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9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pISSN 1229-1153 / eISSN 2465-9223 J. Food Hyg. Saf.

Vol. 35, No. 5, pp. 489~494 (2020)

https://doi.org/10.13103/JFHS.2020.35.5.489

간편 이유식의 무기질 함량 평가

조영선* · 김기철 · 신상운 · 성진희 · 김지은 · 백은진 · 이은빈 · 김혜진 · 박용배 ·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Evaluation of Mineral Content in Convenience Baby Food

Young-Sun Cho*, Ki-Cheol Kim, Sang-Woon Shin, Jin-Hee Sung, Ji-Eun Kim, Eun-Jin Baek, Eun-Bin Lee, 

Hye-Jin Kim, Yong-Bae Park, Mi-Hye Yun

Food and Drug Research Division, Gyeonggi Province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Suwon, Korea

(Received July 29, 2020/Revised August 10, 2020/Accepted October 22, 2020)

ABSTRACT - A total of 101 samples of convenience baby food products were analyzed by microwave digestion

and mineral nutrients (iron, zinc, calcium, magnesium) were determin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

sion spectroscopy (ICP-OES). By type, the samples included 44 rice porridges, 40 soft-boiled rices, 11 purees, and 6

powders. The mean values for iron (Fe) content were 0.05 to 0.45 mg/100 g (excepted powder type, mg/l0 g). This

was equivalent to 22.35% for rice porridge, 10.55% for soft-boiled rice, 9.88% for puree and 2.74% for powder type

compared to the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respectively. The mean values for zinc (Zn) was 0.06

to 0.28 mg/100 g (excepted powder type, mg/l0 g) and the KDRI ratio was the lowest at 5.94% in puree, with 27.76%,

28.95% and 10.91% in rice porridge, soft-boiled rice and powder type, respectively. Calcium (Ca) content relative to

KDRI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minerals, with 6.65% for rice porridge, 3.61% for soft-boiled rice, 6.24%

for puree and 3.07% for powder type, respectively. The magnesium (Mg) content of baby food ranged from 13.4% to

39.0% compared to KDRIs, and was included in all baby food as a whole. For balanced nutritional mineral supply to

infants, it is recommended that information on mineral sources and ingredients in convenience baby food be clearly

provided to ensure proper growt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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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1인 가정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정에

서 요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 필요하게

되었다1). 특히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2) 사회활동과

가정을 양립해야하는 환경으로 영유아에게 빠르고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간편식 형태의 이유식 시장의 성장을 이

끌었다3). 가정에서 만드는 이유식은 경제적이지만 조리시

간이 많이 소요되고, 만드는 방법이나 제공시기 등 이유

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불충분한 영양 공급의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이유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판되고 있는 이유식은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육류 및

채소류 등을 첨가한 분말형태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죽, 밥, 퓌레 등의 다양하고, 세

분화된 형태의 영유아식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4). 특

히 외출 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파우치형 이유식이

나 간단하게 데워서 바로 먹일 수 있게 포장되어 배송되

는 배달이유식 등이 증가추세이다2). 또한 여러 연구에서

영유아에게 다양한 식품 재료를 이용한 이유식 개발을 계

속하여 시도하고 있다5,6). 이러한 이유식은 대부분 식품유

형이 특수용도식품에 포함되는 기타영유아식이지만 그 외

서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및 즉석조리식품 등의 일반가공

식품의 유형도 있다.

이유식은 생후 5-6개월 이후 영아의 영양요구량은 증가

하고, 비축하고 있던 철분 등의 무기질 등이 거의 소모되

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시작되어야한다7). 또

*Correspondence to: Young-Sun Cho, Ansa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spection Cente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spection Department, Gyeonggi Province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Ansan 15507, Korea

Tel: +82-31-290-6673, Fax: +82-31438-5871

E-mail: lgin34@gg.go.kr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Food Hygiene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The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is an Open-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valuation of Mineral Content in Convenience Baby Food 490

한 영유아의 음식을 모유 또는 조제유 등의 액상형태에서

다양한 재료와 맛의 반고형식, 고형식 형태로 바꾸어가면

서 원만한 성인식으로의 이행도 이유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8).

한편 대부분의 시판 이유식을 포함하는 기타영유아식은

특수용도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정보의 명칭과 함량, 1

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판 이유식을 선택하는 이유로 Ryu9)의 연

구에서는 ‘영양가가 높다고 느껴져서(22.1%)’, Kim10)의 연

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영유아식 시장 자료3)에서

는 20% 이상이 ‘영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표

시된 영양정보 외에 무기질 등의 영양물질 구성과 성분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판되는 간편 영유아식

의 무기질 함량이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DRIs)11)

중 영유아의 섭취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리과정 없이 간단히 데우거나

물을 부어서 그대로 먹일 수 있는 영유아식(대형마트 판

매 또는 배달이유식)을 간편 이유식으로 정하고, 간편 이

유식에 함유된 무기질인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 함량을

조사하여 간편 이유식의 무기질 성분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시판되고 있는 이유식 중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

매하고 있는 기타영유아식 88건, 과채가공품 5건, 서류가

공품 2건, 즉석조리식품 6건 등 총 101건을 대상으로 하

였다. 기타영유아식 중 27건은 레토르트 형태였으며 배달

이유식(냉장) 60건, 퓌레 1건이었다. 과채가공품 5건과 서

류가공품 2건은 모두 퓌레 형태였고, 즉석조리식품 6건은

건조분말로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의 간편식으로도 섭취

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한

가지 재료로 조금씩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12) 이를 제외

하고 이유식 재료에 따른 무기질 함량 및 유형 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후기(6개월 이후)에서 완료기(12개월

이후)에 이르는 영유아식을 실험재료로 선택하였다.

시약 및 분석기기

시료의 분해에 사용한 질산은 유해금속분석용(FUJIFILM

Wako Pure Chemical Corporation, Osaka, Japan)이었고, 철, 아

연,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 분석을 위한 표준액은 혼합표

준액(Quality Control Standard 21) 100 mg/L (PerkinElmer,

Shelton, CT, USA)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회수율 측정

을 위한 표준인증물질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 and science, Daejeon, Korea)의 원소

분석용 조제분유(CRM No. : 108-02-004)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분해는 Microwave Digestion System(Ultrawave,

Milestone, Shelton, CT, USA)을 이용하였으며, ICP-

OES(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Avio500, PerkinElmer, Waltham, MA, USA)

를 이용하여 무기질 함량을 측정하였다.

분석방법

시료는 균질기로 분쇄하고 혼합하여 0.5-1 g 채취하였으

며, 이 시료를 마이크로웨이브용 vessel에 넣어 질산(62%)

6 mL를 가한 후 hood에서 16시간 방치하여 예비분해 하

였다. 이후 시료를 Microwave Digestion System으로 분해

하고 방냉, 탈기한 후 초순수 증류수를 가하여 희석하고

여과한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의 무기질

은 RF power를 1450 watt로 하여 각각 철 wavelength (λ)

238.205, 아연 wavelength (λ) 206.201, 칼슘 wavelength

(λ) 317.933, 마그네슘 wavelength (λ) 285.213에서 ICP-

OES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 검증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를 위한 검량선은 무기질 혼합표준액

100 mg/L를 0.1-10 mg/L로 단계 희석하고 ICP-OES로 측

정하여 작성하였다. 측정된 무기질은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13)에서 제시한 산출방법 중

반응의 표준편차와 검량선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또한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시료와 동일하게

처리한 표준인증물질의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을 각각

3회 반복 측정한 후 건조 질량을 보정하여 회수율을 구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검출한계 및 회수율

4종의 무기질에 대한 검출한계는 0.004-0.01 mg/L, 정량

한계는 0.011-0.032 mg/L이었으며, 검출한계 미만의 값은

불검출(ND, not detected) 처리하였다.

회수율은 CRM에서 제시한 인증값에 대하여 철 97.22%,

LOD = 3.3 ×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ponse

The slope of the calibration curve

LOQ = 10 ×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ponse

The slope of the calibr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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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90.08%, 칼슘 107.91%, 마그네슘 92.78%를 얻었으

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14)

의 기준범위인 80-110%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Table 1).

간편이유식의 무기질 함량

이유식의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이유식 중기 이후 100 g-

150 g 씩 하루 2-3회를 먹이고, 제조회사의 섭취방법 등을

고려하여 1회 100 g를 섭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건조된 형

태의 경우 1회 섭취시 분말 10 g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

먹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1회 섭취량을 10 g으로 반영

하였다. 무기질 함량의 비교를 위한 1일 한국인 영양소 섭

취기준은 권장섭취량을 우선으로 하였고, 권장섭취량이 없

을 경우 충분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 간편 이유식

에 대한 무기질 함량의 평균은 철 0.30±0.72 mg/100 g, 아연

0.25±0.19 mg/100 g, 칼슘 6.14±5.35 mg/100 g, 마그네슘

5.35±3.59 mg/100 g이었다.

무기질 함량을 권장섭취량(KDRIs)과 비교하였을 때는

철은 권장섭취량 대비 2.74-22.35%, 아연 5.94-28.95%, 칼

슘 3.07-6.65%, 마그네슘 13.42-38.95%이었다. 6개월 이후

영유아가 이유식만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권장섭취량에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시판되고 있는 성장기용 조제식을 6-

11개월, 12개월 이후의 영유아에게 이유식과 같이 제공할

경우 권장섭취량 대비 철은 143-188%, 아연 156-185%, 칼

슘 145-261%, 아연 67-126%로 조사되어 12개월 이후 유

아의 마그네슘 섭취량을 제외하면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인공영양아는 조

제유로부터의 영양섭취량이 많아 철, 아연, 칼슘의 권장섭

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일치한다15,16).

그러나 생후 6개월 이후 이유식 적응기에는 조제유에

대한 영양적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식품재료를 사용한

이유식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영유

아에게 이유식을 씹고 삼키는 동작을 이끌어 바른 식습관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6,17). 따라서 영

유아에게 시판하고 있는 간편식 형태의 이유식을 제공할

경우 영유아의 성장과 월령에 맞춰 이유식을 선택하여 그

양을 적절히 증가시키고,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그에

맞는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충시켜야 할

것이다.

철 함량

간편 이유식의 철 함량을 죽, 진밥, 퓌레, 분말 형태별

로 분류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철 함량에서 죽은 평

균 0.45±1.05(ND-6.96) mg/100 g, 진밥 0.21±0.26(ND-

1.34) mg/100 g, 퓌레 0.20±0.13(0.04-0.43) mg/100 g, 분말

0.05±0.04(0.02-0.12) mg/10 g으로 죽 형태의 이유식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치즈닭가슴살 죽, 전복파래 죽, 쇠고기

단호박 죽 등에서 철 함량이 1.03-6.96 mg/100 g 으로 높

게 나타났고, 이는 치즈, 전복, 쇠고기 등의 재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과브로콜리 죽, 고구마사과 퓌레 등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낮게 나왔다(ND-0.17 mg/100 g).

한편 생후 6개월 이후의 모유수유 영아가 철분이 많이

함유된 고기 등의 이유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철

결핍과 철 결핍성 빈혈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

에는 철이 강화된 이유식을 통한 충분한 양의 철을 섭취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8). 철 결핍 영유아는 면역력과 감염

에 대한 저항력 저하, 식욕이 감소되어 성장이 느려질 뿐

만 아니라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학습장애등을 유

발19)할 수 있으므로 이유식에 포함된 철분함량을 점검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Jang 등20)의 연

구에서도 배달이유식으로부터 영유아의 철분 섭취비율이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으며, 특히 12개월 이후 철 결핍

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형의 영유아식을 강조하고

Table 1. Recovery, LOD and LOQ of standards

Component
Recovery1)

(%)

LOD 

(mg/L)

LOQ 

(mg/L)

Fe 97.22 ± 3.79 0.004 0.011

Zn 90.08 ± 4.21 0.004 0.012

Ca 107.91 ± 6.46 0.010 0.032

Mg 92.78 ± 3.78 0.004 0.012

1) Mean ± S.D.

Table 2. Comparison of iron contents in baby food

Food Group No of sample
Contents

Content/KDRIs (%) KDRIs value
Mean±SD Range

 Rice porridge 44 0.45±1.05 mg/100 g ND-6.96 mg/100 g 22.351) 62)

Soft-boiled rice 40 0.21±0.26 mg/100 g ND-1.34 mg/100 g 10.551) 63)

Puree 11 0.20±0.13 mg/100 g 0.04-0.43 mg/100 g 9.881) 62)

Powder type 6 0.05±0.04 mg/10 g1) 0.02-0.12 mg/10 g1) 2.741) 62)

1) Content (mean of analyzed value×3)/RNI (recommend nutrient intake)×100.

2) Age : 6-11 months.
3) Age : 1-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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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철의 충분한 섭취를 위하여 주요 철 급원식

품인 곡류를 기본으로 철 함량이 높은 육류, 어패류, 해조

류 등의 포함여부를 고려한 간편 이유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연 함량

간편 이유식에서 아연의 평균 함량은 죽 0.28±0.19(ND-

0.91) mg/100 g, 진밥 0.29±0.20(0.03-0.92) mg/100 g, 퓌레

0.06±0.05(ND-0.16) mg/100 g, 분말 (0.11±0.05(0.05-0.17) mg/

10 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한우당근애호박 죽, 한

우근대팽이버섯 진밥, 한우치즈 진밥 등으로 붉은 살코기가

원료로 쓰인 제품의 아연 함량이 높게 나왔으며(0.77-0.92 mg/

100 g), 사과바나나 퓌레, 배파인애플 퓌레 등에서는 검출되

지 않았다. 아연의 주요 급원 식품은 육류 중 붉은 살코기,

곡류 등으로 이를 통한 아연의 섭취량이 크다는 보고가

있으며21), 이러한 아연 급원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퓌레 종류에서 아연의 검출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권

장섭취량에 대한 비율 역시 퓌레가 가장 낮았다.

아연이 부족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 부진 및 두뇌 성숙

의 미비, 면역능력 감소, 신경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22), 생후 6개월 이후에는 모유의 아연 감소로 모유 수유만

으로는 영유아 성장에 필요한 아연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

로23) 모유 수유아에게는 이유식을 통한 아연의 섭취가 필

수적이다. Ahn 등24)의 연구에서는 생후 13-28개월의 영유

아의 아연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절반이하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아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권하였다. 동

물성 단백질 식품이 아연의 좋은 급원이며, 시스테인이나

히스티딘 같은 아미노산은 아연의 흡수율을 높인다는 보

고가 있다25). 따라서 영유아의 아연 섭취를 위하여 이러한

동물성 급원 원료가 포함되어있는 이유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칼슘 함량

죽에서의 칼슘 함량은 6.65±6.68(1.45-37.62) mg/100 g이었

으며 진밥 6.01±4.33(1.34-21.80) mg/100 g, 퓌레 6.24±2.42

(3.13-10.73) mg/100 g, 분말 형태 3.07±4.24(0.56-11.65) mg/

10 g로 나타났다(Table 4). 철, 아연, 마그네슘 등 함께 조사

한 다른 무기질에 비하여 칼슘의 함량은 권장섭취량 대비

3.07-6.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년간 거의 모든 연령층에 걸쳐

칼슘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11), Kim 등26)의

연구에서도 1세 이후 유아의 칼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보

다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 등 칼슘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이다. 특히 모유나 조제유 등의 섭취량을

줄이게 되는 1세 이후부터는 칼슘의 섭취를 이유식에 의

존하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 섭취를 위한 적절한 재료의

이유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흑임자누룽

지 죽, 오트밀흑임자 죽, 한우치즈 진밥 등의 제품에서 칼

Table 3. Comparison of zinc contents in baby food

Food Group No of sample
Contents

Content/KDRIs (%) KDRIs value
Mean±SD Range

 Rice porridge 44 0.28±0.19 mg/100 g ND-0.91 mg/100 g 27.761) 32)

Soft-boiled rice 40 0.29±0.20 mg/100 g 0.03-0.92 mg/100 g 28.951) 33)

Puree 11 0.06±0.05 mg/100 g ND-0.16 mg/100 g 5.941) 32)

Powder type 6 0.11±0.05 mg/10 g 0.05-0.17 mg/10 g 10.911) 32)

1) Content(mean of analyzed value×3)/RNI(recommend nutrient intake)×100.

2) Age : 6-11 months.
3) Age : 1-2 years.

Table 4. Comparison of calcium contents in baby food

Food Group No of sample
Contents

Content/KDRIs (%) KDRIs value
Mean±SD Range

 Rice porridge 44 6.65±6.68 mg/100 g 1.45-37.62 mg/100 g 6.651) 3003)

Soft-boiled rice 40 6.01±4.33 mg/100 g 1.34-21.80 mg/100 g 3.612) 5004)

Puree 11 6.24±2.42 mg/100 g 3.13-10.73 mg/100 g 6.241) 3003)

Powder type 6 3.07±4.24 mg/10 g 0.56-11.65 mg/10 g 3.071) 3003)

1) Content(mean of analyzed value×3)/AI(adequate intake)×100.

2) Content(mean of analyzed value×3)/RNI(recommend nutrient intake)×100.

3) Age : 6-11 months.
4) Age : 1-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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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 함량이 높게 나와(21.80-37.62 mg/100 g) 이유식에서 칼

슘의 주요 급원식품이 치즈, 깨 등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조사한 대부분의 이유식에서 칼슘의 함량이 10 mg/

100 g 미만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적절한 양의

유제품을 별도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마그네슘 함량

이유식 중 마그네슘의 함량은 퓌레 > 진밥 > 죽 > 분

말 형태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죽 5.93±4.40(1.11-21.99) mg/

100 g, 진밥 4.66±2.27(1.19-12.18) mg/100 g, 퓌레 7.14±3.68

(1.98-13.94) mg/100 g 그리고 분말 형태에서 2.46±0.51

(1.48-2.92) mg/10 g 이었다(Table 5). 퓌레는 비교적 마그

네슘 함량이 높은 야채나 과일만을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

에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나나와 단호박

퓌레, 고구마 퓌레와 초유시금치당근참깨 죽 등에서 마그

네슘 함량이 높았으며(11.47-13.94 mg/100 g) 권장섭취량

대비 죽, 진밥, 퓌레, 분말에서 각각 평균 32.36%, 17.46%,

38.95%, 13.42%를 나타냈다.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무기질의 항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

져 있다27). 정제되지 않은 곡류, 두류, 견과류, 녹색 엽채

류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은 한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곡류, 채소류 등 다양한 식품군에서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를 이용한 간편 이유식과 퓌레

나 과일, 유제품 등을 간식으로 함께 제공한다면 마그네

슘의 섭취량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문요약

간편식 형태의 이유식 중 죽 44건, 진밥 40건, 퓌레 11

건, 분말 6건으로 총 101건의 무기질(철, 아연, 칼슘, 마그

네슘) 함량을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로 분해하여 ICP-

OES로 분석하였다. 무기질의 유형별 평균 함량은 철 0.05-

0.45 mg/100 g(mg/10 g, 분말), 아연 0.06-0.29 mg/100 g(mg/

10 g, 분말), 칼슘 3.07-6.65 mg/100 g(mg/10 g, 분말), 마그

네슘 2.46-5.93 mg/100 g(mg/10 g, 분말)으로 나타났다. 철, 아

연, 칼슘, 마그네슘의 권장섭취량(KDRIs)과 비교하였을 때

권장섭취량 대비 각각 2.74-22.35%(평균 11.10%), 5.94-

28.95%(평균 21.91%), 3.07-6.65%(평균 4.47%), 13.42-38.95%

(평균 22.85%)이었다. 시판되는 간편 이유식만으로는 생후

6개월 이후 각각의 무기질 권장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조제식이나 모유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

충분한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는 각각 영양소의 주요 급원

식품을 파악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간편

이유식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제조회사에서

는 우리나라 영유아시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철, 칼슘 등

의 영양소를 강화한 재료를 이유식 제조에 사용·표기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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