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vette Sheehy, 수유 전문의 

전화: 02 9926 5317 

이메일: Ysheehy@nsccahs.health.nsw.gov.au 

Northern Sydney Local Health  Network 
Division of Women, Children’s and Family Health 

Royal North Shore Hospital 
St Leonards NSW 2065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Royal North Shore Hospital  

Newborn Care Centre 

전화: 02 9926 5317 

• Mothersafe Medications In  

Pregnancy and Lactation Helpline 

전화: 1800 020 653 (무료)  

• 웹사이트: http://www.health.gov.au/ 

inter net/main/publishing.nsf/ 

Content/recall-soymilk 

• 이메일: OzFoodNet@health.gov.au  

 

신생아 요오드 섭취 

요오드 섭취가 신생아들에게 필요한가? 

 모유수유 신생아의 경우 별도로 요오드를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섭취하는 국에 과다한 요오드가 

함유된 경우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부의 경우 갑상선 기능 부전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아기에 대해 

혈액검사가 실시되며 추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역국을 섭취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미역국의 섭취를 중단합니다. 

2.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역국에 포함된 요오드의 양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3. 이 안내문과 미역국을 가지고 지역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 

가십시오.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들에 대한  

경고 
 

해초국 

Miyeok Guk       미역국 출판일: 2011년 3월 



요오드  

요오드란?  

요오드는 제한된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필수 미량 요소입니다. 

요오드가 하는 일은?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성장과 에너지  

사용을 조절합니다. 

요오드 필요량은?  
임산부: 하루 220μg  

수유부: 하루 270μg  

요오드는 어디에서 섭취하는가?  
주로 해산물에서 섭취하며 한  

티스푼의 요오드 소금에서 150μg의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100g의 해산물에서 약 60μg의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경고:       미역국에 함유된 높은 수치의 요오드 

임신기와 수유기의 요오드 

임신기와 수유기에 추가로 요오드  

섭취가 필요한가?                            

식생활을 통해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표시에서  

요오드 함량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에는?                    
임신기와 수유기에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자신과 아기에게 심각한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역국 

미역국 섭취가 모유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가?  

미역국 섭취가 모유량을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와 할머니도 미역국을 

먹었고 미역국을 먹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미역국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은  

다양하며 생미역으로 끓인 전통적인  

미역국의 경우 요오드 함량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은 경우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고! 

미역국에는 요오드가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조 미역으로 국을 끓일 경우,  

미역 100gm당 9000μg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3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