                   (g)

1) 평균±표 편차

2) 총 섭취량에 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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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체 남 여

육류  그 제품 49.2±42.21) 53.2±42.6 45.0±41.9

어패류 38.2±27.1 40.2±26.1 36.0±28.4

난류 21.9±25.5 20.1±21.8 23.7±29.2

우유  유제품 353.0±139.8 358.2±137.7 347.6±143.7

곡류  그 제품 370.6±92.8 380.6±98.7 360.1±86.3

감자  분류 21.4±32.4 17.8±35.2 25.1±29.2

두류  그 제품 21.5±35.6 22.0±34.0 20.9±37.8

당류  그 제품 13.3±32.0 11.0±13.0 15.8±44.1

채소류 97.0±58.0 101.3±70.0 92.3±42.3

해조류 5.9±12.8 6.3±15.1 5.5±10.1

과일류 145.6±118.7 133.2±125.2 158.7±111.6

유지류  종실류 12.4±17.8 11.1±12.5 13.7±22.1

음료 25.0±91.3 16.5±51.5 33.9±120.0

기타식품류 21.8±13.1 19.0±10.4 24.6±15.2

물 419.9±181.6 457.0±207.8 380.7±141.6

총   계 1616.6±316.5 1647.8±350.5 1583.7±277.2

Table 8.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식품군별 식품 섭취량              (g)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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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체 남 여

동물성 식품(g) 374.7±118.4
1)

383.6±122.8 365.3±114.5

   (%) (29.5)2) (29.5) (29.4)

식물성 식품(g) 477.3±166.0 460.9±148.1 494.5±183.4

   (%) (37.5) (35.4) (39.9)

수분(g) 419.9±181.6 457.0±207.8 380.7±141.6

   (%) (33.0) (35.1) (30.7)

총   계 1,271.8±283.1 1,301.5±320.6 1,240.5±237.8

      (나) 식품군별 수분섭취량

  조사 상 아동의 수분 섭취량은 1,271.8g이며 이  물의 형태로 섭취한 

양이 419.9g(33.0)으로 가장 높고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477.3g(37.5%), 동물

성 식품으로 374.7g(29.5)을 섭취했다.(Table 9) 수분 섭취에 기여한 식품군

으로는 우유  유제품 304.4g(23.9%), 곡류  그 제품 201.6g(15.9%), 과

일류 123.1g(9.7%), 채소류 88.4g(7.0%)순이었다.(Table 10)

Table 9.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총 수분 섭취량                    (g)

1) 평균±표 편차

2) 총 수분 섭취량에 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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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체 남 여

육류  그 제품 28.8±24.61) 31.1±25.4 26.5±23.7

어패류 24.8±18.3 25.9±17.1 23.6±19.6

난류 16.6±19.4 15.3±16.6 18.0±22.1

우유  유제품 304.4±119.3 311.2±119.2 365.3±115

곡류  그 제품 201.6±63.9 201.5±67.0 201.6±61.3

감자  분류 14.6±24.3 11.5±25.0 17.9±23.3

두류  그 제품 13.4±29.0 13.3±26.3 13.6±32.0

당류  그 제품 1.5±4.5 1.3±2.6 1.7±5.9

채소류 88.4±52.3 92.4±63.0 84.3±38.5

해조류 3.6±11.3 4.6±13.6 2.7±8.3

과일류 123.1±101.0 113.1±107.6
133.6±

93.7

유지류  종실류 2.5±10.6 2.0±7.9 3.0±12.9

음료 19.5±70.2 13.5±44.9 25.8±89.8

기타식품류 9.0±6.7 7.8±5.1 10.1±8.1

물 419.9±181.6 457.0±207.8 380.7±141.6

총   계 1271.8±283.1 1301.5±320.6 1240.5±237.8

Table 10.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식품군별 수분 섭취량              (g)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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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체 남 여

밥류 377.7±153.8
1)

358.6±140.6 397.8±166.2

국,탕, 개 180.2±123.4 178.8±131.0 181.6±116.6

우유  유제품 289.2±162.9 314.4±175.2 262.7±146.5

과일류 147.4±125.0 137.3±134.4 158.1±115.1

물과 음료 265.7±206.5 290.4±218.4 239.7±192.6

기타 356.3±153.8 368.2±147.7 343.9±161.0

합계 1,616.6±316.5 1,647.8±350.5 1,583.7±277.2

      (다) 조리법에 따른 식품섭취량  수분 섭취량

  조사 상 아동의 조리법에 따른 식품섭취량은 Table 11과 같다. 조사 

상 아동의 총 식품 섭취량 1616.6g  밥류로 377.7g(23.3%), 우유  그 

제품으로 289.2g(17.9%), 물과 음료로 265.7g(16.4%)을 섭취했다. 조사 상 

아동들의 수분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조리법으로는 수분 섭취양의 

418.5g(32.9%)을 차지하는 밥과 국, 373.5g(29.3%)를 차지하는 간식 음식인 

우유  유제품과 과일, 256g(16.4%)인 물과 음료 순이며, 기타 조리법으로 

223.7g(17.6%)을 섭취하 다.(Table 12)

Table 11 조사 상 아동의 조리법에 따른 성별 식품 섭취량         (g)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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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체 남 여

밥류 254.3±132.8
1)

236.3±118.6 273.3±145.4

국,탕, 개 164.2±114.9 162.6±122.0 165.9±108.6

우유  유제품 248.5±142.2 271.9±153.0 223.9±127.4

과일류 125.0±103.8 116.1±116.4 134.4±95.6

물과 음료 256.0±198.9 284.4±216.1 226.1±176.9

기타 223.7±139.5 230.1±142.0 217.0±138.4

합계 1271.8±284.8 1301.5±320.6 1240.5±237.8

Table 12. 조사 상 아동의 조리법에 따른 성별 수분 섭취량         (g)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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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침 심 녁 간식

식품 섭취량(g) 305.6±149.5
1)

284.8±90.1 379.1±163.8 647.1±210.6

(%) (18.9±11.8)
2)
 (17.6±7.1) (23.5±12.9) (40.0±16.6) 

수분 섭취량(g) 247.0±135.9 207.1±79.5 299.3±140.4 518.4±180.1

(%) (19.4±10.7) (16.3±6.3) (23.5±11.0) (40.8±14.2) 

      (라) 끼니별 식품 섭취량  수분 섭취 실태

  조사 상 아동의 끼니별 식품 섭취량  수분 섭취량은 Table 13과 같

다. 끼니별 식품 섭취량은 아침 305.6g, 심 284.8g, 녁 379.1g, 간식 

647.1g이고 수분 섭취량은 아침 247.0g, 심 207.1g, 녁 299.3g 간식 

518.4g으로 조사되었다. 간식에서 섭취량이 다른 끼니의 섭취량에 비해 월

등히 높았다. 간식에서 식품 섭취비율이 40.0%을 섭취하고 있는 것과 비례

하여 간식에서 수분 섭취 비율도 40.8%로 조사되었다. 

Table 13. 조사 상 아동의 끼니별 식품 섭취량  수분 섭취량

1) 평균±표 편차

2) 총 섭취량에 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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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양소 섭취 실태

      (가) 열량  열량 양소 섭취 실태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섭취량은 1,538.5kcal이었고 탄수화물은 224.9g, 

단백질은 57.8g, 지방은 44.2g을 섭취하여 총 섭취 열량에 한 탄수화물:

단백질:지방의 구성비율은 59:15:26%이었다. 콜 스테롤의 섭취량은 

283.0mg이고, 조섬유와 식이섬유소의 섭취량은 3.33g과 5.25g이었다.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은 남아가 각각 1,549.2kcal, 223.0g, 59.0g 

45.5g이고 여아가 1,527.1kcal, 227.0g, 56.5g, 42.8g으로 남아의 섭취량이 높

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콜 스테롤, 조섬유,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남아가 각각 278.2mg, 3.43g, 5.21g이고 여아는 288.1mg, 3.22g, 5.3g이었으

며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Table 14) 지역별 열량  열량 양소 섭취

량을 비교해 보면 열량 섭취량은 시지역이 1,461.3kcal, 농 지역이 

1,611.6kcal로 농 지역이 유의 으로 높게 섭취하 다. , 지방은 시지역

은 41.5g, 농  지역 46.7g으로 농 지역 아동의 섭취량이 유의 으로 높았

다. (Appendix. 7)

  조사 상 아동의 식품군별 열량 섭취량과 단백질 섭취량은 Table 15과 

Table 16과 같다. 총 열량 섭취량 1,538.5kcal  동물성 식품으로 

445.3kcal를 섭취하 고 식물성 식품으로 1,093.1kcal를 섭취하 다. 열량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식품군으로는 곡류  그 제품이 730.7kcal, 우유  

유제품이 238.6kcal, 과일류가 80.5kcal, 유지류  종실류가 76.8kcal의 순

이었다.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에서 33.3g을 섭취하 고 식물성 식품에서

24.5g을 섭취하 다.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높은 식품군은 곡류  그 제품

으로 14.7g(25.8%)이며, 다음은 우유  유제품 10.7g, 육류  그 제품 

11.08, 두류  그 제품 3.2g, 난류 2.7g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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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남 여

열량(kcal) 1,538.5±287.0
1)

1,549.2±292.3 1,527.1±285.0

탄수화물(g) 224.9±50.0 223.0±44.9 227.0±55.5

단백질(g) 57.8±12.1 59.0±13.1 56.5±11.0

지방(g) 44.2±11.0 45.5±12.0 42.8±9.8

콜 스테롤(mg) 283.0±121.4 278.2±109.2 288.1±134.4

조섬유(g) 3.33±1.39 3.43±1.34 3.22±1.45

식이섬유소(g) 5.25±2.32 5.21±2.15 5.3±2.51

탄수화물(%열량) 58.7±5.5 58.0±5.2 59.5±5.8

단백질(%열량) 15.2±2.5 15.4±2.3 15.0±2.6

지방(%열량) 26.1±4.3 26.6±4.3 25.5±4.3

Table 14.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열량  열량 양소 섭취량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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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군 체 남 여

육류  그 제품 115.8±103.0
1)

123.9±103.1 107.3±103.7

어패류 57.8±44.3 60.7±43.1 54.6±46.0

난류 33.2±38.9 30.5±33.0 36.0±44.6

우유  유품 238.6±113.3 231.3±100.8 246.3±126.0

동물성 식품 소계 445.3±135.8 446.5±142.3 444.1±130.5

곡류  그 제품 730.7±202.3 775.6±232.4 683.3±154.3

감자  분류 26.4±34.1 24.8±41.6 28.1±24.3

두류  그 제품 37.2±36.5 40.3±40.1 33.9±32.6

당류  그 제품 50.9±125.4 42.3±56.7 59.9±171

채소류 24.9±19.1 26.7±23.9 22.9±12.1

해조류 6.1±7.9 4.6±6.23 7.73±9.2

과일류 80.5±69.9 71.9±65.3 89.4±74.3

유지류  종실류 76.8±37.6 71.9±27.5 81.9±45.8

음료 20.1±86.9 10.8±26.6 29.8±121.6

기타식품류 39.7±30.3 33.8±27.2 45.9±33.4

식물성 식품 소계 1,093.1±266.6 1,102.7±255.1 1,083±281.4

총   계 1,538.5±287.0 1,549.2±292.3 1,527.1±285.0

Table 15.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식품군별 열량 섭취량의 비교    (kcal)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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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군 체 남 여

육류  그 제품 11.08±9.7
1)

12.0±10.1 10.1±9.3

어패류 8.8±6.2 9.3±5.7 8.4±6.7

난류 2.7±3.1 2.4±2.6 2.9±3.6

우유  유제품 10.7±4.5 10.9±4.5 10.5±4.6

동물성 식품 소계 33.3±10.1 34.6±10.6 31.9±9.5

곡류  그 제품 14.7±4.4 15.4±4.8 13.9±3.8

감자  분류 0.3±0.5 0.2±0.4 0.4±0.5

두류  그 제품 3.2±2.9 3.4±2.7 3.0±3.1

당류  그 제품 0.2±0.6 0.1±0.5 0.2±0.6

채소류 1.9±1.4 1.9±1.7 1.9±1.2

해조류 0.9±1.1 0.6±0.9 1.1±1.3

과일류 0.8±0.7 0.6±0.6 1.0±0.8

유지류  종실류 0.4±0.7 0.3±0.5 0.4±0.8

음료 0.4±2.0 0.2±0.5 0.6±2.8

기타식품류 1.9±1.2 1.6±1.0 2.2±1.3

식물성 식품 소계 24.5±6.6 24.4±6.7 24.7±6.6

총   계 57.8±12.1 59.0±13.1 56.5±11.0

Table 16.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식품군별 단백질 섭취량의 비교     (g)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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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 실태

  Table 17은 조사 상 아동의 비타민 섭취량을 나타내었다. 비타민 A의

섭취량은 501.3RE이며 비타민B1은 0.84mg, 비타민B2는 1.17mg, 비타민B6 

1.45mg, 비타민B12 1.48mg,  나이아신은 10.4mg, 비타민 C는 72.3mg, 엽산

은 162.3mg을 섭취하 다 부분의 비타민 섭취량은 남,녀의 차이가 없었

으나 B1의 섭취량은 남아 0.90mg, 여아 0.78mg으로 남아의 섭취량이 유의

으로 높았다

  지역별 비타민 섭취량을 살펴보면 부분 비타민의 섭취량은 비슷하 으

나 비타민 C는 시지역 57.9mg, 농 지역 85.9mg으로 농 지역 아동의 섭

취량이 유의 으로 높았다.(Appendix 8) 이것은 농 지역 아동의 심 식

사에는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Table 18은 조사 상 아동의 무기질 섭취량을 나타내었다. 회분의 섭취

량은 13.5g이었고, 칼슘과 인의 섭취량은 각각 614.5mg과 941.4mg이었고, 

칼슘과 인의 섭취비율은 1 : 1.5이었고 칼슘/인의 섭취비율은 0.65로 나타

났다. 철의 섭취량은 8.18mg이었고 아연의 섭취량은 6.54mg이었다. 나트륨

과 칼륨의 섭취량은 2,414mg과 1,875mg이었다.

  지역별 무기질 섭취량은 시지역 이동과 농 지역 아동이 비슷하게 섭취

하 으며 칼슘의 섭취량은 시지역 아동이 643.2mg, 농 지역 아동이 

587.4mg으로 시 지역 아동의 섭취량이 높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

다.(Appendi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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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남 여

비타민 A(R.E) 501.0±284.3
1)

491.4±269.4 511.0±302.7

 틴놀(㎍) 162.4±85.1 167.2±97.0 157.4±71.4

 β-카로틴(㎍) 1,769±1333 1,571±968 1,978±1621

비타민 E(mg) 10.8±3.2 11.1±3.0 10.5±3.4

비타민 B1 (mg) 0.84±0.23 0.90±0.23 0.78±0.21*

비타민 B2 (mg) 1.17±0.28 1.22±0.33 1.12±0.21

비타민 B6 (mg) 1.45±0.43 1.41±0.42 1.49±0.46

비타민 B12(㎍) 1.48±0.81 1.65±0.96 1.29±0.56

나이아신(mg) 10.4±3.2 10.8±3.5 9.9±2.9

비타민 C(mg) 72.3±46.9 71.2±48.3 73.4±45.9

엽산(㎍) 162.3±60.0 155.7±50.7 169.4±68.5

Table 17. 조사 상 아동의 성별 비타민 섭취량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2) 남녀의 식품 섭취량 간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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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남 여

회분(g) 13.5±3.5
1)

13.5±3.9 13.3±3.1

칼슘(mg) 614.5±199.8 632.5±207.6 595.6±192.4

인(mg) 941.4±187.2 963.7±202.6 917.8±169.0

철(mg) 8.18±2.59 8.31±2.37 8.03±2.83

나트륨(mg) 2,414±896 2,435±945.8 2,392±853.6

소 (g) 6.13±2.28 6.19±2.40 6.08±2.17

칼륨(mg) 1,875±445.5 1,873±494.8 1,879±393.7

아연(mg) 6.54±1.55 6.80±1.68 6.26±1.36

Table 18. 조사 상 아동의 성별 무기질 섭취량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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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 권장량 한 열량  양소 섭취 비율

  조사 상 아동의 섭취한 열랑  양소를 양 권장량에 한 비율로 

살펴보았다.(Table 19) 권장량 비 열량 섭취 비율은 96.2%이며 남아는 

96.8%, 여아는 95.4%이었다. 단백질의 섭취비율은 권장량의 192.7%로 권장

량의 거의 2배에 가까웠다.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102.1%로 권장량과 비

슷하게 섭취하 으며, 인은 권장량의 156.9%를 섭취하 다. 철은 권장량의 

90.8%를 섭취하여 권장량보다 10%정도 낮았다. 아연은 권장량의 81.7%를 

섭취하여 권장량 비 가장 낮은 비율를 섭취한 양소이었다. 비타민 A는 

권장량의 125.2%이었고 비타민 E는 권장량의 180.7%, 비타민 B1과 B2는 

권장량의 105.6%와 117.0%을 섭취하 다. 나이아신은 권장량의 94.2%이었

고, 비타민 B6는 242.0%을 섭취하여 권장량 비 가장 높은 섭취비율를 나

타냈다. 비타민 C는 권장량의 144.5%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양 권장량 비 섭취비율은 Table 20에 나타냈다. 열량의 섭취

비율은 농  아동은 100.7%, 도시 아동은 91.3%로 농 아동이 더 권장량에 

가깝게 섭취하 으나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다. 열량을 비롯한 부분의 

양소 섭취량이 지역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으나, 비타민 B6와 비타민 C

는 농  아동이 259.8%, 171.8%, 도시 아동은 223.1%, 115.8%로 농  아동

이 유의 으로 높게 섭취하 다. 칼슘의 권장량 비 섭취량은 시지역 아

동이 107.2%, 농 지역 아동이 97.9% 로 시지역 아동이 섭취비율이 높았으

나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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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남 여

열량 96.2±17.91) 96.8±18.3 95.4±17.8

단백질 192.7±40.4 196.6±43.7 188.5±36.8

칼슘 102.4±33.3 105.4±34.6 99.3±32.1

인 156.9±31.2 160.6±33.8 153.0±28.2

철 90.8±28.8 92.4±26.3 89.2±31.4

아연 81.7±19.4 85.0±21.0 78.2±17.1

비타민 A 125.2±71.1 122.9±67.4 127.8±75.7

비타민 E 180.7±53.0 185.7±49.8 175.4±56.5

비타민 B1 105.6±28.2 112.6±28.8 98.2±25.9*

비타민 B2 117.0±27.8 121.5±32.8 112.3±20.8

나이아신 94.2±29.5 97.8±31.8 90.3±26.8

비타민 B6 242.0±72.3 235.6±69.2 248.7±75.8

비타민 C 144.5±93.7 142.5±96.6 146.7±91.8

엽산 162.3±60.0 155.7±50.7 169.4±68.5

Table 19. 조사 상 아동의 성별 양권장량 비 섭취 비율      (%)

1) 평균±표 편차

2) 남녀의 식품 섭취량 간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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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시지역 농  지역

열량 96.2±17.91) 91.3±14.6 100.7±19.7

단백질 192.7±40.4 188.6±34.1 196.5±45.7

칼슘 102.4±33.3 107.2±25.2 97.9±39.3

인 156.9±31.2 159.3±23.5 154.6±37.3

철 90.8±28.8 88.0±24.2 93.6±32.6

아연 81.7±19.4 78.5±17.2 84.8±21.0

비타민 A 125.2±71.1 127.7±75.6 122.9±67.4

비타민 E 180.7±53.0 177.9±47.2 183.4±58.5

비타민 B1 105.6±28.2 100.4±26.7 110.6±29.0

비타민 B2 117.0±27.8 115.8±23.1 118.1±31.9

나이아신 94.2±29.5 95.1±28.9 93.3±30.5

비타민 B6 242.0±72.3 223.1±70.2 259.8±65.1*

비타민 C 144.5±93.7 115.8±60.2 171.8±111.0*

엽산 162.3±60.0 166.9±54.8 158.0±65.1

Table 20.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양권장량 비 섭취비율     (%)

1) 평균±표 편차

2) 지역별 식품 섭취량 간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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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남 여

섭취량(g) 1,611.9±308.7
1)

1,642.6±347.5 1,579.6±262.7

수분(g) 1,301.0±275.8 1,332.0±310.3 1,268.3±234.0

열량(kcal) 1,363.6±274.4 1,372.8±284.1 1,353.9±267.3

탄수화물(g) 215.1±51.1 213.2±51.4 217.1±51.4

단백질(g) 53.5±12.1 53.5±12.1 53.6±12.3

지방(g) 32.1±13.9 34.0±15.3 30.1±12.1

조회분(g) 10.2±3.8 9.9±3.8 10.4±3.7

  2) 화학 분석법에 의한 양섭취실태

  조사 상 아동의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1,611.9g이고 이  80.7%인 

1,301.0g이 수분이고, 19.3%인 310.9g이 고형물의 무게 다. 이 고형물  

탄수화물은 215.1g, 단백질은 53.5g, 지방은 32.1g, 조회분은 10.2g이었고 열

량은 1,363.6kcal이었다. 총 섭취량  열량과 열량 양소, 수분 섭취량의 

남․녀 아동들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1) 

 

Table 21. 조사 상 아동의 화학 분석법에 의한 성별 섭취량 비교 

1) 평균±표 편차

  3)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열량  열량 양소 섭취량 비교 

  Table 22는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조사 상 아동의 식품 

섭취량  수분과 열량, 열량 양소, 조회분의 분석치를 비교한 것이다. 

화학 분석법에 이용된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1,611.9g이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에 이용된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었다. 그  화학 분

석법에 의한 수분 섭취량은 1,301.0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수분 섭취

량은 1,271.8g이었다. 열량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에 의해서는 1,363.6,kcal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1,538.5kcal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섭

취량이 높았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215.1g, 식품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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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분석은 224.9g로 나타났다. 단백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 

53.5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57.8g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섭취량이 높았다. 지방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은 32.1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44.2g으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유의 으로 높았다. 조회분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이 10.2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13.6g으로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유의 으로 높았다.

  총 식품 섭취량과 수분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으나 열량과 단백질, 지방, 

조회분의 섭취량이 차이는 학교에서 섭취한 음식물에 해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개인별 섭취한 음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화학 분석법은 개인별 

섭취한 음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학

교에서 수거한 견본 음식양이 무 어서 개별 음식으로 화학 분석법에 

의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심 식사량 체를 혼합하여 화학 분석을 하

여 표값으로 심 식사량을 계산하 다. 그러나 아동들의 심을 더 먹

은 경우 지방 함량은 높고 수분 함량은 낮은 밥, 도나스, 햄버거 스테이크 

등을 더 먹었지만 화학분석법에 의한 값은 이들 개별 음식에 한 값이 아

니고 표값으로 계산하 기 때문에 체 식품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으나 

열량  지방 함량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제 화학 분

석법과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비교가 가능한 가정에서 섭취한 음식물

만을 비교해 보았다.(Table 21)

  가정에서의 식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1,099.7g이었고 식품성분표

에 의한 분석은 1,117.2g이었다. 수분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에 의해서는 

861.4g이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873.1g이었다. 열량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에 의한 분석에서는 1,035.3kcal,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1,076.8kcal 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173.0g, 식품 성분

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164.5g이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 

36.3g,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37.8g으로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

치값이 높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다. 지방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

이 22.0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29.1g으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치



- 44 -

양소 화학 분석법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

섭취량(g) 1,611.9±308.71) 1,616.6±316.52)

수분(g) 1,301.0±275.8 1,271.8±283.1

열량(kcal) 1,363.6±274.4 1,538.5±287
***

탄수화물(g) 215.1±51.1 224.9±50.0

단백질(g) 53.5±12.1 57.8±12.1*

지방(g) 32.1±13.9 44.2±11.0***

조회분(g) 10.2±3.8 13.5±3.5***

값이 높게 나타났다. 조회분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이 7.0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9.1으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유의 으로 높았다.

Table 22. 식품 섭취량에 한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각 성분 

분석치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2)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간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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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화학 분석법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

섭취량(g) 1,099.7±294.21) 1,117.2±301.52)

수분(g) 861.4±259.0 873.1±265.6

열량(kcal) 1,035.3±271.9 1,076.8±285.7

탄수화물(g) 173.0±50.1 164.5±49.1

단백질(g) 36.3±12.7 37.8±11.9

지방(g) 22.0±13.6 29.1±10.3***

조회분(g) 7.0±3.7 9.1±3.6***

Table 23. 가정에서 섭취한 음식물에 한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

한 각 성분 분석치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2)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간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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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조사는 제주지역 학령  아동 76명(남 39명, 여 37명)을 상으로 동

량수거법에 의한 식이섭취조사를 실시하여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

한 분석으로 학령  아동들의 1일 식품 섭취량과 수분 섭취량을 알아보고

자 실시하 다.

1. 조사 상 아동의 성장 발달 상태

  아동들의 성장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데는 신장과 체 , 상완 와 흉 , 

피하지방두께 등의 신체계측치가 의미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박 등 1999)  

조사 상 아동들의 평균 신장과 체 은 116.4cm와 23.2kg이었고 남아가 

117.1cm, 23.2kg, 여아는 115.7cm, 23.2kg이었다. 조사 상 아동의 평균 나

이는 5.8세로 1998년 한국 소아 표  발육치의 5.5세～6세의 신장과 체 이 

남아가 112.9cm, 20.15kg 여아가 112.1cm, 19.74kg으로 본 조사 상 아동

이 신장은 3.5cm정도, 체 은 3kg정도 높았다. 홍 등(2001)이 울산지역 아

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6세 아동의 신장과 체 은 남아가 112.48cm, 

20.49kg, 여아가 109.99cm, 18.38kg으로 본 조사 아동이 신장은 5cm 정도 

체 은 3～4kg 정도 높았다. 고(2003)의 제주지역 보육시설 아동에 한 

조사에서 만 6세 아동의 신장과 체 은 118.2cm, 23.4kg으로 본 조사 아동

이 신장은 2cm 작았으나, 체 은 비슷하 다. 정 등(1995)이 조사에서는 

만 5세 아동 신장과 체 이 남아는 112.2cm, 20.2kg, 여아는 111.5cm, 

20.1kg이었고, 만6세의 아동의 신장과 체 은 남아가 117.9cm, 22.9kg, 여아

가 114.9cm, 21.8kg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신장  체 은 한국 소아 발육 기 치의 70.7백분 수와 79.3백분

수에 속했으며, 남아의 신장은 72.5백분 수, 체 은 75.8백분 수에 속하

고 여아의 신장은 68.9백분 수, 체 은 82.8백분 수에 속하 다. 

  Jelliffe는 표 집단의 3～97 백분 수 범  내에 있을때를 정상체 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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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 수 미만과 97 백분 수 이상인 경우를 비정상체 로 보았는데 본 조

사 상 아동의 신장에 따른 체 의 백분 수 분포는 93.4%가 정상체 에  

속하 고 비정상체 인 3 백분 수 미만은  없었고 97 백분 수 이상

은 6.6%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 상 아동들

의 양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비체 치는 107.4%이고 남아는 104.8%, 여아는 110.1%로 여아가 남아보

다 유의 으로 높았다. 비체 치가 90%이하를 체 군, 90～110%을 정상 

체 군, 110～120%을 과체 군, 120%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하 을때 

체 군 5.3%, 정상군 61.8%, 과체 군 18.4%, 비만군 14.5%로 나타났다. 

남아는 과체 군이 7.7%, 비만군이 10.3%이었으며 여아는 과체 군이 

29.7%, 비만군이 18.9%로 과체 군 이상 비율이 남아는 18.0%, 여아는 

48.6%로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고(2003)이 제주지역 보육시설 

아동에 한 조사에서 만 6세 아동의 비만도의 분포는 체 군 2.3%, 정

상 체 군 74.4%, 과체 군 16.3%, 비만군 7.0%로 본 조사 상 아동이 과

체 군이상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한 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령기로 어들면서 비만아로 성장 할 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 이 비만은 지방 세포수와 크기가 모두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단 

생성된 지방세포의 수는 비만을 치료한 후에도 어들지 않고 지방 세포의 

크기만 감소 할 뿐이다. 어린 시기의 비만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험률이 

높고 후에 성인병 발병 험률도 높아지므로 세포 성장이 활발한 어린 시

기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

하여야 한다.(김 등, 2001)

  아동들의 비만 정에 신뢰성이 가장 높은 지수로 알려진 WLI(Weight 

for lenth index)는 110.8이었으며, 남아가 109.4, 여아가 112.3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다. 남 등(1998)이 조사한 서울

과 경기도 일부 지역 만 6세 아동의 WLI는 109.0으로 본 조사 결과와 비

슷하 다. 

  신체계측치는 성장기 아동의 요한 양상태의 지표이며 많은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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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양상태를 잘 반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장은 과거로부터

의 양상태를 반 하고 체   비체 은 재의 양상태를 반 한다고 

보고(Jelliffe, 1989 ;Newell 등, 1984 : Gibson, 1990)되고 있으며 Waterlow

에 의하면 신장의 하는 단백질의 결핍을, 체 의 하는 열량의 결핍을 

반 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므로 본 조사 상 아동들의 신장  체 과 

비체 치가 표 치 이상으로 나타나 과거와 재 모두 양 상태가 양호하

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 상 아동의 식품  양섭취실태

  조사 상 아동의 총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고 이  수분의 섭취량은

419.9g으로 총 섭취량의 25.5%, 식품의 섭취량은 1,196.7g으로 총 식품 섭

취량의 74.5%이었다. 다른 연구의 총 식품 섭취량과 비교해 보면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 아동은 935.9g, 이(1994)의 1,039.5g, 고(1994)의 

785.5g, 고(2003)의  1,183.1g에 비하여 본 조사 상 아동의 총 식품 섭취

량이 훨씬 높았다. 다른 연구의 식품 섭취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식

품 섭취량이 본 조사 상 아동이 많이 섭취하 다기보다는 다른 연구는 

수분 섭취량 조사가 제외되었으나 본 조사는 수분 섭취량 조사도 함께 실

시하 기 때문에 총 식품 섭취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의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식품 섭취량 조사를 하 기 때문에 

목측량을 기 으로 하여 조리  생식품으로 량을 추정하 지만 본 조사

는 동량수거법을 실시하 고, 실제 섭취한 음식량에 한 조사이고 조리 

후 무게를 그 로 분석에 이용하 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고(2003)의 연구에서 3세에서 6세로 갈수록 아동들의 식품 섭취량이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1998년 국민 양조사인 경우 조사 상 아동의 

나이는 3～6세이었으나 본 조사 상 아동의 나이는 5～6세(평균5.8세)이어

서 총 식품 섭취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수분을 제외한 식품 섭취량 1,196.7g  동물성 식품은 462.3g, 식물성 

식품은 734.4g으로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38.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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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이었다. 1998년 국민 양조사의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289.1g, 식물성 

식품 섭취량은 646.8g으로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각각 

30.9%와 69.1% 본 조사 상 아동의 동물성 식품 섭취비율이 높았다. 고

(1994)의 연구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39.1%로 본 조사와 비슷하

으며, 이(1994)의 연구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이 30.1%로 본 조

사보다 낮았다. 고(2003)의 연구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이 48.3%로 

본 조사보다 높았다.

  본 조사 상 아동의 식품군 섭취량은 물 419.9g, 곡류  그 제품 

370.6g, 우유  유제품 353.0g, 과일류 145.6g순이고 1998년 국민 양조사

는 곡류  그 제품 269.4g, 우유  유제품 193.0g, 과일류 179.0g순으로 

조사되어 물을 제외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순서는 곡류  그 제

품, 우유  유제품, 과일류 순으로 같으나 본 조사 상 아동이 곡류  

그 제품과 우유  유제품은 각각 100g과 160g을 더 섭취하 으나 과일류

는 34g정도 덜 섭취하 다.

3. 조사 상 아동의 1일 수분 섭취량  이용 실태

  조사 상 아동 총 수분 섭취량은 1,271.8g이며 이  물로써 섭취하는 

양이 419.9g(33.0%), 식품으로 849.9g(67.0%)을 섭취하 다. 식품군별 수분 

섭취량은 물 419.9g, 우유  유제품 304.4g, 곡류 201.6g, 과일류 123.1g, 

채소류 88.4g순이었다. 한 수분 섭취량 1,271.8g  밥류로 254.3g을 섭취

하여 조리법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은 물과 음료 256.0g, 우

유  유제품 248.5g, 기타 223.7g, 국류 164.2g, 과일류123.0g 순이다

  열량 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체내에서 100g 연소시켰을

때 얻어지는 수분을 각각 60g, 41g, 107g이다. 조사 상 아동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이 각각 224.9g 57.8g 44.2g이므로 이들의 사과정

에서 얻어지는 수분은 각각 135.7g, 23.9g, 47.3g이므로 1일 사과정에서 

얻어지는 수분은 총 205.9g이다. 그러므로 조사 상 아동의 체내 수분 이

용량은 실제 수분 섭취량 1,271.8g과 사과정에서 생산된 205.9g을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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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76.7g된다. 6세 아동의 1일 수분 필요량이 1,800～2,000㎖인(김 등, 

2001)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 상 아동의 수분 섭취량은 충분하다 할 수 

없으므로 수분 섭취의 요성에 한 양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다.

4.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양소 섭취 실태

  열량 섭취량은 1,538.5kcal로 권장량의 약 96% 수 이다.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의 열량 섭취량은 국 평균은 1,476.4kcal, 소도시는 

1,525kcal, 읍면지역은 1,478.0kcal로 조사되어 본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섭취량은 우리나라 소도시 수 과 비슷하 다. 고(2003)의 만 6세 아동이 

1,700.4kcal와 박 등(1997)의 4～6세 사립 유치원생의 1,636.8kcal와 비교하

면 본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섭취량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임 등(1995)의 

연구에서 열량 섭취량 1.503.8kcal, 임(2001)의 부산지역 4～6세 아동의 열

량 섭취량 1,447.2kcal, 박 등(1997)의 4～6세 선교원 유치원생 1,167.7kcal

와 비교하면 본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섭취량이 높았다. 남아와 여아의 

열량 섭취량은 각각 1,647.8kcal, 1,583.7kcal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섭취량은 

높았으나 유이 인 차이는 아니었다.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섭취비율은 58.7:15.2:26.1%로 고(2003)의 

56.1:16.5:27.4%와 김 등(1997)의 60.4:13.5:26.1와는 비슷하 고 김 등(1994)

의 60.4:17.0:22.6%와 비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비율은 비슷하

으나 지방의 섭취비율은 높았다.  임 등(1995)의 55.8:15.6:28.6%비교하면 

지방의 섭취비율은 약간 낮았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224.9g이고 남아가 223.0g 여아가 227.0g이었다. 1998

년 국민 양조사의 3～6세는 235.4g, 임(1999)의 4～6세 220.2g 고(2003)의 

6세 211.7g과는 비슷하 다.  김 등(1997)의 6세 아동 섭취량 267.4g, 김 

등(1994)의 256.9g보다는 낮았고 이(1994)의 6세 아동 209.6g, 고(1994)의 6

세 172.7g보다는 높았다.

  단백질 섭취량은 57.8g으로 권장량의 192.7%이며 임 등(1995)의 6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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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섭취량 57.8g과 비슷하 다.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 섭취량 

49.7g, 임(1999) 4～6세 섭취량 50.4g, 김 등(1997) 6세 아동 50.8g에 비하여 

조사 상 아동의 섭취량이 높았으나 고(2003)의 6세 아동의 69.8g, 김

(1994)의 6세 아동 75.1g, 박 등(1997)의 사립유치원생 66.6g보다는 낮았다. 

  지방 섭취량은 44.2g으로 김 등(1994)의 44.5g, 김 등(1997)의 44.5g, 임 

등(1995)의 47.6g과는 비슷하 다.  박 등(1997)의 사립 유치원생의 

68.1g, 고(2003)의 연구에서 6세 아동의 섭취량 52.2g보다는 낮았으나 1998

년 국민 양조사의 3～6세 아동의 섭취량 30.4g과 박 등(1997)의 4～6세 

선교원 아동의 섭취량 33.3g보다는 높았다.

  조섬유의 섭취량은 3.33g, 식이 섬유소의 섭취량은 5.25g으로 체 식이

섬유질 섭취량은 8.8g으로 임 등(2002)의 11.08g과 보다는 었고 미국의 

4～6세 백인 아동의 8.1g보다는 약간 높았다. 우리나라의 학령  아동의 식

이섬유질 섭취량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성인인 경우 20～25g을 바

람직한 섭취량으로 추천하고 있다. 미국이 경우 2세 이상 아동의 식이섬유

질의 최소 권장 섭취량은 ‘연령(yr)+5g’으로 설정하고 있으며(Dwyer,1995) 

‘연령(yr)+5g～10’이 정상 인 배변을 돕고 향후 만성 퇴행성질환 방효과

를 기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섭취량으로 권장하고 있다.(Williams 등, 

1995) 

  본 조사 상 아동들의 식이섬유질 섭취량 낮은 것은 우리나라 식품성분

표에서의 식이섬유질 분석치가 미비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식이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채소류의 기호도가 낮아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되어진다. 고(2003)와 이 등(2000)의 연구에서 학령  아동들은 동물성 

반찬에 한 기호도는 높은 반면 식물성 반찬에 한 기호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홍(1998)과 김(2001)이 등학생에 한 연구에서는 비만

한 아동일수록 육류반찬을 좋아하고 야채류 특히 녹황색 채소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동기  청소년기의 식이 섬유질 섭취는 음식물의 에

지 도를 이며 소화흡수율을 낮추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 을 이

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아비만의 방과 치료에 효과 인 역할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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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Kimm, 1995)되었고 어릴때의 식습 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향

을 끼치므로 채소류 섭취를 통한 식이 섬유질 섭취의 요성에 한 양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칼슘의 섭취량은 614.5mg이고 권장량의 102.4%이다. 1998년 국민 양조

사의 3세～6세 아동 399.7g과 임(2001)이 4세～6세 아동 403.3mg, 고(1994)

의 6세 아동 378.3mg, 이(1994)의 6세 아동 385.5mg에 비해 본 조사 상 

아동의 칼슘 섭취량은 월등히 높았으나 고(2003)의 6세 아동 섭취량 

686.4mg과는 비슷하 으나 김(1994)의 6세 아동 섭취량 822.8mg보다는 낮

았다. 근래 세계 각국에서 칼슘의 섭취부족으로 인한 양문제를 의 성

장․유지 뿐만 아니라 질환, 골다공증, 골 , 순환기계 질환, 고 압, 동

맥경화, 고지 증, 암 등 각종 질병과 련하여 다루고 있다.(Lawrence, 

1987 ; Heaney RP 등, 1997 ; Johnson NE, 1985 ; Govers 등, 1995) 한 

많은 연구에서 최  골질량(peak bone mass)의 획득이 골다공증 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주목되고 있고,  최  골질량 획득에 가장 요한 결

정요인으로서 성장기의 충분한 칼슘섭취가 강조(Newton-John 등 1970; 

Matkovic V등, 1979; Matkovic V, 1992)되는 것을 볼 때 본 조사 상 아

동의 칼슘 섭취량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조사가 등학교 

병설 유치원 아동을 상으로 하 고 제주도내 등학교의 식은 오  간

식으로 우유 식을 포함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다. 보통의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보육시설에서는 아동들의 

간식을 1회 이상 우유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의 섭취량은 941.4mg이고 권장량의 156.9%이며. 남아의 섭취량은 

963.7mg, 여아의 섭취량은 917.8mg이었다.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 

아동 782.6mg, 임(2001)이 4～6세 아동 738.89mg, 김 등(1997)의 795.4mg

에 비해 조사 상 아동의 인의 섭취량이 높았으나 고(2003)의 6세 아동 

섭취량 1,038.5mg보다는 낮았다.

우리나라의 칼슘과 인의 섭취 수 을 고려하여 칼슘과 인의 섭취 비율은 1 

: 1로 권장하고 있다.(한국인 양 권장량 2000) 이에 비하여 조사 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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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칼슘과 인의 섭취비율은 1 : 1.5로 나타나 칼슘 섭취량에 비해 인의 

섭취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조사 상 아동의 칼슘/인의 섭취비

율은 0.65로 1998년 국민 양조사의 0.51과 임(2001)의 0.53에 비교하면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의 섭취량은 8.18mg으로 권장량의 90.8%수 이었다. 박 등(1997)의 선

교원 아동의 섭취량 8.0mg과는 비슷하 으나 박 등(1997)의 보육원 아동의 

섭취량 10.0mg, 사립 유치원생의 10.07mg, 김 등(1994)의 19.4mg, 임(1999)

의 10.1mg보다는 낮았으며 김 등(1997)의 6.8mg, 1998년 국민 양조사의 

7.7mg보다는 높았다.

  아연의 섭취량은 6.54mg으로 권장량의 81.7%이었며. 임(2003)의 부산지

역 4～6 세 아동의 섭취량 4.29mg보다 많이 섭취하 다. 아연은 동물의 성

장과 발달에 필수 인 미량 양소로 필요량이 상 으로 높은 성장기, 임

신기에 아연 결핍의 험은 증가한다. 성장기의 아연 결핍은 식욕감소, 정

신지체. 성장지연, 체 감소, 골격의 이상, 피부질환, 머리카락의 양결핍, 

성 능력의 미성숙 등의 임상  결핍을 래할 수 있다(Burch 등, 1975 ; 

Hambidge 등, 1976 ; Buzina 등, 등, 1980 ; Chase 등, 1980 ; Chen, 1985)

는 보고와 같이 아연은 성장기 아동들에 성장발달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량 양소이나, 아연 함량이 낮고 아연의 흡수를 해하는 요

인이 많은 곡류 주의 우리나라 식사유형에서는 아연 섭취량이 비교  낮

을 것으로 측(임, 2003)한 거와 같이 본 조사 결과도 권장량 비 섭취량

이 가장 낮은 양소로 조사되었다.

  비타민 A의 섭취량은 501.0RE으로 권장량의 125.2%수 이었으며 남아 

491.4RE, 여아 511.0RE로 남여의 섭취량은 비슷하 다. 이(1994)의 6세 아

동의 섭취량 496.9RE과 비슷하 고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 아동의 

섭취량 394.9RE, 고(2003)의 6세 아동 섭취량 460.4RE, 임의 4～6세 아동의 

섭취량 396.0RE에 비해 본 조사 상 아동의 섭취량이 높았다. 고(1994)의 

569.4RE, 김 등(1994)의 634.2RE, 김 등(1997)의 771.2RE보다는 낮았다.

  비타민 B1의 섭취량은 0.84mg이었고 남아가 0.90mg, 여아가 0.78m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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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의 섭취량이 유의 으로 높았다. 권장량 비 105.5%수 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의 섭취량의 1.17mg, 남아 1.24mg, 

여아 1.09mg와 비교하여 본 조사 상 아동의 섭취량이 낮았다. 

  비타민 B2의 섭취량은 1.17mg이며 권장량의 116.7%수 이다. 1998년 국

민 양조사의 0.92mg, 임(2002)의 0.91mg, 이(1994)의 0.85mg, 고(1994)의 

1.1mg보다는 높았으나 김 등(1994)의 2.2mg, 김 등(1997)의 1.5mg보다는 

낮았다. 비타민2의 원식품은 육류, 생선과 같은 동물성 식품과 유제품이

므로 본 조사 상 아동의 동물성 식품 섭취량과 유제품 섭취량이 높아서 

비타민2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임(2002)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군과 식물성 식품군의 비타민 B2의 섭취비율은 67.7: 33.9%이었으며, 

비타민 B2의 섭취량에 가장 기여한 식품군은 우유  유제품(41.9%)이었

다.

  나이아신의 섭취량은 10.4mg이고 권장량의 94.1%이었다. 1998년 국민

양조사의 3～6세 아동의 섭취량은 국 평균 9.9mg, 도시는 10.2mg, 

소도시는 9.7mg, 읍면지역은 9.4mg이었다. 본 조사 상 아동의 나이아신

의 섭취량은 1998년 국민 양조사의 도시 수 과 비슷하 다. 

  비타민 C 섭취량은 72.3mg으로 권장량의 144.5%이었고. 남아는 71.2mg, 

여아는 73.4mg이었다 1998년 국민 양조사의 90.9mg, 김 등(1994)의 

100.1mg, 김 등(1997)의 93.4mg보다는 낮았으나 이(1994)의 33.8mg, 고

(1994)의 32.7mg보다는 높았다. 

5.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섭취량 비교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1,611.9g으로 조사되었고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1,616.6g이 조사되어 섭취량은 비슷하게 나타났

다. 화학 분석법에 의한 수분 섭취량은 1,301.0g으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

석의 수분 섭취량 1,271.8g보다 높았으나 유의  차이는 아니었다. 열량 섭

취량은 화학 분석법은 1,363.6,kcal,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1,538.5kcal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유의 으로 높았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화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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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은 215.1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224.9g로 두 방법이 비슷하 다. 

단백질, 지방, 조회분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53.5g, 32.1g, 10.2g으

로 조사되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58.3g, 44.2g 136.g으로 조사되어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치의 값이 유의 으로 높았다. 총 식품 섭취량과 

수분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으나 열량과 단백질, 지방, 조회분의 섭취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에서 섭취한 음식물에 해서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개별 음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화학 분석법에 의한 분석을 개별 음식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 수거한 견본 음식양

이 무 어서 개별 음식으로 화학 분석법에 의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심 식사량 체를 혼합하여 화학 분석을 하여 표값으로 심 식사량을 

계산하 다 그러나 아동들의 심을 더 먹은 경우 지방 함량은 높고 수분 

함량은 낮은 밥, 도나스, 햄버거 스테이크 등을 더 먹었지만 화학분석법에 

의한 값은 이들 개별 음식에 한 값이 아니고 표값으로 계산하 기 때

문에 체 식품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으나 열량과 단백질, 지방, 조회분의 

함량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의 섭취량만을 비교해보면 식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은 

1,099.7g이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1,117.2g으로 조사되었다. 수

분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에 의해서는 861.4g이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

석으로는 873.1g이었다.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에 의

한 분석에서는 1,035.3kcal, 173.0g, 36.3g이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

로는 1,076.8kcal, 164.5g, 37.8g으로 나타나 두 방법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지방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이 22.0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29.1g으로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치값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분

석 방법간의 지방 섭취량이 차이는 Kim 등(2003)의 한국 성인 여자를 

상으로 한 연구의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지방 섭취량 

차이와 비슷하 다.  조회분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7.0g, 식품성

분표에 의한 분석에서는 9.1g으로 조사되어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유

의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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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학령  아동 76명(남 39명, 여 37명)을 상으로 

2003년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사이에 24시간 동량수거법에 의해 1일 총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 다. 식품 섭취량은 수거된 총 식품을 화학 분석법

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 수분과 열량  양소 섭취량을 구하여 

비교하 다. 화학 분석법으로 수분, 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비율을 구하

여 탄수화물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기 으로 수분량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회분의 함량을 구하 다.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수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섬유, 회분,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아

연, 비타민 A, 티놀, β-카로틴, 비타민E, 비타민 B1, 비타민B2, 비타민6, 

비타민B12, 나이아신, 엽산, 조섬유, 식이섬유소, 콜 스테롤 양을 분석하

다. 식품 섭취량 조사는 식품군별, 조리법별로 식품 총 섭취량과 수분 섭취

량을 조사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상 아동의 성장 발달 상태

  조사 상 아동들의 평균 신장과 체 은 116.4cm와 23.2kg이었고 남자 아

동이 117.1cm, 23.2kg, 여자 아동은 115.7cm, 23.2kg이었다. 나이에 따른 평

균 신장  체 은 한국 소아 발육 기 치의 70.7백분 수와 79.3백분 수

에 속했으며, 신체계측치로 본 양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체 치는 107.4%이고 남아는 104.8%, 여아는 110.1%로 여아가 남아보

다 유의 으로 높았다. 과체 군 이상 비율이 남아는 18.0%, 여아는 48.6%

로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과체 군 이상인 아동들이 비만아로 

성장하지 않도록 한 리가 요구된다.

2. 조사 상 아동의 식품 섭취 실태

  조사 상 아동의 총 식품 섭취량은 1,616.6g이고 이  물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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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g(25.5%), 동물성 식품으로 462.3g(29.2%), 식물성 식품이 

734.4g(45.3%)을 섭취하 다. 가장 많이 섭취한 식품군은 물 419.9g(25.5%), 

곡류  그 제품 370.6g(22.9%), 우유  유제품 353.0g(21.8%), 과일류 

145.6g(9.0%)순이었다. 식품 섭취량이 높은 조리법은 밥류 377.7g(23.3%), 

우유  유제품 289.2g(17.9%), 물과 음료 265.7g(16.4%)순이었다. 끼니별 

식품 섭취량은 아침 305.6g(18.9%), 심 284.8g(17.6), 녁 379.1g(23.5%), 

간식 647.1g(40.0%)이었다.

3. 조사 상 아동의 수분 섭취 실태

  조사 상 아동 총 수분 섭취량 1,271.8g이며, 물로써 419.9g(33.0%) 식품

으로 851.0g(67.0%)다. 수분 섭취에 기여한 식품군으로는 우유  그 제품 

304.4g(23.9%), 곡류  그 제품 201.6g(15.9%), 과일류 123.1g(9.7%), 채소

류 88.4g(7.0%)순이었다 수분 섭취에 기여도가 높은 조리법은 밥과 국이 

418.5g(32.9%), 간식음식인 우유  유제품과 과일이 373.5g(29.3%), 물과 

음료가 256.0g(19.1%), 기타 조리법으로 223.7g(17.8%)순이었다.

  

4.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양소 섭취 실태

  조사 상 아동의 열량 섭취량은 1,538.5kcal로 권장량 비 약 96% 수

이었다. 탄수화물은 224.9g, 단백질은 57.8g, 지방은 44.2g을 섭취하여 총 

섭취 열량에 한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구성비율은 59:15:26%이었다. 콜

스테롤의 섭취량은 283.0mg이고, 조섬유와 식이섬유소의 섭취량은 3.33g

과 5.25g이었다. 

  조사 상 아동의 비타민 섭취량은 비타민 A는 501.0R.E, 비타민B1은 

0.84mg, 비타민B2 1.17mg, 비타민B6 1.45mg, 비타민B12 1.48mg, 나이아신 

10.4mg, 비타민 C는 72.3mg, 엽산은 162.3mg으로 나이아신을 제외한 모든 

비타민 섭취량이 권장량 이상이었다.

  조사 상 아동의 무기질 섭취량은 회분은 13.5g이었고, 칼슘은 614.5mg

으로 권장량의 102.4%이고 철은 8.18mg으로 권장량의 90.8%, 아연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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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81.7%인 6.54mg이었다. 그 외 인 941.4mg, 나트륨 2,414mg, 칼륨 

1,875mg 섭취하 다. 조사 상 아동들의 열량  양소 섭취 실태는 

부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비교

  총 식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에는 1,611.9g이 이용되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에는 1,616.6g이 이용되었다. 수분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1,301.0g으로 조사되었고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1,271.8g으로 조사

되었다. 열량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으로는 1,363.6,kcal,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1,538.5kcal로 조사되었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은 

215.1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224.9g, 단백질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은 

53.5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57.8g로 조사되었다 지방 섭취량은 화학

 분석은 32.1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44.2g 조사되었고 조회분은 화

학 분석법으로는 10.2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으로는 13.5g으로 조사되었

다.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에서 총 식품 섭취량  수분과 

탄수화물 섭취량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열량, 단백질, 지방, 조회분의 섭

취량은 화학 분석법에 비해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유의 으로 높게 조

사되었다.

  가정에서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이 1,099.7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은 

1,117.2g이었다. 열량 섭취량은 화학  분석이 1,035.3kcal, 식품성분표에 의

한 분석 1,076.8kcal로 조사되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량은 화학 분

석법이 각각 173.0g, 36.3g,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164.57g, 37.8g으로 

조사되었다. 지방과 조회분의 섭취량은 각각 화학 분석법이 22.0g, 7.0g, 식

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29.1g, 9.4g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의 섭취량은  

화학 분석법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에서 총 식품 섭취량, 수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은 비슷하게 조사되었고 지방과 조회분의 섭취량은 식품

성분표에 의한 분석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 로 학령  아동들의 식이섭취조사를 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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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모든 음식물에 하여 동량수거법에 의하여 실시하 기 때문에 앞

으로 학령  아동들의 실제 섭취한 식품과 양소 섭취량 조사에 기 자료

로 이용 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양 권장

량 설정시 수분 권장량에 한 기 을 마련하고자 수분 섭취량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수분 섭취량에 한 조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양 권장량 설정시 수

분 권장량도 설정 될 것이라 망하는 바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령  

아동들의 수분 섭취량과 수분 권장량 설정시 기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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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체계측치
체 시지역 농 지역

신장(cm) 116.4±5.0
1)

117.3±4.0 115.6±5.8

(70.7)2) (79.0)**3) (62.9)

체 (kg) 23.2±3.7 23.7±3.2 22.7±4.1

(79.3) (87.8)* (71.2)

비체 (%) 107.4±10.7 108.2±9.7 106.6±11.7

WLI 110.8±13.4 112.8±11.8 108.9±14.7

구분 전체 남 여

3 percentile 이하 2(2.6)1) 1(2.6) 1(2.7)

3～10 percentile 4(5.3) 2(5.1) 2(5.4)

10～25 percentile 6(7.9) 4(10.3) 2(5.4)

25～50 percentile 10(13.2) 3(7.7) 7(18.9)

50～75 percentile 21(27.6) 9(23.1) 12(32.4)

75～90 percentile 16(21.1) 10(25.6) 6(16.2)

90～97 percentile 9(11.8) 6915.4) 3(8.1)

99 percentile 이상 8(10.5) 4(10.3) 4(10.8)

부  록

Appendix. 1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신체 계측치

1) 평균±표 편차

2) 한국 소아 발육치에 한 평균 percentile 값

3) 지역별 신체 계측치 간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 p>0.05    ** p>0.01 ) 

Appendix. 2 조사 상 아동의 성별 나이에 따른 신장 백분 수 분포

1) 조사 상자의 백분 수



- 72 -

구분 전체 시지역 농촌지역

3 percentile 이하 2(2.6) 0(0.0) 2(5.1)

3～10 percentile 4(5.3) 0(0.0) 4(10.3)

10～25 percentile 6(7.9) 1(2.7) 5(12.8)

25～50 percentile 10(13.2) 7(18.9) 3(7.7)

50～75 percentile 21(27.6) 10(27.0) 11(28.2)

75～90 percentile 16(21.1) 8(21.6) 8(20.5)

90～97 percentile 9(11.8) 5(13.5) 4(10.3)

99 percentile 이상 8(10.5) 6(16.2) 2(5.1)

구분 전체 남 여

3 percentile 이하 0(0.0) 0(0.0) 0(0.0)

3～10 percentile 1(1.3) 0(0.0) 1(2.7)

10～25 percentile 6(7.9) 4(10.3) 2(5.4)

25～50 percentile 7(9.2) 5(12.8) 2(5.4)

50～75 percentile 17(22.4) 11(28.2) 6(16.2)

75～90 percentile 21(27.6) 10(25.6) 11(29.7)

90～97 percentile 14(18.4) 4(10.3) 10(27.0)

99 percentile 이상 10(13.2) 5(12.8) 5(13.5)

Appendix. 3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나이에 따른 신장 백분 수 분포

1) 조사 상자의 백분 수

Appendix. 4 조사 상 아동의 성별 나이에 따른 체  백분 수 분포

1) 조사 상자의 백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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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시지역 농촌지역

3 percentile 이하 0(0.0) 0(0.0) 0(0.0)

3～10 percentile 1(1.3) 0(0.0) 1(2.6)

10～25 percentile 6(7.9) 0(0.0) 6(15.4)

25～50 percentile 7(9.2) 1(2.7) 6(15.40

50～75 percentile 17(22.4) 10(27.0) 7(18.0)

75～90 percentile 21(27.6) 13(35.1) 8(20.5)

90～97 percentile 14(18.4) 5(13.5) 9(23.1)

99 percentile 이상 10(13.2) 8(21.6) 2(5.1)

구분 전체 시지역 농촌지역

3 percentile 이하 0(0.0) 0(0.0) 0(0.0)

3～10 percentile 1(1.3) 1(2.7) 0(0.0)

10～25 percentile 5(6.6) 1(2.7) 4(10.3)

25～50 percentile 8(10.5) 4(10.8) 4(10.3)

50～75 percentile 25(32.9) 12(32.4) 13(33.3)

75～90 percentile 19(25.0) 10(27.0) 9(23.1)

90～97 percentile 13(17.1) 7(18.9) 6(15.4)

99 percentile 이상 5(6.6) 2(5.4) 3(7.7)

Appendix. 5.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나이에 따른 체  백분 수 분포

1) 조사 상자의 백분 수

Appendix. 6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신장에 따른 체  백분 수 분포

1) 조사 상자의 백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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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제주시 지역 농  지역

열량(kcal) 1,538.5±287.01) 1461.3±233.9 1611.6±315.4＊

탄수화물(g) 224.9±50.0 213.0±42.0 236.3±54.8

단백질(g) 57.8±12.1 56.6±10.2 59.0±13.7

지방(g) 44.2±11.0 41.5±8.6 46.7±12.4
＊

콜 스테롤(mg) 283.0±121.4 305.3±120.1 261.9±120.4

조섬유(g) 3.33±1.39 3.16±1.1 3.48±1.62

식이섬유소(g) 5.25±2.32 4.93±2.14 5.56±2.46

탄수화물(%열량) 58.7±5.5 58.6±5.0 59.0±6.0

단백질(%열량) 15.2±2.5 15.7±2.3 14.8±2.5

지방(%열량) 26.1±4.3 25.8±4.0 26.2±4.7

Appendix. 7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양소 섭취량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2) 지역간 섭취량 비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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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제주시 지역 농  지역

비타민 A(R.E) 501.0±284.3
1)

510.7±302.6 491.7±269.6

 틴놀(㎍) 162.4±85.1 157.2±80.7 167.3±89.8

 β-카로틴(㎍) 1,769±1333 1794±1081 1745±1549

비타민 E(mg) 10.8±3.2 10.7±2.8 11.0±3.5

비타민 B1 (mg) 0.84±0.23 0.80±0.21 0.88±0.23

비타민 B2 (mg) 1.17±0.28 1.15±0.23 1.18±0.32

비타민 B6 (mg) 1.45±0.43 1.34±0.42 1.56±0.42
＊

비타민 B12(㎍) 1.48±0.81 1.66±0.96 1.30±0.59

나이아신(mg) 10.4±3.2 10.5±3.2 10.3±3.4

비타민 C(mg) 72.3±46.9 57.9±30.1 85.9±55.5
＊

엽산(㎍) 162.3±60.0 166.9±54.8 158.0±65.1

Appendix. 8.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비타민 섭취량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2)지역간 섭취량 비교는 t-test에 의해 유의 인 차이가 있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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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제주시 지역 농  지역

회분(g) 13.5±3.51) 13.0±3.5 13.8±3.6

칼슘(mg) 614.5±199.8 643.2±151.2 587.4±235.8

인(mg) 941.4±187.2 955.9±140.8 927.6±223.6

철(mg) 8.18±2.59 7.92±2.18 8.42±2.94

나트륨(mg) 2,414±896 2,315±994 2,509±794

소 (g) 6.13±2.28 5.88±2.53 6.37±2.02

칼륨(mg) 1,875±445.5 1,863±370.3 1,888±511.4

아연(mg) 6.54±1.55 6.28±1.38 6.78±1.68

Appendix. 9 조사 상 아동의 지역별 무기질 섭취량의 비교

1)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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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체 시 지역 농  지역

섭취량(g) 1,611.9±308.71) 1,591.2±238.2 1,631.6±365.5

수분(g) 1,301.0±275.8 1,284.2±204.6 1,316.9±331.6

에 지(kcal) 1,363.6±274.4 1,329.5±239.0 1,395.9±303.7

탄수화물(g) 215.1±51.1 213.7±46.7 216.4±55.4

단백질(g) 53.5±12.1 53.5±9.4 53.5±14.3

지방(g) 32.1±13.9 29.0±12.8 35.1±14.3

조회분(g) 10.2±3.8 10.9±4.3 9.5±3.0

구  분 직 측정 추정측정

섭취량(g) 512.3±112.0 499.4±115.3

수분(g) 439.6±105.0 398.7±105.9

에 지(kcal) 328.2±67.1 461.6±78.3

탄수화물(g) 42.1±10.7 60.5±13.5

단백질(g) 17.3±3.1 20.0±4.8

지방(g) 10.1±3.3 15.1±3.8

조회분(g) 3.2±0.7 4.2±0.9

Appendix. 10 조사 상 아동의 화학  분석방법에 의한 지역별 수분  

양소 섭취량 비교 

1) 평균±표 편차

Appendix. 11 학교에서의 섭취량에 한 화학  분석과 식품성분표에 의한 

분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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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od and water consumption condition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Jeju by duplicated 

food collection 

Bok-Me Ya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daily food and water consumption 

and dishes served with water consumption of preschool children in Jeju 

area. We collected the food and water which 76 preschool children(39 

boys and 37 girls) in Jeju from 20th to 24th October in 2003 had by 

duplicated food collection

  The subject' average age and height were 5.8 years old and 116.4cm 

tall, respectively. This indicates 70.7th percentile in the standards for 

children's growth. Their average weights was 23.2kg, resulting 

79.3th percentile in the standards for children's growth. 

  The preschool children's daily calorie consumption was the total 

1,538.5kcal as about 96% of RDA. The calorie nutrient intake 

investigated carbohydrate 224.9g(59%), protein 57.8g(15%), fat 

44.2g(26%). 

  The total food consumption of surveyed children was 1,616.6g with 

the animal food 462.3g and vegetable food 734.4g, including 419.9g of 

water intake. The food group contributed to the foo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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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water 419.9g(25.5%), grain 370.6g(22.9%), milk and dairy 

products 353.0g(21.8.%), fruit 145.6g(9.0%) in this order. The daily meals 

investigated breakfast 305.6g(18.9%), lunch 284.8g(17.6%), dinner 

379.1g(23.5%), and snacks 647.1g(40.0%), which found the higher rate of 

snacks compared to other meals. 

  Daily total water consumption was 1,271.8g, including water 419.9g, 

animal foods 374.7g, and vegetable foods 477.2g, respectively. The food 

group contributed to the daily water intake showed water 419.9g(33.0%), 

milk and dairy products 304.4g(23.9%), grain 201.6g(15.9%), fruits 123.1g 

(9.7%), vegetables 88.4g(7.0%) in this order. The water consumption by 

cooking method included water and barley tea type beverage 

256.0g(20.1%), cooked rice 254.3g(20.0%), milk and product 

248.5g(19.5%), soup and stew 164.2g(12.9%), fruits 123.0g(9.8%) in this 

order. 32.9% of preschool children's water consumption came from rice 

and soup. Koreans have a high rate of daily water consumption from 

cooked rice and soup which is considerated to be one of factors leading 

to the decrease of the energy density of korean's food intak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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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 묻  가는 에게 

학원 생활은 다시 공부를 한다는 약간의 설 임과 끝까지 마칠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을 

생각하면 학원 생활은 에게 있어 세상를 좀 더 넓고 크게 보고 느끼게 

하 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쓰는 동안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좌 도 많이 했지만, 생성되는 데이터 결과와 내가 몰랐던 많은 학문

 내용들을 하면서는 흥분과 환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먼

 3년 동안 학문 으로 인격 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직장생활을 하

는 을 하여 주말과 늦은 녁 시간까지 통계 로그램까지 일일이 챙

겨주시고 꼼꼼하게 논문 지도를 해주신 고양숙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빠쁘신 일정 속에서도 세심하게 의 논문 심사를 맡아 해주

신 윤창훈 교수님과 강정숙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실험실 복도에서 맞

주 칠 때마다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신동범 교수님과 양양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원 강의를 듣는 2년 동안 서로에게 힘을 주었던 학원 입학 동기

들, 맏언니로써 우리들을 친동생처럼 챙겨주신 선희언니와 과선배인 근명

언니, 논문 자료 정리를 도와  언제나 친구같은 후배 순 이, 학원 강의

가 있는 날마다 오가는 차 안에서 직장일과 학원 생활을 얘기하면 서로

를 격려했던 미숙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는 언니들을 해 시

험기간마다 자료를 챙겨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지 이에게 고마운 마음

을 합니다. 처음 학원 입학 시험 비를 할 때부터 자료를 챙겨주며 

학원 생활에 한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민숙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녁 식을 하는데도 학원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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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김경팔 교장 선생님과 양문홍 행정실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합니

다.  지 은 도교육청으로 가셨지만 식실 처리 공사가 진행되는 겨

울방학기간에도 논문 자료를 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고용정 실장님

과 지난 여름방학기간과 겨울방학인 지 까지 시간  배려를 해주신 이승

훈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데이터로 논문을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일본 미야기 교육

학의 와타나베 교수님과 미야기 학의 나카츠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해 주신 함덕 등학교와 안덕 등학교, 삼

성 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양사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설

문 조사와 자녀들의 하루동안 섭취한 음식물을 꼼꼼히 챙겨다 주신 학부모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사기간 동안 자기일처럼 챙기고 일본까지 가서 데이터 정리를 도와  

후배 양희와 그 외 과후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논문을 마무

리하면서 힘들어 할 때 마다 로와 격려을 해주었던 과후배이자 과조교인 

은희와 상경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작년 설문지 작업부터 실험 조리실습과 통계 로그램 작성까지 늘 함께 

했던 시험방 후배 소 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하며 더 좋은 논문을 쓰

기를 바란다. 

  지 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잘 키워 주신 부모님과 항상 나의 든든한 

후원자인 언니, 오빠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특히 이 논문 쓰는 동

안 밤 늦게 다니는 막내딸을 기다리느라 밤 잠 편히 못 주무시고 8년째 

워 계신 아버지 병수발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미안함과 고마움을 하며 

이 작은 결실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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