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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
강을 유지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기준입니다. 1962년 처음 설정된 “영양권장량”이 2005년부
터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11차례 제·개정되었습니다 [1]. 한국영양학
회는 2005년부터 KDRIs 제·개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2020 KDRIs 

개정에는 만성질환 예방 및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준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 CDRR)을 설정함으로써 글로벌 동향에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최근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격리” 현상이 우리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
활주기패턴을 “건강에 유해한 생활패턴”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연령 및 성별과 관계
없이 비만 및 순환기계 질환 등 질병 사망률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삶
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면역기능 증강뿐만 아니라 관련 질병의 예방에 온 국
민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Post-Corona 시대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2020 국
민식생활지침> [3]의 교육 및 캠페인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역할은 산학연과 협력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라면,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영양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2020 

KDRIs의 이해도를 높이고 쉽게 활용하도록 캠페인을 주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NH)에서는 2021년 10월호부터 약 1년간 “2020 KDRIs Special Series”를 기
획하였습니다. 초청된 저자뿐만 아니라 2020 KDRIs 전문가께서도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적극
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학술지 편찬에 수고하시는 JNH 편집장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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