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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국국국내내내시시시판판판 분분분유유유와와와 분분분말말말이이이유유유식식식에에에 의의의한한한 666개개개월월월 이이이하하하 한한한국국국 영영영아아아의의의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본 연구는 2005년 현재 우리나라 6개월 이하 영아의 불소섭취량을 알아

보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제조회사

에서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0-6개월 영아용 분유 20종과 분말 이유식 8

종의 불소함량을 HMDS를 이용한 변형된 미세확산법과 불소 전극봉을 이용하

여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3개월과 6개월 영아용 분유와 6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에 함유된 불

소농도는 각각 0.74± 0.55 ㎍․g-1, 0.76± 0.65 ㎍․g-1, 4.75± 5.71 ㎍․g-1 

이었다. 

2. 3개월과 6개월 영아용 분유와 6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을 제조상품

별 권장 희석방법에 따라 희석하였을 때 희석분유 및 분말이유식의 불소농도

는 각각 0.10± 0.09 ㎍․㎖-1, 0.10± 0.08 ㎍․㎖-1., 0.49± 0.66 ㎍․㎖-1 이

었다. 

3. 3개월과 6개월 영아용 분유와 6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의 일일 불소

섭취량은 증류수로 희석하였을 때 0.09± 0.07 ㎎․day-1,  0.10± 0.08 ㎎․
day-1, 0.45± 0.62 ㎎․day-1 로 추정되었다. 이를 0.8 ppm의 불화수로 희석

하였을 때에는 각각 0.75± 0.08 ㎎․day-1, 0.79± 0.08 ㎎․day-1, 0.83± 

0.70 ㎎․day-1 로 추정되었다. 

4. 우리나라 3개월과 6개월 영아용 분유와 6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을 

통한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증류수로 희석하였을 때 0.02±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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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0.01± 0.01 ㎎․㎏-1․day-1, 0.06± 0.08 ㎎․㎏-1․day-1  로 추정된다. 

이를 0.8 ppm의 불화수로 희석하였을 때 각각 0.13± 0.02 ㎎․㎏-1․day-1, 

0.10± 0.01 ㎎․㎏-1․day-1, 0.11± 0.10 ㎎․㎏-1․day-1 로 추정되었다. 

5. 이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되는 6개월 이하 영아의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제조사의 권장 방법에 따라 희석하였을 때 희석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가 0.3 ppm이상으로 조사된 제품은 3개월 영아용 분유 12

제품 중에는 없었고, 6개월 영아용 분유 12종 중 1개 제품이 0.33 ㎍․㎖-1으

로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다. 또, 6개월 영아용 분말 이유식 8종 중 3종에서 

0.3 ppm이상의 불소농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각각 2.13 ㎍․㎖-1, 

2.02 ㎍․㎖-1, 0.61 ㎍․㎖-1 이었다. 

6.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물로 희석할 경우 6개월 

분말형 이유식 8종 중 2종에서 각각 0.13 ㎎․㎏-1․day-1, 0.22 ㎎․㎏-1․day-1 

으로 체중 당 권장량인 0.05-0.07 ㎎․㎏-1․day-1 을 초과하는 불소를 섭취하

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0.8 ppm의 불화수로 분유를 희석하는 경우 3

개월과 6개월 용 모든 분유에서 체중 당 권장량을 초과하는 불소를 섭취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분말형 이유식 중 4종에서 체중 당 권장량을 초과하

는 불소를 섭취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되는 6개월 이하 영아의 분유 

및 분말이유식의 불소농도는 대부분 적정범위이지만 일부 이를 초과하는 제품

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분유 및 분말이유식의 불소농도가 제조과정

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의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희석

할 때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분유, 불소, 영유아, 이유식, 치아불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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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한국 영아의 국내시판 분유와 이유식을 통한
불소섭취량 추정

지도교수 권권권호호호근근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노노노 희희희 진진진

ⅠⅠⅠ 서서서론론론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치아 형성과정 중 적절한 불소의 섭취는 발생중인 치아와 결합하여 법랑질의
결정 구조를 향상시키고 소와열구의 깊이를 낮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고 초기탈회 치면을 재석회화 한다 그러나 과량의 불소를 급격히 섭취하거
나 소량의 불소를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급성 위장 신장 장애 치아와 골격
의 불소과다증 사망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체내 흡수된 불소는 신장
을 통해 뇨와 함께 체외로 배설되거나 체내 광화된 조직에 저장된다 성인의 경우
매일 섭취한 불소량의 소아의 경우 정도가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 또 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일 이하 영아에서 ㎎ 이상의 불소가 공급된 경우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신체에 정체되는 비율이 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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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한 불소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 부작용은 치아불소증 으
로 치아 표면에 백색이나 황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 하게 나타나서 미용장애
의 요인이 된다 과량의 불소 복용으로 인한 치아불소
증은 치아의 발육단계까지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불소의 총량에 기인하는 누적작
용이 있다 따라서 초기 광화 되는 치아들은 뒤늦게 광화 되는 치아에 비해 그 유
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소복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혈장
의 불소농도가 꾸준히 증가하므로 생애초기에 물 분유 불소 보충제 등으로 인한
불소노출이 증가되면 이후 치아불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등

치아불소증이 있는 사람의 법랑질 불소함량은 정상적 법랑질 불소 농도에 비해
높고 법랑질 성숙기 동안 불소에 노출되었을 때만 발생한다 와

저 농도 불소를 법랑질 성숙단계 전과 성숙단계 중에 복용하였
을 때를 비교하면 성숙단계 전부터 불소를 투여한 경우 치아불소증의 심도가 증
가한다 등 따라서 일정기간 이후 불소를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
도 과거의 불소복용 경험으로 오랫동안 혈장의 불소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생애
초기 고농도 불소의 노출은 불소과다증 유병확률을 증가시킨다 등

또한 저 농도의 불소를 복용한 경우에도 치아불소증이 보고 되었다
와 등

한 연구에 의하면 식수에 불소가 함유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 ㎎․ 의 불
소를 년간 보충한 경우 의 어린이에서 증등도 치아불소증이 확인되었다

과 또 ㎎․㎏ ․ 의 불소를 장기간 섭취한 어린이
들에서 경도 또는 경미도의 치아불소증 이 보고 되
기도 하였다 와 등 그러나 유치는 광질화 과
정이 영구치 보다 짧고 태반을 통해 적은 양의 불소만이 태아에 공급되기 때문에
치아불소증이 잘 발생되지 않아 과 과

유치열 에서는 치아불소증을 거의 관찰 할 수 없고 비교적 광화가 늦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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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제 대구치와 소구치가 불소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등

사람의 치아는 출생과 함께 상 하악 제 대구치 경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생
후 개월까지 상악 절치 상악 견치 하악 절치와 하악 측절치 하악 견치의 경 조
직이 형성이 시작되며 상악 유전치과 유측절치 제 유구치 하악 유전치와 유측절
치의 법랑질이 완성된다 과 등 특히 생애
초기는 심미적으로 중요한 전치 형성이 일어나는 시기로 식음 불소량은 보다 신
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아의 식이는 통상 생후 개월까지는 모유 또는 인공조제분유가 주 에너지 공
급원이 되고 생후 개월에는 이유식을 병행하게 되며 월령증가에 따라 점차로
분유 및 이유식의 소비가 줄어가게 된다 대한 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 대한
소아과학회 서울지회 따라서 생 후 개월 까지는 필요열량의 대부분을 모
유 및 인공조제분유에 의지하여 체중 당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섭취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이 시기에 섭취하는 식이의 불소농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유 내 불소농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하로 매우 낮게 보고
되어 과 와 등
등 등 모유로 키워지는 영아는 불소 균형에서 음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김 의 보고에서 모유의 불소농도가

± 으로 매우 낮게 보고 된 바 있다

유아용 조제분유는 다양한 양의 불소를 공급하는데 여러 연구에서 각종 분유를
각기 증류수와 불소화된 물로 희석하여 그 불소농도를 보고 와

와 와 하는 등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분유를 먹는 경우 희석할 때 사용되는 물의 불소농도에 따라
섭취하는 불소농도가 달라지는데 불소농도가 높은 물이 사용되면 체중 당 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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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이 높으며 이는 특히 체중 당 분유 섭취량이 높은 출생 초기에 더욱 영향
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 불소화 지역 음용수의 불소농도는 보통 약 ㎎․ 였고 이 지역
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분유의 불소함량은 보통 ㎎․ 였다 그러나

년 이후 불소화된 지역에서 각종 분유를 생산할 때 불소의 대부분이 유아용
분유에 혼합되기 전부터 물로부터 제거해왔고 영아용 분말 분유를 권장방법에 따
라 희석하는 경우 불소농도는 ㎍․ 이다 등
한편 우리나라 에서는 김 의 연구 결과 분유의 불소농도가 증류수로 희석

하였을 때 ± 이고 으로 희석하였을 때 ±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역에서 조제분유를 관급수로 희
석할 경우 권장되는 양보다 과량의 불소를 섭취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박
등 은 우리나라 분말형 이유식을 증류수로 희석하였을 때 불소농도는 ±

이라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분유 및 분말이유식에 대한 연구로 김 과 박
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영아의 불소섭취에 대한 연구는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김 과 박 의 보고에서 당시 분유 및 이유식의 불소
농도가 매우 낮게 보고되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유 및 이유식에서 불소의 농
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분유 및 분말 이유식 제
조회사에서는 상품을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공
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분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분유의 경우
주재료가 원유이지만 이유식의 경우에는 원유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원재료의 종류 및 생산지 또는 생산시기에 따라서 이유식의 불소함량
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영아의 불소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제
조판매 되는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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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판매 되는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조사하고 권장 섭취량과 희석방법 등을 조사하여 실제 우리나라 영아의 체중 당
불소섭취량을 확인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어 시판되고 있는 영아용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함량을 조사하고 생후 개월 영아의 일일불소섭취량을 추정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개월과 개월 영아용 분유와 개
월 영아용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측정한다
둘째 제조사의 권장 섭취방법에 따라 희석한 경우 희석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측정한다
셋째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주식으로 한 개월과 개월 영아의 일 불소섭취

량을 추정한다
넷째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주식으로 한 개월 이하 영아의 체중 당 일 불소

섭취량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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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실실실험험험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실실실험험험 대대대상상상

가가가 분분분유유유

국내 제조업체 제품으로 상품화 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개 업체 종의
개월 영아용 분유와 종의 개월 영아용 분유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년
월 현재 국내 분유제조 업체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개월 영아용 분유 총
종으로 개월 개월로 월령이 구분된 분유 종과 개월로 월령 구분된 분
유 종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샘플 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 까
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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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

국내 제조업체 제품으로 상품화 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개 업체의
종의 개월 분말이유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년 월 현재 국내제조사에서 생
산판매하고 있는 개월 영아용 이유식 종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샘플 수집기
간은 년 월부터 년 월 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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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가가가 분분분유유유 및및및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의의의 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시료에서 불소의 분해확산을 위해 등 에 의해 개발된 의
을 이용한 변형된 미세확

산법을 사용하였다 불소의 미세확산을 위하여 밀폐되고 열과 화학적 저항성이 있
는 을 사용하였다 의 본체는 내실
과 외실 로 나뉘어 있으며 뚜껑 부분은 스크류 타입으로 실
리콘 씰러가 본체와 뚜껑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하여 밀폐를 돕도록 고안되었다
확산용액 으로는 ㎖를 사용하
였다 불소포집액 으로는 ㎖를 사용하였다

시료에 포함된 불소는 에 의해 분리된다 분리된 시료의 불소이온은
와 함께 확산되어 이 형성된다 이때 만들어진

은 알칼리 용액인 의 를 만나면 가수분해가 일어
나고 으로 불소의 방출이 일어난다 형성된 불소이온의 농도는
볼소이온 농도 측정기 와 불소이온 전극

을 이용하여 전위차를 측정하였다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료로 준비된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 각 을
의 외실에 둔다 시료가 준비된 의 외실에

㎖를 넣어 시료가 충분히 젖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 내실에는 확산된 불소를 포집하기 위한 으로 ㎖의

를 넣었다 실험 전 ㎖의 를 넣은 내실의 무게를 측
정해 두었다 실험준비가 끝나면 뚜껑을 덮어 밀봉한 후 ℃오븐에서 시간 이
상 두었다 확산이 일어난 후 실온에 약 시간 두어 과 시료 및 약품



- 9 -

의 온도를 실온과 같아지도록 하였다 뚜껑을 열고 내실을 분리하여 무게를 다시
확인하고 실험과정에서 증발된 수분을 증류수로 보충하였다 여기에 ㎖의

Ⅲ Ⅲ 를 넣고 진탕하여 불소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료는 회씩 측정되었으며 매 실험에서 개의

를 사용하였다 이때 개의 에는 각각 가지씩의 실료를 넣었
다 또한 나머지 개의 는 시료를 넣지 않고 변형된 미세확산이 일어
나도록 하여 음성대조군으로 삼아 실험의 정확성을 높혔다

이후 용액의 불소이온농도를 측정하였다 분유 및 분말이유식 내 불소농도를 측
정하기 전 전 매번 새로운 표준불소용액을 만들어 전극의 감수성을 조정하였다
표준용액은 불소용액 ± 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각각

으로 만든 후 Ⅲ 용액을 넣어 만들었다 만들어진 표준
용액의 전위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전극봉의 감수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희
석표준용액과 희석표준 불소용액의 전위차가 가 되는지 확인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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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를 통하여 표준용액 전위값을 대입하여 표준곡선을 만들었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전위값은 희석표준불소용액을 이용하여 만든 표준불소용액농도곡선에 대
입하여 으로 산출하였다 각 시료는 회씩 측정하였으며 자료는 평균값을 이
용하였다

㎝㎝㎝ ㎝㎝㎝

나나나 월월월령령령별별별 영영영아아아의의의 일일일일일일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조조조사사사

월령별 일 불소섭취량을 조사하기 위해 월령별 분유섭취량과 분유를 희석하기
위한 물의 양을 조사하였다 월령별 일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과 희석용 물의 섭
취량은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 대한 소아과학회 와 한국인 일 영양권장량
한국영양학회 을 기준으로 한 각 분유회사별 권장 섭취량을 근거로 조사하
였다
월령 구분에서 조사된 분유회사 제품의 개월의 구분은 년 대한 소아과학

회가 발표한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를 근거로 할 때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 권장
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분유회사에서 출생 시부터 만 개월을 기준으
로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개월은 만 개월부터 만 개월까지의 영아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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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어 있었다 분유회사별 월령에 따른 분유섭취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명확히 분유섭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개월 만 개
월 과 개월 만 개월 영아로 구분하여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 섭취량을 추정하
였다 이하 개월과 개월로 표시함

다다다 체체체중중중별별별 영영영아아아의의의 일일일일일일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조조조사사사

체중별 일 불소섭취량은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 대한 소아과학회 와 한국
인 일 영양권장량 한국영양학회 을 기준으로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을 회
사별 권장 방법으로 희석하여 일일권장섭취량을 공급할 때 불소섭취량을 계산하
였다

라라라 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실험에서 모든 시료는 같은 포장의 내용물을 회씩 측정하였고 측정치간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해 값을 구하였다 값이 으로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또한 같은 제품의 서로 다른 포장에서의 불소농도의 일치도를 보
기위해 개 제품 중 개 제품의 불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값이 로 매
우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분유 및 분말분유의 불소함량 및 일일 불소섭취량과 체중당 불소섭취량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월령별 불소함량 및 불소섭취량과 체중당 섭취량의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 과 를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패키지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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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 및및및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의의의 불불불소소소함함함량량량

영아용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에 함유된 불소농도는 개월과 개월 분유의 경
우 각각 ± ㎍․ ± ㎍․ 이었고 분말형 이유식의 경우 ±

㎍․ 이었다 다중분석 결과 개월과 개월의 분유군 간의 불소농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월 분말형 이유식군 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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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의의의 불불불소소소함함함량량량

개월 영아용 분유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유의 불소농도를 각 회씩 측정한 결과 평균 ± ㎍․ 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농도 보다 배 높았고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농도보다 배 낮았다 다중분석 결
과 생후 개월 분유들의 각 제품 간 불소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제조회사별 불소농도와 각 분유회사 내 제품 간 불소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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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의의의 불불불소소소함함함량량량

개월 영아용 분유 가지를 각 회씩 측정한 결과 함유된 불소농도는 ±
㎍․ 이었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 개월 영아

용 분유에 함유된 불소농도 보다 배 높았으며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 개월 영아용 분유의 불소농도보다 배 낮았다 다중분석

결과 생후 개월 분유들의 각 제품 간 불소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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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의의의 불불불소소소함함함량량량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으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
의 상품화된 분말형 이유식의 불소농도는 ± ㎍․ 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 개월 영아용 분말이유식의 불소농
도 보다 배 높았고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 개월
영아용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보다 배 낮았다 다중분석 결과 상품화된 분말
형 이유식의 제품들 간 불소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제조회사별 불
소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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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증류류류수수수로로로 혼혼혼합합합한한한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 및및및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의의의 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

영아용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을 제조회사별 권장섭취 방법에 따라 불소가 함유
되지 않은 물로 희석한 경우 희석분유 및 이유식의 불소농도는 개월과 개월 분
유의 경우 각각 ± ㎍․㎖ ± ㎍․㎖ 이었고 분말형 이유식의 경
우 ± ㎍․㎖ 이었다

․
㎍․㎎

㎍․ ×

㎖

㎍․㎖



- 17 -

가가가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의의의 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

개월 영아용 분유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유를 불화되지 않은 물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대로 희석하였을 때 희석분유
의 불소농도는 평균 ± ㎍․㎖ 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농도 보다 배 높았고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제품
은 ㎍․㎖ 로 평균보다 배 낮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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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의의의 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

개월 영아용 분유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유의 불소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희석하였을 때 각 분유의 불소농도는 평균
± ㎍․㎖ 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농도 보다 배 높았고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
균농도보다 배 낮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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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의의의 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

개월 영아용 이유식으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
화된 이유식을 불화되지 않은 물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대로 희석하였을 때
각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는 평균 ± ㎍․㎖ 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
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로 평균농도 보다 배 높았고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제품은 ㎍․㎖ 평균농도보다 배 낮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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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영영영아아아의의의 일일일일일일불불불소소소 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만들어져 상품화 된 영아용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을 각
제조회사의 권장 소비량에 따라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물로 희석하여 섭취하는
경우 일일 불소 섭취량은 개월과 개월 분유의 경우 각각 ± ㎎․

± ㎎․ 이고 개월용 분말형 이유식의 경우 ± ㎎․ 였다
다중분석 결과 각 분유와 분말형 이유식의 제품별 일일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분말형 이유식의 경우 일일 불소섭취량이 개월과 개월 분유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제조회사 별 불소 일일섭취량은 분유와 분말형 이유식 모
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α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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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 섭섭섭취취취 시시시 일일일일일일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개월 영아용 분유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유를 권장소비량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일일 불소섭취량은 ± ㎎․

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을 통한 일일 불소섭취량은
㎎․ 이었고 평균보다 배 높았다 가장 낮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을 통한 일
일 불소섭취량은 ㎎․ 였고 평균보다 배 낮았다 다중분석 결과 각 제
품섭취로 인한 일일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 제품 제조회
사 간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월 영아가 섭취하는 분유량은 ± ․ 이고 이를 희석하는데 사

용되는 물은 ± ㎖․ 이다 개월 영아용 분유를 통한 불소섭취량은
의 불화수로 희석하였을 때 ± ㎎․ 이고 최대 ㎎․

로 평균의 배 이고 최소 ㎎․ 으로 평균보다 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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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

§

나나나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 섭섭섭취취취 시시시 일일일일일일 불불불소소소 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개월 영아용 분유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유를 권장소비량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일일 불소섭취량은 ± ㎎․

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은 ㎎․ 로 평균보다 배
많았고 가장 적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은 ㎎․ 로 평균보다 배 적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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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분석 결과 각 제품섭취로 인한 일일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 제품 제조회사 간 분유를 통한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월 영아가 섭취하는 분유량은 ± ․ 이고 이를 희석하는데 사용
되는 물은 ± ㎖․ 이다 개월 영아용 분유를 통한 일일 불소섭취량
은 의 불화수로 희석하였을 때 평균 ± ㎎․ 이며 최대
㎎․ 로 평균의 배 이고 최소 ㎎․ 로 평균보다 배 낮았다

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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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 섭섭섭취취취 시시시 일일일일일일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으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
의 상품화된 분유를 권장소비량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일일 불소섭취량은 ±

㎎․ 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은 ㎎․ 로 평
균보다 배 높았고 가장 낮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은 ㎎․ 로 평균보다
배 낮았다 다중분석 결과 각 제품섭취로 인한 일일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 제품 제조회사 간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월
영아가 섭취하는 분말형 이유식량은 ± ․ 이고 이를 희석하는데
사용되는 물은 ± ㎖․ 이다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을 통한
일일불소섭취량은 의 불화수로 희석하였을 때 ± ㎎․ 이며 최
대 ㎎․ 으로 평균보다 배 높으며 최소 ㎎․ 로 평균보다
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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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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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영영영아아아의의의 체체체중중중 당당당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만들어져 상품화 된 영아용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을 각
제조회사의 권장 소비량에 따라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물로 희석하여 섭취하는
경우 개월과 개월 영아용 분유 섭취 시 체중 당 불소 섭취량은 각각 ±
㎎․㎏ ․ ± ㎎․㎏ ․ 이고 개월 분말형 이유식의 경우 ±

㎎․㎏ ․ 였다 분말형 이유식의 경우 체중 당 불소섭취량이 개월용과
개월용 분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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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섭섭섭취취취 시시시 체체체중중중 당당당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우리나라 개월 영아의 평균체중은 ㎏이며 개월 영아용 분유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유를 권장소비량에 따라 섭취
하는 경우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다음과 같았다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물로 개
월 영아용 분유를 희석하여 섭취할 때 평균 ± ㎎․㎏ ․ 이며 가장 높
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체중 당 섭취량은 ㎎․㎏ ․ 로 평균보다
배 높고 가장 적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의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 ․

로 평균 보다 배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의 불화수로 희석하
였을 때 체중 당 일일 불소 섭취량은 ± ㎎․㎏ ․ 로 추정된다 가장 많
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은 ㎎․㎏ ․ 으로 평균보다 배 높았으며 가장
적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 ․ 로 평균보다 배 낮게 조사
되었다 다중분석 결과 각 제품섭취로 인한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 제품 제조회사 간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 28 -

α 

†

나나나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유유유섭섭섭취취취 시시시 체체체중중중 당당당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우리나라 개월 영아의 평균체중은 ㎏이며 개월 영아용 분유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유를 권장소비량에 따라 섭취
하는 경우 다음과 같았다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물로 희석
하였을 때 ± ㎎․㎏ ․ 이며 가장 많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은 ㎎․

㎏ ․ 로 평균 보다 배 많은 불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불화수로 희석하였을 때 체중 당 불소 섭취량은 ± ㎎․㎏ ․

이고 가장 많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 ․ 로 평균보다 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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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가장 적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은 ㎎․㎏ ․ 로 평균보다 배
낮았다 다중분석 결과 각 제품섭취로 인한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 제품 제조회사 간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α 

†

㎎
＊ †



- 30 -

다다다 개개개월월월 영영영아아아용용용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 섭섭섭취취취 시시시 체체체중중중 당당당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추추추정정정

우리나라 개월 영아의 평균체중은 ㎏이며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으
로 국내 개 제조회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지의 상품화된 분말형 이유식을 권
장소비량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았다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증류수로
희석하여 섭취하였을 때 ± ㎎․㎏ ․ 이며 가장 많은 불소를 함유한 제
품의 경우 ㎎․㎏ ․ 으로 평균의 배 높았다

의 불화수로 희석하였을 때 ± ㎎․㎏ ․ 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 ․ 로 평균보다 배 높았고 가
장 낮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 ․ 으로 평균보다 배 낮은
불소섭취를 하게 된다 다중분석 결과 각 제품섭취로 인한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 제조회사 간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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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고고고찰찰찰

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가가 변변변형형형된된된 미미미세세세확확확산산산법법법

확산 방법은 년 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시료에 들어있
는 불소를 작은 부피로 옮겨서 전극의 민감도 한계를 넘는 농도로 농축 시키는
것이다 특히 분말형 이유식이나 우유와 같은 시료는 전극에 침착되어 전극을 불
안정하게 한다 그 정도는 시료에 포함된 단백질의 크기와 성질에 따라 다르나
회 실시 후에는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확산법을 사용하면

시료에 의한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확도를 제거할 수 있다 즉 농도를 농축시
켜서 전극으로 측정 가능한 농도를 만들어 주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극오염을
막아주는 확산법을 이용하면 의 불소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생체재료와 음식물에는 불소가 이온형태와 결합형태로 존재한다 결합형태는 다

시 산에 의해 이온상태로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등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경우 대부분 낮은 농도

로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산 농축시키는 방법이 흔히 이용된다 또
산의 의해 이온형태로 전환될 수 없는 부분은 확산방법으로는 측정하기 곤란하여
소각을 시킨 뒤에 측정가능하다

변형된 미세확산법은 시료의 분해와 확산을 동시에 행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불
소 포집액은 를 사용한다 등 은 를 사용한 변형된
미세확산법을 사용하여 생체시료의 불소 회수율을 이상을 얻어냈다 이 방법
은 기존방법인 수증기 증류법과 비교하여 높은 불소회수율을 보였는데 수증기
증류법이 전 처치로 시료를 재로 만드는 작업 등 그 분석조작이 복잡하여 불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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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실험의 특징은 이 내열성과 물리적 강도가 높아

을 이용한 불소 농도의 측정에 알맞고 와 생체시료를 태
우는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다 그리고 시료의 불소
를 수집한 용액을 다른 용기로 이동하지 않고 수집된 용기에서 그대
로 측정함으로 불소의 손실을 최소화 등 하여 미량의 저 농도 불
소를 함유하고 있는 생체재료의 불소를 간단하고 빠르게 추출해 내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불소농도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어오고 있는데 이중 불소
이온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그 간편성과 정확성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등 등 통상 불소이온 전극의 측정한계는 ⁻⁶
정도이기 때문에 와 등 이 보다 높은 농도로 농축되었을 때 정

확성이 높고 선택적 확산으로 다른 불순물을 제거시켜 준다 전극봉을 이용한 불
소농도 측정은 비록 불소이온 전극이 이온이외에는 직접적인 간섭이
없기는 하지만 농도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도 에 대해 반응하
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온 세기를 맞추고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 내 존재하는 것
보다 많은 양을 더해줌으로써 이온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범위로 용
액을 완충시켜 주고 나 와 결합되어 있을지 모르는 불소를 유리시키기
위한 를 가하기 위해 을 첨가한다 와 불소전극을
이용한 방법은 μ㏖ ℓ에서 민감도 한계를 가지며 전극의 상태에
따라 이 한계는 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유 혈장 등 불소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농도를 농축시킬 필요가 있다 음료
수내 불소는 모두 이온형태로 존재하지만 혈액 등 생체재료와 음식물에는 이온형
태와 결합형태로 존재한다 결합형태는 다시 산에 의해 이온상태로 될 수 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진다 등

또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산
농축시키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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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가가 분분분유유유 및및및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불불불소소소 섭섭섭취취취량량량

등 은 생후 개월까지 영아용 불소섭취가 추천되는 기준보다
높아 불소 보조제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불소섭취량을 낮추는 방법까지 제시되
었다 이 연구에서 음료수 불소농도가 이하인 지역에서도 개월까지는
불소보조제를 주지 않고 개월까지는 하루 ㎎을 줄 것을 주장하였다

와 는 분유자체의 불소농도 때문에 불소보조제가 필요 없다
고 주장하여 비록 음료수 불소 농도가 낮은 지역에 살더라도 분유에 적절한 양의
불소가 들어있다면 불소보조제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와 도 생후
개월까지의 영아에서 불소보조제를 투여하는 경우 과다한 양의 불소를 섭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년 제정된

에 의하면 미만의 음용수 불화 지역에서 생후
개월 까지 추가의 불소 복용이 필요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월 이상 영 유아
에서 일일적정 불소섭취량은 ㎎이 권장되어왔다 한편 미 환경보호국

은 미국내 각 주의 음용수 불소
농도 최대허용기준을 이라고 하였으며 권장농도는 이라고 발표하
였다 년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불소의 매일
적정식음범위가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된 이
유가 미국 에서 제시한 매일 적정식음범위를 그
대로 인정한 결과라고 추측 되었다 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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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개월 이하 영아의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물
로 권장방법에 따라 희석하는 경우 희석된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는
± ㎍․㎖ 개월 분유 ± ㎍․㎖ 개월 분유 ± ㎍․㎖
개월 분말 이유식 으로 조사되어 분말 이유식의 경우 과량의 불소를 복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장 방법에 따라 희석하였을 때 희석 분유 및 분말 이유
식의 불소농도가 이상으로 조사된 제품은 영아용 분유 제품 중에는 없
었다 그러나 개월 영아용 분말 이유식 종 중 종에서 이상의 불소농도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각 이었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도의 치아불소과다증을 유발시키는 최대허용
불소섭취량은 ㎎․㎏ ․ 이고 의 물로 희석한 농축액 또는
영・유아용 분유는 치아불소증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등 와

또 일일 ㎎․㎏ ․ 이상의 불소
를 치아의 석회화시기에 공급받는 경우 또는 에 노출원
인이 되며 반점치아를 유발 한다고 알려져 왔다 와 등 영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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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중 당 매일 불소식음량에 대한 연구에서 등 은
㎎․㎏ ․ 라고 보고하였으며 등 은 ㎎․㎏ ․ 이
적정 불소복용량이라고 보고하였다 미국의 에 의하면 개월
이하 영아에서 치아불소증을 포함한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불소
섭취량은 체중 당 ㎎․㎏ ․ 이며 대부분의 영아에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최대허용 불소섭취량은 체중 당 ㎎․㎏ ․ 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화된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제조사의 권장섭취량에 따라
섭취할 때 일일 체중 당 불소 섭취량은 ± ㎎․㎏ ․ 개월 영아용 분
유 ± ㎎․㎏ ․ 개월 영아용 분유 ± ㎎․㎏ ․ 개월
영아용 분말 이유식 로 추정되었다 개월 분유와 개월 분유에서 체중당 적정범
위인 ㎎․㎏ ․ 를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으며 개월 이유식 종 중
종의 제품에서 각각 ㎎․㎏ ․ ㎎․㎏ ․ 로 적정 식음범위를 초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나나 외외외국국국 분분분유유유 및및및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불불불소소소 섭섭섭취취취량량량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최근 조사된 외국의 상품화된 분유와 불소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
다 일본의 상품화된 분유 종의 불소농도는 ㎍․ ㎍․

등 으로 우리나라 종의 ㎍․ ㎍․ 보다
낮았다 또한 분유를 제조사의 권장방법에 따라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물로 희석
하였을 때 희석분유의 불소농도는 일본의 종 등 미국의 종

등 과 우리나라 종에서 각각 ㎎․㎖ ㎎․㎖
㎎․㎖ 로 우리나라 분유 중 고농도 불소를 함유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결과는 년 김 등의 연구에서 가지 분유를 통해 조사된
± 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시료의 개수가 일본

의 배 미국시료의 배로 많아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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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불불불화화화된된된 물물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불불불소소소섭섭섭취취취량량량

대부분 우리나라 영아용 분유와 분말형 이유식은 물로 희석하여 섭취한다 따
라서 물에 함유된 불소농도는 영아의 일일 불소섭취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체중 당 많은 양의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을 섭취하
게 되는 개월 영아 시기는 특히 물을 통해 섭취하는 불소의 양이 매우 중요하
다 년 이후로 영유아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 등 와

등 등 등 과 등
와 등 등 이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는데 분석방법이나 식이패턴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추정됨을 보고 하였다 그러
나 그 차이는 대부분 상품화된 분유를 희석하는데 사용되는 물 등

과 지역별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의 원료의 불소농도 등 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시행되
고 있는 지역의 경우 의 농도로 불화된 물을 식음하게 되는데 개월과
개월 분유 그리고 개월 분말형 이유식을 의 불화된 물로 희석하여 섭취
하는 경우 일일 불소섭취량은 각각 ± ㎎․ ± ㎎․ ±

㎎․ 를 섭취하게 된다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 ㎎․㎏ ․

± ㎎․㎏ ․ ± ㎎․㎏ ․ 로 추정할 수 있다 의
불화수로 희석하는 경우 해외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모든 분유 및 분말 이유식 섭취 시 영아의 적정불소식음범위인
㎎․㎏ ․ 을 초과하게 된다

등 은 호주에서 영아용 분유를 의 불화된 물로 희석하
는 경우 체중 당 불소 섭취량의 를 물에서 섭취하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이시기의 특징은 필요열량의 대부분을 모유 또는 분유로 공급 받는 시기로 체중
당 물 섭취량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월 영아용 분유 개월
분유 개월 분말형 이유식을 희석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각각 ± ㎖․

± ㎖․ ± ㎖․ 이다 개월 영아용 분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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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로 분유를 희석하는 경우 총 ㎎․㎏ ․ 의 불소를 섭취하며
이 중 물을 통해 섭취하는 불소는 ㎎․㎏ ․ 로 총 불소 섭취량의 이
다 개월 영아의 경우 이유식과 분유를 혼용하는 시기이다 대한 소아과학회 영
양위원회 에서는 개월 월령까지 일일 약 회의 이유식을 권장하므로 개월 영아
용 분유 권장량에서 회 분량을 줄이고 대신 회 분량의 분말형 이유식을 추가하
는 것 대한 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 으로 일 불소섭취량을 추정 하였다 이
경우 분유로부터 ㎎․㎏ ․ 의 불소를 섭취하게 되며 분말형 이유식으로부
터 ㎎․㎏ ․ 의 불소를 섭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희석할 때
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 ․ 의 불소를 섭취하게 되어 총 ㎎․㎏
․ 의 불소를 섭취하며 이중 물을 통해 섭취하는 불소는 총 불소섭취량의

이다 의 물로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희석할 때 개월 영아의 체
중 당 불소섭취량이 개월 영아의 체중당 섭취량 보다 ㎎․㎏ ․ 초과한
다 그 이유는 분말형 이유식의 경우 회사별 섭취방법이 우유병에 넣어 먹이는 방
법과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방법의 두 가지로 제시되며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경우
는 우유병에 넣어 먹이는 경우보다 적은양의 물을 혼합하게 되어 비교적 적은양
의 물과 함께 분말형 이유식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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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분유를 희석하는 물은 일반적으로 불화되지 않은 수돗물과 불화
된 수돗물 그리고 상품화된 생수 지하수 및 정수기 이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화되지 않은 도시 관급수의 불소이온 농도는 이고 시
판 지하수의 불소이온농도는 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등 정
수기의 경우 역삼투압 방식은 불소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불소를 포함하
지 않으며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불소가 소실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이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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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제제제조조조사사사와와와 상상상품품품 별별별 분분분유유유와와와 분분분말말말형형형 이이이유유유식식식 불불불소소소함함함량량량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분유와 이유식의 불소함량은 분유의 경우 평균 ± ㎍․g-1 이고 이유식의
경우 평균 ± ㎍․g-1 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분유는 원유
가 주 재료가 되므로 각 제품별 불소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분말형 이유식
은 다양한 재료가 포함되어 보다 높은 농도의 불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
회사와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제조사별 분유와 분말형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다중
분석 한 결과 분유군 에서 제조회사 간 불소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분말형 이유식군 에서 제조회사 간 불소농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α 

각 분유와 분말형 이유식의 같은 제조회사 내 제품 간 불소농도 차이를 보면
네 개 업체에서 제조되는 업체 내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간 불소함량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같은 제조회사에서도 분유 및 분말형 이유식의
불소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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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원산지별 불소농도를 국내원료 종 수입원료 종 혼합원료 국내 수입 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 불소농도는 ± ㎍․ ± ㎍․ ±

㎍․ 순으로 조사되어 국내 원료의 경우 가장 낮은 불소농도가 측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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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분유 및 이유식의 경우 각 원료의 생산 시기나 원료의 생산지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샘플수집기간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로 제한
적이어서 각 시기별 또는 원산지별로 불소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유 및 분말 이유식 섭취량 및 희석 방법은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공급하는

사람에 따라 공급량이나 희석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제조사의 월령별 권장량
및 권장방법에 따른 섭취량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섭취량과는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영아의 불소섭취기준을 미국 등 해외연구에 두었는데 이

는 아직 우리나라 영아에서 적정불소 소비량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불소
섭취 기준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체중별 불소섭취
기준이 세워진다면 보다 적절한 영아의 불소섭취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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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 제조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개월 영아용 분유 및 분
말형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개월 이하 영아의 불소섭취량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개월 이하 영아가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소농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통해 섭취하는 일
일 불소 섭취량과 체중 당 불소섭취량을 추정하였다 불소농도 측정을 위하여

를 이용한 변형된 미세확산법을 이용하여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의 불
소를 분리하였으며 수소이온농도이온선택성전극연결이온농도측정기

와 불소이온 전극 을 사
용하여 불소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 개월과 개월 영아용 분유와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에 함유된
불소농도는 각각 ± ㎍․ ± ㎍․ ± ㎍․ 이었다

우리나라 개월과 개월 영아용 분유와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을 제조상
품별 권장 희석방법에 따라 희석하였을 때 희석분유 및 분말이유식의 불소농도는
각각 ± ㎍․㎖ ± ㎍․㎖ ± ㎍․㎖ 이었다

개월과 개월 영아용 분유와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의 일일 불소섭취량
은 증류수로 희석하였을 때 ± ㎎․ ± ㎎․ ±
㎎․ 로 추정된다 이를 의 불화수로 희석하였을 때에는 각각 ±

㎎․ ± ㎎․ ± ㎎․ 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개월과 개월 영아용 분유와 개월 영아용 분말형 이유식을 통한 체
중 당 불소섭취량은 증류수로 희석하였을 때 ± ㎎․㎏ ․ ±
㎎․㎏ ․ ± ㎎․㎏ ․ 로 추정된다 이를 의 불화수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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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을 때 각각 ± ㎎․㎏ ․ ± ㎎․㎏ ․ ±
㎎․㎏ ․ 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되는 개월 이하 영아의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제조사의 권장 방법에 따라 희석하였을 때 희석 분유 중 불소농도가

이상으로 조사된 제품은 개월 영아용 분유 종과 개월 영아용 분유 종
중에 없었다 그러나 개월 영아용 분말 이유식 종 중 종에서 이상의
불소농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각각 ㎍․㎖ ㎍․㎖ ㎍․㎖
이었다
또 체중 당 불소섭취량은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물로 희석할 경우 개월 분말

형 이유식 종 중 종에서 각각 ㎎․㎏ ․ ㎎․㎏ ․ 으로 체중 당
권장량인 ㎎․㎏ ․ 을 초과하는 불소를 섭취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를 의 불화수로 분유를 희석하는 경우 개월과 개월 용 모든 분유
에서 체중 당 권장량을 초과하는 불소를 섭취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분말
형 이유식 중 종에서 체중 당 권장량을 초과하는 불소를 섭취하게 될 것으로 추
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되는 개월 이하 영아의 분유 및 분

말이유식의 불소농도는 대부분 적정범위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제품들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분유 및 분말이유식의 불소농도가 제조과정에서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의 분유 및 분말 이유식을 희석할 때 불소가 함
유되지 않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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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irected by Professor Ho-Kwen Kwon, D.D.S,  M.P.H,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fluoride content of 

Korean infant powdered milk and powdered babyfood, to estimate 

daily fluoride intake calculated and to evaluate the proper intake 

amount of fluoride for a 6 month old or younger infant from 

commercialized powdered milk and babyfood in Korea in 2005. The 

fluoride concentrations of 20 kinds of commercialized powdered milk 

and 8 kinds of commercialized powdered babyfood samples were 

assessed by a modified microdiffusion method and fluoride ion 

selective electrode.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

1. The concentration of fluoride content in powdered milks for 3 

month old and 6 month old infant and powdered baby foods for 6 

months infant were 0.74± 0.55 ㎍․g-1, 0.76± 0.65 ㎍․g-1 and 4.75± 

5.71 ㎍․g-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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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fluoride concentration of powdered milks for 3 month old 

infant was 0.10± 0.09 ㎍․g-1, fluoride concentration of powdered milks 

for 6 month old infant was 0.10± 0.08 ㎍․g-1 and fluoride 

concentration of powdered babyfoods for 6 month old infant was 

0.49± 0.66 ㎍․g-1.

3. When these baby foods are diluted with distilled water, the 

estimates of daily fluoride intake were as follows. The estimate of 

powdered milks for 3 month old infant was 0.09± 0.07 ㎎․day-1, that 

of powdered milks for 6 month old infant was 0.10± 0.08 ㎎․day-1 

and that of powdered babyfood for 6 month old infant was 0.45± 

0.62 ㎎․day-1. In case of reconstituting 0.8 ppm fluoride water, the 

estimates of daily fluoride intake were as follows The estimate of 

powdered milks for 3 month old infant was 0.75± 0.08 ㎎․day-1, that 

of powdered milks for 6 month old infant was 0.79± 0.08 ㎎․day-1 

and that  of powdered baby food for 6 month old infant was 0.83± 

0.70 ㎎․day-1.

4. In case of reconstituting distilled water, the estimates of daily 

fluoride intake per weight were as follows. the estimate of powdered 

milk for 3 month old infant was 0.02± 0.01 ㎎․㎏-1․day-1, that of 

powered milk for 6 month old infant was 0.01± 0.01 ㎎․㎏-1․day-1 and 

that of powdered babyfood for 6 month old infant was 0.06± 0.08 ㎎․
㎏-1․day-1. In case of reconstituting 0.8 ppm fluoride water, the 

estimates of daily fluoride intake per weight were as follows. The 

estimate of powdered milk for 3month old infant was 0.13± 0.02 ㎎․㎏
-1․day-1, that of powered milk for 6 month old infant was 0.10± 0.01 

㎎․㎏-1․day-1 and that of powdered babyfood for 6 month old infant 

was 0.11± 0.10 ㎎․㎏-1․d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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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s the results mentioned above, there was no powdered milk 

out of 12 kinds of powdered milk for 3 month old infant that went 

over 0.3 ppm fluoride concentration. However, there was one 

powdered milk for 6 month old infant that went over 0.3 ppm fluoride 

concentration. In addition, there were 3 out of 8 powdered baby foods 

for 6 month old infant that went over 0.3 ppm fluoride concentration; 

which are 2.13 ㎍․㎖-1, 2.02 ㎍․㎖-1, 0.61 ㎍․㎖-1, respectively.  

6. In case of reconstituting no fluoride water, there were 2 out of 

8 powdered babyfoods for 6 month old infant, estimated to exceed the 

recommendation of daily fluoride intake per weight (0.05-0.07 ㎎․㎏-1․
day-1). Their estimates of daily fluoride intake per weight were 0.13 

㎎․㎏-1․day-1 and 0.22 ㎎․㎏-1․day-1. In case of reconstituting 0.8 ppm 

fluoride water, all powdered milk products were estimated to exceed 

the recommendation of daily fluoride intake per weight and there were 

4 babyfoods for 6 month infant that were estimated to exceed the 

recommendation of daily fluoride intake per weight.

  Based on this study, most of powdered milk and babyfood products 

in Korea contain the appropriate concentration of fluoride, but there 

were some products that exceeded the recommendations. For this 

reason, manufacturers should consider the content of fluoride in their 

manufacturing process. It was desirable to use no fluoride water in 

diluting powdered milk and baby foods.

Key Word: babyfood product, dental fluorosis, fluoride, infant, 

powdered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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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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