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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ealth status of preschool children using the questionnaires about di-
etary behaviors and anthropometric indices. And also nutritional status was investigated using questionnaires for 24-hr 
recall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in 145 children aged 3 to 6 years and questionnaires for dietary behaviors and 
dietary intakes were performed by mothers of children in Ulsan. Just nine percent of children were graded as good in 
terms of having healthy eating habits, this means that the nutrition education for the dietary behaviors should be more 
focused on preschool children. With regard to the frequency of food intake, children consumed green & yellow vegeta-
bles less frequently, meanwhile consumed high protein source food (meat, egg and bean) and milk and its product 
more frequently. Children almost never consumed fried foods as often as 1-2 times a weak. In assessment of the health 
status, children have the highest prevalence of colds and allergy, but lower prevalence of clinical symptoms due to the 
nutritional deficiency. The mean height was 103.6 ± 6.4 cm and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ge (p < 0.05), bu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 The mean weight was 17.8 ± 3.0 kg and significantly different in 5, 6years old among 
age. By the WLI criteria, 11.1% of children were underweight and 17.4% of children were overweight or obese. By the 
Röhrer index criteria, any children were not underweight and 86.8% of children were overweight or obese. By the Kaup 
index criteria, 2.8% of children were underweight and 29.2% of children were overweight or obese. And Obesity Index 
criteria, 2.1% of children were underweight and 20.8% of children were overweight or obese. The results of obesity rate 
by all criteria except Röhrer index indicated similar level, were significantly high in age 3 with all criteria, and decreased 
with age increased. The energy intake of children was lower than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of Dietary Re-
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 by as much as 85.7%.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AMDR) 
was 62.6：21.5：15.7 as carbohydrate：protein：lipid, so children consumed protein more, but consumed lipid less compa-
red with those of KDRIs. Vitamin A intake was 133% of recommended intakes (RI) and calcium intake which was iden-
tified as the nutrient most likely to be lacking in diets was 98.9% of RI. The intakes of all minerals and vitamins except 
folate were higher than KDRIs. 33.3% of children were distributed in insufficiency of energy intake, 42.7% of children 
were distributed in insufficiency of lipid intak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ed of developing of nutrition education pro-
gram and further concern of a public health center, university and children care center about dietary life for preschool 
children. (Korean J Nutr 2009; 42(1): 23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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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령 전 아동기는 전체적인 신체의 성장과정 중에서 영아

기의 성장속도에 미치지는 못하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

지는 시기로 꾸준한 성장과 함께 활동량이 급격히 증가하

고, 신체 조절 능력이 점차 향상되며, 뇌 발달이 거의 완성

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

술을 습득하는 시기이며, 각 개인의 식품 기호도가 생겨나

는 시기이기도 하며,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타인과 함께 하

는 법, 사회적으로 예의 있게 행동하는 법 등을 익히게 된

접수일：2008년 04월 16일 / 수정일：2008년 12월 22일 
채택일：2008년 12월 26일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Ulsan College
in 2006.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khyu@mail.uc.ac.kr 



 
 
 
 
 
24 / 학령 전 아동의 영양상태 

 

다. 또한 어린이의 영양요구량은 신체 조성과 크기, 활동 패

턴,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며, 어린이가 받

아들이고 섭취하는 식품은 부모의 식품 선택과 유치원의 식

사 환경, 부모의 강압, 광고, 어린이의 예전 식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다. 

학령전 아동의 식생활태도와 영양상태는 가정, 사회 환경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부모나 교사의 인

식과 아동에게로의 바른 전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되고 있다.1)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게 

되었고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다른 식

생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아기의 식습관은 성장 발육 뿐 

아니라 심리나 사회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2,3)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각종 영양소의 공급을 통

한 건강 문제와 관계가 깊으며, 간접적으로는 일생을 통한 

식습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인체의 성장과 발육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4) 

보육 시설에 위탁되어지는 영유아들은 하루 평균 8~10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게 되므로 2번의 간식과 하루 1~ 

2번의 식사를 하게 되어 영유아의 신체발육과 영양상태에 대

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 시

설에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직접 어린이를 대

상으로 설문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리고,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으로 섭취식품에 대해 부모가 파악하지 못하므로 연구대

상자에 대한 정확한 설문이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5) 

유아의 식생활을 조사한 많은 연구에서 철분, 아연, 칼슘, 

그리고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보고6-8)되었으며 이는 가정

과 유아원 모두에서의 부적절한 식사에서 기인하며 식생활

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9) 그러나 2005년 새로이 설정된 3~ 

6세 어린이의 한국인영양섭취기준량이 이전의 영양권장량

에 비해 엽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영

양섭취량에 대한 평가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

제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10) 결과만 해도 칼슘을 제

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과거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

내고 있다. 

신체계측은 영양과잉 및 영양부족 등 영양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며, 정확한 신체 계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지지만 사용의 복잡성과 경비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부 두겹 측정이나 팔둘레, 키, 체중 등의 

측정이 건강 조사에 가장 흔히 이용되어진다.11) 학령기 아

동의 경우는 학교 신체검사 규칙 (교육부령, 제594호)에 의

거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건강 이상자의 조기 발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찰과 추구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만 학령전기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나 제도

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스크리닝 되어야 할 중요한 

건강 문제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12) 신장-체중을 기초

로한 신체 계측 자료 중 BMI는 성인과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을 측정하는데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일반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신 weight-for-height가 미취

학 아동에서 저체중과 과체중을 스크리닝하는데 자주 이용

됨을 보고하였다.11) 따라서 미취학 어린이의 신체 계측을 

통한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어린

이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가족이 아닌 유아 위탁기관 

종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유아기관에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한 시

스템적 지표 마련을 위해 어린이의 식습관이나 식품섭취 조

사, 신체계측 자료, 영양지식 태도, 건강 상태에 관한 다양

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아기 영양의 중요성

이 강조되며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꾸

준히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 학령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

습관 및 식품섭취조사, 영양지식, 태도, 건강 상태에 관한 

기초자료 및 연구 자료의 부족이 지적되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에 존재하는 보육 시설 어

린이를 대상으로 신체 발육 상태와 식습관 평가, 영양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보육 시설 어린이의 영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연 구 방 법 
 

일반적 사항 및 식이섭취 조사 
울산시 보건소 관내 공립 어린이집 1곳과 사립 1곳을 선

정하여 만 3세에서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

사 대상 어린이는 총 150명이었으며 이 중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5명을 제외한 145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어린이

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식이섭취조사는 부모님이 작성하도

록 하였으며 설문지에는 어린이의 일반사항 및 식사환경, 

건강상태, 식습관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식이섭취 조

사는 어머니로 하여금 회상법에 의하여 어린이의 2일간 점

심을 제외한 식사섭취량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사진으로 

보는 식품과 음식의 눈대중 자료를 함께 배부하여 식사 섭

취량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자료로서 영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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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대신하였다. 당일 어린이집에서 섭취한 점심식사 섭

취량은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선생

님의 도움을 받아 점심 식사량을 기록하였다. 수거된 설문

지 중 미비한 설문지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로 식사량을 재

확인하였으며 식사량 섭취가 확실치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조사된 식이섭취 조사 결과는 한국영양학회 부설 영양정

보센터의 CAN PRO를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

였으며 2005년 설정된 한국인영양섭취기준 (Reference 

Dietary Intakes for Koreans: KDRIs)14)에 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신체계측 및 신체 지수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육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신체계측

은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보

건소의 간호사가 직접 어린이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다. 

어린이의 비만도를 판정하기 위해 Röhrer지수 [체중(kg)/ 

신장 (cm)3 × 107]와 2007년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대

한소아과학회에서 보고한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15)를 

이용하여 한국 아동의 신장별 체중 백분위의 50th percen-
tile을 표준 체중으로 하여 표준비 체중지수 (WeightLength 

Index, WLI)16)를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WLI = (A/B)*100 

A = actual weight (kg)/actual height (cm) 

B = 50th percentile expected weight (kg) for age/ 

50th percentile expected height (cm) for age 

또한 영유아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특히 2세 미만)의 비

만 판정에 많이 쓰이는17) Kaup지수 [체중 (g) × 10/신장 

(cm)2]를 평가하였으며, 2007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

표한 한국 소아의 신장별 표준 체중 (백분위의 50 percen-
tile)과 조사 대상자의 실제 체중과의 차를 표준체중과 비교

한 백분율로 나타낸 비만지수 (Obesity Index)를 구하였다. 
 

통계처리 
대상 어린이의 일반 사항과 식습관 조사, 신체 계측치, 영

양소 섭취량은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조사 대상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간의 신체계수,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t-test

를 이용하였다.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각각에서 각 

연령별 신체계수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고, 각 변

인들 간의 유의 수준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를 이용하였다. 어린이의 영양소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정한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어린이의 나이는 만 3세에서 6세로 평균 만 

4.3세였으며 남자 어린이가 76명, 여자 어린이가 69명으

로 남녀 분포는 비슷하였다 (Table 1). 

어린이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어머니의 교육 수준

에 있어서‘전문대졸 이상’이 57.3%이었고, 아버지의 교

육수준에 있어서는‘전문대졸 이상’이 64.8%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25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5%

를 차지하였으며,‘250~299만원’ 수준이 15.4%,‘300~ 

349만원’이 10.5%,‘350~399만원’수준이 12.6%,‘400

만원 이상’이 8.4%로 250만원을 넘는 사람이 전체의 46.2%

를 차지하여 조사 대상자의 생활수준은 고른 분포를 이루

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2005년 통계청 보고에 의한 우

리나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31만원인 것과 비교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o. of subjects (%)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 Graduate school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 Graduate school 

Family income per month (10,000won) 
< 150 
150-199 
200-249 
250-299 
300-349 
350-399 
> 400 

Mother’s job 
No job 
Having a job 

 
02 (14.4) 
60 (41.4) 
80 (55.2) 
03 (02.1) 

 
03 (02.1) 
48 (33.1) 
84 (57.9) 
10 (06.9) 

 
14 (09.8) 
30 (21.0) 
32 (22.4) 
22 (15.4) 
15 (10.5) 
18 (12.6) 
12 (08.4) 

 
92 (63.4) 
53 (36.6)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age and sex 

Age (Year) Boys: No(%) Girls: No (%) Total: No (%) 

3yr 10 14 024 (016.6) 
4yr 39 34 073 (050.3) 
5yr 13 15 028 (019.3) 
6yr 14 6 020 (013.8) 

Total 76 (52.4) 69 (47.6) 1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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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0만원 이상인 부모가 31.5% 정도였다. 어머니가 직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6.6%이며 전업주부가 63.4%로 

조사 대상 어린이의 1/3 정도가 맞벌이 가정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Table 2). 

어린이의 출생체중은‘3kg 미만’이 20%,‘3.0~3.5kg 미

만’ 52.4%,‘3.5~4.0kg 미만’ 24.8%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3kg 미만’

의 경우 25.5%로 본 연구 보다 높았으며‘3.0~3.5kg 미

만’이 44.0%로 본 연구 보다 낮았고,‘3.5~4.0kg 미만’

의 경우는 27.9% 로 조금 높았다. 

모유 수유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안 먹인 경우’가 11.0%

이었으며‘초유만 먹인 경우’도 24.1%로 35.1%가 거의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의 

40.7%가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였으며 20.0%가 1년

까지 모유 수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어린이에서 모유나 분유를 생우유로 바꾸어 먹

인 시기를 조사한 결과‘10개월부터’가 6.9%이었으며‘1

년 후부터’로 응답한 경우가 42.1%로 49.0% 정도가 1세 

전,후에 생우유로 바꿔 먹인 것으로 응답했다.‘1.5년 후부

터’로 응답한 경우가 29.7%,‘2년 후부터’의 경우가 21.4%

로 전체 51.1%를 차지하였다 (Table 3). 
 

아동의 식습관 실태 
식사를 잘하지 않는 이유로‘많은 간식으로 인하여’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 50.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식

욕 부진’이 22.8%,‘다른일에 몰두하여’가 21.2%,‘불규

칙 식사 제공’이 4.1%를 차지하여, 어린이 간식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이나 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규칙적인 

아침식사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일 식사를 한다는 어린이가 

61.4%, 주에 5~6번 한다는 어린이가 14.5%, 주 3~4번 

한다는 어린이가 17.9%였으나, 1주에 1~2번 식사하는 어

린이가 6.2%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아침 식사 형태로는 우

유와 빵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9.0%였으며, 우유 한잔 또는 

기타 식품,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6.9%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86.2%의 어린이가 한국식으로 밥과 반찬으로 식사하

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가정에서 아침 식사는 우리음식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어린이 식사를 준비할 때 부모가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

로는‘영양’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기호도’가 29.0%,

‘맛’이 26.2%로 나타나 어린이 식사에 대해 영양적으로 

맛있고 어린이가 좋아할 수 있는 조리법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사료되어진다.‘가정의 외식 빈도’는 대부분이 (77.2%) 

1주에 1~2번 정도하는 수준으로 대체로 가정 내식을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간식의 빈도로는 하루‘한번’준다고 답한 경우

는 26.2%,‘하루 2번’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세 번 

이상 주는 경우도 2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하루 2번 주는 비율이 42.4%, 하

루 3번 준다는 비율이 21.0%였다는 결과보다 본 연구 결

과가 조금 높았다. 

본 연구 어린이의 생우유 섭취량은 대상자의 75.9%가 

1일 1~2컵 이상은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컵의 

경우 8.3%, 4컵 이상 마시는 경우도 3.4% 였다 (Table 4).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을 진단하기 위한 5문항에 대해‘매

우 자주 그렇다’의 5점부터‘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의 평가 결과는 Table 5

와 같다.‘식사시간이 규칙적이냐?’라는 문항에 있어서‘매

우 자주 그렇다’는 어린이가 10.3%,‘자주 그렇다’ 46.9%

로 57.2%가 양호한 편이었다.‘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가?’의 문항에는 어린이의 33.8%가 양호하게 골고루 섭취

하는 수준이었으며‘보통’이 32.4%로 비슷하였으나 거의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편식하는 어린이도 33.1%를 차지

하였다.‘적당 양을 섭취하는가?’의 문항에 있어서는 51.1%

가 적당한 양을 섭취한다고 답하였으며, 26.2%가 보통, 

22.8%의 어린이가 적당한 양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하

여 어린이 신체에 맞는 식사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

다.‘식사를 신속히 마치는가?’의 질문에는 17.3%가 그렇

다고 답하였으며‘보통’으로 답한 경우가 35.9%, 식사를 

빨리 끝내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가 46.9%로 어린이의 

식습관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평가였다.

‘음식 투정을 하지 않는가?’의 문항에 있어서 전체의 30.3%

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어린이의 음식 불만에 대한 이유

를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o (%) Variables No (%) 

Birth weights  Time of milk change  
< 3 kg 29 (20) 10 month 10 (6.9) 
3.0-3.49 kg 76 (52.4) 1 year old 61 (42.1) 
3.5-3.9 kg 36 (24.8) 1.5 years old 43 (29.7) 
4.0-4.49 kg 3 (2.1) 2 years old 31 (21.4) 
> 4.5 kg 1 (0.7)   

Duration of breast feeding   
No breast feeding 16 (11.0)   
1 week 35 (24.1)   
1 month 14 (9.7)   
< 3 month 20 (13.8)   
< 6 month 25 (17.2)   
1 year 2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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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식습관 진단 총점은 6~25점 분포로 평균 15.7 

± 3.1이었으며 Fig. 1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어린이 

식습관 진단 평가 총점이 20~25점 (문항 5~4개가 very 

often 또는 often)으로 식습관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는 경

우는 9.0%에 불과했으며, 총점 6~10점 (문항 5~4개 정도

가 never 또는 seldom)으로 식습관이 불량하다고 판정되

는 경우는 6.2%, 84.8% 어린이의 식습관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어 우수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여진다 (Table 6). 

식품의 섭취빈도는 어린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지적되

고 있는 6가지 식품군에 대해 주에 1~2일 섭취 시 1점부터 

매일 섭취 시 4점까지 4점 구분을 두었으며, 반면 튀김 음

식의 경우는 매일 섭취 시 1점부터 주 1~2일 섭취 시 4점

으로 배점하여 미취학 어린이의 식품섭취 빈도 상태가 양

호한지를 진단 평가하였다. 각 식품군의 섭취 빈도에 있어

서는 과일 섭취 빈도의 평균 점수가 2.5 ± 1.2점으로 과일

을‘매일 섭취한다’는 응답이 32.4%, 반면 주 1~2일 밖

에 섭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9%였다. 녹황색 채소의 

섭취빈도 점수는 1.8 ± 0.9점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싫

어하는 식품군으로 알려진 사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낮은 섭취를 나타내었다. 매일 섭취하는 어린이의 비

율이 8.3%밖에 되지 않는 반면, 주 3~4일 섭취하는 어린

이가 34.5%, 주 1~2일 섭취하는 어린이는 47.6%나 되어 

식품군 중 평균 빈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어육류, 계란, 콩 

등 단백질 섭취 빈도 점수는 2.6 ± 1.1점으로 매일 섭취 어

린이가 31.0%, 5~6일 섭취 어린이가 15.9%, 3~4일 섭취 

어린이가 38.6%를 차지하여 85.5%의 어린이가 단백질 식

품을 주에 반 이상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4.5%

는 거의 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및 유제품

의 빈도 섭취는 평균 3.3 ± 1.1으로 식품군 중에 가장 빈

Table 4. Eating habits in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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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for irregular meal  Frequency of eating out  
Having snacks 073 (50.4) 1-2/week 112 (77.2) 
No appetite 033 (22.8) 3-4/week 022 (15.2) 
Concentrate other task 029 (21.2) 5-6/week 10 (06.9) 
Irregular preparation 006 (04.1) Everyday 001 (00.7) 

Regularity of having breakfast  Frequency of snacks/d  
Everyday 089 (61.4) 1 038 (26.2) 
5-6/week 021 (14.5) 2 074 (51.0) 
3-4/week 026 (17.9) 3 032 (22.1) 
1-2/week 009 (06.2) 4 001 (00.7) 

Kind of breakfast  Milk consumption /d  
Rice and condiments 125 (86.2) Least 018 (12.4) 
Bread & milk 013 (09.0) 1C 057 (39.3) 
Only 1c milk 006 (04.1) 2C 053 (36.6) 
Others 003 (02.1) 3C 012 (08.3) 
No breakfast 001 (00.7) 4C more 005 (03.4) 

Concerns in meal preparation  
Nutrition 065 (44.8) 
Kids’ favors 042 (29.0) 
Taste 038 (26.2) 
Hygiene 008 (05.5) 

  

 
Table 5. Frequency of healthy eating habits in preschool children 

 Very often (5) Often (4) Sometimes (3) Seldom (2) Never (1) Score Mean ± S.D. 

Meal regularity 15 (10.3) 68(46.9) 45 (31.0) 15 (10.3) 02 (1.4) 3.5 ± 0.9 
Food diversity 08 (05.5) 41(28.3) 47 (32.4) 39 (26.9) 09 (6.2) 3.0 ± 1.0 
Food adequacy 13 (09.0) 61(42.1) 38 (26.2) 30 (20.7) 03 (2.1) 3.4 ± 1.0 
Take a meal quickly 04 (02.8) 21(14.5) 52 (35.9) 56 (38.6) 12 (8.3) 2.7 ± 0.9 
No Food complain 10 (06.9) 44(30.3) 47 (32.4) 38 (26.2) 06 (4.1) 3.1 ± 1.0 

Total food habit scores 6-25 15.7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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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점수가 높았으며 주에 5일 이상 섭취 어린이가 77.3%

였으며, 주에 1~2일 밖에 섭취하지 않는 어린이도 15.9%

였다. 미역, 김 등의 해조류의 식품 섭취는 빈도 점수가 2.1 

± 1.1점으로 27.6%가 주에 5일 이상 자주 섭취하였으나 

32.4%는 1~2일 정도로 가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

김 음식의 섭취 빈도 점수는 3.0 ± 0.9점으로 우유 다음으

로 평균 섭취 빈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튀김음

식의 경우 섭취빈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기 때

문에 식습관의 진단에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주에 1~2

일 정도로 거의 섭취하지 않는 어린이가 32.4 였으며, 반

면 22.1%는 5일 이상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

ble 7). 이상의 결과 어린이의 식품섭취빈도의 양호한 상

태 점수는 평균 15.3 ± 3.1이었으며 점수 분포는 8~22점

으로 Fig. 2와 같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어린이의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어머니가 

응답한 어린이의 건강 위험 정도는 총 9문항이며, 5점 척

도를 이용하여 건강 위험 빈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

여하여 총 4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감기의 증상에 있어

서 자주 걸린다고 답한 경우는 28.3%였으며, 설사가 잦다

는 문항에는 9.0%가‘자주 그렇다’고 답하였고 대부분 

(73.8%)은 장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평

소 입가가 부르튼다는 증상의 경우에는‘가끔 그렇다’고 

답한 어린이까지 6.2% 정도로 거의 없었으며, 알레르기 증

상에 있어서는 21.4%의 어린이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답하

였다. 코피가 자주 난다고 답한 경우는 4.2% 정도로 낮았

으며 얼굴이 창백하다고 답한 경우는 1.4%로 아주 낮았고, 

짜증 투정을 부리는 어린이는 13.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행동이 몹시 산만하고 오래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Table 6. Dietary assessment by healthy eating habits in preschool
children 

Level Score N (%) 

Good 20-25 013 (09.0%) 
Fair 11-19 123 (84.8%) 
Poor 6-10 009 (06.2%) 

 
Table 7. Frequency of food intakes in preschool children 

 1-2 d/week 3-4 d/week 5-6 d/week Everyday Score Mean ± S.D. 

Fruits1) 39 (26.9) 41 (28.3) 18 (12.4) 47(32.4) 02.5 ± 1.2 
Green & yellow vegetables1) 69 (47.6) 50 (34.5) 14 (09.7) 12(08.3) 01.8 ± 0.9 
Meat, fish, eggs, beans1) 21 (14.5) 56 (38.6) 23 (15.9) 45(31.0) 02.6 ± 1.1 
Milk & dairy products1) 23 (15.9) 10 (06.9) 13 (09.0) 99(68.3) 03.3 ± 1.1 
Seaweeds1) 47 (32.4) 58 (40.0) 19 (13.1) 21(14.5) 02.1 ± 1.1 
Fried foods2) 47 (32.4) 66 (45.5) 20 (13.8) 12(08.3) 03.0 ± 0.9 
Total score 8-22 15.3 ± 3.1 
 
1) score: 1-2d/week = 1, 3-4d/week = 2, 5-6d/week = 3, everyday = 4 
2) score: 1-2d/week = 4, 3-4d/week = 3, 5-6d/week = 2, everyda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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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total score of dietar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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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total score in healthy food in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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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가, 행동이 느리고 대체로 기운이 없다는 문항에는 

3.4%가‘자주 그렇다’고 답하였다 (Table 8). 

건강 위험 진단 성적은 평균 34.9 ± 5.5로 총점 10~45

점 범위였으며 (Fig. 3), 36점 이상 (문항 8~9개가 never 또

는 seldom인 경우)의 경우 건강 우수수준, 18점 이하 (문항 

8~9개가 often 또는 very often)의 경우 건강 위험수준으

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강 우수 어린이가 50.3%, 건강 위

험 어린이가 2.1%, 건강 수준 보통인 어린이가 47.6%이었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강 위험 점수가 평균 이상인 어린

이가 59.3%였으며 이하인 어린이가 40.7%였다 (Table 9). 
 

어린이 신체계측 
대상 어린이의 신장은 평균 103.6 ± 6.4 cm였으며 남아

의 경우 104.5 ± 6.3 cm, 여아의 경우 102.6 ± 6.4 cm였

다. 어린이의 신장은 연령 간에는 유의한 차이 (p < 0.05)가 

있었으며 남녀 어린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

은 평균 17.8 ± 3.0 kg였고, 남아 평균 18.4 ± 3.2 kg, 여

아 평균 17.1 ± 2.7 kg였다. 연령 간에는 4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세, 6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

녀 어린이 간에는 4세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0).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비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18,19)하고 있고, 아동기의 과체중은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초기 아동기의 과

체중 상태와 유관하다고 보고19)되고 있으므로 생애 전단계

인 미취학 어린이의 비만도 평가 또한 시급한 것으로 여겨

진다. 더욱이 미취학 어린이의 비만도 평가는 weight-for-
height로 스크리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 어린

이의 키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만도의 

평가 또한 연령별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Table 11과 Table 12는 조사 대상 어린이의 비만도 평가 

결과이다. 전체 어린이의 WLI값은 평균 101.8 ± 11.9였

으며, 남아 평균 101.1 ± 12.5, 여아 평균 102.5 ± 11.3

으로 3세 어린이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WLI를 기준으로 비만율을 판정한 결

과 WLI 90 미만의 저체중아의 수는 16명 (11.1%), 90~ 

110 미만의 정상 어린이의 수는 103명 (71.5%), 110~ 

120 미만의 과체중의 수는 17명 (11.8%), 120 이상 비만

의 경우 8명 (5.6%)으로 과체중 이상의 어린이가 17.4%

로 나타났다. 

Röhrer지수의 경우 전체 평균 159.9 ± 20.6이었으며, 

남아 평균 161.6 ± 22.3, 여아 평균 158.1 ± 18.5으로 연

Table 9. Assessment by health status in preschool children 

Level Score N (%) 

Good 45-36 73 (50.3%) 
Fair 35-19 69 (47.6%) 
Poor 18-10 03 (02.1%) 

 

Table 8. Health status of the preschool children 

Symptoms & attitudes Never (5) Seldom (4) Sometimes (3) Often (2) Very often (1) Score Mean ± S.D. 

Colds 6 (4.1) 54 (37.2) 44 (30.3) 30 (20.7) 11 (7.6) 03.1 ± 1.0 
Diarrhea 47 (32.4) 60 (41.4) 24 (16.6) 9 (6.2) 4 (2.8) 04.0 ± 1.0 
Swelling of mouth (cheilosis): 
angular fissures and scars 

77 (53.1) 
 

59 (40.7) 
 

7 (4.8) 
 

2 (1.4) 
 

0 
 

04.5 ± 0.7 
 

Allergy 58 (40.0) 28 (19.3) 28 (19.3) 20 (13.8) 11 (7.6) 03.7 ± 1.3 
Nose bleeding, nasal hemorrhage 87 (60.0) 34 (23.4) 17 (11.7) 4 (2.8) 2 (1.4) 04.4 ± 0.9 
Pale 72 (49.7) 52 (35.9) 18 (12.4) 2 (1.4) 0 04.4 ± 0.8 
Irritable temper 18 (12.4) 58 (40.0) 49 (33.8) 13 (9.0) 6 (4.1) 03.5 ± 1.0 
Attention problems/overactive 28 (19.3) 76 (52.4) 24 (16.6) 11 (7.6) 6 (4.1) 03.8 ± 1.0 
Weak energy (vitality) 67 (46.2) 64 (44.1) 8 (5.5) 5 (3.4) 0 04.3 ± 0.7 

Total scores 10-45 34.9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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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children by level of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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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남아, 여아 간에는 4세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 어린이의 Röhrer지수를 이용한 

비만도의 평가는 110 미만의 저체중은 전혀 없었으며, 110~ 

140 미만의 정상 어린이의 수는 19명 (13.2%)이었고, 140 

이상 156 미만의 과체중은 52명으로 36.1%, 156 이상의 

비만의 경우 73명 (50.7%)를 차지하여 과체중 이상의 어

린이가 86.8%로 나타났다. 

Kaup 지수는 전체 평균 16.5 ± 1.8이었으며, 남아 16.8 

± 2.0, 여아 16.1 ± 1.5으로 여아 3세의 경우 모든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와 여아 간에 4세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Kaup 지수에 의한 비만율은 14 미만

의 저체중이 4명 (2.8%), 14~17 미만의 정상 체중이 98

명 (68.1%)이었다. Kaup 지수 17~18.5 미만의 과체중은 

25명 (17.4%), 18.5 이상의 비만이 17명 (11.8%)으로 

Kaup 지수에 의한 과체중 이상의 경우는 29.2%로 나타

나 WLI에 의한 빈도보다는 조금 높았다. 

한국 소아의 신장별 표준 체중 (백분위의 50 percentile)

을 이용한 비만 지수 (Obesity Index)는 전체 평균 5.4 ± 

11.3%로 남아의 경우 7.2 ± 12.5%, 여아의 경우 3.6 ± 

9.5%로 여아의 경우 3세에 다른 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으며, 4세에는 남아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

만지수 -20~-10 미만인 체중부족의 경우 2.1%, -10~10 미

만인 정상체중이 77.1%, 10~20 미만의 체중과다가 13.9%, 

20 이상 비만이 6.9%로 20.8%가 과체중 이상으로 판정

되었다. 
 

영양소 섭취 상태 
제7차 영양권장량에서 학령 전 어린이의 구분을 만 2세

에서 6세로 정하였으나 2005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연령 구분은 유아기를 1~2세, 3~5세로 구분하였으며 6세

부터 학령기로 분류하여 6~8세 어린이의 영양섭취기준이 

마련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 6세 어린이의 영양섭취 수준

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 6~8세 어린이의 영양섭취수준과 

비교하기가 어려워 6세 어린이를 제외한 3~5세 어린이만 

한국인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하였으며, 모든 영양소 섭취에 

있어서 남아, 여아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3).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서 정한 3~5세 어린이의 에너지 섭

취는 제7차 영양권장량 (RDA)의 수준보다 낮음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 조사대상 어린이의 에너지 섭취량은 1196.6 

± 288.0 kcal로 에너지필요추정량 (EER)의 85.7% 수준

이었다. 단백질의 섭취는 평균 61.3 ± 16.9 g으로 권장섭

취량 (RI)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

사결과인 242.3%보다 높았다. 비타민 A의 경우 평균 섭취

량은 400.2 ± 158.1 μg로 권장섭취량 (RI)의 133%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53.1%)보다 낮았다. 비타민 

B1의 섭취는 0.7 ± 0.2 mg으로 권장섭취량의 (RI)의 140%

를 섭취하였으며, 영양권장량 (RDA)과 비교시 87.5% 수

준이었다. 비타민 B2는 0.8 ± 0.7 mg으로 권장섭취량 (RI)

의 114%였으며, 나이아신의 경우 8.5 ± 3.0 mg으로 권

장섭취량 (RI)의 121%, 영양권장량 (RDA)의 77.2%를 섭

취하였다. 엽산의 섭취량은 130.6 ± 51.1 μg으로 제7차 

영양권장량 (RDA)에 비해서는 130% 수준이었으나 한국

인영양섭취기준과 비교 시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을 대폭 

강화함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 어린이의 섭취량은 권장섭취

량 (RI)의 72.6% 수준이었다. 어린이에서 가장 섭취율이 낮

은 것으로 알려진 칼슘의 경우 섭취량이 593.6 ± 213.5 

mg으로 권장섭취량의 98.9%를 섭취하였으나 국민건강영

양조사결과에서는 여전히 낮은 77.5%를 보고하였다. 또한 

어린이 영양섭취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부족한 것으로 지

적되었던 철분의 섭취량은 12.2 ± 7.9 mg으로 권장섭취

량의 174.3%, 아연의 섭취량은 14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필요추정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ER)의 75% 미만, 지방섭취량은 에너지적정비율 (Accep-
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ADMR) 미

만, 그 밖의 영양소는 평균필요량 (Estimated Average Re-
quirements：EAR) 미만을 섭취하는 경우‘영양소 섭취 부 

Table 10. Height and weight measurements of subjects by sex and age 

 Height (cm)   Weight (kg)  
Age 

Boys Girls Total Boys Girls Total 

3 yr 097.8 ± 3.4a 096.1 ± 2.8a 096.8 ± 3.4a 16.7 ± 1.3a 16.1 ± 1.9a 16.4 ± 1.7a 

4 yr 102.2 ± 4.3b 101.4 ± 4.1b 101.8 ± 4.2b 17.5 ± 1.7 ab* 16.2 ± 1.8a* 16.9 ± 1.9a 
5 yr 108.2 ± 3.8c 106.7 ± 4.6c 107.4 ± 4.3c 19.4 ± 3.9bc 18.3 ± 2.2b 18.8 ± 3.1b 
6 yr 112.9 ± 3.1d 114.8 ± 4.0d 113.5 ± 3.4d 21.4 ± 4.3c 20.9 ± 5.0c 21.3 ± 4.4c 

Total 104.5 ± 6.3 102.6 ± 6.4 103.6 ± 6.4 18.4 ± 3.2* 17.1 ± 2.7* 17.8 ± 3.0 
 
Values in a column not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x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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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평가하였다 (Table 14). 열량섭취 부족의 어린이

는 33.3%, 지방의 섭취가 부족한 어린이의 비율은 42.7%

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다 높았으며, 특히 엽산은 어

린이의 85.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 나이

아신, 비타민 C, 인의 경우 각각 29.1%, 35.0%, 47.0%, 

17.1%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낸 영양소 섭

취부족 어린이의 비율보다 높았으나, 단백질 (0%), 비타민 

B1 (12.0%), B2 (4.3%), 칼슘 (15.4%), 철분 (4.3%)의 경

우는 낮았다. 한편 과잉 섭취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에

너지필요추정량 (EER)의 125% 이상, 지방의 에너지적정

비율 (ADMR) 이상, 기타 영양소의 경우 상한 섭취량 (Up-
per Intake Level: UL) 이상 섭취자를 분석한 결과 에너

지, 지방, 칼슘, 인의 과잉 섭취자의 비율은 전국의 어린이 

결과보다 낮았으며 나이아신의 경우는 24.8%, 비타민 A의 

경우 4.3%로 전국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철분의 과잉 섭

취 비율은 1.7%로 비슷하였다. 

 

고     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부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일일 

9시간 이상을 보육 시설에 보내고 있는 6세 미만의 유아

가 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1~2회의 식사와 간식을 

보육시설에서 섭취함에 따라 어린이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이 유아 기관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어

린이의 식생활습관은 어른이 되어서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유아기 식습관은 중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최근 경제적 향상과 먹거리의 만연으로 어린이의 간

식문제가 비만과 결부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

린이의 식습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아침 결식, 편식, 간

식으로 인한 과식 등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부

모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모유는 6개월까지 어린이의 주요 영양식품이며 모유의 영

양적 질 향상은 수유시 식사의 질 향상이나 영양보충제를 

섭취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며20) 철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후 12

개월이 되면 모유 수유량을 줄여야 됨과 동시에 다양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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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stribution of subjects by obesity 

No (%) WLI RI KI OI 

Underweight 016 (11.1) 0 4 (2.8) 003 (02.1) 
Normal 103 (71.5) 19 (13.2) 98 (68.1) 111 (77.1) 
Overweight 017 (11.8) 52 (36.1) 25 (17.4) 020 (13.9) 
Obese 008 (05.6) 73 (50.7) 17 (11.8) 010 (06.9) 
 
WLI: Weight-Length Index, RI: Röhrer Index, KI: Kaup Index OI: 
Obes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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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식량인 모유 섭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의 

1/3이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우유로 

바꿔 먹인 시기는 51.1%의 어린이가 18개월 이후에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

과 시판우유 섭취 시기가 15.1개월인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 어린이의 생우유 교환 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는 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확실해지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지 않으면 섭취한 경험이 없

는 식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편식이 형성되기 쉽기 때

문에 36개월 이후의 편식에 대한 원인이 유즙 이외의 여러 

식품으로부터 영양공급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12개

월 직후부터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21) 따라서 어

Table 13. Daily nutrient intakes of 3-5 yr subjects by sex (Mean ± SD) 

Nutrients Boys (n = 60) Girls (n = 57) Total (n = 117) EAR1) RI1) RDA2) 

Energy (Kcal) 1246.7 ± 287.5 1143.8 ± 281.3 1196.6 ± 288.0 14003)  1600 
Protein (g) 0061.3 ± 015.9 061.2 ± 018.1 0061.3 ± 016.9 0015 020 0030 
Fat (g) 0047.0 ± 017.7 044.1 ± 017.3 0045.6 ± 017.5    
Carbohydrate (g) 0188.3 ± 045.8 0171.9 ± 042.0 0180.3 ± 044.6    
Fiber (g) 0003.0 ± 001.8 0002.8 ± 001.2 0002.9 ± 001.5    
Vitamin A (μg) 0409.9 ± 175.5 0389.9 ± 138.4 0400.2 ± 158.1 0210 300 0400 
Thiamin (mg) 0000.7 ± 000.2 0000.7 ± 000.3 0000.7 ± 000.2 0000.4 000.5 0000.8 
Riboflavin (mg) 0000.8 ± 000.3 0000.9 ± 000.9 0000.8 ± 000.7 0000.6 000.7 0001.0 
Niacin (mg NE) 0008.6 ± 003.2 0008.4 ± 003.0 0008.5 ± 003.0 0005 007 0011 
Ascorbic acid (mg) 0049.1 ± 031.0 0048.7 ± 025.1 0048.9 ± 028.1 0030 040 0050 
Folate (μg) 0136.9 ± 059.7 0123.9 ± 039.5 0130.6 ± 051.1 0150 180 0100 
Vitamin E (mg) 0006.5 ± 002.7 0006.4 ± 003.4 0006.4 ± 003.0   0006 
Calcium (mg) 0609.2 ± 210.0 0577.2 ± 217.7 0593.6 ± 213.5 0400 600 0600 
Phosphorus (mg) 0684.7 ± 190.8 0670.3 ± 216.5 0677.7 ± 202.9 0390 500 0600 
Iron (mg) 0012.3 ± 007.8 0012.0 ± 008.1 0012.2 ± 007.9 0005 007 0009 
Zinc (mg) 0006.0 ± 001.6 0005.4 ± 001.3 0005.7 ± 001.5 0003.1 004 0008 
 
1)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RI (Recommended Intakes), AI (Adequate Intake) for 3-5 yrs children 
2) RDA (7th recommended dietary adequate) for 4-6 yrs 
3)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for 3-5 yr 
 
Table 14. Children with intakes below and over KDRIs1) for 3-6 yrs 

Nutrients Below KDRIs2) (%) KNHANES III3) Over KDRIs4) (%) KNHANES III5) 

Energy (Kcal) 33.3 24.1 06.8 20.1 
Protein (g) 00.0 01.8   
Fat (g) 42.7 13.6 00.0 21.9 
Vitamin A (μg) 29.1 22.4 04.3 03.1 
Thiamin (mg) 12.0 14.2   
Riboflavin (mg) 04.3 24.0   
Niacin (mg NE) 35.0 16.4 24.8 09.4 
Ascorbic acid (mg) 47.0 38.1 00.0 00.0 
Folate (μg) 85.5  00.9  
Calcium (mg) 15.4 54.1 00.0 00.3 
Phosphorus (mg) 17.1 05.4 00.0 00.4 
Iron (mg) 04.3 30.5 01.7 01.7 
 
1)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2) Energy: < 75%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Fat: <ADMR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other nutrients: <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3) KNHANES III: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5, the rates of children with intakes below KDRIs for 3-
6 yrs in KNHANES III 
4) Energy: > 125% of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Fat: > ADMR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other nutrients: 
> UL (Upper Intake Level) 
5) the rates of children with intakes over KDRIs for 3-6 yrs in KNHANE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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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로부터 분유를 너무 늦게 분리하여 생기는 식습관 형

성의 문제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어린이의 불규칙 식사의 이유로 간식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Kang의 연구22)와 같이 본 연구

에서도 식사를 잘하지 않는 이유로‘많은 간식 섭취’와‘식

욕부진’으로 나타났다. 간식의 의미는 유아들의 소화관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규식 만으로 부족되기 쉬운 영

양소를 보충하는 데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의하면 

3~6세 어린이의 간식 종류로 과자 및 스낵류 섭취가 42.6%, 

우유 및 유제품 33.3%, 과일류 14.4%를 차지하여 과자 

및 스낵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족한 영양섭취보다는 

과잉 에너지 섭취로 이어질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학동기 

아동의 경우에도 떡이나 케잌류, 과자나 스낵류, 남학생의 

경우 라면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23) 간식

으로 인한 과잉 에너지 섭취뿐 아니라 식사 불규칙 및 결식

으로 이어져 영양결핍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규칙적 아침식사에 관한 조사 결과로는 우유 한잔 또는 

기타식품, 식사를 거르거나 1주에 1~2번 식사한다고 답한 

경우가 13.1%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3~6세 

어린이의 아침 결식률 4.7%보다 본 연구 어린이의 아침 결

식률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아침식사의 결식군과 비결

식군 간의 인지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2) 

있으므로 아침 결식률에 대한 영양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

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어린이의 생우유 섭취량은 대부분이 2컵 이상 섭

취하였으나 3컵 이상 마시는 경우도 11.7%를 차지하여 최

근 급증하는 유아의 우유 선호 추세에 따라 유아의 생우유 

섭취량과 식습관 형성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많은 연구에서 생우유를 과량 섭취할 경우 포만감으로 인

해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24-26) 

Boutry & Needlman27)은 하루에 5가지 식품군을 각각 5

회 미만 섭취하고 하루에 460 mL 이상의 생우유를 섭취할

수록 빈혈 발생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식습관에 관한 설문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부모의 의지

가 필요한‘식사의 규칙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11.5%

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어린이의 식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식사를 빨리 끝낸다’는 문항에 있어서 46.9%

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어린이의 식사에 대한 흥미가 부

족함을 나타내었다. 또한‘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는 문

항의 답으로 33.1%가 편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음

식 투정을 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있어서도 전체의 30.3%

가,‘식품섭취의 적당성’에 있어서는 22.8%가 그렇지 않

다고 답하여 어린이의 식사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주장이

나 식습관을 나타내는 어린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전체적인 식습관 평가 결

과 대부분 어린이의 식습관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우수하다고 판정되는 어린이가 9.0%에 불과하여 어린이의 

식기호와 식태도에 관한 연구도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에서 가장 기피하는 식품이 채소류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어린이에서도 녹황색 채소

의 섭취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해

조류, 과일의 순으로 섭취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백질 식품이나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건강 위험 정도를 진단한 결과 감기에 잘 걸린

다는 어린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어

린이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면역에 

대한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

이가 허약해서 나타나기 쉬운 증상인 짜증, 투정 등의 신

경질이 잦은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표로 어린이

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건강하다고 판정된 어린이가 

50.3%, 보통인 어린이가 47.6%를 차지하였다. Kang의 

연구22)에서 어린이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물은 

결과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 44.3%,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

가 48.3%로 나타나 실제 임상 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로 분

석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신체 계측치는 어린이의 영양상태를 잘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린이의 체중 성장 부진

은 짧은 기간의 영양불량 상태를 반영하고 신장의 성장 부

진은 장기간에 걸친 영양부족 상태를 반영한다고 하였다.28) 

따라서 체중 신장 등의 신체계측치가 영양상태가 불리한 집

단과 양호한 집단을 분류하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취학 전 어린이의 영양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적

합한 대표적인 신체계측치가 없는 실정이며 또한 조사자 마

다 평가 기준이 달라 어린이의 영양상태를 평가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나이별로 조사 대상 어린이의 평균 신장과 체중을 1996

년 서울 근교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

어진 Moon 등29)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3세 남녀 어린이의 

평균 신장은 94.8 cm로 보고하여 본 연구 어린이의 평균 

신장이 2 cm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어린이의 경우

에도 100.7 cm로 본 연구 어린이의 신장이 1 cm 정도 더 

컸으며, 5세 어린이의 경우 106.5 cm로 역시 약 1 c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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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6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113.0 

cm로 본 연구 어린이의 신장이 0.5 cm 정도 더 컸으며 10

년전 연구 결과에 비해 어린이의 평균 신장에 있어 0.5~2 

cm 정도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의 경우 Moon 

등29)의 연구와 비교 시 본 연구 어린이의 체중이 3세에는 

1.2 kg 더 높았으며 4세에는 0.5 kg, 5세에는 0.7 kg, 6세

에는 0.9 kg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10년전 연구 결과

에 비해 평균 체중에 있어서는 0.5~1.2 kg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Sin & Lee30)의 연구에서 10년 전인 90

년도의 여러 조사들에 비해 신장 1~6 cm, 체중 1~2 kg 증

가한 결과를 보였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증가 수치

였다. 

본 연구 어린이에서 신장의 연간 증가율은 평균 5 cm 이

상 증가한 결과를 보였으며, 체중은 1~2.7 kg 증가한 결

과를 보여 조사 대상 어린이의 연령 구분 없이 연구 간의 단

순 평균치 비교는 어린이의 성장 판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린이의 연령 간, 성별 간 연속적인 조사 데이터에 

의한 성장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최근 경제적 향상과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많은 연구에서 

어린이의 비만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연구1,31)

에서는 오히려 저체중아의 비율이 높음을 시사하여 어린이

의 신체 발달의 양극화 현상을 염려하였다. 본 연구 어린

이의 비만율은 WLI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11.1%의 저

체중아와 17.4%의 어린이가 과체중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체중 12.9%, 과체중 13.4%, 비만 7.9%로 보고한 

Shin 등32)의 연구와 비교 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Kaup 

지수에 의한 결과는 저체중 어린이 2.8%와 과체중 이상 

어린이 29.2%로 나타났으며 WLI에 의한 결과보다 저체중 

비율은 낮고 과체중 이상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Lee1)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어린이의 비만율 스크리닝 

도구로 Kaup 지수 13 미만의 경우 허약, 13 이상 15 미만

은 저체중, 15 이상 18 미만 정상체중, 18 이상 20 미만

이면 과체중, 2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허

약 어린이가 6.4%, 저체중 26.2%, 정상 어린이가 49.0%, 

과체중 10.1%, 비만 8.3%로 판정하여 본 연구 어린이에 

비해 저체중 어린이의 비율이 높고 정상 체중과 과체중 이

상의 어린이의 비율이 낮았다. Röhrer 지수에 의한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 중 저체중 어린이는 한명도 없었으며 과

체중 이상의 비율이 86.8%로 나타나 다른 신체 계측치와

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hoi & Yoon16)의 연구에서

는 Röhrer 지수에 의한 비만도의 분류를 본 연구와 동일한 

범위로 평가하여 저체중의 비율이 32.0%, 정상체중 34.7%,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4.1%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Kim 

& Lee5)의 연구에서는 정상체중의 범위를 118~148로 분

류하여 그 결과 저체중 어린이는 1.8%였으며, 57.6%의 어

린이가 정상 범위, 40.6%의 어린이가 과체중인 것으로 보고

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에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Rö-
hrer지수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Kwon33)

의 연구에서는 저체중이 17.5%, 정상이 57.9%, 과체중이 

17.0%, 비만이 7.7%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국 소

아의 신장별 표준 체중비로 나타낸 비만지수 (Obesity In-
dex)로 분석한 결과 저체중 어린이 2.1%와 과체중 이상 

어린이 20.8%로 kaup 지수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Kim 등4)의 연구에서는 저체중 어린이가 남아의 경

우 4.0%, 여아의 경우 5.1%로 보고하여 본 연구 어린이 

2.1%보다 높았으며 과체중 이상의 어린이 비율은 남아 

21.3%, 여아 15.5%로 보고하여 본 연구 어린이와 비슷하

였다. Sin & Lee30)의 결과와 비교 시 본 연구 어린이의 정

상체중 비율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비만과 과체중의 

비율은 본 연구 어린이가 더 높은 반면 저체중 어린이의 

비율은 월등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어린이의 신체 건강 상태는 

다른 지역 어린이에 비해 저체중 비율이 낮으며 과체중 이

상의 비율은 Röhrer 지수를 제외하고 20.8~29.2% 정도

로 높았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의 특징은 모든 지표에서 3

세에 유의하게 비만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하

면서 비만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특히 Röhrer 지수

의 경우 6세에도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산시 

5~6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 Lee5)의 연

구에서는 6세에 남, 녀 어린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어 6세부터 신장 증가에 의한 성장이 큰 것으

로 여겨지므로 6세 이전 어린이의 체중 증가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 어린이의 신체 계측에 의한 

영양상태 판정은 지표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cut-off 판정

기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해석되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Röhrer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판정

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미취학 어린이의 영양상태 평가 

지표로 Röhrer 지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미취학 어린이의 신체 계측치를 통한 영양상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검증 자료

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 어린이의 영양소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에너지 필요추정량 (EER)의 85.7%

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Kang22)의 연구 (권장량의 85.0%) 

및 Choi & Yoon1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반면 4~6세 어

린이를 조사한 Lim & Kim34)의 연구 결과 (1,486 kc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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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았으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인 100.9%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적정섭취비율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 ADMR)은 탄수화

물：단백질：지방의 비율이 62.6：21.5：15.7로 Kang20)

의 연구 결과인 56.1：17.2：30.7과 비교 시 본 연구 어

린이의 지방 섭취량은 현저히 낮은 반면 탄수화물과 단백

질의 섭취 비율은 월등히 높았다. 또한 한국인 영양섭취기

준에서 제시하는 55~70：7~20：15~30과 비교 시 지방

의 섭취 비율은 낮은 편이며 단백질의 섭취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어린이의 식품 빈도 조사에서 

튀김음식 등의 섭취 빈도가 낮고 단백질 식품의 섭취 빈도

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였다. 영양소섭취에 관

한 많은 연구6-8)에서 칼슘, 철분, 비타민 A 등의 영양소가 

이전의 영양권장량과 비교 시 섭취가 부족함을 보고해 왔

었다. 그러나 2005년 제정된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이 제7차 

영양권장량에 비해 엽산을 제외하고 모든 영양소에서 권장

섭취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족으로 보

고 되었던 많은 영양소에서 초과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영양소섭취에 있어서 본 연구 어린이의 결과

가 다른 연구1,35)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

구 대상 어린이집이 지역 보건소의 영양관리 대상으로 영양

소섭취에 대한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부모 교육이 이루어진 

효과로 보여진다. Suh & Kim의 연구36)에서 조사 대상자의 

80%가 영양교육의 시작 시기로‘유치원에서 부터’가 좋다

고 답할 만큼 조기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유아기의 식습관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어머니에 대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울산 지역의 보건소에

서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머니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의 비만율 증가에 대한 인

식이 고조되면서 어린이 부모의 영양교육의 초점이 에너지 

섭취의 감소와 성장과 관련된 영양소에 맞추어짐에 따라 에

너지와 지방의 섭취는 낮아지고 단백질 무기질 등의 섭취

는 높아져 영양섭취의 균형이 맞추어 지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 어린이의 권장섭취량 이하 섭취 어린이의 비율

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에너지섭취량, 

지방,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C, 인의 경우 높게 나타

났으며, 비타민 B1, B2, 칼슘, 철분은 낮게 나타났다. 권장

섭취량 이상 섭취 어린이의 비율은 비타민 A와 나이아신의 

경우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Atkin & Davis37)의 연구에 의하면 미취학 어린이의 경

우 체지방율은 식이섭취량 특히 전체 에너지섭취나 탄수화

물, 지방, 단백질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과는 유의한 상관

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유아기의 에너지 소비 특히 신

체활동량이 체구성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본 연구 어린이의 에너지 섭취량이나 지방 섭취량

이 다른 연구에 비해 낮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비만율은 다른 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

히 보육시설 3~6세 어린이 중 신체활동이 가장 낮은 3세

에 비만율이 높게 나타난 점 등으로 미루어 유아기 미취학 

어린이의 영양상태 평가는 어린이의 영양섭취뿐 아니라 신

체활동과 관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시기의 어린이 영양섭취에 대한 부모교육의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요     약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양관리의 중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한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마

련을 위해 울산시 보육 시설에 다니는 3~6세 어린이를 대

상으로 신체계측 및 식습관, 식품섭취빈도, 영양섭취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어린이가 식사를 잘하지 않는 이유로는‘많은 간식으

로 인하여’라는 답이 가장 높은 비율 (50.4%)을 차지하였

으며, 규칙적 아침 식사에 있어서는 1주에 3~4번 하는 어

린이가 17.9%, 1~2번 하는 어린이가 6.2%로 아침 결식

률이 높았다. 

2) 간식의 빈도로 세 번 이상 주는 경우가 22.8%로 나

타났으며 생우유 섭취량이 하루 3컵 이상 마시는 어린이

도 11.7%였다. 

3) 어린이의 식습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항을 5점 척도

로 식습관을 평가하였다.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라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5 ± 

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적당 

양을 섭취한다’의 문항으로 평균 3.4 ± 1.0,‘음식 투정을 

하지 않는다’ 3.1 ± 1.0,‘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 3.0 

± 1.0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식사를 빨리 끝낸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2.7 ± 0.9의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또

한 5문항 전체 평가에 있어서는 식습관이 우수하다고 판

정되는 어린이가 9.0%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식습관이 보

통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식습관이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도 6.2%로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

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어린이의 식품군별 섭취빈도 점수를 점수화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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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섭취를 나타낸 식품군은 녹황색 

채소류로 평가 점수가 1.8 ± 0.9였으며, 다음이 미역, 김 

등의 해조류의 식품이 2.1 ± 1.1, 과일류가 2.5 ± 1.2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어육류, 계란, 콩 등 단백질 식품은 2.6 

± 1.1,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는 3.3 ± 1.1로 가장 자주 

섭취하는 식품군으로 나타났으며, 튀김 음식의 경우 어린

이의 32.4%가 주에 1~2번 정도로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고 답하여 평점 3.0 ± 0.9로 식습관의 진단에는 양호한 결

과를 보였다 

4)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감기

증상이 3.1 ± 1.0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알레

르기 증상이 3.7 ± 1.3로 낮은 결과를 보여 영양소 섭취 

부족에 의한 임상 증상들에 비해 면역에 대한 질환의 위험

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의 건강 점수는 50.3%

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7.6%가 보통, 2.1%가 건

강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 어린이의 신장은 평균 103.6 ± 6.4 cm였으며 

남아의 경우 104.5 ± 6.3 cm, 여아의 경우 102.6 ± 6.4 

cm로 연령 간에는 유의한 차이 (p < 0.05)가 있었으며 남

녀 어린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은 평균 17.8 

± 3.0 kg였고, 남아 평균 18.4 ± 3.2 kg, 여아 평균 17.1 

± 2.7 kg였다. 연령 간에는 4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5세, 6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녀 어린이 

간에는 4세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WLI를 기준으로 비만율을 판정한 결과 저체중율은 

11.1%, 과체중 이상의 어린이 비율이 17.4%로 나타났다. 

Röhrer지수의 경우 비만도의 평가는 저체중율은 전혀 없

었으며, 과체중 이상의 어린이가 86.8%로 높게 나타났다. 

Kaup 지수에 의한 비만율은 저체중율이 2.8%, 과체중 이

상의 경우는 29.2%로 나타나 WLI에 의한 빈도보다는 조

금 높았으며, 비만 지수 (Obesity Index)를 이용한 경우 

저체중율이 2.1%, 과체중 이상 어린이가 20.8%로 판정되

었다. 본 연구 어린이의 성장의 특징은 모든 지표에서 3세

에 유의하게 비만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하면

서 비만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다른 연구 결과에 비

해 저체중 비율이 낮았다. 

7) 조사 대상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 섭취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에

너지필요추정량 (EER)의 85.7% 수준이었다. 에너지적정

섭취비율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
ges：AMDR)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비율이 62.6：

21.5：15.7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는 55~70：

7~20：15~30과 비교 시 지방의 섭취 비율은 낮은 편이며 

단백질의 섭취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의 섭취

는 권장섭취량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높은 섭취를 나타내

었다. 비타민 A의 경우 권장섭취량의 133%를 섭취하였으

며, 어린이에서 가장 섭취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의 98.9%를 섭취하였고 무기질과 비타민 

중 엽산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권장섭취량을 초과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열량섭취 부족의 어린이는 33.3%, 지방의 섭취가 부

족한 어린이의 비율은 42.7%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엽산

은 어린이의 85.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C의 경우 각각 어린이의 29.1%, 35.0%, 

47.0%가 섭취 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영양소 

과잉 섭취 어린이의 비율은 나이아신의 경우는 24.8%, 비

타민 A의 경우 4.3%, 철분은 1.7%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 간식섭취

가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고 실제로 어린이의 간

식 섭취 빈도나 우유 및 유제품 섭취량 또한 다른 연구와 

비교 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균형잡힌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다른 지역 연구에 비해 저

체중으로 판단되는 어린이의 비율이 낮고 과체중 이상 비

만으로 판단되는 어린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 영양소

섭취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한국인영양섭

취기준의 권장섭취량을 초과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어린이에 대해 과잉 영양소 섭취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및 대학, 유아기관 등에서 어

린이의 식습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

이며, 부모와 어린이의 식생활지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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