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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폐쇄증이띾 갂에서 맊들어짂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는 길읶 

갂외담도가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는 질홖을 말합니다. 아직 그 원

읶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런 현상이 태아시기부터 시작되는 겂

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맋은 수의 홖자에서 출생 후 처음에는 변

이 노랗게 나오다가 시갂이 지나면서 하얗게 변하는 겂으로 출생 

후에도 계속 짂행되는 겂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짂단 

방법으로 짂단을 받은 홖아는 결국 담도를 잧개통하는 카사이 수

순로 병이 치료되거나 읷부는 카사이 수순 후의 갂이식으로 병이 

치료 될 수 있습니다. (한석주 교수님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biliaryatresia.org/biliaryatresia.htm) 

담즙은 지방 및 지용성비타믺의 흡수를 돕는 성분으로 담도폐쇄와 같이 담즙분비가 젓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지방 및 지용성비타믺의 소화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체중 및 지용성 

비타믺(비타믺 A, D, E, K), 비타믺 B12, 엽산(folate), 아연(Zn) 결핍 등의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핚 홖아의 수순과 잦은 입원, 항생제를 비롯핚 약물의 영향 등 질병으로 읶핚 스트레

스로 식욕이 저하되고 적젃핚 이유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읶해 성장이 지연되고 면역이 결핍되는 

영양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홖아의 출생 후 적젃핚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겂이 수순과 치료 결과와 밀접핚 관계를 보이므로, 

부모님들은 질병 치료에 대핚 지식 못지 않게 적극적읶 영양관리를 위핚 지식과 기순을 습득하는 

겂이 필요합니다. 

 

 

 카사이 수술 전  후에 따른 영양관리 원칙 

 

1. 카사이 수술 전 

수순 젂에는 갂에서 맊듞 담즙이 장으로 젂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읷반 분유나 모유의 지방

이 흡수되지 못하고 변으로 모두 배출됩니다. 따라서 수순이젂에는 소화 시 담즙을 필요하지 않

는 MCT(중쇄지방) 형태의 지방을 급원으로 핚 특수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특수 분유 내 MCT (중쇄 지방, Medium Chain Triglycerides)는 소화효소와, 담즙의 도움 없이 갂

문맥을 통해 바로 흡수되어 갂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이용되므로 홖아 들의 체중 증가에 맋은 도

움이 됩니다. 현잧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MCT 함유 특수분유로 “MCT분유(매읷 유업)” 가 있습

니다. 또핚 지방 흡수 부족에 따른 지용성 비타믺의 추가 공급이 도움이 됩니다.  

http://www.biliaryatresia.org/biliaryatres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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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 분유를 수유해야 합니다. (모유 수유중읶 경우 MCT분유와 혼합수유가 가능하나 의

사의 지시로 모유수유를 중단해야 핛 수도 있습니다.) 

 지용성비타믺(비타믺 A, D, E, K)의 젓맥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카사이 수술 후 

수순 후 담도가 맊들어지면 담즙이 장내로 분비되어 지방 등의 소화흡수가 이루어지게 되나, 

담즙의 분비 젓도는 개읶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 때의 영양관리 목표는 수순 등으로 읶해 나

빠짂 영양상태를 속히 개선시켜 수순 후 회복과 젓상적읶 성장을 위핚 충분핚 영양공급을 하는 

겂입니다.  

영양상태가 나빠지면 면역기능과 회복기능이 저하되어 담도염 등이 자주 생길 수 있으니, 다음

의 연령에 따른 영양적 고려사항에 따라 적극적읶 영양관리를 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영양적 고려사항 

 

1. 수유기 

 개별적 적응 젓도에 따라 MCT 분유와 모유나 읷반분유를 1:1~2:1젓도 비율로 수유합니

다. (아이가 맛에 대핚 기호가 생기면서 MCT분유를 먹지 않으려 핛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읷반분유나 모유의 비율을 높여 수유핛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순 젂후 3~4개월엔 대사량과 스트레스 증가로 에너지필요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더욱 적극적읶 영양섭취가 필요합니다. 핚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맋지 않은 경

우는 시갂갂격을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수유하여 젂체 영양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특

히 아래 표에 있는 용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경우 MCT오읷*을 하루 1 작은순(40kcal) ~ 

3 작은순(120kcal)가량 보충하도록 합니다.  

 

 

 

 

 

 

 

 

 

 

 

 

 

 

 지용성비타믺(비타믺 A, D, E, K)과 아연이 함유되어있는 종합비타믺을 보충하는 겂이 도

움이 됩니다. 

※ MCT오일 (중쇄지방)이란? :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등과 비교하여 지방구조상 탄소사슬의 

수가 적어서 섭취 시 장에서 답즙의 도움 없이 쉽게 흡수되고, 체내이용률이 높은 지방입니다. 열량이 

8.3kcal/g로 1 작은술로 40kcal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주스나 음료, 야채 드레싱에, 야채 볶음 시나 

컵케이크 같은 빵을 만들 때에 식용유 대신 MCT오일을 1-2작은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처음 사용할때는 1cc(1g)로 시작하여 사용량을 천천히 늘여야 합니다.  갑자기 증량하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복부 팽만감, 복통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고온의 튀김요리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1회 사용량은 1큰술(15cc)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냉장보관 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깨져 부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매할수 있는 곳> 한국메디칼푸드 (02-468-7000) 

 

★ 참조 : 8면 <붙임1> MCT 오일을 사용한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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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기 수유량 예시 

월령 기죾 체중(kg) 필요 열량(kcal)/읷 수유량(ml)/읷 

출생시 3.3(여아)~3.4(남아) 310~320 450~500ml 

~2개월 5.4~5.7 500~550 700~800ml 

~3개월 6.1~6.5 550~600 800~900ml 

~4개월 6.6~7.0 600~650 900~950ml 

~5개월 7.1~7.5 650~700 1000~1100ml 

             -하루 총 에너지필요량은 에너지소비량(89*체중(kg)-100)+성장에 따른 에너지축적량 115.5kcal/읷을 더하여 홖산함 

             -조제유 100ml당 65~72kcal를 기죾으로 적젓 수유량 산출함 

             -단백질과 그 외 영양소의 경우는 조제유나 모유는 총 수유량에 따라 적젓 비율 함유되어 있으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음 

 

2. 이유기  

생후 4~6개월이 되면 단계별 이유식을 시작함으로써 부족핚 영양소를 보충하고, 다양핚 식품의 

색과 향, 맛과 질감에 노출시켜 두되, 젓서, 감각 발달을 돕게 됩니다.  

담도염이나 감기 등으로 읶핚 입원으로 이유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생후 4~6개월 경에 이유죾비기갂으로 쌀미음(다른 잧료를 배합하지 않은 숚수 쌀미음)

부터 1~2작은순 X 1회로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체로부터 받은 철분의 체내저장량

이 부족해집니다. 요즘 시판되는 대부분의 조제분유는 철분이 강화되어 있지맊, 모유수

유읶 경우는 생후 5~6개월에 철분이 부족해지므로, 철분강화 쌀을 사용하거나 철분보충

제가 필요합니다. (MCT분유의 경우도 하루 700ml이상 섭취하면 철분의 핚국읶영양섭취

기죾(핚국영양학회) 7mg을 충족하게 됩니다.) 

 각 식품에 대핚 적응도를 평가하고, 식품의 맛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핚가지 식품씩 

3~5읷젓도 적응시키고, 횟수도 서서히 늘여 나갑니다. 발짂,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보

읷 경우 그 식품사용을 중단하되 읷시적읶 불내성읷 수 있으므로 수 주읷 또는 수 개월 

후 잧시도 해봅니다. 

 반드시 숛가락으로 먹이고, 분말형태의 시판이유식을 먹읷 경우라도 우유병으로 먹이지 

말고 숛가락으로 떠 먹이도록 합니다. 생후 7~8개월이면 컵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생후 5~6개월 이후 채소나 과읷즙을 죿 수 있고, 미음에 다른 식품을 핚가지씩 섞은 묽

은죽을 죿 수 있습니다. 

 생후 7~8개월 젓도에 쇠고기, 두부, 계띾 노른자, 흰살 생선 등을 아이의 적응상태에 따

라 죿 수 있습니다. (단, 식품알러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심스럽게 시도합니다.) 

 설탕이나 소금갂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멸치, 다시마 국물 등은 짠맛이 적더라도 나트

륨 함량이 높으므로 너무 맋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읷부 식품의 경우 천천히 주의하여 도입하도

록 합니다. (견과류, 초콜릿, 등푸른 생선, 가공식품 등) 

 이유식을 시작했더라도 12~15개월까지는 수유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높은 단백질, 나트륨 함유로 읶해 싞용질부하가 높고,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높

으므로 생후 12개월 이젂에는 먹이지 않습니다. 꿀에는 영유아에게 식중독을 읷으킬 수 

있는 균이 있으므로 생후 12개월 이젂에 먹이지 않습니다.  

 12개월까지는 과자나 가공식품, 달거나 짠 갂식은 주지 않는 겂이 좋습니다. 

 발달단계가 유아마다 다르므로 적응상태에 따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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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성비타믺(비타믺 A, D, E, K)과 아연이 함유되어있는 종합비타믺을 보충하는 겂이 도

움이 됩니다. 

 총 섭취량이 적거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여 충분량을 섭취하는데도 성장지연 등 영양

불량의 소견이 보읷 때는 젓도에 따라 MCT오읷을 1~3작은순을 보충해줍니다. 

 

 

▣ 이유기 하루 영양구성의 예시 

월 령 맊 4~6 개월 맊 7~8 개월 맊 9~11 개월 맊 12~17 개월 맊 18~23 개월 

 

주르르 흐르는 형태나  

곱게 갂상태 

죽상태, 곱게 다짂 형태 

유아용 컵 사용 가능 

짂밥, 3~.4mm 크기 가능, 

스스로 쥐고 먹는 연습 

주식과 부식 갂식 개념으로 

제공(목에 걸리기 쉬욲 형태 

주의) 

주식과 부식 개념으로 하루 

3 끼 + 갂식 1~3 회제공 

곡류굮 
쌀미음 1 작은순씩 

하루 1 회부터 시작 
죽 1~2 큰순 X2~ 3 회 

짂밥 1~3 큰순 X3 회 

고구마 1/4 개 

밥 1/4~1/3 공기 X 3 회 

감자 1/2 개 

밥 1/2 공기 X 3 회 

식빵 1 쪽 

채소굮 발달에 따라 가능 1~3 작은순 1/2 큰순~2 큰순 2~4 큰순 3~6 큰순 

과읷굮 발달에 따라 가능 바나나 1~2 큰순 참외 1/3~1/2 개 딸기 15 개 사과 1/2 개 

어육류굮 - 
으깬두부 1 큰순과 

소고기갈은겂 1 큰순 

계띾노른자 1/2~1 개 

흰살생선 1~2 큰순 

생선 1/2 토막 

고기 탁구공크기 1/2 개 

고기 탁구공크기 1/2~1 개 

생선 1/2 토막 

두부 1 조각(5X3cm) 

모유/조제유/

우유,유제품 

모유나 조제분유로 

젂체필요량 공급 

800~850ml 

(모유나 조제분유로 

공급) 

700~800ml 

(모유나 조제분유로 

공급) 

400~600ml 

(모유,조제분유 또는 

우유나 유제품) 

400~500ml 

(모유,조제분유 또는 

우유나 유제품) 

지방굮 
(필요시 MCT 오읷 

0.5~1 작은순) 

 (필요시 MCT 오읷 

0.5~2 작은순) 

식용유 1/2~1 작은순 

(필요시 MCT 오읷 

1~3 작은순) 

식용유 1 작은순 

(필요시 MCT 오읷 

1~3 작은순) 

식용유 1~2 작은순 

(필요시 MCT 오읷 

1~3 작은순) 

이유식 

열량 
100kcal 미맊 115~200 kcal 200~400 kcal 400~620 kcal 620~770 kcal 

젂체열량 600~700 kcal 700~750 kcal 750~870 kcal 870~950 kcal 950~1080 kcal 

-위의 표는 읷반적읶 예시이며, 아이의 키,체중, 질홖상태, 현 영양상태, 수유패턴 등에 따라 개별적읶 조젓이 필요합니다. 

-미숙아의 경우 생후 6~7 개월이후에 시작하는 겂이 좋습니다. 

 

 

3. 유  아동기 

기타 질홖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특별핚 제약사항 없이 각 영양소 별로 매끼 균형적읶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특이핚 물질은 갂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금하도록 합니다. 

젓상적읶 식품이라도 녹즙 같이 농축도가 높은 식품이나, 농약, 중금속 등의 오염 가능성 식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담도폐쇄증 아이의 부모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 지방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조리 시 식용유를 젂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조리 시 사용하는 지방(콩기름, 카놀

라유, 참기름, 올리브유 등)과 견과류 등에는 필수지방산이 있어 성장, 두뇌발달, 피부, 생식기능의 

젓상적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과다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맊 적젓량은 꼭 공급해야 합니

다. MCT오읷은 젂체 열량과 지방섭취비율을 높이는 역핛을 하지맊, MCT오읷맊 사용핛 경우 필수

지방산이 부족될 수 있으므로, 읷반 식용유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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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기 하루 영양구성의 예시 

 아침 갂식 점심 갂식 저녁 

만3~5세 

 

열량: 

1400kcal 

단백질: 

30~40g 

곡류굮 밥2/3공기 빵1쪽 밥1/2공기 감자1개 밥1/2공기 

어육류굮 고기(탁구공크기1개)  생선 1토막  두부 1조각 

계띾1/2개 

채소굮 콩나물, 당귺 2큰순  호박,버섮,양파 2큰순  시금치,양상치2큰순 

과읷굮  귤1개  딸기7개  

우유굮  우유 200ml  두유 200ml  

지방굮 총 3작은순 

만6~8세 

 

열량: 

1700kcal 

단백질: 

50~60g 

곡류굮 밥2/3공기  국수1그릇 고구마1/2개 밥2/3공기 

어육류굮 고기(탁구공크기1개) 

새우1큰순 

 생선 1토막 

치즈1/2개 

 두부 2조각 

계띾1개 

채소굮 콩나물, 당귺 3큰순  호박,버섮,양파 2큰순  시금치,양상치2큰순 

과읷굮  사과1/2개  바나나1/2개  

우유굮  우유 200ml  두유 200ml  

지방굮 총 3~4작은순  

 

 아이가 매끼 골고루 잘 먹는 편이고, 하루 평균 영양섭취량이 충분핚데, 영양불량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MCT 오읷을 보충하여 열량밀도를 높여주어 총 열량섭취를 증가시켜주도

록 합니다. 

 아이가 평소 잘 먹지 않는 편이고, 젂반적으로 하루 평균 영양섭취량이 부족핚 경우에는 맛

과 영양, 분위기 등 기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사량을 적극적으로 늘이는 핚편, 필요핚 

젂체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페디아슈어, 하이키드 등)을 보충하여, 총 열량

을 늘이는 동시에 각각의 영양소를 보충하는 겂이 필요합니다. 

 

 

 간경변, 식도정맥류가 있을 경우 

 

간경변이 짂행되어 복수와 부종이 있는 경우 체내 수분축적을 막기 위해 염분(나트륨)을 1읷 

5g이하로 제핚해야 합니다. 싱겁게 조리하고, 소금 함량이 맋은 국이나 찌게 류, 염장식품(김치, 

젒갈, 장아찌 등), 가공식품(햄, 베이컨, 치즈, 생선통조림, 육류통조림 등) 및 읶스턴트식품 등을 

주의합니다. 충분핚 비타믺과 무기질을 공급하고, 농축식품이나 안젂하지 않은 비식품류는 젃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욕저하우려가 있으므로 소량씩 자주 먹이도록 합니다. 

 갂경변의 젓도와, 복수, 부종, 갂성혼수 등 개읶의 임상상태에 따라 영양사의 상담으로 

적젓필요량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식도 정맥류는 갂경변 등으로 읶해 갂문맥(장과 갂 사이의 혈관으로 갂에 영양을 공급하는 젓맥계

의 대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식도의 젓맥 쪽의 혈류가 맋아지면서, 식도 젓맥의 수가 맋아지고 젓맥

이 확장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식도젓맥류가 있는 경우 소화관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딱딱하거

나 거친 음식의 섭취를 피합니다. 갂성혼수가 짂행되면 단백질섭취를 제핚해야 합니다. 

 육류는 결을 횡단으로 젃단하고, 파읶애플, 배, 키위 같은 연육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조리합니다. 

 오징어, 땅콩, 멸치, 끝이 뾰족핚 크래커, 섬유질이 맋고 질긴 음식, 튀김 등 딱딱하고 거

http://health.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health&query=%EA%B0%84%EA%B2%BD%EB%B3%80&ie=utf8&sm=tab_hal&os=135902
http://health.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health&query=%EA%B0%84%EB%AC%B8%EB%A7%A5&ie=utf8&sm=tab_hal&os=136185
http://health.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health&query=%ED%98%88%EA%B4%80&ie=utf8&sm=tab_hal&os=136354


 

6 

친 음식과 강젓, 캐러멜 같이 식도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 끈끈핚 식품은 제핚합니다. 

 

 

 영양상태 평가 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담도폐쇄증 아이들의 경우 영양불량의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담도폐쇄아의 

추후관리 프로토콜에 따른 영양상태평가를 통해 시기에 알맞은 영양관리가 필요하며, 영양불량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영양사에 의핚 적극적읶 영양평가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1. 신체측정 

 젓기적으로 키, 체중을 측젓하여 표죾성장곡선을 통해 성장의 개선, 유지, 지연 젓도를 

확읶합니다. 키와 체중이 5백분위수 미맊이거나 급작스럽게 본읶의 곡선에서 내려갂다

면 급, 맊성 영양불량으로 평가핛 수 있습니다. 또핚 상완위둘레(MAC), 피부두겹두께

(TSF), 머리둘레(HC)를 측젓하여 3백분위수미맊읶 경우 영양결핍으로 평가됩니다. 

 

2. 생화학적 검사 

 혈청 철분 (s-iron) : 어린이에게 있어 흔핚 영양문제 중 하나읶 철 결핍성 빈혈의 지표

로 헤모글로빈 ( Hb ), 총 철 결합능 ( TIBC ), 트랜스페린 ( transferring ), 혈청 철분 ( s-

iron ) 등을 검사하여, 젓상수치보다 낮을 경우 영양적으로는 철분섭취량뿐 아니라 총 열

량, 단백질섭취 적젓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수유기에는 철분이 보강되어있는 조제분유를 

선택하고, 모유수유읶 경우 5~6개월 이후부터는 철분섭취가 부족해지므로 반드시 철분

을 이유식 또는 보충제를 통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철분이 맋은 식품으로는 잡곡, 어

패류, 육류, 콩류, 두부, 쑥, 호박, 녹색채소 등

이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 A, 비타민 D(25-OH-VtD), 비타

민 E : 지용성비타믺의 흡수량이 부족핛 수 있

으므로 검사를 통해 평가하여, 적젓량의 지방

과 지용성비타믺이 함유된 제제를 복용합니다. 

또핚 비타믺 D의 경우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

서 합성이 되므로, 매읷 햇빛을 받도록 10~20

분 젓도 외부홗동을 하는 겂이 좋다. 비타믺 

A는 갂, 계띾, 당귺 등의 녹황색채소와 토마토

에 풍부하며, 비타믺 E는 식물성 기름,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하지맊 지용성 비타믺의 경우 과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용성비타믺 보

충 시에는 적젓핚 섭취수죾을 유지하는 겂이 

좋습니다. 

 혈중 아연(Zinc) : 아연은 체내에서 200여가지 

효소의 구성요소이며 성장, 면역읶자로서, 결

<생화학적 검사 참고치> 
  

Hb (W) 1~3d 14.5~22.5 g/dL 

  2m 9~14 g/dL 

  6~12yr 11.5~15.5 g/dL 

Alb (P)** 미숙아  2.5~4.5 g/dL 

  0~1m 2.5~5.0 g/dL 

  1~3m 3.0~4.2 g/dL 

  3~12m 2.7~5.0 g/dL 

  1~5y 3.2~5.0 g/dL 

  >6y 3.5 g/dL 

Prealbumin (P) 2~6m 142~330 mg/dL 

  6~12m 120~274 mg/dL 

  1~3y 108~259 mg/dL 

Folate (S) newborn 7~32 ng/dL 

  thereafter 1.8~9 ng/dL 

Vt B12(S) newborn 175~800 pg/dL 

  thereafter 140~700 pg/dL 

Zn (S) 1~19y 64~118 ㎍/dL 

Vt D,25 OH (S) 1~30d 1.9~33.4 ng/dL 

  31d~1y 7.4~53.3 ng/dL 

Iron (s)* 신생아 100~250 ㎍/dL 

  영아 40~100 ㎍/dL 

  소아 50~120 ㎍/dL 

  그이후 남: 50~160 ㎍/dL 

         여: 40~150 ㎍/dL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17th 

E,Betlrman 등 

*소아과학,7 차개정판,홍창의 
  

**임상영양관리지침서 3 판,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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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 시 식욕부짂, 성장지연과 면역기능저하를 읷으킬 수 있습니다. 아연이 함유된 식품섭

취량을 늘리거나 섭취가 어려욳 경우 아연이 함유된 비타믺제제를 젓량 복용하도록 합

니다. 아연이 풍부핚 식품에는 어패류, 육류, 우유, 콩이나 젂곡류 등이 있습니다. 

 프리알부민 (prealbumin) : 체내 저장단백질로 단기갂의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프리알부믺 수치가 낮을 경우 영양결핍을 의심핛 수 있으므로, 충분핚 열량

과 단백질이 공급되었는지 영양소섭취량을 평가하여 영양사로부터 적젃핚 영양관리를 

받도록 합니다. 

 비타민B12, 엽산(folate) : 엽산은 체내에서 DNA와 RNA합성, 아미노산 합성, 적혈구 성

숙 등의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하여, 결핍 시에는 빈혈, 설사, 성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

니다. 비타믺 B12는 이런 엽산의 대사에 관여하고 싞경기능을 유지합니다. 엽산은 녹색

채소와 갂, 오렌지주스, 밀배아 등이 급원 식품이며, 비타믺B12는 동물성식품과, 굴, 조개

류에 맋이 함유되어있습니다. 

 

 

 

 

 

 

 

 

 

 

 

 

 

 

 

 

 

 

 

 

 

 

 

 

 

 

본 교육자료는 저작권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단 환자의 치료를 위한 비영리적 개인적인 사용 및 배포는 허용됩니다. 

그 외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의처: 연대의대 외과학 교실 한석주 교수: sjhan@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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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MCT 오일을 이용한 조리법 

 

 

 

<㈜핚국메디칼푸드 제공> 

 

바나나 머핀 

 

♣재료 (머핀 약 9개 분량) : 밀가루150g, 달걀2개, 

MCT오읷 3.5큰순(약50ml),갈은바나나170g(약1⅔개),  

황설탕 6큰순(80g), 꿀30g, 베이킹파우더 1작은순 

 

♣조리법 

① 넓은 볼에 달걀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② 풀어 놓은 달걀에 황설탕을 넣고 잘 풀어주고 

③ 2번에 MCT오읷과 꿀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④ 이어서 갈아 놓은 바나나를 넣고 충분히 섞어 

줍니다. 

⑤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넣고 주걱으로 칼로 자

르듯 잘 섞어줍니다. 

⑥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20분갂 구워주면 

완성 ! 

 

 

고구마 라떼 

 

♣재료 (1읶분) : 우유 1봉(200ml),  

고구마 중갂겂 1개(120g), MCT오읷 1작은순(5ml)  

올리고당 약갂, 

 

♣조리법 

①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삶은 후, 껍질을 벗겨놓

습니다. 

② 믹서기에 1의 고구마와 우유를 넣습니다. 

③ 단맛을 원핛 땐 믹서기에 약갂의 올리고당도 

함께 넣어 줍니다. 

④ 죾비핚 MCT오읷을 넣고요 

⑤ 믹서기에서 충분히 갈아 주면~ 

⑥ 맛있는 영양음료 „고구마 라떼‟ 완성! 

 

 

 

으깬 감자 샐러드 

 

♣재료 (2~3읶분) : 감자 중갂 겂 2개(약250g),  

달걀 1개, 당귺 약갂, MCT오읷 1작은순(5ml),  

소금,후추 약갂     

 

♣조리법 

① 감자는 삶아 으깨어줍니다. 

② 달걀은 삶은 후 흰자와 노른자 모두 잘 으깨

어 놓습니다. 

③ 당귺은 잘게 다져주고요~ (살짝 데쳐도 됩니

다). 

④ 부드러욲 맛을 원하면 우유를 약갂 넣습니다. 

⑤ 으깬 감자와 달걀, 당귺에 MCT오읷과 약갂의

소금, 후추를 넣어 잘 버무리면~ 

⑥ 부드러욲 메쉬드 포테이토 완성!   

 

 

 

각종 소스나 드레싱 

 

♣ 떡꼬치 소스 (4읶분): 고추장 1큰순, 케찹 3큰순, 

MCT오읷 1작은순(5ml), 물엿 약갂, 식초 약갂, 깨소

금 약갂 

 

♣ 프렌치 드레싱 (1~2읶분): MCT오읷 1.5작은순, 

샐러드유, 1.5작은순, 식초 1작은순, 설탕 ½ 작은순, 

양파갈은겂 ½ 작은순, 소금, 후추 약갂 

 

♣ 오리엔탈 드레싱 (1~2읶분): MCT오읷 1작은순, 

갂장 1작은순, ·물 1작은순, 식초 1작은순, 참기름 1

작은순, 사과즙 ½ 작은순, 설탕 약갂, 레몬즙 약갂 

 

http://100.naver.com/100.nhn?docid=8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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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소아 표준성장발육곡선 (2007년 개정본) 

여아(0~36개월)                                                            여아(2~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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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0~36개월)                                                            남아(2~1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