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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etary intake and serum minerals of iron, calcium,
copper, magnesium and zinc in obese children. The mean age, height and weight of the subjects
were 9.3 years old, 137.9 cm and 50.2 kg. The mean body fat ratio was 30.8%. For the nutrient
intake, energy was 2172.4 kcal, which is 114% of RDA. Most of nutrient intake is higher than
RDA, excepts the intake of vitamin A and B6 are 72.6% and 83% of RDA which make them
lower than RDA. The intake of minerals-iron, calcium and zinc-were below RDA. The
concentrations of serum iron, calcium, copper has been estimated to be 66.3 μg/dL, 9.4 mg/dL and
114.9 μg/dL. The level of serum magnesium and zinc were 2.0 mg/dL and 95.3 μ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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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에 있다[2,3]. 발달된 현대 문명속에서 활동량이나

론

운동량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에너지 과잉 섭취상태
비만은 높은 유병률을 차지하는 대사질환으로 지방

를 초래하는 열량의 섭취와 소비의 부조화가 비만의

세포수가 증가하거나 비대하여 피하조직을 비롯한 여

주요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식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러 신체 조직에 과다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 대사장

되고 있다[4]. 대부분의 비만아동은 열량 및 단백질의

애를 동반한다[1].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수준의 향상

섭취가 높았으며 당질과 지질의 섭취비율이 정상체중

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

을 지닌 아동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6,7,8].

라 성장기 아동의 체중과다 및 비만의 발생이 증가추

비만치료의 원칙은 열량의 섭취를 제한하고 열량 소모
를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성장이 빠른 아동의 경우에는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교신저자: 박진경,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열량섭취의 제한은 단백질 및 기타 필수 미량영양소의
섭취 부족을 동반하게되므로 성장과 발육을 저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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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10]. 과거 비만연구는 열량과 3대 영양소의 섭

Caliper (Lange,

Cambridge

Scientific

Industry,

취수준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 비만인에서 열량섭취

USA)를 이용하여 상완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하

는 과다하나 미량 영양소는 권장량에 도달하지 못하여

였으며 체지방은 NIR을 이용한 체지방 측정기 (Futrex

영양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2차적 문제

5000A)로 조사하였다.

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보고[11]와 비만 환자의 칼슘,
구리, 아연의 영양상태가 정상체중인 대상자에 비해

2) 영양소 섭취량 조사

저조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면서[12,13] 비만과

비만클리닉에 내원한 소아를 대상으로 2∼3일간 섭

무기질 영양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취한 음식을 24시간 회상법에 따라 기록하도록 한 후

한 성장기에는 단백질이나 칼슘뿐만 아니라 미량 무기

조사자가 미비한 항목은 본인과 부모에게 질문하여 직

질이 신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

접 기록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은 식품영양가표[15]를

히 철분, 아연 및 구리와 같은 미량 무기질은 조혈작

이용하여 Diet Program (Soft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용, 세포성장 등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성장발달 측면에 중요한 영양문제로 사료된다.

3) 혈청 무기질 농도

현재 무기질과 혈청 지질 성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원자흡

도 진행되고 있으나 소아 비만과 관련하여 미량 무기

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혈청 중의 철분, 칼슘, 구리와 아

질에 관한 영양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연 및 혈청 마그네슘의 양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만아를 대상으로 에너지와 3대

3. 통계처리

영양소뿐만 아니라 무기질과 비타민의 섭취실태를 파
악하고 혈청 무기질 함량을 평가하는데 연구목적을 두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 Package SPSS/Win Ver

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소아 비만을 위한 영양교

8.0[16]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치는 평균

육 프로그램과 식단작성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영양소 섭취량과 신체계측치

기대된다.

및 혈청 무기질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

1. 비만아의 인체계측 결과

본 연구는 체중조절을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S대학
병원 소아과 비만클리닉에 내원한 소아 61명을 대상으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9.3세였으며 남아 29명,
여아 32명으로 총 61명이 참가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로 하였다.

각각 평균 137.9 cm, 50.2 kg으로 이는 한국인 체위

2. 연구내용 및 방법

기준치[14]보다 높았다 (Table 1). 비만아의 경우 정상

1) 신체계측

아보다 신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아비만의

신장은 맨발로 직립자세를 취하게 하고 신장계를 사

대부분이 외인성 원인이기 때문에 내인성 비만때 나타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나는 저신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17].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의 실측치와 한국소아의 신장

체질량 지수는 남아는 26.6, 여아는 24.6으로 평균

별 체중백분위[14]의 50백분위 값을 표준체중으로 하

25.5로 나타났다. 비만을 판정하는데 신장과는 상관이

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계산하였다.

적으나 체지방량과는 가장 상관이 높다고 알려진 BMI

⊙ 비만도(%) = (실측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는 일본 아동의 경우, 20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하

× 100)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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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Boys
9.4±2.91)

Age (yr)

Girls

Total

9.2±2.7

9.3±2.7

Height (cm)

140.1±14.6

136.9±14.6

137.9±14.6

Weight (kg)

53.6±17.7

47.1±16.9

50.2±17.4

BMI

26.6±4.2

24.6±4.0

25.5±4.2

Obesity Index (%)

58.7±19.8

45.9±14.4

52.0±18.2

Skinfold thickness (mm)

21.1±2.3

19.6±2.8

20.3±2.7

Body fat (%)

31.8±2.9

29.9±4.6

30.8±4.0

2)

1) Mean±SD
2) BMI : body mass index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by Obesity Index
Obesity index (%)

Boys

Girls

Total (%)

20∼30

2

3

5 (8.2)

30∼50

8

18

26 (42.6)

50∼70

12

7

19 (31.2)

≥ 70

7

4

11 (18.0)

1)

1) n(%)

량 지수와 체지방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체질

것은 근육 발육의 증가보다 지방의 축적이 많았기 때

량 지수가 27 이상일 경우에는 비만에 따른 합병증을

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체지방 비율은 평균 30.8%로

동반하게 된다는 연구[18]를 통해서 체질량 지수가 높

나타났다. 체지방 비율이 비만을 판정하는데 직접적으

은 아동의 특별한 임상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나 신속하고 안전하며 간단하게

영양상태의 지표이자 피부지방의 축적정도를 나타

측정할 수 있고 다른 실제적인 체지방 측정방법과도

내는 대표적인 삼두박근의 피부지방 두께는 남아 21.1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만의 치료효과 판정에

mm, 여아 19.6 mm로 평균 20.3 mm였다. 상완위둘레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다[20].

와 피하지방 두께는 단백에너지 영양장애 (protein-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energy malnutrition)의 평가에 실용적이고 간편한 지

연구에서는 국내 조사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체

표로 많이 이용되는데[19] 상완위둘레는 근육의 발육

중법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계산하였다. 신장별 표준체

정도를 반영하며 체중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비만도의 결과는 남아와 여아가

다. 다른 연구 결과[18]와 비교시 본 연구대상자의 피

각각 58.7%, 45.9%로 평균 52.0%였다 (Table 1). 본

부지방두께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대

연구 대상자들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도를 지닌 아동이

부분이 심한 고도 비만아였기 때문에 평균치가 높아졌

많았으며 비만도가 70% 이상인 심한 고도 비만아도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체위기준치의 결과와 비

11명이나 포함되었다 (Table 2).

교시 상완위 둘레의 증가보다 피부두께의 증가폭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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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ily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Nutrients

Boys

Girls

Total

(% of RDA)

Energy

(kcal)

2268.0±307.12)

2085.9±169.5

2172.4±259.3

(114.0±10.1)

Protein

(g)

94.0±26.0

86.2±25.9

90.0±26.0

(182.4±48.2)

Fat

(g)

68.4±15.5

63.5±14.2

65.8±14.9

Carbohydrate

(g)

305.7±57.0

281.6±45.6

293.0±52.3

Vitamin A

(RE)

418.1±319.2

389.1±237.5

402.9±277.3

(72.6±45.1)

Vitamin D

(IU)

61.0±138.9

60.8±179.0

60.9±160.0

(609.2±1598.8)

Vitamin E

(mg)

9.1±6.5

8.3±6.7

8.7±6.6

(110.4±83.2)

Vitamin C

(mg)

72.3±48.3

79.4±55.3

76.0±51.8

(114.3±72.4)

Vitamin B1

(mg)

1.3±0.5

1.2±0.5

1.2±0.5

(126.6±50.5)

Vitamin B2

(mg)

1.6±0.5

1.4±0.4

1.5±0.4

(127.5±38.1)

Niacin

(mg)

22.1±8.8

20.4±7.3

21.2±8.0

(167.1±63.7)

Vitamin B6

(mg)

0.9±0.6

0.8±0.4

0.8±0.5

(83.4±34.0)

Folate

(μg)

52.7±33.2

69.5±36.6

61.5±35.8

(34.1±18.1)

Ca

(mg)

572.8±242.4

555.5±346.9

563.7±299.5

(76.1±41.7)

P

(mg)

157.0±36.5

153.3±36.6

155.0±36.3

(155.0±36.3)

Fe

(mg)

15.6±5.7

14.8±6.1

15.2±5.9

(136.6±43.9)

Animal Fe

(%)

28.8±11.5

30.1±9.1

30.0±10.3

Plant Fe

(%)

71.2±11.5

69.0±9.1

70.0±10.3

Zn

(mg)

75.6±47.0

62.9±32.8

68.9±40.4

Mg

(mg)

95.5±65.1

117.4±133.3

116.9±138.7

Cu

(μg)

515.8±310.0

599.0±564.4

559.5±459.4

(68.9±40.4)

1) Mean ±SD

었다 (Table 3).

2. 영양소 섭취량

무기질의 경우 철이나 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슘
대상자의 1일 영양소 섭취조사 결과는 Table 3에

과 아연은 권장량에 미치지 못한 76.1%, 68.9%의 섭

요약하였다. 전체의 평균 열량의 섭취는 2172.4 kcal였

취를 보였다. 비만아를 대상으로 무기질 영양상태를

고 당질은 293.0 g, 단백질은 89.9 g, 지질은 평균 65.8 g

조사한 연구[12]에서는 비만아의 경우 철분의 섭취가

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1 mg이었고 비만이 아닌 초등학교 여학생의 연구

본 연구 대상자의 비타민 섭취 상황을 보면 비타민

[21]에서는 19.8 mg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D, E, C, B1, B2 등은 권장량 보다 높게 섭취하고 있

대상자의 철분의 섭취는 평균 15.2 mg으로 권장량 이

었으나 비타민 A, B6는 영양권장량의 72.6%, 83.4%

상을 섭취하기는 하나 흡수율과 철분의 섭취급원이 동

로 권장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물성 30%, 식물성 급원이 70%로 주로 식물성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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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um Mineral Levels of the Subjects
Boys

Girls

Total

Ca (mg/dL)

9.4±0.41)

9.4±0.4

9.4±0.4

Fe (μg/dL)

66.1±19.5

66.5±24.0

66.3±21.8

Cu (μg/dL)

112.2±24.0

117.2±26.7

114.9±25.4

Mg (mg/dL)

2.0±0.3

2.0±0.3

2.0±0.3

90.5±16.6

99.6±23.7

95.3±21.0

Zn (μg/dL)
1) Mean ± SD

려할 때 좀 더 안정적인 섭취량이 요구된다 (Table 3).

정하고 있다. 마그네슘의 섭취는 남아는 95.5 mg, 여

미량원소인 아연은 정상적인 단백질 합성과 성장을

아는 117.4 mg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는 성인 남자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남아의 경우 8.62 mg, 여아

는 350 mg, 여자는 280 mg을 일본 후생성[25]에서는 성

는 6.96 mg으로 권장량의 69%에 해당되었다. 초등학

인의 경우 300 mg을 목표 섭취량으로 정하고 있다.

생과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12,21,

우리나라에서 마그네슘에 관한 연구는 여대생과 농

22,23]과 비교시 본 연구대상자의 아연의 섭취가 낮은

촌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몇편[26,27]이 있는데

것으로 보여진다. 칼슘은 평균 563.8 mg으로 권장량

여대생의 경우 하루에 180∼200 mg 섭취시 양의 평형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인의 경우는 1148.3 mg

을 유지하였으며 농촌여성의 경우는 259 mg 섭취시

으로 권장량의 155% 수준이었다. 칼슘과 인은 체내에

혈장의 마그네슘의 농도가 정상수준을 유지하였다고

서 기능과 대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비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소아로 이들의 연구

슷한 수준으로 섭취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나 성인에 비해 약

1:1의 비율이 권장되나 우리 나라의 식생활에서 인의

50%수준으로 섭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섭취량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가공식품과 탄산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만인 아동에서 당질이나 지질

음료의 증가로 오히려 인의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가운

같은 영양소 섭취의 증가로 전반적인 열량은 권장량

데 본 연구대상자들도 칼슘의 섭취에 비해 인의 섭취

보다 높았으나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섭취는 낮은 경향

가 약 1:2의 비율을 보여 칼슘의 흡수를 더욱 저해할

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성장기 아동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게 필수적인 영양소이나 미량 존재하므로 소홀해지기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1]에서

쉬운 영양소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만아의 관리에서

도 칼슘의 섭취가 권장량의 48%라는 것을 통해 비만

열량과 관계 있는 3대 영양소외에 무기질과 비타민의

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아동의 칼슘섭취를 위한 교

균형있는 섭취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리나 마그네슘은 권장량

3. 비만아의 혈청 무기질 함량

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섭취실태 조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리 섭취량은 평균 0.6 mg으

본 연구에서는 비만아의 무기질 섭취상태와 함께 혈

로 이의 연구결과[1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청의 무기질 함량을 조사하여 그 상태를 알아보고자

NRC[24]에서는 성인의 경우 1.5∼3 g을 제시하고 있

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만아의 혈청중

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권장량을 책정

의 철분의 농도는 평균 66.3 μg/dL로 정상범위 (남 :

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성인의 경우

80∼200 μg/dL, 여 : 70∼180 μg/dL)보다 낮게 나타났

1.5∼3 mg을 안전하고 적절한 구리의 섭취범위로 책

으며 이 결과는 비만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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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Nutrients Intake
Height

Weight

Energy

0.701**

0.682**

Protein

-0.249

Fat

Obesity indexI

Skinfold thickness

Body fat

0.232

0.496**

0.556**

-0.244

0.016

-0.135

-0.098

0.233

0.166

0.020

0.081

0.202

Carbohydrate

0.620**

0.654**

0.246

0.460**

0.441**

Vitamin A

0.050

0.063

0.066

-0.033

0.060

Vitamin D

0.037

-0.015

0.020

0.068

-0.075

Vitamin E

0.028

0.027

-0.038

-0.098

0.099

Vitamin C

0.066

0.069

-0.056

-0.109

-0.072

Vitamin B1

0.013

-0.104

-0.093

0.001

0.001

Vitamin B2

-0.056

-0.104

0.016

-0.051

-0.050

Niacin

0.171

-0.057

0.090

-0.010

-0.001

Vitamin B6

-0.073

-0.065

0.089

0.068

-0.040

Folate

-0.122

-0.250

-0.345**

-0.200

-0.236

Ca

0.072

-0.104

-0.087

-0.007

-0.015

P

-0.113

-0.121

0.090

-0.112

-0.049

Fe

-0.259*

-0.146

0.125

-0.104

-0.153

Zn

-0.037

-0.052

-0.034

0.000

0.035

Mg

0.324*

0.271*

0.013

0.238

0.146

Cu

0.192

0.173

-0.018

0.112

0.243

1) Significantly corre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ent
*p<0.05, **p<0.001

80.8 μg/dL보다도 낮은 결과이다. 칼슘의 농도는 남아와

료되며 칼슘과 아연은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고 있는

여아 모두 9.4 mg/dL로 정상범위(8.5∼11.0 mg/dL)였으며

것이 혈청 성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구리의 농도는 남아는 112.2 μg/dL, 여아는 117.2 μg/dL

성장기 아동에서 미량 무기질은 성장에 필수적임에

로 정상범위 (70∼155 μg/dL)였다. 마그네슘의 혈청 내

도 불구하고 섭취도 부족하고 그 결과 혈청 함량도 낮

농도는 평균 2.0 mg/dL (정상범위 : 1.7∼2.2 mg/dL)였

은 결과를 통해 앞으로 비만아의 영양관리시 부족되기

고 아연의 경우, 남아는 90.5 μg/dL였고 여아는 99.6 μ

쉬운 무기질 영양을 더 강조해야 될 것이다.

g/dL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정상범위 :

4. 식이섭취와 인체계측의 상관관계

70∼150 μg/dL). 앞서 조사된 무기질의 섭취 결과를
통해서 철분의 섭취는 권장량에 도달되었으나 혈청 철

신장과 체중이 열량과 당질, 마그네슘의 섭취와 양

분의 함량이 낮게 나타난 것은 철분의 공급원이 주로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신장과 철분의 섭취도 유의

식물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사

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5). 비만도는 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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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erum Minerals and Nutrients intake
Serum Minerals
Ca

Fe

Cu

Mg

Zn

Energy

-0.117

-0.003

0.012

-0.009

0.038

Protein

0.128

-0.123

0.285*

-0.030

0.278*

Carbohydrate

0.051

0.120

-0.131

0.064

-0.209

Fat

-0.260*

-0.098

0.019

-0.056

0.178

Vitamin A

-0.027

-0.139

0.176

-0.061

0.059

Vitamin D

-0.043

-0.128

-0.022

0.016

0.017

Vitamin E

0.131

-0.056

0.206

-0.098

-0.009

Vitamin C

0.090

-0.188

0.175

-0.090

-0.067

Vitamin B1

-0.111

-0.132

-0.056

-0.006

0.021

Vitamin B2

-0.056

-0.321*

0.205

-0.053

0.056

Niacin

0.086

-0.276*

0.076

-0.163

0.164

Vitamin B6

0.003

-0.241

-0.041

-0.042

0.022

Folate

-0.100

-0.173

0.152

-0.121

0.083

Ca

-0.057

-0.190

0.105

-0.010

0.091

P

0.089

-0.173

0.396**

-0.001

0.331**

Fe

-0.040

-0.104

0.234

-0.054

0.210

Zn

-0.013

-0.275*

0.142

-0.081

0.028

Mg

-0.053

-0.126

0.299*

-0.116

0.019

Cu

-0.077

-0.099

0.411**

-0.151

-0.026

1) Significantly corre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ent
*p<0.05, **p<0.001

의 섭취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삼두박

(Table 6). 혈청 구리의 농도는 구리와 마그네슘섭취와

근의 피하지방 두께는 열량과 당질 및 엽산의 섭취와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으며 혈청 마그네슘의 섭취도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체지방 비율은 열량, 당

열량과 단백질 및 지방의 섭취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

질의 섭취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타내었다. 혈청 아연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와 유의적

5. 식이섭취와 혈청무기질 함량간의 상관관계

인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혈청 칼슘의 농도는 지방의 섭취와 유의적인 음의

요약 및 결론

상관성을 보여주었고 혈청 철분의 함량은 열랑과 단백
질 및 지방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비타민

본 연구는 비만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소아를 대상으

B2, 니아신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로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여 비만아의 영양섭취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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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섭식양상이 혈청무기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4) 식이섭취와 인체계측의 상관관계를 보면 신장과
체중이 열량과 당질 및 마그네슘의 섭취와 양의 상관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9.3세였으며 신장과 체중

성을 나타내었고 비만도는 엽산의 섭취와 유의적인 양

의 평균은 137.9 cm, 50.2 kg으로 평균 52.0%의 비만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혈청 칼슘은 지방의 섭취

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중등도 이상의 비

와 음의 상관성을 혈청 철분의 농도는 비타민 B2, 니

만도를 지닌 아동이 많았으며 비만도가 70% 이상인

아신 및 아연의 섭취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

심한 고도 비만아도 11명이나 포함되었다. 삼두박근의

타내었다. 혈청 구리의 농도는 구리와 마그네슘 섭취

피하지방 두께는 남아 21.1 mm, 여아 19.6 mm였으며

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혈청 아연은 단백질과

체지방 비율은 평균 30.8%였다,

인의 섭취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2) 대상자의 평균 열량의 섭취는 2172.4 kcal였으며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만인 아동은 당질이나 지질

당질과 단백질 및 지질의 섭취는 평균 293 g, 90 g, 66 g

같은 영양소 섭취의 증가로 전반적인 열량은 권장량보

이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고

다 높았으나 비타만이나 무기질의 섭취는 낮은 경향을

있었으나 비타민 A와 B6는 권쟝량의 73%, 83%로 조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섭식양상이 혈청 무기질 함량

사되었다. 무기질의 경우는 칼슘과 아연은 563.8 mg.

에도 낮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

7.75 mg으로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으로 비만아에 대한 영양관리시 3대 영양소의 균형있

철의 섭취는 평균 15.2 mg로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기

는 섭취는 물론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의 균

는 하나 철분의 섭취급원이 주로 식물성임을 고려할

형있는 섭취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게된다.

때 좀 더 안정적인 섭취량이 요구된다. 구리의 섭취는
평균 0.6 mg, 마그네슘은 107.0 mg으로 나타났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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