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부진아의 식이 요법
적절한 영양공급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왜인(倭人)이라 불렀다.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작아 붙여진 별
명이었는데 우리는 6.25 동란을 겪게 되어 제대로 못 먹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경제
의 호황으로 말미암아 국민 전체의 영양이 좋아지면서 우리들 청소년보다 평균 신장
이 앞서버렸다.
이렇듯 제대로 된 식사야말로 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키를 자라게 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큰집을 지으려면 철근도 많이 필요하고 벽돌이나 나무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마찬
가지로 잘 먹어야 키가 클 수 있는 재료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인 셈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비만으로 연결되고 비만
이 되면 조숙해지는 경향이 있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오히려 키가 자라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잘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어야 키가 클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최근에 날씬
해지려는 욕구가 강해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로 인해 성장, 성숙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표 참조)
단백질 식품과 칼슘 식품은 사람의 체내에서 혈액, 근육, 뼈 등의 조직을 만드는 작
용을 한다.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품군을 합하여
구성식품이라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질과
비타민 식품군은 체내의 조절기능 때문에 조절식품이라 한다. 우리의 몸속에 흡수되
어 근육, 뼈를 만들어 몸을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음식들을
우리는 키가 크는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체온을 조절하고 사람이 활동하는데 에너지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당질식품(탄수화
물)과 지방 식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식품으
로 분류된다. 이러한 에너지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쓰고 남은 에너지가 지
방으로 몸에 축적되어 살이 찌게 된다. 그러므로 에너지 식품만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일어나게 된다. 몰론 에너지 식품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
그렇지만 키가 크는 성장기 청소년들은 구성식품과 조절식품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
며 에너지 식품만을 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한 끼의 식사로 빵, 햄버거, 콜
라, 피자, 라면 같은 것은 많이 먹게 되면 영양 공급은 부족하면서도 에너지는 오히
려 남아 비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부진아인 경우 우유(500∼1000cc), 육류, 생선 등 동물성 식품을 많이
공급하여야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미량원소와 더불어 동물성 식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소, 특히 시금치와 당근을 충분히 먹이며 귤이나 레몬을 하루 2개 이
상 먹이는 것이 좋다.

비만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에너지 식품
을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밥이나 빵, 국
수 등을 덜 먹이고
간식도 억제해 가면
서 구성식품이나 조
절식품을 충분히 섭
취토록 해야지 비만
때문에 안 먹이다가
는 키마저 안 큰다
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하는 청소
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유의 락
토즈를 분해하는 효
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청소년은

유제품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육류섭취를 통해 단백질 흡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학을 하는 무기질과
비타민 식품군은 체내의 조절기능 때문에 조절식품이라고 한다. 우리의 몸속에 흡수
되어 근육, 뼈를 만들어 몸을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음식들
을 우리는 키가 크는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