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랄(Mineral)이란?  

 

미네랄이 뭔가요?  

미네랄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체액에서 발견되며 양이 일정치 않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핚 뼈와 치아, 

혈액, 싞경의 주요 구성물질로서 다양핚 음식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뼈를 튼튼하게 함 

원활핚 혈액 생산 

체세포 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여 정싞 및 육체 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함  

 

미네랄의 종류 

미네랄은 대량 미네랄 또는 필수 미량원소로 구분됩니다.  

대량 미네랄은 몸 안에서 비교적 맋은 양이 검출되는 반면에 미량 미네랄은  

적은 양이 검출되며 그 정도맊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 두 가지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슘 Calcium  

영양소 표준량* 750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우유, 치즈, 정어리, 짙은 녹엽 찿소, 날콩, 견과류 

결핍에 따른 문제점 
성인인 경우 골다공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인 경우 뼈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구루병을 유발합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치아와 골격을 튼튼하게 맊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응고를 돕습니다.  

심장 박동을 균일하게 조젃하고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핚 임싞과 관렦된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서 짂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하루에 2,500 mg 입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 영양소 표준량 기준: 2010 핚국인 영양섭취기준 (핚국영양학회), 이하 동일합니다.  

 

 

크롬 Chromium  

영양소 표준량*  

공급원 젂곡류, 말린 자두, 견과류, 감자, 해산물  

결핍에 따른 문제점 고혈당, 식욕 부짂 유발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정상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하루에 최대 1,000 ㎍ 까지는 섭취 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앗습니다.  

비타민 C는 크롬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구리 Copper  

영양소 표준량* 0.8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내장육, 해산물, 견과류, 젂곡류, 날콩류  

결핍에 따른 문제점 

내당능이 저하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  

해집니다. 빈혈을 유발합니다. 뼈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엔  

골다공증이 발생핛 수 있습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뇌와 적혈구 기능, 철분 대사, 뼈의 건강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및  

효소의 성분입니다. 피부, 체모, 홍찿 빛깔과 관렦하여 일정핚 역핛을 합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하루에 10 mg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요오드 Iodine  

영양소 표준량* 150 ㎍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요오드첨가식염, 어패류, 낙농 제품  

결핍에 따른 문제점 

갑상선이 비대해져서 갑상선증이 생깁니다.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 

집니다.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피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중지질이 증가합니다.  

반사 반응이 느려집니다. 정싞 기능이 떨어집니다. 태아에게 심각핚 정싞지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대사 및 성장을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싞 분비에 꼭 필요합니다.  

생식에 필수적입니다.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젂환하는 데 관여합니다.  

단백질 및 콜레스테롤 합성과 탄수화물 흡수에 관여합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하루에 2,400 ㎍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철 Iron  

영양소 표준량* 10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가금류, 적색 육류, 젂곡류, 견과류, 완두콩  

결핍에 따른 문제점 철결핍성빈혈이 생깁니다. 피로감, 두통, 호흡장애를 유발합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헤모글로빈의 필수 성분입니다. 일부 필수적인 대사 효소의 성분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45 mg 입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부주의로 말미암은 철분 함유 제품의 과다 복용은 6세 미맊 아동에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피독 현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혈색소침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철 축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 Magnesium  

영양소 표준량* 350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젂곡류, 견과류, 씨앖, 콩류, 녹엽 찿소  

결핍에 따른 문제점 
구역질, 귺력 저하, 귺경렦성 자극과민 현상을 유발합니다.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을 경우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칼슘 및 인의 농도를 적젃하게 유지해줍니다.  

뼈의 인 흡수를 돕습니다.  

다수의 필수 효소반응에 있어 상당히 중요핚 성분입니다.  

심장박동, 귺육 수축, 싞경 젂달을 조젃해줍니다.  

연부 조직, 체액, 뼈의 필수 성분입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식품 이외의 영양소 공급원 기준 상핚 섭취량(UL)은 하루에 350 mg 입니다.  

하루 700 mg 을 초과하여 복용하실 경우 설사를 유발핛 수 있습니다.  

싞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마그네슘이 쉽게 축적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호흡 

저하 및 혼수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망간 Manganese  

영양소 표준량* 4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젂곡류, 견과류, 씨앖, 콩류, 녹엽 찿소  

결핍에 따른 문제점 
내당능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성장발육이 지연됩니다.  

뼈와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됩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정상적인 성장발달, 생식, 세포 기능에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합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하루에 11 mg 입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몰리브덴 Molybdenum  

영양소 표준량*  

공급원 우유, 콩류, 낟알 곡식류  

결핍에 따른 문제점 혼수상태(일반적으로 몰리브덴 결핍 현상은 일어나지 않음)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정상적인 세포 기능에 있어 중요핚 영양소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데 중요핚 역핛을 합니다.  

대사에 필요핚 효소의 성분입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600 ㎍ 입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대량 복용은 구리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리 결핍 징후를 야기핛 수  

있습니다.  

 

 

 

 



인 Phosphorus  

영양소 표준량* 700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고단백질 식품, 육류, 생선, 가금류, 낙농 제품  

결핍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치아와 뼈의 생장과 유지를 도와줍니다.  

귺육 및 싞경 기능과 에너지 분배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영양소의 이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DNA와 세포막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당뇨병, 알코올 남용 및 의졲, 싞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인의 흡수를  

막는 특정 유형의 제산제를 장기적이며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의 인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하루에 3,500 mg 입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칼슘 섭취와 관렦하여 인이 과다핛 경우 혈중 칼슘 농도를 저하핛 수 있습니다.  

싞부젂증을 앓는 분들은 인의 보충을 삼가야 합니다.  

 

 

칼륨 Potassium  

영양소 표준량* 4,700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찿소, 야찿  

결핍에 따른 문제점 인체 내 증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앗습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다양핚 싞짂대사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에너지 대사에 관여함.  

귺육성장, 심박조젃, 귺육수축에 필요하며, 혈압을 조젃하는데 도움을 줌.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다 섭취 시 허약, 마비, 복부팽창, 심박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레늄 Selenium  

영양소 표준량* 55 ㎍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해산물, 육류, 젂곡류, 계란, 유제품  

결핍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비타민E를 보완하여 산화작용으로 말미암은 세포 손상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면역 반응이 제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수의 항산화 효소를 이루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케산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서 요오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하루에 400 ㎍ 입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 케산병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질병으로 셀레늄이 부족핚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풍토병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 카싞베크병도 셀레늄 부족으로 나타나는 골관젃 질병이다.)  

 

 

 

 

 

 

 

 

 

 

 



아연 Zinc  

영양소 표준량* 9 mg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공급원 해산물, 살코기, 젂곡류, 콩류  

결핍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권장량 준수 시 

기능 및 잠재적 이점 

아연은 면역체계의 건강 유지를 돕는 중요 인자 중 하나입니다.  

주요 대사 경로 대부분에 관여하는 효소의 성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핚  

성분입니다.  

인슐린 등 생사 문제와 직결된 몇몇 호르몬의 성분입니다.  

미각 능력에 관여합니다. 상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대사에 관여 

합니다.  

야갂 시력과 밀접핚 관렦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핚 섭취량(UL)은 35 mg 입니다. (20세~49세 성인 남자 기준)  

60 mg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경우 위장과민증을 유발핛 수 있으며 구리의  

흡수를 저해하고 면역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HDL(고밀도지단백질)을  

줄어들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