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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weaning by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be-
tween the ages of five and seven years influences the children's eating habits and food preferences. The re-
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educate mothers about good weaning practices an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weaning programs by providing basic data on the subject.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cores on eating habits and the level of vigorous weaning practices, the con-
sistency of their practice, and the child's reaction to the foods provided (p＜0.001). A positive correlation was 
noted between the frequency of providing solid food and the preference toward the food, with the exception 
of boiled rice and brightly colored vegetables. Thus, the results of this survey showed that the frequency and 
variety of solid foods that mothers try to actively provide their young children affect their food preferences 
and eating habits in general. These conclusions suggest that mothers should be educated about the significance 
of proper weaning so that their children can develop appropriate eating habits, and that there should be nutri-
tional education for mothers, regarding the best wean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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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후 1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들은 발

육이 왕성하여 이 시기의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영양공
급은 일생동안의 신체 및 정신발달에 영향을 준다
(Walravens 등 1989; Allen & Wood 1994; Kikafunda 등 
1998; Briley 등 1999; Robert & Heyman 2000). 이유기는 
모유나 조제분유에만 의존하던 영아가 여러 가지 식품
의 맛과 질감에 접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에 적절한 이유식의 선택 및 제공 방법은 올바른 식습
관 형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재옥 1999). 
영유아기는 빠른 성장에 비해 미숙한 소화능력을 갖고 
있으며(Hervada & Newman 1992; 김상우 1997), 단위체
중 kg당 에너지, 단백질의 필요량은 성인보다 훨씬 크
므로 단계별로 소화능력을 고려한 양질의 단백질과 적
절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유기에 무분별한 영유
아 식품의 선택 및 잘못된 영양지식으로 인한 부적절한 
이유시기와 방법은 적절한 영양 섭취를 어렵게 만들어 
성장지연, 발육 부진을 야기하고 여러 질환의 이환율을 
높이게 된다(Chang 등 1993; Ramsay 등 1993; 이 근 
1994; 이승주 등 1994; Wright & Birks 2000).

유아기의 식습관은 일생의 건강상태를 좌우하게 되
므로 유아기의 식습관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어
머니의 이유식 실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이유식 실천 태도
가 유아의 식습관 및 식품 기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함으로써 이유식의 중요성 및 올바른 이유방법에 관한 
어머니 대상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4곳의 유치원에

서 어머니의 과거 이유식 실시에 대한 기억과 학령 
전 아동의 식습관 및 식품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6

∼7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007년 2월 1일부
터 2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각 가정
으로 전달한 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설문지를 기
록하여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준 것을 취합하여 사
용하였다. 총 5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정확한 
설문지를 제외한 25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Oh 등 1997; 

Park & Lim 1999; Kim 2000; Seo 2002; Hwang 2002; 
김은경 등 2005)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적 특성 및 관련특
성, 이유식에 대한 어머니의 영양지식, 이유실태, 아
동의 식습관, 식품별 이유식 시작시기, 제공빈도 및 
현재의 식품선호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유아와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은 아동의 나이, 아동의 출산시와 
현재의 키와 체중, 어머니의 나이, 학력, 가정의 월평
균 수입, 어머니의 직업유무, 이유실시 전 수유방법
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유식에 대한 어머니
의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유식의 정의, 영아
기의 영양적 특징, 이유시기, 이유방법, 이유효과, 아
토피와 이유식에 관한 내용으로 10문항을 구성하였
다. 각 문항의 답변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로 하게 
하였으며 그렇다는 1점, 아니다와 모른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유식에 대한 지식이 높
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유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이유식 시도의 적극성, 이유식 시작시
기, 처음 시도한 이유식의 형태, 이유식 준비 방법, 
이유식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 시판 이유
식을 이용한 이유, 이유식 진행의 규칙성, 이유식에 
대한 아기의 반응, 이유식을 거부할 때 어머니의 태
도, 이유식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 이유식 정보 획
득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유식 실시의 적극성과 이유
식 진행의 규칙성, 아기의 반응은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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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Age of child
(years)

5 69 (27.1)

6 139 (54.5)

7 47 (18.4)

Age of mother
(years)

＜35 93 (36.3)

35≤ ＜40 132 (51.6)

40≤ 31 (12.1)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and under 86 (33.3)

University 154 (59.7)

Graduate school  18 ( 7.0)

Monthly 
family income

(ten thousand won)

＜200 41 (16.1)

200≤ ＜300 58 (22.7)

300≤ ＜400 67 (26.3)

400≤ ＜500 52 (20.4)

500≤ 37 (14.5)

Mother's occupation
Yes 77 (29.8)

No 181 (70.2)

Prior feeding 
preference

Breast feeding 46 (17.8)

Formula 97 (37.6)

Mixed 115 (44.6)

Total 258 (100)

Mean±SD

Birth height (cm) 50.66±3.25

Birth weight (kg)  3.20±0.49

Current height (cm) 116.22±7.01

Current weight (kg) 21.56±3.66

Current Kaup Index 15.98±2.2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이유식 실천 태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유식과 유아의 식사에 필요한 식품들 중 영양 및 

유아 기호도가 높았던 음식(김은경 2005)을 25개 선택
하여 이 식품에 대해 이유식으로 처음 제공한 시기 및 
제공 빈도, 현재의 식품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의 처음 제공 시기는 개인에 따
라 초, 중, 후, 완료기가 다르므로 김은경 등(2005)이 
분류한 초기(생후 5∼6개월), 중기(생후 7∼8개월), 후
기(9∼11개월), 완료기(12개월 이후)의 기준을 제시하
여 제공한 시기에 표시하게 하였다. 제공빈도는 주 6
회 이상이 5점, 주 3∼5회는 4점, 주 1∼2회는 3점, 월 
2∼3회는 2점, 월 1회 이하는 1점으로 계산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제공 빈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
재 식품의 선호도는 Likert 5점척도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1.0)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특성, 영양지식, 이유실태, 
아동의 식습관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여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차 검증은 
χ2-test,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 결
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이유실태와 현재 식
습관 간의 상관관계, 이유식 제공빈도와 현재 식품선
호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총 대상자는 258명이었고, 만 6세가 

54.5%로 가장 많았다. 출생시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
은 50.7 cm, 3.2 kg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평균 신장
과 평균 체중은 116.2 cm, 21.6 kg, 평균 Kaup index
는 16.0으로 나타나 한국소아발육표준치(2002년 대한
소아과학회)의 정상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나이는 35세 이상∼39세 이하가 51.6%
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70.2%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한
달 수입은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가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유 실시 전 수유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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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t or F 
(p value)

Mother's age
(years)

＜35 7.91±1.52a)

8.244***
(0.000)35≤ ＜40 7.49±1.66a)

40≤ 6.58±1.52b)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 under 7.01±1.96a)

 6.895**
(0.001)University 7.76±1.37b)

Graduate school 8.00±1.50b)

Monthly 
family income

(ten thousand won)

＜200 6.66±2.29a)

 3.976**
(0.004)

200≤ ＜300 7.48±1.29b)

300≤ ＜400 7.78±1.50b)

400≤ ＜500 7.75±1.55b)

500≤ 7.81±1.37b)

Mother's 
occupation

Yes 7.55±1.45 0.117
(0.907)No 7.52±1.71

* p＜0.05, ** p＜0.01, *** p＜0.001

Table 2. Mother's nutrition knowledge scor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n±SD F value
(p value)

Start of 
weaning 
months 

3∼4 month 7.69±1.62a)

2.453*
(0.047)

5∼6 month 7.79±1.55a)

7∼8 month 7.63±1.47a)

9∼11 month 7.28±1.59ab)

Over 12 month 6.88±1.58b)

First weaning 
food

Fruit juice 7.69±1.56

1.888
(0.132)

Gruel 7.60±1.40

Powdered weaning food
 (processed powder)

7.30±1.90

Other 6.92±1.99

Food 
preparation

Home-made 7.61±1.59a)

3.966*
(0.020)Commercial product 6.91±1.94b)

Both 7.71±1.48a)

Considerations
for preparing 

weaning

Nutrition 7.44±1.69

1.073
(0.361)

Preference 7.35±1.53

Adaptive match 7.97±1.22

Other 7.53±1.73

Reasons for 
commercial 

products

Good for nutrition 7.49±1.72
0.475

(0.623)Convenience 7.65±1.64

Other 7.18±1.78

Mother's 
reaction when 
baby refuses 
weaning diet

Stop feeding 7.27±1.58

1.350
(0.244)

Enforce feeding 8.17±2.23

Feed steadily with
 encouragement 

7.71±1.62

Feed after seasoning 8.17±1.33

Feed only preferred
 weaning food

7.24±1.77

Other 8.00±1.41

Information 
sought by 

mothers about 
weaning diet

Proper time to start 7.30±1.69ab)

2.443*
(0.047)

Proper weaning food
 item by month & intake

7.72±1.47b)

Home preparation 6.71±2.23a)

Feeding technique 8.05±1.5b)

Impact on baby's growth 7.39±1.73ab)

Source of 
information

Books 7.88±1.50bc)

8.815***
(0.000)

Internet 8.08±1.14c)

Hospital 7.80±2.49bc)

Mass media 6.65±1.93a)

Acquaintances 6.78±1.68ab)

* p＜0.05, ** p＜0.01, *** p＜0.001
Mean with different letters (a, b,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Mother's nutrition knowledge score by weaning practice.혼합수유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 점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나이(p＜0.001), 학
력(p＜0.01), 가정의 월수입(p＜0.01)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40세 이상,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 가정의 월
수입이 200만원 이하에서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이유 실태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수의 차
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
수는 이유식의 시작시기가 12개월 이후, 이유식 준
비 방법이 시판이유식, 이유식에 대해 알고 싶은 사
항은 집에서 이유식을 준비하는 방법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또한 이유식 정보 획득원으
로 매스컴을 선택한 집단의 영양지식점수가 유의적
으로 낮은 반면, 인터넷을 선택한 집단의 영양지식 
점수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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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Enthusiasm for 
weaning

Not practiced 3 ( 1.2)
Irregular 45 (17.4)
Average 121 (46.9)
Positive 68 (26.4)
Enthusiastic 21 ( 8.1)

Starting age 
(months after 

birth)

3∼4 months 32 (12.8)
5∼6 months 108 (43.2)
7∼8 months 52 (20.8)
9∼11 months 25 (10.0)
Over 12 months 33 (13.2)

First weaning 
food

Fruit juice 108 (41.9)
Gruel 82 (31.8)
Processed powder 43 (16.7)
Other 25 ( 9.7)

Food 
preparation

Home-made 122 (47.3)
Commercial product 44 (17.1)
Both 92 (35.7)

Considerations 
for preparing 

weaning

Nutrition 187 (73.0)
Preference 20 ( 7.8)
Adaptive match 34 (13.3)
Other 15 ( 5.9)

Reasons for 
commercial 

products

Good for nutrition 75 (41.0)
Convenience 97 (53.0)
Other 11 ( 6.0)

Regularity of 
weaning 
practices 

Very irregular 7 ( 2.7)
Irregular 29 (11.2)
Average 102 (39.5)
Regular 103 (39.9)
Very regular 17 ( 6.6)

Child 
response

Does not eat 2 ( 0.8)
Does not eat well 32 (12.4)
Average 75 (29.1)
Eats well 117 (45.3)
Eats very well 32 (12.4)

Mother's 
reaction when 
baby refuses 
weaning diet

Stop feeding 85 (33.9)
Enforce feeding 6 ( 2.4)
Feed steadily with encouragement 120 (47.8)
Feed after seasoning 6 ( 2.4)
Feed only preferred weaning food 29 (11.6)
Other 5 ( 2.0)

Information 
sought by 

mothers about 
weaning diet

Proper time to start 71 (28.3)
Proper weaning food item
 by month & intake 108 (43.0)

Home preparation 17 ( 6.8)
Feeding technique 22 ( 8.8)
Impact on baby's growth 33 (13.1)

Source of 
information

Books 113 (43.8)
Internet 50 (19.4)
Hospital 5 ( 1.9)
Mass media 17 ( 6.6)
Acquaintances 73 (28.3)

Table 4. Weaning practices during weaning period.3. 이유식 섭취 실태
유아기 이유 실태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유

식 실천 정도는 보통으로 시도했다가 46.9%로 나타
났고,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26.4%로 나타났다. 이
유식 시작 시기는 바람직한 이유시기로 권장되고 
있는 생후 5∼6개월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유식으로 처음 제공한 식품은 과즙이나 과일주스
가 가장 높았고, 미음(죽), 분말이유식, 두유/요구르
트 등의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의 준비방법
은 직접조리가 47.3%, 직접조리와 시판이유식(분말, 
병, 조리된 이유식 배달 포함) 구입의 병행이 35.7%, 
시판이유식(분말, 병, 조리된 이유식 배달 포함)이 
17.1%로 나타났다. 이유식 준비시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하는 점은 영양성, 소화성, 기호성, 기타(경제성․
편리성․위생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진행의 
규칙성은 규칙적으로 진행했다가 39.9%, 보통이다가 
39.5%, 매우 규칙적으로 진행했다가 6.6%로 나타나 
대체로 규칙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전반에 대한 아기의 반응은 잘 먹는 편이었다가 
45.3%, 보통이었다가 29.1%, 아주 잘 먹었다가 12.4 
%로, 유아들이 비교적 이유식에 잘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 할 때 어머니의 태
도는 달래면서 꾸준히 먹인다가 47.8%, 먹이지 않는
다가 33.9%, 좋아하는 이유식만 준다가 11.6%, 억지
로 먹인다와 소금이나 설탕 간을 해서 먹인다,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
은 월령에 맞는 이유식의 종류 및 섭취량, 적절한 
이유시기, 이유식이 아기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
향 순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원은 
서적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사람, 인
터넷, 매스미디어(TV, 라디오, 신문, 잡지), 병원 순
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시작시기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식품의 시작 시기는 개인에 따라 초, 중, 
후, 완료기가 다르므로 김은경 등(2005)이 분류한 초
기(생후 5∼6개월), 중기(생후 7∼8개월), 후기(생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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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tem Early
(5∼6 month)

Middle
(7∼8 month)

Latter
(9∼11 month)

Finished
(12 month∼)

Boiled rice  1 ( 0.6) 25 (14.5) 54 (31.4)  92 (53.5)

Gruel 69 (38.1) 58 (32.0) 38 (21.0)  16 ( 8.8)

Cereals, Legume  2 ( 1.5)  7 ( 5.3) 26 (19.7)  97 (73.5)

Nuts  5 ( 3.7) 18 (13.2) 21 (15.4)  92 (67.6)

Noodles  2 ( 1.3) 20 (12.7) 46 (29.3)  89 (56.7)

Bread  2 ( 1.3) 32 (20.5) 46 (29.5)  76 (48.7)

Egg  6 ( 3.6) 38 (22.8) 47 (28.1)  76 (45.5)

Beef  9 ( 5.3) 56 (32.9) 51 (30.0)  54 (31.8)

Pork  2 ( 1.6) 13 (10.4) 18 (14.4)  92 (73.6)

Chicken  5 ( 3.1) 32 (20.0) 35 (21.9)  88 (55.0)

Fish  6 ( 3.5) 46 (26.9) 59 (34.5)  60 (35.1)

Clam  2 ( 1.6) 12 ( 9.6) 16 (12.8)  95 (76.0)

Soybean curd, Soybean milk 23 (13.1) 47 (26.9) 57 (32.6)  48 (27.4)

Milk  4 ( 2.4)  1 ( 0.6) 10 ( 6.0) 153 (91.1)

Yogurt 19 (10.9) 42 (24.1) 59 (33.9)  54 (31.0)

Cheese 13 ( 7.7) 35 (20.8) 55 (32.7)  65 (38.7)

Potato, Sweet potato 19 (11.4) 44 (26.5) 57 (34.3)  46 (27.7)

Brightly colored vegetables 21 (12.7) 49 (29.5) 51 (30.7)  45 (27.1)

White vegetable  9 ( 6.2) 22 (15.2) 32 (22.1)  82 (56.6)

Mushroom  8 ( 5.6) 28 (19.4) 39 (27.1)  69 (47.9)

Seaweeds  0 ( 0.0) 13 ( 9.6) 43 (31.9)  79 (58.5)

Kimchi  2 ( 1.4)  1 ( 0.7) 15 (10.3) 127 (87.6)

Fruit 52 (29.7) 62 (35.4) 34 (19.4)  27 (15.4)

Juice 37 (22.7) 50 (30.7) 39 (23.9)  37 (22.7)

Confectionary  6 ( 3.8) 21 (13.2) 55 (34.6)  77 (48.4)

Table 5. Starting age of weaning foods. N (%)

∼11개월), 완료기(12개월 이후)의 기준을 제시하여 
제공한 시기에 표시하게 하였다. 초기(생후 5∼6개
월)에는 죽을 가장 많이 시작했고, 중기(생후 7∼8개
월)에는 쇠고기, 과일, 주스를 가장 많이 시작했으며, 
후기(생후 9∼11개월)에는 두부/두유, 떠먹는 요구르
트, 감자/고구마류, 녹황색채소류를 많이 시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완료기(12개월 이후)에는 밥, 잡곡류/
콩류, 견과류, 국수류, 빵류, 달걀류, 돼지고기, 닭고
기, 생선류, 조개류, 생우유, 치즈, 백색채소류, 버섯
류, 해조류, 김치, 과자를 시작하는 빈도가 높아 대부
분의 식품을 완료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의 제공빈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밥과 

죽은 주 6회 이상이 가장 높았고, 떠먹는 요구르트, 
치즈, 과일, 주스는 주 3∼5회가 가장 많았다. 빵류, 
달걀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류, 두부/두
유, 감자/고구마류, 녹황색채소류, 버섯류, 김치, 과
자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잡곡 및 콩류, 견
과류, 국수류, 조개류, 백색채소류, 해조류는 월 2∼3
회가 가장 높았다.

4. 학령 전 아동의 식습관
이유기 이유 실태에 따른 현재 아동의 식습관 점

수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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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feeding Less than 1 time 
per a month

2∼3 times
per a month

1∼2 times 
per a week

3∼5 times 
per a week

More than 6 
times per a week

Boiled rice 17 ( 8.7)  2 ( 1.0)  4 ( 2.0) 25 (12.8) 42 (21.4) 106 (54.1)

Gruel 15 ( 7.6)  8 ( 4.1)  8 ( 4.1) 28 (14.2) 53 (26.9) 85 (43.1)

Minor grains, Legume 46 (23.7) 24 (12.4) 49 (25.3) 46 (23.7) 20 (10.3)  9 ( 4.6)

Nuts 39 (20.0) 45 (23.1) 62 (31.8) 39 (20.0)  7 ( 3.6)  3 ( 1.5)

Noodles 23 (11.8) 37 (19.0) 75 (38.5) 49 (25.1)  9 ( 4.6)  2 ( 1.0)

Bread 26 (13.3) 15 ( 7.7) 35 (17.9) 103 (52.8) 14 ( 7.2)  2 ( 1.0)

Egg 16 ( 8.2)  6 ( 3.1) 25 (12.8) 102 (52.3) 39 (20.0)  7 ( 3.6)

Beef 16 ( 8.2) 13 ( 6.7) 33 (16.9) 103 (52.8) 26 (13.3)  4 ( 2.1)

Pork 54 (27.7) 23 (11.8) 53 (27.2) 57 (29.2)  7 ( 3.6)  1 ( 0.5)

Chicken 21 (10.7) 22 (11.2) 51 (26.0) 87 (44.4) 14 ( 7.1)  1 ( 0.5)

Fish 12 ( 6.1)  9 ( 4.6) 32 (16.3) 103 (52.6) 38 (19.4)  2 ( 1.0)

Clam 51 (26.0) 44 (22.4) 56 (28.6) 40 (20.4)  3 ( 1.5)  2 ( 1.0)

Soybean curd, Soybean milk  9 ( 4.6)  2 ( 1.0) 18 ( 9.2) 84 (42.9) 57 (29.1) 26 (13.3)

Milk 15 ( 7.7)  8 ( 4.1)  9 ( 4.6) 16 ( 8.2) 72 (36.7) 76 (38.8)

Yogurt 13 ( 6.6)  6 ( 3.1) 16 ( 8.2) 60 (30.6) 86 (43.9) 15 ( 7.7)

Cheese 13 ( 6.6) 10 ( 5.1) 19 ( 9.7) 68 (34.7) 76 (38.8) 10 ( 5.1)

Potato, Sweet potato 15 ( 7.7) 10 ( 5.1) 36 (18.4) 97 (49.5) 33 (16.8)  5 ( 2.6)

Brightly colored vegetables 17 ( 8.7)  6 ( 3.1) 35 (17.9) 93 (47.4) 36 (18.4)  9 ( 4.6)

White vegetables 31 (15.8) 17 ( 8.7) 63 (32.1) 61 (31.1) 17 ( 8.7)  7 ( 3.6)

Mushroom 31 (15.8) 17 ( 8.7) 62 (31.6) 68 (34.7) 16 ( 8.2)  2 ( 1.0)

Seaweeds 42 (21.4) 29 (14.8) 63 (32.1) 49 (25.0) 11 ( 5.6)  2 ( 1.0)

Kimchi 34 (17.3) 19 ( 9.7) 18 ( 9.2) 59 (30.1) 47 (24.0) 19 ( 9.7)

Fruit  8 ( 4.1)  1 ( 0.5)  4 ( 2.0) 35 (17.9) 92 (46.9) 56 (28.6)

Juice 19 ( 9.7)  5 ( 2.6) 17 ( 8.7) 54 (27.6) 74 (37.8) 27 (13.8)

Confectionary 25 (12.8) 18 ( 9.2) 22 (11.2) 64 (32.7) 58 (29.6)  9 ( 4.6)

Table 6. Feeding frequency of weaning foods. N (%)

할 때 억지로 먹였을 경우 식습관 점수가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p＜0.01). 이유식에 대해 알고 싶
은 사항이 이유식을 잘 먹이는 방법일 때 식습관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아동의 현재 식품 선호도 점수를 Table 8에 나타내
었다. 과일의 선호도가 4.26±0.82로 가장 높았고, 과자
(4.20±0.84), 주스(4.09±0.83), 요거트(4.09±0.91)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에 백색채소류는 2.71±1.01로 선
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잡곡 및 콩류(2.82±0.99), 죽
(2.87±1.27), 녹황색채소(2.95±1.01) 순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5. 이유식 섭취실태와 학령 전 아동 식습관과의 상관관계
이유기 이유 실태 점수와 현재 아동의 식습관 점

수와의 상관관계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현재 아
동의 식습관 점수는 이유식의 적극적 실행 정도, 이
유식 진행의 규칙성, 이유식에 대한 아기의 반응 점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p＜0.001), 이유식
을 적극적으로 실행할수록, 규칙적으로 진행할수록, 
아기의 반응이 좋을수록 현재 아동의 식습관 점수
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유기에 이유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제공빈도와 
현재 아동의 식품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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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tem Score of food preferences

Boiled rice 3.80±0.88

Gruel 2.87±1.27

Minor grains, Legume 2.82±0.99

Nuts 3.05±1.01

Noodles 3.89±0.85

Bread 3.96±0.77

Egg 3.89±0.90

Beef 3.96±0.85

Pork 3.95±0.88

Chicken 4.03±0.81

Fish 3.97±0.89

Clam 3.26±1.17

Soybean curd, Soybean milk 3.69±0.96

Milk 3.78±0.97

Yogurt 4.09±0.91

Cheese 3.55±0.96

Potato, Sweet potato 3.73±0.85

Brightly colored vegetables 2.95±1.01

White vegetables 2.71±1.01

Mushroom 3.12±1.05

Seaweeds 3.13±0.97

Kimchi 3.53±1.03

Fruit 4.26±0.82

Juice 4.09±0.83

Confectionary 4.20±0.84

Table 8. Children's food preferences. (Mean±SD)
Variables Mean±SD F value

(p value)

Start of 
weaning 
mouths

3∼4 months 3.56±0.77

0.776
(0.542)

5∼6 months 3.62±0.66

7∼8 months 3.49±0.69

9∼11 months 3.75±0.63

Over 12 months 3.66±0.57

First weaning 
foods

Fruit juice 3.63±0.72

1.130
(0.337)

Gruel 3.68±0.65

Processed powder 3.47±0.52

Other 3.52±0.66

Food 
preparation

Home-made 3.64±0.71
0.373

(0.689)Commercial products 3.55±0.59

Both 3.60±0.65

Considerations 
for preparing 

weaning

Nutrition 3.61±0.70

0.675
(0.568)

Preference 3.50±0.59

Adaptive match 3.73±0.58

Other 3.49±0.64

Reasons for 
commercial 

products

Good for nutrition 3.67±0.60
2.087

(0.127)Convenient 3.57±0.67

Other 3.27±0.44

Mother's 
reaction when 
baby refuses 
weaning diet

Stop feeding 3.67±0.52a)

  3.774**
(0.003)

Enforce feeding 2.89±0.54b)

Feed steadily with
 encouragement 

3.67±0.72a)

Feed after seasoning 3.78±0.62a)

Feed only preferred
 weaning food

3.24±0.71ab)

Other 3.80±0.87a)

Information 
sought by 
mothers 
about 

weaning diet

Proper time to start 3.75±0.62b)

 2.647*
(0.034)

Proper weaning food item
 by month & intake

3.54±0.66ab)

Home preparation 3.61±0.71ab)

Feeding technique 3.29±0.63a)

Impact on baby's growth 3.71±0.72b)

Source of 
information

Books 3.55±0.67

1.420
(0.228)

Internet 3.55±0.74

Hospital 3.33±0.24

Mass media 3.71±0.55

Acquaintances 3.75±0.65

* p＜0.05, ** p＜0.01, *** p＜0.001
Mean with different letters (a, b,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Children's eating habits by weaning practices during weaning period.

Weaning practice Correlation coefficient

Enthusiasm for weaning diet 0.279***

Regularity 0.273***

Baby' response 0.334***

*** p＜0.001

Table 9. Correlation between weaning practices during wean-ing period and preschool children's eating habits.

에 나타내었다. 이유식으로 죽, 잡곡류 및 콩류, 견
과류, 국수류, 달걀류, 조개류, 두부 및 두유, 생우유, 
치즈, 감자 및 고구마류, 백색 채소류, 과일, 주스의 
제공빈도는 현재 아동의 식품 선호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p＜0.001), 빵류, 쇠고기, 떠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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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 Correlation coefficient

Boiled rice -0.081

Gruel  0.348***

Minor grains, Legume  0.266***

Nuts  0.268***

Noodles  0.252***

Bread  0.189**

Egg  0.283***

Beef  0.195**

Pork  0.182* 

Chicken  0.180* 

Fish  0.150*

Clam  0.267***

Soybean curd, Soybean milk  0.361***

Milk  0.260***

Yogurt  0.227**

Cheese  0.310***

Potato, Sweet potato  0.244***

Brightly colored vegetables  0.123

White vegetables  0.261***

Mushroom  0.214**

Seaweeds  0.148* 

Kimchi  0.225**

Fruit  0.251***

Juice  0.369***

Confectionary  0.213**

* p＜0.05, ** p＜0.01, *** p＜0.001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feeding frequency of weaning foods during the weaning period and preschool children's food preferences.

요구르트, 버섯류, 김치, 과자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p＜0.01),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류, 해
조류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이로
써 이유식으로 많이 제공된 식품일수록 아동기에 
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어머니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에 대한 Kim 

(2000)의 연구에서는 지식점수가 어머니의 교육정도

(p＜0.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고학력일
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직업유무
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이유식 섭취실태에서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결과 이유보충식의 시작시기가 지역별, 거주
별, 성별 차이 없이 전체 평균 6.4±0.2개월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6개월을 전후해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재옥 등(2002)은 이
유 보충식을 늦게 시작한 영아는 질병에 대한 저항
력이 약해지며 성장이 지연되고 빈혈, 신경증 등의 
영양장애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반
면에 김은경 등(2005)은 생후 1∼2개월에 너무 빨리 
이유식을 주는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어려
움을 겪거나 비만아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적절
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건강상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유식으로 처음 제공한 식품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Sohn 등(1992), Woo(2001)의 연구
에서 과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고, 
반면에 Lee 등(1983)의 연구에서 밥이 가장 높게 나
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과
즙이나 죽(미음)과 같은 소화가 용이한 식품을 이용
하는 방향으로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이유식의 준
비방법에서 직접조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시판 이유식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 Wang & Kim(1999)의 연구와 Yoo(200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어머
니의 70%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 할 때 어머니의 태
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아기의 반응이 좋지 않
을 경우 이유식을 중단한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난 
임유신(199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
유식에 대한 아기의 반응이 어머니로 하여금 이유
식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동기가 
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유기 동안 적극적으로 
이유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잘 먹이는 방
법과 거부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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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이유식 정보 획득원에 대한 본 연구 결과
와 윤영래 등(1988)의 연구에서 육아서적이 53.8%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나 Kim 등(1999)의 연구에서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가 45.0%인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
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유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시작시기에서 김은경 
등(2005)은 이유초기 식품으로 곡류(죽), 과일, 감자, 
흰살생선, 쇠고기, 닭고기, 계란노른자가 가능하고, 
중기식품으로 곡류, 채소, 감자류, 과일, 달걀, 두류, 
생선, 육류, 견과류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후기
에는 조개류가 가능하며, 완료기에는 등푸른 생선, 
생우유 등 대부분의 식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유 초기에는 모체로부터 받은 철분이 거의 고갈되
어 가는 시기이므로 철분의 보충을 위한 달걀 노른
자나 쇠고기의 제공이 필요하나 달걀류는 3.6%, 쇠
고기는 5.3%만이 이유식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이유
식의 본격적 시작 단계인 중기에도 쇠고기, 과일, 
주스만을 제공하였고, 등푸른 생선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을 소화할 수 있는 후
기에도 두류 및 두류제품, 떠먹는 요구르트, 서류, 
녹황색채소류만을 추가하여 대부분의 식품을 완료
기에 시작함으로써 이유식 식품의 제공 시기가 전
반적으로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유식 
식품의 진행단계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유식의 제공빈도에서 Seo(2002)의 연구는 성장
부진아동은 이유기 동안 경험한 식품의 가짓수가 
대조군에 비해 적었으며 식품의 섭취빈도도 적었다
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이유기에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경험시켜줄 
수 있도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절실
하다고 생각된다. 

학령 전 아동의 식습관은 Seo(2002)의 연구에서 
성장부진아동은 식품을 심하게 가려먹는 경우가 대
조군에 비해 4배 가량 많았으며, Yoo(2005)의 연구

에서 편식하는 아동은 평소에 피곤함을 더 자주 느
끼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 아연과 철분을 권장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유기 이유 실태에 따른 현재 아동의 
식습관 점수에 대한 결과에서 어머니의 이유식 먹
이는 방법이나 태도가 부적절할 경우 아동의 식습
관이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어머니를 대상으
로 이유식 먹이는 방법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영양
교육이 필요하겠다. 즉 단순 영양학적 지식만이 아
닌 아동의 심리와 아동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요리의 개발 및 실습 등
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Park & Lee(1999)
의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조사에서 
주식은 잡곡밥을 가장 싫어했고, 동물성 반찬은 돼
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좋아했으며, 가장 싫
어하는 것은 패류와 생선류 등이었다. 식물성 반찬
으로는 김, 감자 및 고구마, 김치 순으로 좋아했고, 
콩류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잡곡류, 콩류의 선호도가 낮은 것과 일치하였다. 

이유기 이유 실태 점수와 현재 아동의 식습관 점
수와의 상관관계에서 현재 아동의 식습관 점수는 
이유식을 적극적으로 실행할수록, 규칙적으로 진행
할수록, 아기의 반응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이유기에 이유식 실시 양상이 아
동기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유기에 이유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제
공빈도와 현재 아동의 식품 선호도와의 상관관계에
서 이유식으로 많이 제공된 식품일수록 아동기에 
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기에 
특정 식품의 편식을 예방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이유기에 다양한 식품을 자주 접
하게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만 7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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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이유기에 어머니의 이유식 실천 태도와 학
령 전 아동의 식습관을 조사하여 이유실태가 아동
의 식습관과 식품 기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에게 이유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이유 실시를 위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p＜0.001), 학력이 낮을
수록(p＜0.01), 가정의 월수입이 낮을수록(p＜0.01)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유식
의 시작시기가 12개월 이후일 때, 이유식 준비 방법
이 시판 이유식일 때, 이유식에 대해 알고 싶은 사
항이 만드는 방법일 때 영양지식점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이유식 정보 획득원이 매스 
미디어일 때 영양지식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은 반면, 
인터넷일 때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유식 시작 시기는 생후 5∼6개월이 가장 많았
고, 이유식으로 처음 제공한 식품은 과즙이나 과일
주스가 가장 많았다. 이유식의 준비방법은 직접조리
가 가장 많았으며,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 할 때 달
래면서 꾸준히 먹인다가 가장 많았다. 이유식에 대
해서 알고 싶은 사항은 월령에 맞는 이유식의 종류 
및 섭취량이 가장 높았고,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
원은 서적이 가장 높았다.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에서 이유식 실천의 적극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조사 결과 아동의 식습관 점수는 이유식의 적극
적 실행 정도, 이유식 진행의 규칙성, 이유식에 대
한 아기의 반응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0.001). 이유식 제공 시 밥과 녹황색 채소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제공빈도와 아동의 식품 선호도는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이유기 때 제공
된 식품의 종류와 빈도가 아동의 편식이나 선호도를 

포함한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유기에 실시한 이

유식을 회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므로 기억력
의 정확성에 제한점이 있겠지만, 연구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이유기때 제공된 식품의 종류와 빈도가 아
동의 편식이나 선호도를 포함한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어머니들에게 이유
기에 올바른 이유식을 실시하는 것이 자녀의 식습
관 형성에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영양교육
을 통해서 그들이 이유식 실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이유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많
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유식 교육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로
그램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지역사
회 급식실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제도
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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