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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십년 동안 철분 공급을 포함한 일반적인 양 상태의

개선, 모유 양의 지속, 철분 강화 분유 및 곡분의 사용, 상품화

된 이유식 사용의 결과로 철결핍성 빈혈(IDA)의 빈도는 감소하

다
1, 2)
. 그러나 여전히 IDA는 사회경제적 저소득층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더 흔하고. 특히 유아기나 사춘기 등 성장이 왕성한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3, 4)
.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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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구의 상당수는 철결핍이 있으며, 대략 2억명이 철결핍에

의한 빈혈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 다
4, 5)
.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력이 많이 향상되고 유아기의 정상발달에 대한 부모의 관

심의 증가로 이유기 유아에서의 빈혈의 빈도는 1966년 50%에

서 1995년 6.0%로 감소하 다
6, 7)
. 그러나, 한 연구에서 1-2세의

IDA의 유병율은 5.3%로 비슷한 결과를 보 으나 철결핍의 유

병율은 31.6% 다
8)
. 보고자에 따라서 또는 지역과 계층간에 따

라서 빈혈과 철결핍의 빈도는 다양하지만, 아직도 철결핍의 유병

률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혈색소 질환이 거의 없는 우리나

라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철결핍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9)
. 우리나라 유아의 이유(離乳) 및 수유 실태조사에서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우유병을 오래 사용하여 이

유가 늦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10)
, 적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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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Iron deficiency is still the most common nutrient deficient disorder despite the improve-

ment in general health and nutri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dietary history of in-

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iron deficiency anemia(IDA) and the effects of nutritional counseling.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20 children from 6 to 36 months of age with IDA. Their

par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and took counsel for nutrition. IDA was defined as Hb <11.0 g/

dL, ferritin <10 ng.mL or transferrin saturation <15%, or Hb increase >1 g/dL after iron preparati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ir feeding patterns, weaning time and kinds of food.

Results : In the 120 infants and young children aged from 6 to 36 months, the parents of 82 cases

was counseled about nutrition. Fifty six infants among 82 cases have started weaning and the main

foods of weaning were rice and/or rice gruel. Nutritional problems in weaning were that some chil-

dren over one year of age were using a bottle, and parents restricted weaning food at will because

of allergic disease or chronic disease. Most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 nutritional counseling

given from a clinical dietitian and showed good compliance.

Conclusion : Many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IDA were provided with non iron-fortified

foods and made an inadequate wean. Most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 nutritional counseling and

showed good compliance. The need of dietary counseling was required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ron deficiency anemia because of inadequate weaning. (J Korean Pediatr Soc 2003;46: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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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의 보충없이 장기간 모유 수유로 인하여 철분 부족으로 인

한 빈혈이 많이 발생하 다
11, 12)
.

이에 저자들은 IDA로 진단받은 환아들의 양상태를 양상

담을 통하여 평가하고, 소아과 의사의 양교육 뿐 아니라 양

사의 양상담 후 보호자들의 만족도 및 순응도를 조사하여

IDA 환아 및 위험군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양상담

시행의 만족도와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인하대학교병원에 입원하거

나 외래 진료를 받고,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받은 6-36개월의

유아 120명(남 : 여=76 : 44)을 대상으로 하 다.

중증 질환을 앓았거나 청색증형 심질환, 수혈 경험이 있는 경

우나 미숙아등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경

우는 제외시켰다.

모든 대상아의 부모에게 모유 수유의 유무,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 이유식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 다. 대상 환아 중

82명의 보호자는 치료 전이나 치료하는 동안 양사를 통한

양상담을 받게 하 다. 양평가는 평소의 식습관을 평가하기 위

해 보호자에게 양과 관련된 지표를 중점적으로 질의응답 방식

으로 진행하 다. 양과 관련된 지표들로는 부모 맞벌이 유무,

수유 종류, 수유 분량, 수유 기간, 젖병 사용기간, 이유 시작시기,

이유식(고형식)의 종류 및 분량, 식품알레르기 여부, 보조식품

및 양제 사용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신체계측치, 생화학 검사

치, 식습관 자료를 종합하여 양요구량을 결정하 다. 하루 필

요 열량 및 단백질 섭취량은 연령별 한국인 양권장량에 준하

며, 환아의 평소 섭취량과 비교하여 조정하 다. 식사 교육은 각

종 교육자료와 식품모형을 이용하 으며, 교육이 끝난 후 교육자

료 및 양과 연락처를 제공하여 추후로 보호자가 양 상담실

을 재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양상담

후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하 으며, 만족도는 총 10점을 기준

으로 5점 미만을 ‘불만족’, 5-7점은 ‘만족’, 8점 이상은 ‘대단히

만족’으로 설정한 후 점수를 매기도록 하 다.

모든 대상아에게서 정맥혈을 채취하여 자동혈액분석기로 혈색

소(hemoglobin, Hb), 적혈구 용적치(hematocrit, Hct), 평균 적

혈구용적(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 적혈구 혈색

소량(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적혈구 분포폭(red

cell distribution width, RDW)을 측정하 다. 또한, 혈청 페리

틴(ferritin) 및 혈청철, 총철결합능으로 부터 트란스페린(trans-

ferrin)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TS)를 계산하 다.

대조군으로는 적어도 5-6개월부터 철분 강화 이유식을 공급

받은 경우이었다. 집에서 만든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식이나

시중에서 파는 소위 ‘선식’을 먹인 경우는 비철분 강화 이유식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외하 다. IDA군에서 철분제 공급 및

소아과 의사 뿐 아니라 양사의 양상담을 받은 군과 양사

의 양상담 없이 소아과 진료시 IDA 치료의 권장과 함께 철분

제제만으로 치료하 던 1998년 이전의 치료그룹을 구분하여 비

교하 다
11)
.

빈혈의 정의는 혈색소가 11 g/d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 다.

소적혈구증은 6-23개월 아동에서 평균 적혈구용적이 70 fL 미

만인 경우, 24-48개월에서 73 f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 다13).

철결핍성 빈혈의 정의는 빈혈(Hb <11 g/dL)이 있고 (1) 혈청

페리틴이 10 ng/mL 미만 또는 TS가 15%인 경우, 또는 (2) 철

분제제로 혈색소가 1 g/dL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의하 다
4, 14)
.

통계적 방법은 Student t-test와 χ2-test를 사용하 으며,

P<0.05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1. 인구 통계적 특징

IDA 환아 120명이 병원을 방문하게 된 동기나 병명은 호흡

기 감염이 47례(39.1%)로, 이 중 상기도 감염(20례)이나 폐렴(14

Table 1. Chief Complaints on Initial Visit in Children with
Iron Deficiency Anemia(IDA)

Disease entity No. of patients(%)

Diseases of the respiratory tract

Upper respiratory tract

Pneumonia

Paranasal sinusitis

Acute bronchiolitis

Acute otitis media

Croup

Asthma

AOM

For evaluation of the pallor or anemia

Diseases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cute gastroenteritis

Hepatitis

Intussusception

GERD

Other infectious or inflammatory diseases

Urinary tract infections

Septicemia

Cellulitis

Viral exanthem

Miscellaneous conditions

Failure to thrive

Febrile convulsion

Hemangioma or hematoma

Preoperative or routine check
*

Total

47( 39.1)

20(16.7)

14(11.7)

5( 4.2)

4( 3.3)

1( 0.8)

1( 0.8)

1( 0.8)

1( 0.8)

27( 22.5)

17( 14.2)

12(10.0)

2( 1.7)

2( 1.7)

1( 0.8)

15( 12.5)

5( 4.2)

5( 4.2)

3( 2.5)

2( 1.7)

9( 7.5)

6( 5.0)

2( 1.7)

1( 0.8)

5( 4.2)

120(100.0)

Abbreviations : AOM, acute otitis media; GERD, gastroeso-
phageal reflux disease,
*
This group was referred due to anemia from departments of
surgery after preoperative blood examination : e.g. hernior-
rhaphy or ele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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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 대부분을 차지하 다(Table 1). 위장관 증상이나 다른 감

염성 질환 즉, 요로감염이나 바이러스성 발진, 패혈증 등의 질환

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는 각각 17례(14.2%), 15례(12.5%) 다.

성장지연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6례(5%), 헤르니아나 선택

적인 수술을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빈혈 소견으로 전원된 경우

는 5례(4.2%) 으며, 창백하거나 빈혈이 의심되어 내원한 경우

는 27례(22.5%) 다.

2. 혈액학적 검사 소견

IDA 환아 중 빈혈군의 Hb는 9.2±1.4 g/dL(mean±SD),

Hct 29.7±3.9%, MCV 64.2±9.5 fL, RDW 17.3±3.6%, fer-

ritin 16.3±21.4 ng/mL, TS 포화도는 9.5±6.5% 다. 이에 비

해서 대조군의 Hb, Hct, MCV, RDW, ferritin, transferin 포화

도 등 모든 변수에 있어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Table 2). Hb 8 g/dL 미만이 27례(22.5%) 고, 8 g/

dL 이상 10 g/dL 미만 55례(45.8%), 10 g/dL 이상이 38례(31.7

%) 다(Table 3).

3. IDA 환아들의 이유 양 상태

전체 환아 120명 중 이유식을 먹고 있다고 응답한 환아는 81

례(67.5%)로, 이유의 시작 시기는 3개월까지 9례(11.1%), 4-6개

월에서 47례(58%), 7-9개월에서 14례(17.3%), 10개월 이후에

11례(13.6%) 다. IDA 환아 120명 중 82명이 양상담을 받았

는데, 남아가 49명, 여아가 3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개월이

었다. 이들 중 모유 수유를 한 환아는 57명, 인공 수유 환아는 6

명, 모유 수유와 인공 수유를 병용하는 환아는 19명이었고, 이유

식을 시행한 환아는 56명이었다. 이유식을 시행한 56명의 주요

이유식으로는 쌀죽이나 미음이 30례(53.6%)로 가장 많았다. 생

우유와 과자나 탄산음료가 각각 14례(25%) 으며, 생우유를 먹

인 14례(25%) 중 돌 전에 시작한 경우는 8례이었고, 하루에 생

우유를 700 cc 이상을 먹인 경우는 5례이었다. 과일이나 과즙은

11례(19.6%)로 바나나나 오렌지, 사과, 귤 등을 이용하 으며,

철분 강화 이유식은 9례(16.1%), 달걀이나 고기, 생선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의 경우 3례(5.4%) 다(Table 4). 양상담을 받은

환아들의 문제점으로는 단계적 이유를 하지 않고 우유병을 12개

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0례(48.8%), 부모나 보호자가 적절한

이유식을 시도하여도 아이가 잘 안 먹는 경우는 11례(13.4%)

으며, 철분 강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모유 수유만한

경우는 26례(31.7%) 다(Table 5). 이 외에 하루에 700 cc 이상

의 생우유를 먹는 경우가 5례(6.1%) 으며, 만성 질환으로 음식

을 제한한 경우는 5례(6.1%)로 그 중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질

환으로 부모가 임의로 제한한 경우가 4례 다. 고르게 다섯군의

식품군을 연령에 따른 필요량을 섭취한 군은 없었다.

Table 3. Severity of Anemia in Children with IDA

Hemoglobin(g/dL) Cases(%)(n=120)

Hb<8

8≤Hb<10

10≤Hb<11

11≤Hb

Total

27( 22.5)

55( 45.8)

27( 22.5)

11( 9.2)

120(100.0)

Table 2. Hematologic Values in Children with IDA

Hematologic profiles
Children with IDA

(n=120)
Control group
(n=129)

Hb(g/dL)

Hct(%)

MCV(fL)

MCH(pg)

RDW(%)

Ferritin(ng/mL)

TS(%)

Iron(μg/dL)

TIBC(μg/dL)

9.2±1.4

29.7±3.9

64.2±9.5

20.1±3.9

17.3±3.6

16.3±21.4

9.5±6.5

36.0±23.0

401.0±85.4

12.0±1.1

34.5±3.0

77.5±4.6

25.8±1.5

13.1±1.6

19.0±16.8

20.1±8.1

66.8±16.1

342.3±76.6

Abbreviations :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MCV, mean
corpuscular volume;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RDW, red cell distribution width; TS, transferrin saturation;
TIBC, total iron-binding capacity

Table 4. Main Weaning Foods Used During Infancy

Children with IDA[n=56(%)]

Rice or rice gruel

Cow's milk

Snack or juice

Fruit or fruit juice

Iron-fortified formula

Vegetables

Potato

Green vegetables

Milk product

Cheese

Yogurt

Zen macrobiotics

Vegemil

Meat

Fish

Egg yolk or egg

30(53.6)

14(25.0)

14(25.0)

11(19.6)

9(16.1)

7(12.5)

4(7.1)

3(5.4)

6(10.7)

3(5.4)

3(5.4)

4( 7.1)

3( 5.4)

1( 1.9)

1( 1.9)

1( 1.9)

Table 5. Nutritional Problem in IDA Group

Nutritional problem Cases(%)(n=82)

Poor feeding skill

Exclusive BMF without iron-fortification

Children's refusal to eat adequately

Excessive cow's milk intake

Total

40( 48.8)

26( 31.7)

11( 13.4)

5( 6.1)

82(100.0)

Abbreviation : BMF, breast milk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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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상담 후의 보호자의 만족도 및 철분 투여에 관한
순응도

양상담을 받은 82례 중 만족도가 5점 미만이 10례(12.2%),

5-7점은 58례(70.7%), 8점 이상은 14(17.1%)로 상담을 받은 대

부분의 보호자는 이유식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 다(Table 6).

Table 7은 양상담을 하지 않고 철분제제만으로 치료한 환아

군과 치료하기전이나 치료 중 양상담을 시행한 그룹간의 순응

도를 비교하 다. 철분제제만으로 치료한 군에서 2개월까지 철분

제제를 먹인 경우가 70례(72%) 고, 양상담을 받고 2개월까지

철분제제를 먹인 경우는 70례(85.4%)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또한, 부모의 주의 소홀로 약을 중단한 경우

도 철분제제만으로 치료한 군은 14례(14%) 으나 양상담을

받은 군은 5례(6.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고 찰

철분은 혈색소 생성과 산소의 운반, 세포 대사, 신경 전달물질

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양소이다. 정상적으로 생후 4-6개월 이

후에는 저장철이 고갈되고, 빠른 성장을 해야 하므로 철분 요구

량이 매우 높다. 모유에 존재하는 철(0.3-0.5 mg/L)만을 공급할

경우 흡수되는 양은 0.15-0.25 mg으로 필요량 0.5 mg에 훨씬

미달하게 된다
15, 16)
. 특히 고형식을 모유 수유시 같이 주면 모유

내 철의 생체 이용능(bioavailability)이 감소한다
17)
. 따라서 철분

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철분강화 보충식이 필요하다. 높은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철분의 공급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혈색소 생성 장애에 의한 빈혈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지 및 행동 장애, 성장과 발달 지연, 운동 능력의 감소와 면역

기능의 저하가 생긴다. 또한, 치료한 후에 인지능력이나 정신 운

동발달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연구보고도 있지만
18-20)
, 비가역적이

었다는 보고도 있다
18, 21)
. Miller 등

22)
은 미국에서 1973년 WIC

(Special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Public Law 92-433) Program에 저소득층의 자

녀들을 등록시켜 철분 강화 우유 및 이유식, 모유 수유를 권장

한 결과 철분결핍의 빈도가 1975년 7.5%에서 10년 후 2.9%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보고하 는데, 이는 적절한 이유식이 IDA

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국내의 보

고에서도 1960년대 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산업의 발달,

보호자들의 유아 건강증진 및 적절한 발달 과정에 대한 관심

증대에 의해 IDA의 발생율의 현저한 감소를 보 다
9, 23)
. 하지만,

WHO 보고에서 전세계 인구의 66-80%인 4-6억명이 철결핍이

었다. 국내 철결핍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최 등
24)
의

1995년 보고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

과에서 16.7% 으며, 김 등
25)
은 5-24개월의 유아에서 철분결

핍의 빈도가 32.9%이었고, 이유기를 지난 18-24개월 유아에서

57.5%로 더욱 현저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IDA로 진단받은 환아들 중 빈혈이 의심되어 내

원하거나 의뢰받은 경우는 27례(22.5%)에 불과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김 등
26)
이 발표한 10%에 비해서 약간은 개선되

었지만, 유아기 빈혈환자의 대다수가 간과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철결핍이나 빈혈이 있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되지 못하

고 아기를 지나고 있다. 아기에 철결핍 또는 IDA가 발생하

여 뇌손상이 일어나고, 3세 이상이 되어 빈혈은 자연적으로 치

료된다하더라도, 철분 부족에 의해서 3세 이전에 받았던 두뇌에

의 향은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정신운동 발달의 손상을

겪었을는지도 모른다.

대상 환아의 67.5%에서 이유식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 으

며, 이유 시작 시기가 3개월 이전은 11.1%, 4-6개월은 58%, 7-

9개월은 17.3% 고, 10개월 이후는 13.6% 다. 4-6개월에 시작

해야 할 이유식의 시작이 30%는 7개월 이후에 시작하 던 것이

다. 양상담을 받은 환아 82명 중 이유를 하고 있는 환아는 56

명이었으며, 이들의 주 이유식으로는 쌀죽이나 미음을 먹인 경우

가 30례(53.6%)로 가장 많았고, 철분 강화 이유식을 시행한 경

우가 9례(16.1%), 고기, 달걀, 생선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의 경

우는 3례(5.4%)에 불과하 다. IDA가 이유를 늦게 시작하는 경

우에 많이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유 시작 시기가 정상적

으로 4-5개월에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철분이 부족한 쌀죽이나

미음, 과즙 등의 주 이유식이 철결핍 및 IDA의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측면으로는 이유 시작부터 주로 탄

수화물에 의한 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낵이나 인스턴

트 식품 등의 단순 당으로 다른 양분은 없으면서 칼로리가 높

은 식품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12개월이 지나

도 주 양이 우유병에 의존하는 경우가 40례로 약 50%를 차지

하 다. 단계적인 이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양 공급원이 다양

Table 7. Compliance after Nutritional Counseling and Iron
Prescription in Patients with IDA

Results
Cases(%)
(n=82)

Iron only(%)
(n=98)

Good compliance

Negligence of parents

Discontinuance by parents

due to adverse effects

Children's refusal

Economic difficulty

Total

70( 85.4)

5( 6.1)

4( 4.9)

3( 3.6)

0( 0.0)

82(100.0)

70( 72.0)

14( 14.0)

6( 6.0)

6( 6.0)

2( 2.0)

98(100.0)

Table 6. Satisfaction of Parents for Nutritional Counseling

Satisfaction score Cases(%)(n=82)

8≤

5-7

5>

Total

14( 17.1)

58( 70.7)

10( 12.2)

8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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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성장에 필요한 양소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27)
. 아토피 등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아의 경우는

부모에 의한 임의의 음식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Table 5).

본 연구에서 IDA 환아들의 이유의 문제점은 이유식이 철분이

강화되지 않은 부적절한 것이거나, 또는 너무 음식의 종류가 제

한되어 있는 등의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 IDA 환아들의

식이력을 정리하면, 주 양 공급원이 탄수화물인 경우로 다섯

식품군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을 때, 12개월 이상이 되어도 고형

식의 섭취는 거의 없으면서 액상 식품을 우유병으로 먹이고 있

을 때, 과자 등의 스낵이나 쥬스 등의 섭취, 6개월 이후 철분 강

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하는 경우, 알레르기

등의 질환으로 임의적인 음식의 제한을 하는 경우, 12개월 전에

생우유를 먹이거나 하루에 700 cc 이상 먹인 경우 6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IDA 환아들의 공통된 식이력은 철분의 결핍뿐

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등 다른

양소의 결핍이 의심되며, 김 등
25)
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5-11

개월 아군에서 열량구성비는 권장량과 비슷하나 연령이 증가

할수록 탄수화물의 섭취가 늘어나고 지방 섭취가 감소하는 불균

형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양상담을 받은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87.8%를

차지하여 많은 보호자들이 양상담에 대해 호의적임을 알 수

있으나, 불만족스러웠던 경우는 양상담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

거나, 메스컴이나 책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의 반복으로 실질적

이지 못하다는 점,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점들을 들었다. 양 상담의 효과를 보기 위

해 소아과 외래에서의 IDA 치료권장 및 철분제 처방으로 치료

한 그룹에 비해서, 이와 함께 양사에 의한 양상담과 평가를

시행한 그룹에서 더 높은 순응도(85.4% vs. 72%)를 보 다. 이

는 바쁜 진료실의 처방과 철결핍 치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보다

는 양학적 측면에서 실제 모형과 사례를 갖고 잘못된 이유식

을 깨닫게 하고 철분 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치료

효율성을 높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기에 예방접종이나 건강상담 등으로 찾아오는 아들을 대

상으로 철분 뿐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양소들을 골고루 섭취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평가의 내용으로 5개월이 지나

도 이유식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모유 수유만한 경우, 생우유를

돌 전에 먹이거나 돌 이후에도 700 mL 먹이는 경우, 선식이나

맨밥 또는 식품의 제한으로 이유식을 한 경우는 철분 양을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IDA가 잘 발생하는 저소득계층의

아, 미숙아나 저출생 체중아, 철분강화분유를 먹이지 않은 아,

12개월 이전에 생우유를 먹기 시작한 경우, 모유를 먹는 아

중 6개월 이후 철분이 부족한 이유를 한 경우, 생우유를 하루에

700 mL 이상을 먹는 경우에 9개월, 12개월, 18개월에 선택적

선별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4)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가지 선

별검사 방법을 권유하고 있는데, 정상아의 경우 생후 9-12개월

경에 1차 혈색소나 헤마토크리트를 검사하며, 6개월 후인 15-18

개월 사이에 2차 검사를 하는 것이다. 선택적인 선별검사는 미

숙아나 저출생 체중아, 철분 강화식을 하지 않은 아, 그리고

장기간 모유 수유아로 6개월 이후에도 적절한 철분 보충 식이를

받지 않은 아들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28, 29)
.

식이력을 IDA의 선별검사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Bou-

try와 Needlman
30)
의 연구에 따르면, 소구성 빈혈의 선별검사로

식이력의 조사는 음성예측치가 97%로 철결핍성 빈혈의 위험율

이 낮은 환아에 대한 예측도가 높고, 소구성 빈혈이 식이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 다. Bogen 등
2)
의 연구에서는 철결핍성 빈혈

에 대한 식이력이 낮은 특이성을 보여 혈색소등을 검사하는 혈

액학적 선별검사 전의 1단계 선별검사로의 가치가 없다고 하

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IDA 환아들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식이력

을 선별검사로 평가해본 적은 없으며, 본 연구에서도 IDA 환아

군에 한정되어 식이력의 민감도나 특이도를 평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유식의 주성분이 철분이나 성장에 필요한 다섯가지

양소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이유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스턴트나 스낵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

며, 잘못된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볼 때 소아과 의

사의 치료 권장 뿐 아니라 양사의 꼼꼼한 양상담을 추가함

으로써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 적: 양 상담을 통하여 IDA 환아의 식이력을 평가하고

상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와 순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 연

구를 시행하 다.

방 법: 1997년부터 2001년 8월까지 IDA로 진단받은 120명의

6-3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하 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수유방

법 및 이유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양상담을 시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1) IDA로 진단받은 120명은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에 내원하

거나 입원해서 발견된 경우가 47례(39.1%)로 가장 많았으며, 창

백이나 빈혈 증상으로 평가를 위해 내원한 경우는 27례(22.5%)

다.

2) 총 120명 중 82명의 보호자들이 양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56명(68.3%)이 이유식을 하고 있었다. 주요 이유식으로는 쌀

죽이나 미음이 30례(53.6%)로 가장 많았으며, 철분강화 이유식

이 9례(16.1%), 달걀이나 고기, 생선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의

경우는 3례(5.4%) 다.

3) 양상담을 받은 환아들의 문제점으로는 단계적인 이유를

시행하지 않고 우유병을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0례

(48.8%) 고, 철분강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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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26례(31.7%) 다.

4) 양상담을 시행한 후 만족도는 87.8%로 높았으며, 치료에

대한 순응도는 양상담을 시행한 군에서 철분제제만으로 치료

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85.4% vs 72%).

결 론: IDA를 갖는 환아들의 공통적인 식이력은 주 양 공

급원이 탄수화물인 경우로 다섯 식품군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을

때, 12개월 이상이 되어도 고형식의 섭취는 거의 없으면서 액상

식품을 우유병으로 먹이고 있을 때, 과자 등의 스낵이나 쥬스

등의 섭취, 6개월 이후 철분강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하는 경우, 알레르기 등의 질환으로 임의적인 음식의

제한을 하는 경우, 12개월 전에 생우유를 먹이거나 하루에 700

cc 이상 먹인 경우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

적인 양평가 및 IDA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상

담의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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