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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o evaluate current feeding practices and maternal nutritional knowledge on complementary feeding.

Methods : Mothers of babies aged 9-15 months who visited pediatric clinics of 14 general hospitals between September 

and December 2008 were asked to fill questionnaires. Data from 1,07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 Complementary food was introduced at 4-7 months in 89% of babies. Home-made rice gruel was the first com-

plementary food in 93% cases. Spoons were used for initial feeding in 97% cases. At 6-7 months, <50% of babies were 

fed meat (beef, 43%). Less than 12–month-old babies were fed salty foods such as salted laver (35%) or bean-paste soup 

(51%) and cow's milk (11%). The following were the maternal sources of information on complementary feeding: books/ 

magazines (58%), friends (30%), internet web sites (29%), relatives (14%), and hospitals (4%). Compared to the 1993 

survey, the incidence of complementary food introduction before 4 months (0.4% vs. 21%) and initial use of commercial 

food (7% vs. 39%) had decreased. Moreover, spoons were increasingly used for initial feeding (97% vs. 57%). The average 

maternal nutritional knowledge score was 7.5/10. Less percentage of mothers agreed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bottle 

formula weaning before 15-18 months (68%), no commercial baby drinks as complementary food (67%), considering formula 

(or cow's milk) better than soy milk (65%), and feeding minced meat from 6-7 month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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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Complementary feeding practices have considerably improved since the last decade. Pediatricians should advise 

timely introduction of appropriate complementary foods and monitor diverse information sources on complementary 

feeding. (Korean J Pediatr 2009;52:1090-1102)

Key Words : Complementary feeding, Complementary foods, Weaning

서     론

아기는 급성장기로 대사율과 양소 회전율이 빠르고 양

요구량이 높으나, 소화기와 신진 대사는 미성숙하여 양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이다. 생후 6개월 동안은 모유수유만으로 완벽

한 양을 공급할 수 있다
1)

. 이후 액상에서 고형식으로 넘어가는 

이유기에는 성장과 발달에 따른 양필요량을 충족시키면서 여러 

가지 맛과 질감의 음식을 경험하게 하여 편식을 방지하고 바람직

한 식습관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1)

. 이런 취지로 본 글에서는 일

상적으로 쓰이는 '이유식'보다 더 정확한 용어인 '이유기 보충식'

을 사용하 다. 

적절한 이유기 보충식은 거주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신선한 음

식으로 아가 쉽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며, 열량, 단백질, 지

방뿐 아니라 철과 아연 등 미량 양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어

야 한다
2)

.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 적절한 이유기 보충식, 아

연과 비타민 A 보충만으로 5세 이하 소아 사망의 약 1/3을 막을 

수 있다고 하 으나
3)

, 열량 밀도가 높은 이유기 보충식을 과잉 

섭취하면 아기의 과도한 체중 증가로 소아 비만이 2-3배 증가

한다고 하 다
4)

.

이유기 보충식은 지역별 문화와 관습,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르므로 권고안이 다양하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연구 보고는 

많지 않다
5)

. 최근에는 단순히 소아기 양 결핍을 예방하는 문제

보다는 평생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향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

다. 개발도상국에서 5세 이하 소아의 약 32%가 왜소하고 10%가 

쇠약하며 대부분 미량 양소가 결핍되어 있어
2, 6)

 여전히 소아기 

양 결핍은 중요한 보건문제이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미량

양소의 과잉 섭취가 우려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7)

 경제상황에 

따라 이유기에 중점적으로 보충해야 할 양소가 다르다. 수유 

방법에 따라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어 모유수유아에서 철과 아연 

등의 미량 양소 보충이 더 중요하지만, 이유기 보충식 권고안을 

수유 방법에 따라 분리하는 것은 양육자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고도 하 다
5)

.

이유기의 양섭취는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 저출산 등으로 유아 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으나 한편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인터넷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올바른 유아 

양 교육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양위원회에서는 이유기 보충식 현황을 조사하여 

1993년 양위원회 보고
8)

와 비교하고,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

에 관한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아 

양 상담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종합병원(이대목동병

원, 한양대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

대 분당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충남대병원, 남대병원, 경상대

병원, 조선대병원,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울산대 강

릉아산병원, 제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한 한국인 유아

(9-15개월)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 다.

2. 방 법

본 위원회에서 제작한 이유기 보충식 설문지(별지)를 작성하

도록 하 다. 설문지는 총 1,500매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설문지 

응답 상태가 불충분한 422매를 제외하고 1,078매를 분석하 다. 

설문은 나이, 성별, 출생 순서, 재태 연령, 출생 체중과 신장, 현재 

체중과 신장, 생후 6개월 간 수유 방법, 거주 지역, 출산 방법, 출

산 장소, 부모의 나이와 학력, 어머니의 직업, 이유기 보충식의 

시작 연령, 시작 음식, 시작 방법, 분유병을 떼는 시기, 이유기 보

충식에 대한 주된 정보원, 식품 도입 시기, 현재 주로 먹는 음식

과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에 관한 항목 등으

로 구성하 다. 식품 도입 시기와 현재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이유기 보충식이 진행된 12-15개월 유아 592명

을 대상으로 하 다. 

이유기 보충식의 시작 연령, 시작 음식, 시작 방법, 숟가락을 

처음 사용한 연령,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아기의 반응, 이상반응, 

정보원을 1993년 양위원회 보고와 비교하 다
8)

. 어머니의 이

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문항으로, 동의한 경우를 1점

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점

수화하 다. 어머니의 인식 점수를 일반적 인자, 정보원, 이유기 

보충식 실행 방법에 따라 비교하 다.

3. 통 계

통계분석은 SAS 9.1의 chi-square test, Kruskal-Wallis 

test,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 으며 P 값이 0.01 미

만일 때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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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o. Mean±SD

Age (months)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kg)

Birth height (cm)

Weight (kg)

Height (cm)

Maternal age (years)

Paternal age (years)

Sex (%)

  Male

  Female

Birth order (%)

  1st

  2nd

  ≥3rd

Feeding method during 1st 6 months (%)

  Breast milk

  Formula

  Mixed

Delivery method (%)

  Normal

  Cesarean section

  Vacuum delivery

  Others

Delivery place (%)

  General hospital

  Private clinic

  Midwivery

  Others

Paternal education (%)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Maternal education (%)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Maternal job (%)

  Housewife

  Part-time worker

  Full-time worker

  Others

Province (%)

  Seoul and Kyungggi

  Other provinces

1,078

1,033

1,052

 696

1,026

 740

1,077

1,073

 567

 499

 621

 396

  56

 437

 157

 472

 667

 401

   6

   2

 359

 712

   2

   5

 761

 267

  40

 726

 295

  45

 746

  60

 219

  51

 583

 495

11.8±1.8

38.8±2.5

 3.2±0.5

 50±6.2

10.0±1.3

75.8±9.7

32.4±3.7

35.1±4.2

53.2

46.8

57.9

36.9

 5.2

41.0

14.7

44.3

62.0

37.3

 0.5

 0.2

33.3

66.1

 0.2

 0.5

71.2

25.0

 3.8

68.0

27.7

 4.2

69.3

 5.6

20.4

 4.7

55.1

44.9

Table 2. Age of First Introduction of Complementary Food

No. %

<4 mo

4-5 mo

6-7 mo

8-11 mo

≥12 mo

Total

   4

 266

 683

 106

   3

1,062

 0.4

25.0

64.3

10.0

 0.3

100

Note: 4-5 mo = 4-<6 months, etc. 

결     과

1. 대상아의 일반적 배경 

조사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11.8±1.8개월이며 남아 567명

(53.2%), 여아 499명(46.8%)이었다. 평균 재태 연령은 38.8± 

2.5주, 평균 출생 체중은 3.2±0.5 kg, 평균 출생 신장은 50±6.2 

cm, 현재 체중과 신장의 평균은 각각 10.8±2.5 kg, 75.8±9.7 cm

이었다. 출생 순서는 첫째 57.9%, 둘째 36.9%, 셋째 이상이 5.2%

다. 생후 6개월까지 수유 형태는 모유수유 41%, 분유수유 14.7 

%, 혼합수유 44.3%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각각 32.4±9.7세, 35.1±4.2

세이었다. 출산 방법으로 자연분만 62%, 제왕절개 37.3%, 흡입

분만 0.5% 으며 출산 장소는 산부인과의원 66.1%, 종합병원 

33.3%, 조산소 0.2%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상 71.2%, 

고졸 25%, 중졸 이하 3.8%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상 

68%, 고졸 27.7 %, 중졸 이하 4.2%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

정주부 69.3%, 시간제 직장/부업이나 상근직 26%이었다. 대상

아의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55.3% (서울 42.7%, 경기도 

12.3%), 지방이 44.7% (강원도 10.6%, 충청도 10.0%, 경상도 

13.6%, 전라도 7.0%, 제주도 4.7%)이었다(Table 1).

2. 이유기 보충식 현황 및 과거 보고와 비교

1) 시작 연령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한 시기는 4-5개월 25%, 6-7개월 64.3 

%로 4-7개월이 가장 많았고, 8-11개월 10.0%, 12개월 이상이 

0.3%이었다(Table 2).

4개월 이전에 일찍 시작한 경우는 0.4%로 1993년 20.6%보

다 현저히 감소하 다(P<0.01, Table 6).

2) 시작 동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했다고 응답

한 경우가 76.5% (824명)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 때문 8.2% 

(88명), 기타 8.2% (88명), 주위 사람들의 권유 때문 4.9% (53

명),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 3.1% (33명), 광고 향 0.3% (3

명) 순이었다. 

3) 시작 음식

처음 시작한 이유기 보충식은 집에서 만든 미음이 93.3%로 대부

분이었다. 시판 이유기 보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6.7% 으며, 종

류로는 분말 2.4%, 배달 이유기 보충식 1.5%, 병/통조림 1.0%, 

기타 0.7%, 선식 0.6%, 아기용 음료 0.5% 순이었다(Table 3). 

시판 이유기 보충식 사용은 1993년 38.8%보다 현저히 감소

하 다(P<0.01,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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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Current Complementary Feeding Status 
with the Previous Study 

Previous
*

(1993)
Current
(2008) P

value
No. (%) No. (%)

Onset age of CF

  <4 mo

  ≥4 mo

First CFd

  Home-made

  Commercial

Initial method of CF

  Spoon

  Bottle 

Age to use a spoon 

 for the first time

  <12 mo

  ≥12 mo

Infant’s response to first CFd

  Good tolerance

  Spitting up

Abnormal response to CFd

  Vomiting

  Diarrhea

  Constipation

  Rash

Main sources of

 information on CF

  Relatives/Friends

  Books/Magazines

  Mass media

  Internet web sites

  Hospitals

 308 (20.6)

1,190 (79.5)

 810 (61.2)

 513 (38.8)

 714 (57.0)

 538 (43.0)

1,008 (88.8)

 152 (13.2)

1,117 (74.9)

 374 (25.1)

  58 ( 3.6)

 124 ( 7.8)

  48 ( 3.0)

   3 ( 0.2)

 586 (36.8)

 983 (61.7)

 131 ( 8.2)

   0 (  0)

 153 ( 9.6)

   4 ( 0.4)

1,058 (99.6)

 971 (93.3)

  70 ( 6.7)

1,013 (96.5)

  37 ( 3.5)

1,046 (99.0)

  10 ( 1.0)

 821 (77.5)

 239( 22.5)

  28 ( 2.6)

  59 ( 5.5)

 107 ( 9.9)

  36 ( 3.3)

 431 (40.0)

 624 (57.9)

  21 ( 2.0)

 309 (28.7)

  47 ( 4.4)

<0.01

<0.01

<0.01

<0.01

NS

<0.01

<0.01

Abbreviations : CF, complementary feeding; CFd, complementary 
food; NS, not significant
*
Reference8) 

Table 5. Planning of Bottle Weaning 

Age No. %

< 12 mo

12-17 mo

18-23 mo

≥ 24 mo

Total

213

413

 46

 65

737

28.9

56.1

 6.2

 8.8

100

Note: 12-17 mo = 12-<18 months, etc. 

Table 4. Initial Method of Complementary Feeding

No. %

Spoon

Bottle

Total

1,013

  37

1,050

96.5

 3.5

100

Table 3. First Complementary Food

No. %

Home-made rice gruel

Commercial complementary food

  Powder 

  Juice

  Bottle/Can

  Mixed cereal powder (Sun-shik)

  Delivered baby food

  Others

Total

 971

  25

   5

  10

   6

  16

   8

1,041

93.3

 2.4

 0.5

 1.0

 0.6

 1.5

 0.7

100

4) 시작 방법 

96.5%가 숟가락으로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했으며, 분유병으

로 시작하는 경우는 3.5%이었다(Table 4).

숟가락 사용은 1993년 57%보다 현저히 증가하 다(P<0.01, 

Table 6). 

5) 숟가락을 처음 사용한 연령

처음 숟가락을 사용한 시기는 4-7개월에 87.1% (920명)로 대

부분을 차지하 으며 8-11개월 10.7% (113명), 4개월 이전 

1.2% (13명), 12개월 이상 1.0% (10명) 순이었다. 

12개월 이상에서 숟가락을 처음 사용한 경우는 1993년 13.2 

%보다 현저히 감소하 다(P<0.01, Table 6). 

6)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아기의 반응과 조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아기의 반응은 ‘잘 먹었다’가 77.5%이

었으며, ‘뱉어냈다’ 22.5% 다. 1993년 조사에서도 ‘잘 먹었다’

가 74.9%, ‘뱉어냈다’는 25.1%로 비슷하 다(Table 6). 

이유기 보충식 후 이상 반응은 변비 9.9%, 설사 5.5%, 발진 

3.3%, 구토 2.6% 순으로 많았다. 1993년 조사에서는 설사 7.8 

%, 구토 3.6%, 변비 3.0%, 발진 0.2% 순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

었다(P<0.01, Table 6). 이유기 보충식을 뱉어냈을 때 다음 단

계로 며칠 쉬었다가 다시 준 경우가 73.3% (539명)로 가장 많

았으며 성공할 때까지 같은 음식을 계속 시도한 경우는 21.6% 

(159명), 아예 주지 않은 경우는 5% (37명) 이었다.

7)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주된 정보원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주된 정보원은 설문에서 중복 응답되었

으며, 육아 책이나 잡지 57.9%, 친구나 또래 엄마 29.9%, 인터

넷 28.7%, 부모나 친지 14.1%, 의료인 4.4%, 기타 2.2%, 신문 

및 방송 2.0%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1). 

육아서적, 가족이나 친구, 의료인, 신문 및 방송이 주된 정보원

이 되는 경우는 1993년 61.7%, 36.8%, 9.6%, 8.2%로 현저한 

차이를 보 다(P<0.01, Table 6). 

8) 분유병을 떼는 시기

분유병을 떼는 시기에 대한 답변은 평균 14.8±5.2개월로 12

개월 이전 28.9%, 12-17개월 56.1%, 18-23개월 6.2%, 24개

월 이상 8.8 %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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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ood Introduction in Infants Aged 12-15 Months 

Food
4-5 mo 6-7 mo 8-9 mo 10-11 mo ≥12 mo Do not eat

No. (%) No. (%) No. (%) No. (%) No. (%) No. (%)

Beef 

Chicken

Pork

Fish

Egg yolk

Bread & noodle

Cookies

Cooked rice

Soy milk

Tofu (bean curd)

Whole cow’s milk

Yoghurt

Cheese

Salted laver

Bean-paste soup

Seeweed soup 

Pine nuts & walnuts

Shrimp

44 ( 7.9)

24 ( 4.5)

 3 ( 0.6)

 9 ( 1.7)

10 ( 1.9)

 4 ( 0.7)

 7 ( 1.3)

19 ( 3.4)

 7 ( 1.4)

14 ( 2.6)

 0 (  0)

 7 ( 1.3)

12 ( 2.2)

 1 ( 0.2)

 7 ( 1.3)

16 ( 3.0)

 2 ( 0.4)

 2 ( 0.4)

239 (43.2)
*

175 (32.5)

 31 ( 6.4)

 86 (16.0)

 86 (16.3)

 39 ( 7.2)

 49 ( 9.2)

 64 (11.6)

 57 (11.1)

 88 (16.2)

  3 ( 0.6)

 36 ( 6.7)

 57 (10.5)

 22 ( 4.2)

 41 ( 7.7)

 62 (11.6)

 14 ( 2.9)

 15 ( 3.0)

149 (26.9)

163 (30.2)

 44 ( 9.1)

156 (29.0)

118 (22.3)

 86 (15.9)

146 (27.5)

112 (20.3)

 69 (13.4)

151 (27.7)

  7 ( 1.4)

 81 (15.1)

130 (24.0)

 36 ( 6.9)

 87 (16.4)

109 (20.3)

 27 ( 5.6)

 41 ( 8.2)

 70 (12.6)

111 (20.6)

 87 (17.9)

167 (31.0)

149 (28.2)

219 (40.4)

169 (31.8)

223 (40.3)

104 (20.1)

175 (32.1)

 44 ( 8.7)

154 (28.8)

155 (28.6)

125 (24.0)

134 (25.3)

163 (30.4)

 27 ( 5.6)

103 (20.6)

 40 ( 7.2)

 47 ( 8.7)

155 (32.0)

 92 (17.1)

110 (20.8)

162 (29.9)

116 (21.9)

127 (23.0)

144 (28.0)

 92 (16.9)

283 (55.9)

157 (29.4)

138 (25.5)

233 (44.8)

172 (32.5)

137 (25.5)

 84 (17.5)

142 (28.3)

 12 ( 2.2)

 19 ( 3.5)

165 (34.0)

 28 ( 5.2)

 56 (10.6)

 32 ( 5.9)

 44 ( 8.3)

  8 ( 1.4)

134 (26.0)

 25 ( 4.6)

169 (33.4)

100 (18.7)

 50 ( 9.2)

103 (19.8)

 89 (16.8)

 50 ( 9.3)

326 (67.9)

198 (39.5)

Note: 4-5 mo = 4-<6 months, etc. 
*
Bold numbers mean most frequently answered months

624 (57.9%)

322 (29.9%)

309 (28.7%)

152 (14.1%)

47 (4.4%)
21 (2.0%)

24 (2.2%)

Books/Magazines

Friends

Internet web sites

Relatives

Hospitals

Mass media

Others

No. (%)

Fig. 1. There were variable sources of information on comple-
mentary feeding.

9) 생후 12-15개월 유아의 이유기 보충식  

(1) 식품 도입 시기

식품 도입 시기는 쇠고기가 6-7개월에 43.2%, 닭고기 6-7

개월에 32.5%, 돼지고기는 아직 안 먹은 경우가 34.0%, 생선 

10-11개월에 33.5%, 달걀노른자 10-11개월에 28.2%로 가장 

많았다. 빵이나 국수, 과자, 쌀밥은 10-11개월에 각각 40.4%, 

31.8%, 40.3%로 가장 많이 먹기 시작하 다. 두부는 10-11개

월에 32.1%, 두유는 12개월 이후에 28.0%로 가장 많이 먹기 시

작하 고, 우유는 12개월 이후에 55.9%, 요구르트는 12개월 이

후에 29.4%, 치즈는 10-11개월에 28.6 %로 가장 많이 먹기 시

작하 다. 소금 뿌린 김은 12개월 이후에 44.8%, 미역국은 10- 

11개월에 30.4%, 된장국은 12개월 이후에 32.5 %로 가장 많이 

먹기 시작하 다. 잣과 호두 및 새우는 아직 안 먹은 경우가 각각 

67.9%, 39.5%로 가장 많았다(Table 7). 

(2) 주로 먹는 음식 형태

쌀밥 78.6% (465명), 조제분유 51.2% (303명), 생우유 

34.8% (206명), 두유 27.3% (161명), 죽 25.2% (149명), 모

유 21.6% (128명), 시판 이유기 보충식 3.6% (21명) 순이었다. 

3.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

1) 어머니의 인식 점수

인식 점수의 평균은 7.5±2.1이었다. 동의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던 6문항은 ‘꿀은 12개월 이전에 먹이지 않는다’ 94.6%, ‘생

우유는 12개월이 지나서 먹인다’ 93.8%, ‘견과류(호두, 잣 등)를 

이유기 초기에 먹이지 않는다’ 88%, ‘이유기 보충식은 소금, 설

탕을 넣지 않는다’ 87.5%, ‘선식은 이유기 보충식으로 바람직하

지 않다’ 83.6%, ‘달걀 흰자는 12개월 이후에 준다’ 80.8%이었

다. 

동의율이 70% 이하로 낮았던 4문항은 ‘분유병은 15-18개월

에 뗀다’ 67.5%, ‘아기에게 이온음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 66.6 

%, ‘분유(우유)가 두유보다 좋다’ 65.1%, ‘생후 6-7개월 이유기 

초기부터 고기를 갈아서 먹인다’ 57.4%이었다(Table 8).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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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aternal Nutritional Knowledge Score Derived on the 
Basis of Infant and Maternal Factors

Nutritional knowledge score
*

P value
No. Mean±SD

Sex 

  Male

  Female

Feeding method

  Breast milk

  Formula

  Mixed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Maternal age

  <30 years

  30-39 years

  ≥40 years

Maternal education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Maternal job

  House-wife

  Parttime-worker

  Fulltime-worker

  Others

Area

  Seoul and Kyungggi

  Other provinces

567

499

437

157

472

621

396

56

334

726

17

726

295

45

746

50

199

81

583

495

7.4±2.1

7.7±2.1

7.6±1.9

7.4±2.3

7.6±2.2

7.8±2.0

7.3±2.2

6.8±2.2

7.4±2.1

7.7±2.1

5.7±2.5

7.8±2.1

7.2±2.0

6.5±3.0

7.5±2.1

7.3±2.7

7.6±2.3

7.5±1.9

7.7±2.1

7.4±2.2

NS  

NS

<0.01

<0.01

<0.01

NS

 

<0.01

Abbreviations : NS, not significant
*
perfect score=10

Fig. 2. Maternal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on complementary
feeding.

Table 8. Maternal Nutritional Knowledge on Complementary Feeding

Questionnaire items
Agree Disagree Total

No. (%) No. (%) No. (%)

Do not supply honey before 12 months 

Do not supply whole cow’s milk before 12 months 

Do not supply nuts (walnut, pine nut) during early period of weaning

Do not add salt or sugar in the CFd

Do not supply mixed cereal powder as CFd

Supply egg white after 12 months

Bottle weaning until 15-18 months

Do not supply commercial drinks as CFd 

Formula(or whole cow’s milk) is better than soy milk

Supply the minced meat from 6-7 months 

984 (94.6)

976 (93.8)

913 (88.0)

913 (87.5)

862 (83.6)

843 (80.8)

687 (67.5)

688 (66.6)

662 (65.1)

598 (57.4)

 56 ( 5.4)

 65 ( 6.2)

123 (11.9)

130 (12.5)

169 (16.4)

200 (19.2)

331 (32.5)

344 (33.3)

353 (34.7)

444 (42.6)

1,040 (100)

1,041 (100)

1,036 (100)

1,043 (100)

1,031 (100)

1,043 (100)

1,018 (100)

1,032 (100)

1,015 (100)

1,042 (100)

Abbreviation : CFd, complementary food

2) 어머니의 인식 점수에 향 주는 요인

(1) 일반적 인자  

인식 점수는 남아 7.4±2.1, 여아 7.7±2.1로 차이가 없었고 

출생 후 6개월 간 수유 방법이 모유수유인 경우 7.6±1.9, 분유수

유 7.4±2.3, 혼합수유 7.6±2.2로 수유 방법에 따른 차이도 없었

다. 출생 순서가 첫째인 경우 7.8±2.0, 둘째 7.3±2.2, 셋째 이상

에서 6.8±2.2로 출생 순서가 빠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 

0.01).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전 7.4±2.1, 30-39세에서 7.7± 

2.1, 40세 이상에서 5.7±2.5로 30대에서 인식 점수가 가장 유의

하게 높았고(P<0.01)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에서 7.8±2.1, 

고졸 7.2±2.0, 중졸 이하 6.5±3.0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식 점

수도 유의하게 높았다(P<0.01). 어머니의 직업이 가정주부인 경

우 7.5±2.1, 시간제 직장이나 부업인 경우 7.3±2.7, 상근직인 

경우 7.6±2.3, 기타 7.5±1.9로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

었다. 거주 지역이 서울과 경기인 경우에 7.7±2.1, 지방 7.4± 

2.1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 

0.01, Table 9). 

(2) 정보원 

인식 점수는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주된 정보원이 육아 책이나 

잡지인 경우에 8.0±1.8, 의료인 8.0±2.4, 두 개 이상의 정보원 

이용(중복응답) 7.7±1.8, 인터넷 7.5±2.0, 친구나 또래 엄마 

7.1±2.2, 신문 및 방송 7.0±1.4, 부모나 친지 6.9±1.9, 기타 

6.0±2.8이었다. 의료인, 육아 책이나 잡지가 주된 정보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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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aternal Nutritional Knowledge Score Derived on 
the Basis of Complementary Feeding Practices

Nutritional
knowledge score*

P value

No. Mean±SD 

Age of first introduction of CF

  <4 mo

  4-7 mo

  ≥8 mo

First complementary food 

  Home-made rice gruel

  Commercial CFd

Initial method of CF

  Spoon

  Bottle 

Planning of bottle weaning

  <18 mo

  ≥18 mo

4

949

109

 

971

70

 

1,013

37

 

626

111

5.5±2.4

7.7±2.0

7.2±2.0

 

7.8±1.9

6.2±2.5

 

7.7±2.0

6.2±2.1

 

7.8±2.0

7.0±2.0

<0.01

 <0.01

 <0.01

 <0.01

Abbreviations : CF, complementary feeding; CFd, complementary 

food
*
perfect score=10

에 인식 점수가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P<0.01, Fig. 2). 

(3) 이유기 보충식 실행 방법

인식 점수는 이유기 보충식을 4-7개월에 시작한 경우 7.7± 

2.0으로 4개월 이전 시작한 경우 5.5±2.4, 8개월 이후 시작한 경

우 7.2±2.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집에서 만든 미음으

로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한 경우 7.8±1.9로 시판 이유기 보충식

으로 시작한 경우 6.2±2.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숟가

락으로 시작한 경우 7.7±2.0으로 분유병으로 시작한 경우 6.2± 

2.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18개월 이전에 분유병을 뗄 

예정인 경우 7.8±2.0으로 18개월 이상에서 분유병을 뗄 예정인 

경우 7.4±2.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Table10). 

고     찰

출생에서 2세까지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로, 이 시

기의 양섭취와 식습관은 성인이 된 후의 건강 상태에도 향을 

미치므로 유아기의 적절한 양 관리가 중요하다
2)

. 평생 건강

을 좌우하는 유아 시기의 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나,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소아과학회 양위원회에서

는 이유기 보충식의 현황과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 분석하여 유아 양 상담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한 시기는 4-7개월이 89.3%로 대부분 

적절한 시기에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하 다. 4개월 이전에 일찍 

시작한 경우는 이전 조사보다 현저히 감소하 다8, 9). 세계보건기

구와 유니세프는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하고 이후, 이유기 보

충식을 시작하며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추천했고
10)

 유럽소아

소화기 양학회에서는 이유기 보충식을 17주 이전에 시작하거나 

26주 이후까지 지연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 다
5)

. 생리적으로 생

후 4개월 무렵이 되야 신장이나 소화기 기능이 성숙되며
11)

, 4개

월 이전 고형식을 시작하면 아토피 피부염 확률이 높아지고 8주 

이전 시작하면 호흡기 질환, 습진, 지속성 기침의 위험이 높아진

다고 하 다
10)

. 15주 이전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한 경우에 7세

에 비만이 증가하 으며
12)

, 고형식을 더 빨리 시작한 아가 12

주에 체중이 더 많이 나갔으나 18개월까지 계속 체중이 많이 나

가지는 않았다고도 하 다
13)

. 이유기 보충식은 너무 일찍 시작하

면 알레르기, 비만의 발병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모유수유 기간

이 줄어 들 수 있고 너무 늦게 시작하면 성장 부진이나 양 결핍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

처음 시작한 이유기 보충식은 집에서 만든 쌀미음이 93.3%로 

적합하 다. 시판 이유기 보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전 조사보

다 현저히 감소하 다
8, 9)

. 국에서도 미숙아의 80% 이상에서 

이유기 보충식을 쌀로 시작했다고 보고했으나, 글래스고 지역에

서는 아의 82%에서 상품화된 이유기 보충식용 곡분으로, 유럽 

성장 연구에서는 과일(73%), 곡분(51%)으로, 스웨덴 연구에서

는 감자, 당근, 단옥수수로 시작했다고 하 다
15)

. 쌀은 미리 조리

해 두면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되어 아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도 

쉽게 되므로 첫 선택으로 가장 적합하다
16)

. 곡류, 과일류, 채소

류, 어육류 등이 혼합된 형식의 시판 이유기 보충식은 식재료 각

각의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없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을 경우 

어떤 식재료가 원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 숟가락으로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했으며 숟가락 사용

률은 이전 조사보다 현저히 증가하 다
8)

. 처음 숟가락을 사용한 

시기는 4-7개월이 가장 많았다. 18개월 이전 분유병을 뗄 예정

이라고 답한 경우는 85% 고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

식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분유병을 15-18개월까지 뗀다고 동의

한 경우는 67.5% 다. 현재, 숟가락 사용은 적절하 으나 분유

병을 떼는 시기는 개선되어야 하겠다. 신경학적으로 6개월 무렵

이 되면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고, 8개월 무렵에는 혀의 유연성

이 충분해 져서 좀 더 단단한 음식 조각을 씹고 삼킬 수 있으며 

10개월까지 베어 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음식이 도입되지 않

으면 후에 섭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
17)

. 9-12개월에

는 스스로 먹거나 손을 사용해 컵으로 마시고 다른 가족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먹기 쉬운 크기로 자르는 등 약간의 배려만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 다
17)

. 이유기는 숟가락이나 컵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훈련의 목적도 있으므로, 분유병 떼는 시기에 대한 상

담도 중요하다.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주된 정보원은 육아 책이나 잡지가 가장 

많았는데 이전 조사에서도 비슷하 다
8, 9)

.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

나 친지보다는 친구나 또래 엄마,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

았다. 신문 및 방송이 주된 정보원이 되는 경우는 이전 조사보다 

감소하 고
8, 9)

, 인터넷이 주된 정보원으로 새로 등장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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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카페에서 유포되는 이유기 보충식 정보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소아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이유기 보충식 교육의 활성화 방안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된 정보원이 의료인인 경우는 

4.4%로 1977년
9)

 20.7%, 1993년
8)

 9.6%보다 점차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인이 이유기 보충식 상담에 개입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쇠고기나 닭고기를 처음 먹기 시작한 시기는 6-7개월이 대부

분이었다. 돼지고기는 아직 안 먹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쇠고기

를 6-7개월에 도입한 경우가 43.2%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생

후 6-7개월부터 고기를 갈아서 먹여야 한다고 동의한 경우가 

57.4%로 고기를 이유기 초기 6-7개월부터 도입해야 함을 적극 

교육해야 하겠다. 미국의 7-11개월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곡분, 과일, 채소 섭취는 양호하 으나 고기나 가금류를 단

일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하 다
18)

. 최근, 

4-12개월 아에서 고기 섭취량이 체중 증가와 유의한 상관성

이 있다고 보고하 는데 고기의 열량, 아연, 철 섭취와는 상관 없

으며 단백질 섭취와 상관 있다고 하 다
19)

. 생후 4-12개월, 

4-16개월 동안 고기의 평균 섭취량은 22개월 때의 정신운동 발

달과 비례하며, 하루 동안 섭취하는 고기 양이 2.3g 증가하면 

Bayley psychomotor development index가 1점 증가한다고 

하 다
19)

. 모유수유아에게 5-7개월에 처음 먹이는 이유기 보충

식으로 쇠고기 퓨레를 준 경우가 철분강화 곡분을 준 경우보다 

12개월 때의 행동 지수가 높았다
20)

. 연령대비 신장이 작은 경우

(stunting)가 많고 신장대비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우(wasting)

가 드문 말라위 농촌지역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이유기 보충식에

서 가장 부족한 양소는 아연, 철, 칼슘으로, 아기 신장 발육 

저하는 열량 부족보다는 아연과 같은 미량 양소 결핍 때문이라

고 하 다
21)

. 모유의 아연과 철 함량은 수유모의 식이에 상관 없

고, 대부분 이유기 보충식을 통해서 보충해야 하며, 곡분이나 식

물성 음식 위주의 이유기 보충식으로는 아연과 철의 요구량을 채

울 수 없으므로 고기 등의 동물성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성 음식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섭취되지 않는 실정이고 

선진국에서도 이유기 보충식 후기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22)

. 

빵이나 국수, 과자를 처음 주기 시작한 시기는 10-11개월이 

가장 많았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귀리 등의 곡물에 포함되

어 있는 단백질로 흔히 빵이나 국수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셀리

악병 유전 소인이 있는 아에서 글루텐이 포함된 곡분을 3개월 

이전이나 7개월 이후에 처음 먹으면 셀리악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 으며
23)

, 1형 당뇨 위험이 있는 아에서 3개월 이전이나 7

개월 이후에 글루텐을 도입하면 췌도세포 자가항체 발생과 1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 다
24)

. 알레르기 가족력이 없

는 경우에 곡물을 6개월 이후 도입하면 밀 알레르기가 증가한다

는 보고도 있다
25)

. 유럽소아소화기 양학회에서는 4개월 이전과 

7개월 이후에 글루텐을 이유기 보충식으로 도입하지 말며 모유수

유를 하는 동안 소량부터 점차적으로 먹이면 셀리악병, 1형 당뇨, 

밀알레르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 다
5)

. 그러나, 글루

텐 도입 시기와 셀리악병, 1형 당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고

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하 으므로 모든 유아에게 일반화 시

킬 수 없다는 보고도 있으며
26)

, 아직까지 글루텐의 정확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두유를 처음 주기 시작한 시기는 12개월 이후가 가장 많았고 

두부는 10-11개월이 가장 많았다. 조제분유나 생우유가 두유보

다 좋다고 동의한 경우는 65.1% 고, 12개월 이전에 두유는 

46%에서 두부는 78.6%에서 먹고 있었다. 두부는 가격이 싸고 

구하기 쉬우며 먹기에도 부드러워 이유기 보충식으로 자주 주는 

식품으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8개월 이전 소아

의 95% 이상에서 두부나 두유 등 콩으로 된 음식을 먹는다고 보

고하 다
27)

. 그러나 대두 성분인 식물성 에스트로겐(phyto-

estrogen)이 내분비계통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두유를 12개월 이전 주된 식품으로 권장

하지 않는다고 하 으며
28)

 우리나라 유아 건강검진 양문진 

지침에서도 12개월 이전 두유를 권하지 않는다고 하 으므로
29)

 

이유기에 두유를 분유나 우유 대신 주된 양공급원으로 주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금 뿌린 김이나 된장국을 처음 주기 시작한 시기는 12개월 

이후가 많았으나, 12개월 이전에 주는 경우도 각각 32.3%, 

50.7%로 적지 않았다. 이유기 보충식은 소금, 설탕을 넣지 않는

다고 동의한 경우는 87.5%이었다. 아기에게 이온음료를 먹일 필

요가 없다고 동의한 경우는 66.6%로 낮았다. 즉, 이유기 보충식

에 따로 염분이나 당을 첨가하지는 않는 점을 대부분 잘 알고 있

었으나, 가공식품이나 조리된 음식에 들어 있는 염분과 당에 대

해서는 주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기에 소금을 많이 먹은 아

의 혈압이 더 높았으며 아기에 특히 소금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다고 하 다
30)

. 신생아도 물과 소금이 희석된 물을 감별할 수 

있으며 짠 맛을 선호한 신생아에서 생후 1주와 1개월 때 혈압이 

더 높았다고 하 고
31)

 생후 6개월간 저염식을 한 독일 아에서

는 15년 후 대조군보다 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하 다
32)

. 우

리나라 유아 건강검진 양문진 지침에서는 12개월 이전 하루 

소금 1 g (Na 0.4 g), 1-2세 사이는 하루 2 g (Na 0.8 g)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 다
29)

. 200명의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생 시에는 모두 물보다 단 물을 선호했으나 생후 

6개월에는 단 물을 주기적으로 먹인 25%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선호도가 더 높았다고 하면서 단 맛을 선호하는 유전적 소

인도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 다
33)

. 종단적 추적 연구에 의

하면 아기에 경험한 맛과 음식 선호도는 소아기와 청소년기까

지 이어진다고 했으며 이유기에 경험하여 익숙해진 맛이 문화에 

따른 음식 맛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한다고 하 다
34)

. 달거나 짠 

맛을 경험하는 시기를 늦출수록 선호도가 낮아지고 식습관을 건

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이유기 보충식에 설탕이나 소

금으로 간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조리된 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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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는 염분과 당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생우유는 12개월 이후에 먹인다고 동의한 경우는 93.8% 으

며 실제 생우유를 처음 주기 시작한 시기가 12개월 이후이거나 

아직 안 먹인 경우는 89.3%로 12개월 이전에 10.7%에서 생우

유를 먹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우유를 12개월 이후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지만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에서는 9-10개

월부터 줄 수 있다고 하 다
5)

. 생우유를 늦게 주는 이유는 생우

유에 철 함량이 적어 철 결핍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우유

를 하루 500 mL 이상 마신 경우에 철 결핍과 연관 있고
35)

 생우

유를 너무 일찍 먹으면, 미세한 장출혈이 생기지만, 9개월 이상에

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도 하 다
5)

. 유럽소아소화기 양학회에

서 생우유가 이유기 보충식에 소량 첨가되는 것은 허용되나 12개

월 이전에 주된 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 다
5)

. 요구르

트를 처음 주기 시작한 경우는 12개월 이후, 치즈를 처음 주기 

시작한 경우는 10-11개월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유아 건강

검진 양문진 지침에서는 집에서 만든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외에 시판되는 대부분의 요구르트를 10개월 이전에는 권하지 않

는다고 하 고
32)

 캐나다에서는 9개월 무렵부터 치즈, 플레인 요

구르트를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하 다
36)

.

계란노른자를 처음 주기 시작한 시기는 10-11개월이 가장 많

았고 잣과 호두 및 새우는 아직 먹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달걀 흰자를 12개월 이후에 준다고 동의한 경우는 80.8% 고 

견과류를 이유기 초기에 먹이지 않는다고 동의한 경우는 88%

다. 최근, 미국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에서는 알레르기 고위험 소

아에서 유제품은 12개월까지 계란은 24개월까지, 땅콩, 견과류, 

생선, 해산물은 36개월까지 주지 말 것을 권고하 으나
10)

 오메

가-3 다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제외시키는 것은 양적

으로 위험할 수 있다. 계란을 늦게 도입한 경우 오히려 미취학 아

동에서 아토피성 습진과 천명 확률을 높 다는 보고가 있고
10)

 생

선이나 레몬 등은 늦게 주어도 알레르기를 늦출 수는 있으나 예

방하지는 못한다고 하 다
10)

. 아직까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

식을 이유기에서 늦추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알레르기 예방 및 

양적 결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소아청소

년과 의사는 상담 시 아토피 과거력이 있거나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알레르기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묻는 문항 중 쇠

고기 도입 시기, 두유, 이온음료, 분유병 떼는 시기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70% 이하로 낮아 양 상담 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

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 순서가 빠른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서울과 경

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인식 점수가 높았다. 다른 연구에서

도 이유 양지식 수준이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

가 빠를수록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다
16)

. 출생 순서와

의 연관성은 출생 순서가 빠르면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만 출생 순서가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과거 

육아경험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유기 보충식의 

주된 정보원에 따른 인식 점수는 의료인, 육아 책이나 잡지에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친구나 가족, 신문 및 방송 순으로 높게 나

타났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주된 정보원이 대중 매체(책이나 잡

지, 인터넷, 신문 및 방송)인 경우가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보다 

이유식에 대한 인지도 총점이 높았다고 하 다
37)

. 이번 조사에서 

인식 점수는 이유기 보충식을 4-7개월에 시작한 경우, 집에서 

만든 쌀미음으로 시작한 경우, 분유병을 18개월 이전에 뗄 예정

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이유기 보충식을 숟가락으로 시작한 

경우가 분유병으로 시작한 경우보다 인식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다른 보고와도 일치하 다
38)

. 그러나,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연구자마다 달랐으므로 

비교 시 주의를 요한다.

결론적으로 과거 보고와 비교하여 이유기 보충식 시작 시기, 

시작 방법, 시작하는 음식 등 이유기 보충식 실행 방법은 현저하

게 개선되었다. 식품 도입 시기와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

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부분은, 철

과 아연이 풍부한 고기를 이유기 초기부터 먹이기, 된장국이나 

소금 뿌린 김 등 염분이 높은 음식은 가능한 늦게 먹이기, 두유는 

이유기의 주된 양공급원이 아니며, 이온 음료를 따로 먹이지 

말고, 분유병을 15-18개월 경에 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

료인이 정보원인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터넷이 정보원으

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아청소

년과 의사는 외래에서 양 상담 시 어떤 음식을 언제 도입하는

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이유기 보충식 스케줄을 제공하

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학회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이유기 보충식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

록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가 도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주로 시행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아 부모의 연령과 학력이 높은 제

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상황에 맞는 이유기 보

충식의 식품 도입 시기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으며, 

이유기 유아 양 상담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향후, 지역사회 전체의 이유기 보충식 실태를 더욱 잘 

반 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와 이유기 보충식과 성인기까지 이어

지는 식습관의 관련성, 이유기 보충식이 특정 질환에 미치는 

향 등 다방면에서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목 적 : 이유기의 양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성인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의 양섭취는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보호자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에 본 양위원회에서는 이유기 보충식 현황

을 조사하여 과거 양위원회 보고와 비교하고,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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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양 상담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

방 법 : 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전국 14개 종합병원 소아

청소년과를 방문한 9-15개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총 1,078매 설문

지를 SAS 9.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 과 : 이유기 보충식을 4-7개월에 89.3%에서 시작하 다. 

93.3 %에서 처음 준 음식은 쌀미음이었고, 96.5%에서 숟가락으

로 주기 시작하 다. 12-15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식품 도입 

시기를 보면 6-7개월에 쇠고기를 준 경우는 43.2% 고 12개월 

이전 소금 뿌린 김을 준 경우 35.3%, 된장국을 준 경우는 50.7 

%, 생우유를 준 경우는 10.7% 다.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

원은 육아 책이나 잡지(57.9%), 친구나 또래 엄마(29.9%), 인

터넷(28.7%), 부모나 친지(14.1%), 의료인(4.4%) 순이었다. 

양위원회에서 시행한 1993년 조사와 비교하면 4개월 이전 이

유기 보충식을 시작한 경우(0.4% vs. 20.6%)와 시판 이유기 보

충식으로 시작한 경우(6.7% vs. 38.8%)가 현저히 감소하 다. 

숟가락으로 시작한 경우(96.5% vs. 57%)는 현저히 증가하 다.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10문항을 점수

화 하 을 때 평균 인식 점수는 7.5±2.1 고 다음 4문항에서 동

의율이 낮았다: 고기를 이유기 초기에 도입해야 한다(57.4%), 

분유(우유)가 두유보다 좋다(65.1%), 아기에게 이온음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66.6%), 분유병은 15-18개월에 떼야 한다

(67.5%). 인식 점수는 출생 순서가 빠른 경우, 어머니의 나이가 

30대인 경우,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거주 지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인 경우,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이 의료인과 책이나 

잡지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결 론 : 이유기 보충식 실행 방법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어떤 음식을 언제 도입하는지

에 대한 체계적인 이유기 보충식 스케줄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을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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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보충식 현황과 어 니 식 사 문지 ( 상 : 9-15개월 아) 

아 에 해  록해 주 . 

1 생 월   별 
                         월       

 : (만    개월)        별 : □ 1.  □ 2. 여

2  째 아 가 ?        째

3 신  주에 산하 ? 신       주

4 체 과 키는?
생 당시      체        kg / 키       cm 

현재             체        kg / 키       cm  

5 생후 6개월 지 아  는? 

□ 1. 만 □ 2. 만 

□ 3. 혼합(주로 ) 

□ 4. 혼합(주로 ) 

님에 해  록해 주 . 

1   
아 지          

어 니        

2 학력
아 지 □1. 상 □2. 고  □3.  □4. 등학

어 니 □1. 상 □2. 고  □3.  □4. 등학

3 어 니 직업

□ 1. 주  

□ 2. 시간  직  업 

□ 3. 상근직(하루 ) 

□ 4. 타(       )

4 산
□ 1. 연 만 □ 2. 개 

□ 3. 만 □ 4. 타(        )

5 산
□ 1. 합병원 □ 2. 산 과 원 

□ 3. 산    □ 4. 타(        )

우리 아  식에 하여 알려주 . 

1

언  식  처  시 했 ? 

□ 1. 3개월       □ 2. 4~5개월  

□ 3. 6~7개월        □ 4. 8~9개월     

□ 5. 10~11개월      □ 6. 12개월 후

( 에 표시하신 시 에)  

 그  식  시 했 ?

□ 1. 한 시 라고 생각해      □ 2. 알레  문에 

□ 3. 체  게 가            □ 4. 고 문에 

□ 5. 주  사람들   문에    □ 6. 타 (                )

2 식  어  식 로 시 했습니 ?

□ 1. 집에  만든 미  

□ 2. 시  식 

         시 식 라  어  것 니 ?

            □ 1. 말 □ 2. 아 용 료 □ 3. 병/통 림 

            □ 4. 식 □ 5. 달 식 □ 6. 타(          )

3 처  시 한 ? 

□ 1. 가락 

□ 2.  어  병 로 

□ 3. 식만 병 로

4
식   

가락  처  사용한 시 는? 

□ 1. 3개월     □ 2. 4~5개월   

□ 3. 6~7개월      □ 4. 8~9개월    

□ 5. 10~11개월    □ 6. 12개월 후

5

처  식  었  

아  ?

□ 1.  었다 

□ 2. 어냈다

식 후 상 상  었다 ?
□ 1.   □ 2. 사 

□ 3. 변비  □ 4. 진  □ 5. 타(          )

6 식  어냈   어떻게 했습니 ? 

□ 1. 공할 지 같  식  계  시도하 다. 

□ 2.  었다가 다시 주었다.

□ 3. 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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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에 한 보  어  얻습니 ? 

□ 1.  래 엄마   □ 2.  지 

□ 3. 아책  지    □ 4. 신문   

□ 5.     □ 6. 료     □ 7. 타(          ) 

8 병   었습니 ?
□ 1.  à           언  ?        개월 

□ 2. 아니  à     언  시려고 합니 ?       개월 

9

다음 음식을 처음 먹은 시 는? (네모 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 .)

식  4~5개월 6~7개월 8~9개월 10~11개월 12개월 후 안 다.

쇠고            

닭고            

돼지고            

생            

달걀            

 뿌린            

미역            

           

아 용            

생우            

과 호            

새우            

           

빵              

과              

           

트            

           

10
아 가 지  주로 는 것 ?

(해당 사항    주 )

□ 1. 하루에 죽 (   ) 회   하루에 (   ) 공

□ 2. 하루에  (   ) 회   하루에 (   ) 공

□ 3. 하루에  (   ) 회   하루에 (   ) cc

□ 4. 하루에 생우  (   ) 회   하루에 (   ) cc

□ 5. 하루에  (   ) 회   하루에 (   ) cc

□ 6. 하루에 시  식 (   ) 회   하루에 (   ) cc

□ 7. 하루에  (   ) 회 

다고 생각 는 곳에 표시하 . 

1) 생후 6-7개월 식  고  갈아  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2) 달걀 는 돌 후에 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3) 꿀  돌 에 지 않는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4) 식  식 로 람직하지 않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5) 식  , 탕  지 않는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6) 병  15-18 개월에 뗀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7) (우 )가 보다 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8) 생우 는 돌  지  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9) 아 에게 료   필 가 없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10) 견과 (호 ,  등)  에 지 않는다. □ 1. 그렇다 □ 2.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