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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understand how individuals reflect on the frequency and quantity of foods that 
they consume. Participants selected 5 males and 15 females aged 30 years or older were first interviewed on the fre-
quency of their food consumption. Then based on this data, they were given a cognitive interview using the method of 
verbal proving. The individual cognitiv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consent while being conducted after complete 
approval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 Review Board. The recorded material was evaluated using a 
thematic analysis after transcribing them into text. By analyzing stages of reflection, the major barriers to make the 
device difficult are revealed: 1) More difficulty in remembering events over the course of a full year due to diversi-
fication in the types of food that people consume 2) difficulty calculating the average for seasonal foods 3) difficulty 
estimating the amount of consumption from the photos presented 4) difficulty estimating amount of consumption from 
the quantity presented 5) difficulty processing foods that people think are healthy and foods are unhealthy simultan-
eously 6) difficulty having to consider foods where target food goes in as an ingredient; 7) difficulties arising from 
having to increase frequency when the amount consumed is higher than the quantity that is presented 8) difficulty 
having to combine the frequency and quantity of each food item when numerous foods are clustered into one category.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less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cooking, the more diverse their eating habits were, and 
the more they tried to adhere to rules of filling out the questionnaire, the more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come up with 
an answer to the question being asked. It therefore seems necessary to construct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hat is 
attentive to thes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recall stages. (Korean J Nutr 2007; 40(6): 566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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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식사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역학적 연구가 만성질환의 원인을 밝

힐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다.1-3) 그리고 이

러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식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주로 사용하는 식사조사방법이 식품섭취빈도 조사법 (Fo-
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이다. 이는 일련의 

식품 목록, 섭취빈도, 섭취분량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개인이 주요 상용 식품들을 얼마나 자주 섭

취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장기간에 걸친 

평상시 식사에 대한 정보를 한 번의 조사로 얻을 수 있다.4,5) 

그런데 FFQ는 목록에 대한 조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식사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5,6) 따라서, 실제섭취량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

는가에 대한 타당도 연구 (validation)가 반드시 실시되어

야 한다.4) 그러나 최근, 타당도 연구를 거친 FFQ도 실제 식

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많은 연구보

고들이 있다. FFQ와 24시간 회상법 (24 Hour Recall, 

HR)을 함께 조사한 코호트 (대규모 역학)연구인 OPEN stu-
dy (Observing Protein and Energy Nutrition Study)에서, 

FFQ가 연구 참여자의 실제 식사 패턴이나 그 섭취량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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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FFQ를 이용한 조사에서 추정되는 

질병의 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RR)가 크게 약화되어 

역학연구에서 보고되는 식사-질병 간의 관련성을 찾지 못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7-9) 또한 European Prospec-
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and Nutrition (EPIC) 코

호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self-reporting methodolo-
gy) FFQ는 과거의 섭취량을 정확하게 회상하는 것을 어

렵게 하고, 이미 연구 참여자들이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

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보

고할 때는 실제보다 적게 먹었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관찰하

였다. 이러한 식품 혹은 영양소 섭취량 조사가 측정오차 때

문에 인구 집단 내에서 식이요인과 암 발생간의 연관성을 찾

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0,11) 

이러한 이유로 근래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지 이

론 (cognitive theory)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

이 섭취한 빈도나 분량을 어떻게 회상하는가에 대한 인지

연구 (cognitive study)가 이루어지고 있다.12-15) 인지연구

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지 면접 접근법은 1980년대에 조사 질

문지 (survey questionnaires)의 응답 오류 (response er-
ror)의 원인을 조사하고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한 바

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조사 방법론자와 심리학자에 

의해 개발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

으로 영양학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16) 이러한 연

구들은 좀 더 정확하게 실제 섭취량을 보고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는 다른 식사조사방법과 FFQ를 양적으로 비교하는 

타당도 연구와 달리, 어떠한 회상의 단계를 거쳐서 응답하

게 되었는가를 질적 인터뷰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현재 이

용하고 있는 FFQ가 어떤 점에서 부정확한가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자

신의 섭취빈도와 분량을 회상할 수 있도록 조사지를 구성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낵, 빵, 샐러드, 패스트푸드, 수프, 우유, 커피, 주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가 좀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가를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한 연

구에서는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질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FFQ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2) 이 연구에서

는 88가지의 식품목록과 각 식품에 대한 빈도와 분량을 표

시하도록 되어 있는 일일 식품 보고서 (Daily Food Report)

를 한 달 동안 매일 작성하게 하고, 그 뒤 지난 한달 간에 대

해서 두 종류의 FFQ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서 통계분석을 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회상하였는가를 평가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식품들 (예: 

도넛, 케이크, 쿠키, 그리고 패스트리)에 대해서 여러 개로 나

누어 질문하는 것 (예: 네 가지 식품에 대해 따로따로 질문

하는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묻는 것 (예: 묶어서 질문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모든 식

품에 대해서 그룹화 하여 하나의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가 

따로따로 질문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과소보고 (underrepor-
ting)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식품의 서로 

다른 형태 (예: 우유 vs. skim, 2%, whole milk)에 대해서

는 하나의 식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였다. 또

한 Subar 등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회상의 단계로 

FFQ에 응답하게 되었는가를 인지 면접 (cognitive intervi-
ewing)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가 회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을 찾아내었다.13) 

연구 참여자들은 빈도와 분량을 함께 고려하고, 여러 식품

이 한 항목에 있는 질문과 특정 계절에만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회상의 정확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

였다. 그리고 Matt 등의 연구에서도 인지 면접 (cognitive 

interviewing)을 이용하여 FFQ의 응답 과정을 조사한 결

과, 회상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을 찾을 수 있었다.15) 즉, 중

간 분량의 의미를 추정하는 것, 그룹화 되어 있는 식품들

의 빈도를 판단하는 것, 연구 참여자들이 섭취했지만 목록

에 없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 (grits, pita bread)

의 등장이 연구 참여자의 FFQ 응답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인지 이론에 근거한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인지이론에 근거한 연

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섭취빈도와 분량을 어떻게 회

상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FFQ가 

실제 섭취량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지를 개발하는 초

석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FFQ로 식이조사를 실시하고, 인지면접 (cognitive intervi-
ewing)을 이용하여 FFQ응답 경험과 회상 과정을 들어봄

으로써, FFQ에 응답할 때 어떠한 회상 단계를 거쳐서 응

답하는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을 어렵게 하는 

질문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FFQ 응답 과정에 대한 인

지 면접을 통하여 FFQ 질문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자 하는 질적 연구이며, 2006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0611/001~00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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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30세 

이상의 성인 20명으로 남자 5명 (30대 2명, 40대 1명, 50

대 1명, 60대 1명), 여자 15명 (30대 2명, 40대 11명, 50

대 2명)이었다. 이들 중 11명은 사무 종사자이며, 8명은 판

매 종사자, 1명은 단순노무 종사자이다. 아래의 (Table 1)

은 각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성별, 나이,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정보이다. 남성의 경우는 모두 조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보통 사먹거나 어머니 또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모두 직접 조리에 관여하고 있

었으며,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다.  
 

FFQ와 인지면접 조사지  
FFQ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국가 

단위의 대규모 역학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지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인지면접 조사지는 조사응답과정 모델에 근

거하여 구성하였다.17) 면접 방법은 인지 면접 방법 중 건강 

관련 연구 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말에 의한 탐색 (ver-
bal probing)’을 이용하였다.18) 이는 인지 연구자 (cogni-
tive researchers) 사이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질

문에 응답한 과정에 대해서 조사자와 연구 참여자가 끊임

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회상의 단계를 유추해내는 

방법이다. 인지 면접 조사 질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작성요령의 이해 

  - 작성요령이 충분히 이해되었는가?  

-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질문지 구성 상의 이해 

- 자신이 섭취하는데 빠진 항목이 있는가? 

- 제시 분량과 관련한 사진 또는 표현이 이해되었는가? 

3) 관련 정보의 기억 검색 

 - 어떤 과정으로 섭취 빈도와 분량을 회상하였는가?  

- 빈도 조사지에 있는 양 (대, 중, 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거나 적게 섭취하였을 때 빈도를 어떤 단

계를 거쳐 회상하였는가?  

- 서로 다른 조리법으로 섭취하였을 때 이를 섭취량

이나 섭취빈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회상하였는가? 

- 여러 가지 음식이 한 항목에 있을 때 어떠한 방식

으로 회상하였는가를 따로따로 조사해서 확인 

4) 응답 과정 

- 회상한 내용을 질문지의 카테고리에 맞게 재구성

하여 답할 수 있는가? 

-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료 수집 및 전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30세 이

상의 성인 20명을 모집공고문을 이용하여 모집하고, 면접

장소로 올 때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사조사, 인지 면접 소요 

시간에 대해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식품섭취조사 및 면담은 

2006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연구담당자와 한 명의 연구

보조원이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장소 (서울대학교 13동 416

호 관능평가 시험실)에서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작성요령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바탕

으로 면접에 의한 FFQ에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의 난이도

는 조사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FFQ에 응답하는 조사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뒤, 이를 

바탕으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인지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때 연구담당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연

구보조원은 연구담당자와 참여자와의 면담을 듣고 기억하여 

추후 연구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질문은 식품섭취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같은 상위

범주에 대한 질문에서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는 분석 시 연구담당자의 임의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respondents 

Respondents Gender Age Occupation Respondents Gender Age Occupation

A Male 31 Clerical K Female 43 Sales 

B Male 33 Clerical L Female 44 Clerical 

C Male 47 Clerical M Female 44 Sales 

D Male 53 Clerical N Female 46 Sales 

E Male 64 Guard O Female 47 Sales 

F Female 34 Clerical P Female 48 Sales 

G Female 36 Clerical Q Female 49 Sales 

H Female 41 Clerical R Female 49 Sales 

I Female 41 Sales S Female 53 Clerical 

J Female 42 Clerical T Female 55 Cle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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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체적인 예를 들 것을 요구하였고, 예/아니오 와 같은 답

변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설명이나 답변에 대한 이유를 질문

하여 가능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자료는 MP3로 녹음하여 컴퓨터 파일로 재생시켜 연

구보조원들과 함께 필사하였다. 여러 번 듣고 빠진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전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에 필요

한 비언어적인 표현도 함께 필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이 녹음과 함께 진행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녹음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녹음을 거

절한 참여자는 없었다. 필사본은 연구자만 아는 공간에 따

로 잘 보관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약속하

였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 동의서를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준 

뒤 서명을 받고, 참여자와 연구자가 각 1부씩 보관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지 면접 자료가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

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분석의 틀이 정립되어 

있으면서 대부분의 면접 자료 (narrative data)에 유동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주제별 내용 분석 (Thematic analysis) 방

법을 이용하였다.19) 면접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주된 관

심은 조사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회상의 단계를 거쳐 응답하

게 되었는가와 이를 통한 FFQ의 문제점 및 개선점의 탐색

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메시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주제를 도출해내고, 관련 있는 주제들끼리 차원으로 묶

는 방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 
질적 연구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20) 모든 면담을 녹음하여 이를 필

사하였으며, 면담 시 참여자의 반응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메모와 노트를 작성하여 참여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 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줌으

로써 피드백을 거쳤다. 

 

결     과 
 

조사 참여자의 FFQ 응답 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식사조사 응답경험에 대한 인지면담 내용을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참여자가 어

떠한 회상 단계를 거쳐 섭취 분량과 빈도를 회상해 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상을 어렵게 하는 구성상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응답소요시간 측정  
다음의 Table 2는 연구 참여자의 FFQ 응답소요시간 (단

위: 분)에 대한 것이다.  

FFQ를 응답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9분에서 최대 

68분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소요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

음과 같다. 

- 조리에 참여하는 정도 

- 작성요령을 준수하는 정도 

- 식사의 다양성 

조리에 참여하는 경우 응답을 비교적 쉽게 하였다. 조사

지의 대부분이 식품의 형태를 묻고 있어 음식의 형태로만 

섭취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섭취한 음식을 식품으로 환

원하여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간단하게 생각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 응답시간이 짧았다. 섭취분량을 

단순히 대/중/소로 생각한다거나 최근 섭취한 3개월 정도

만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응답시간이 매

우 빨랐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인지면접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식사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 즉, 육류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먹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소요시간이 짧게 

측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회상 과정 
한 가지 식품이나 음식에 대해 빈도와 섭취량을 회상하는 

Table 2. Time required to finish FFQ (min) of the respondents

Respondents Time Respondents Time Respondents Time Respondents Time 

A 18 F 20 K 21 P 41 
B 56 G 25 L 24 Q 35 
C 24 H 22 M 32 R 29 
D 19 I 19 N 20 S 34 
E 68 J 31 O 29 T 45 

Mean: 30.6, SD: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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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크게 3단계로-단계 1) 빈도 회상; 단계 2) 섭취량 회

상; 단계 3) 섭취량을 기준으로 빈도 조정-이루어진다. 각 

단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빈도 회상 단계 

빈도를 회상하는 매개체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지만, 모든 조사 참여자들이 빈도를 회상할 때 

관련 사건을 먼저 회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즉, 

모든 조사 참여자들이 관련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얼

마나 자주 일어났는가를 회상했다. 예컨대 남성의 경우, 삼

겹살의 섭취빈도를 생각해 낼 때 직장에서의 회식이나 친구

와의 술자리를 회상하는 것을 매개로 삼겹살의 섭취빈도를 

떠올렸고, 여성의 경우는 본인이 장을 몇 번 볼 때마다 삼

겹살을 사게 되는지, 또는 아이들에게 몇 번씩 요리로 만

들어 주었는가를 통해 빈도를 회상하였다.  
 

단계 2. 섭취량 회상 단계 

빈도를 회상할 때 매개가 되었던 사건들 중에서 대표사

건을 떠올린 뒤, 그 때 자신이 섭취한 분량이 얼마나 되었는

가를 기억해 냈다. 즉, 회식자리를 떠올렸던 조사 참여자는 

그 때 술을 몇 잔정도 먹고, 그 때마다 삼겹살을 얼마큼씩 먹

었는지, 또는 한 테이블에 몇 인분을 시키고, 그 중에 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서 응답하였다. 가정에서 자

신이 요리하는 것을 매개로 기억해내는 경우는 장을 볼 때 

사게 되는 양에서 가족 수를 고려하여 자신의 섭취량을 추

정하였다.  
 

단계 3. 섭취량과 조사지의 제시 분량과의 비교 단계 

매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섭취 빈도와 분량을 생각한 뒤, 

조사지에 제시된 분량과 자신의 평균섭취량을 비교하는 과

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5명의 조사 참여자들

이 제한된 항목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즉,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섭취량이 제시분량과 비교하여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계 2에서 끝냈다. 그

러나 작성요령에 따르면, 제시된 3가지 분량 가운데, 자신

이 섭취한 분량이 가장 많게 제시된 분량보다 많으면, 빈도

를 높이고, 반대로 가장 적게 제시된 분량보다 낮으면 빈도

를 낮추어야 한다.  
 

응답하면서 어렵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낀 FFQ 구성의 문제점 
 

장기간 회상의 어려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1년 동안의 평균 빈도와 분량

을 회상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이는 앞에서 언급

한 조사조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

타났지만, 대체로 1년을 회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

다. 장기간 회상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계절마다 

식사가 달라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4계절이 뚜렷하고 매 

계절마다 식사의 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을 회상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은 어른도 외국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겨우니까 매번 새로운 거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생각하기는 어렵죠.-A 

일 년 동안 먹은 거를 생각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대충 그 정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어림짐작해서 작성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하다고는 ……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B 

그러니까 1년 보다는 3개월이 좋겠어, 6개월도 좋고. 그 정도는 

생각하기 쉬운데, 1년은 좀 힘들지, 계절마다 먹는 것도 다르고,-C 
 

계절 식품 평균 내기의 어려움 

특정 기간에만 먹는 음식을 1년으로 평균 내야 하는 것

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질문지의 응답 요령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아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

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과일의 경우는 과일마다 섭취하

는 특정 기간을 생각하고 그 기간 내에서의 빈도를 생각해

내야 하는 반면, 과일을 제외한 식품들은 특정 기간에 섭취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한다. 

단위가 이렇게 1년을 생각해서 해야 할 때가 있고, 먹는 계절만 

생각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매일 먹는 김치 같은 것도 있고, 이

런 것들은 빨리빨리 구분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Q 

요즘엔 다 사계절 과일이지, 오히려 부추나 시금치가 철이 있어요. 

맛있는 철이 있거든.-R 
 

제시된 사진을 통한 섭취량 추정의 어려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섭취분량을 결정하는

데 있는 사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어떤 사진은 오

히려 회상을 어렵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모

든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것이 된장사진 (Fig. 1)이다.  

양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 된장국으로 먹지 이렇게 (사진

처럼) 퍼서 먹는 건 아닌데?-M  

된장이라던지 젓갈, 그리고 고추장 같은 것들은 양을 생각하기가 

좀 …… 보통 음식에 섞여 있는 건데, 만드는 사람이나 알지.-B  
 

제시된 분량을 통한 섭취량 추정의 어려움 

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 중 분량에 대한 묘사가 모호 

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야채쌈/야채샐러드 (양배추, 

양상치, 케일, 치커리, 청경채, 브로콜리 등)” 이었으며, 이

항목은 섭취분량이“큰 것 1장/2장/3장” 으로 표시되어 있

다 (Fig. 2). 인지 면접 시“큰 것 1장”을 어떤 크기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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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표시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청경채 같은 거는 그냥 그 한 뿌리를 큰 것 한 장이라 생각했고, 

브로콜리는 작게 자른 것 4~5개가 큰 것 두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N 

브로콜리를 작게 자른 거 7~8개를 한 장이라 생각했죠?-J 

생각 안 해봤는데 …… 생긴 게 서로 다르니까 …… 그냥 난 야

채를 꽤 많이 먹으니까 큰 것 3장이라 했어요.-G 

인지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마다“큰 것 1장”에 대

한 개념이 서로 달랐다. 또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어느 정

도가“큰 것 1장” 인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대/중/소로 

생각하고 표시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작성요령을 제

대로 숙지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질문지의 구성이 그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과 

조리법으로 섭취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가 질문지에 조사되

지 않는 것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몸에 좋은 음

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이 함께 있는 항목에 답할 때 많이 나

타났다.  

빈도를 높여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높이기엔 그래요. 치킨을 이

만큼 먹는 게 아니니까. (프라이드치킨/닭백숙/삼계탕/닭도리탕 항

목에서) 우리는 주로 닭도리탕을 해 먹는데 이런 건 (닭백숙, 닭

도리탕) 프라이드 치킨이랑은 엄연히 다른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기름 범벅인데 이런건 안 먹거든요. 저희는 애들한테 닭백숙이랑 

닭도리탕을 주로 해 주는데 이거할 때도 한 번 삶아서 기름을 버리

고 그 다음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체크할 때 좀 그랬어요. 프라이

드 치킨이랑은 좀 나눠놨으면 모를까,-G 

생선두요. 저는주로 조림으로 해서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튀김으로 먹는 사람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연구자: 앞에 

주로 해 드시는 조리법 답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기는 하는데 ……) 

그래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I 

작성요령에는 언급되었지만 연구참여자가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점 
 

제시되지 않은 음식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제시된 식품에 대해서, 그 식품이 들어있는 관련된 음식

까지 고려해서 섭취빈도와 분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

의 조사 참여자들은 표기되지 않은 음식을 떠 올리지 못했

다. 즉,“삼겹살” 이라는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은 구워먹는 형태만을 회상하였고, 찌개 속에 들어있는 

것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상해내지 못했다. 또“시금

치 (시금치 나물, 국 등)” 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금치 

나물이나 국을 통한 시금치 섭취뿐 아니라, 김밥이나 비빔

밥 속의 시금치까지 고려해야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은 시금치 나물과 국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아니요, 그런 건 생각 못했는데요. 그냥 써 있는 것에 대해서만 

했어요?-B 

김밥 속 시금치.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김밥도 많이 먹고 

비빔밥도 가끔가다 먹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A 

아, 매주 수요일 점심 때 김밥을 시켜 먹거든요. 근데 그 김밥이 

시금치가 되게 많아요. 햄 같은 건 안 들어있고 시금치가 많은데, 

그걸 생각 못했네.-G 
 

섭취분량이 제시분량보다 많을 때 빈도를 높여야 하는 

어려움 

FFQ의 작성요령에“5. 제시된 1회 섭취 분량이 너무 적

은 경우 섭취빈도를 높여서 표시하여 주십시오.” 라고 명

시되어 있고, 모든 연구 참여자가“작성요령이 잘 이해되셨

습니까?” 라는 질문에“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

였다. 그러나 인지 면접을 통한확인과정에서 대부분의 응답

자가 제시분량보다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빈도를 높이지는 않

았다. 단순히 대/중/소로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냥 대/중/소로 생각했어요. 작성요령에서는 읽었는데,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던데 ……-M 

그냥 최고 많은 걸로.-O 

그 생각 (빈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 내 먹는 양이두 

개인데 왜 한 개뿐이 없나 했지.-E 

제시분량을 섭취분량과 비교하여 필요 시 빈도를 높이는 

것은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빈도를 높인다는 개념을 

섭취빈도 

월 주 일 거의 
안먹음 1회 2-3회 1-2회 3-4회 5-6회 1회 2회 3회

1회
섭취

분량

 
 
 
 
 
 
 
 

섭취빈도 

월 주 일 거의 
안먹음 1회 2-3회 1-2회 3-4회 5-6회 1회 2회 3회

1회
섭취

분량

1 2 3

된 장 

Fig. 1. Example of ambiguous photographs: soybean paste so-
up/fermented soybean paste/soybean paste. 

Fig. 2. Example of ambiguous portion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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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여도 적용하지 못하였다.  
 

여러 식품/음식이 한 항목에 있을 때 각각의 빈도와 분량  
취합의 어려움 

여러 식품이나 음식이 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

“야채쌈/야채 샐러드 (양배추, 양상치, 케일, 치커리, 청경채, 

브로콜리 등)” 이나“프라이드치킨/닭백숙/삼계탕/닭도리

탕”), 인지 면접을 통하여 어떠한 단계로 빈도와 분량을 회

상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세부적으로 각 식품에 대한 빈도

와 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처음에 등장한 식품이나 자

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식품, 또는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것 

같은 빈도와 분량을 고려하였다. 또 일부는 여러 개는 다 고

려하지 않더라도 2개 정도를 함께 생각하였는데, 이 경우빈

도를 합하지 않고 분량과 함께 평균을 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뒤, 연구자와 함께 항목 안에 있는 식품이나 음식에 대

해서 하나씩 나누어 각각에 대한 빈도와 분량을 조사하고, 어

떻게 한 것이 실제 자신이 섭취한 빈도와 분량인 것 같은가

를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연구자와 하나씩 나누

어서 생각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아 … 이거같은 경우 (돼지고기구이/볶음/불고기/동그랑땡)는 합

쳐서 했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할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B 

요게 (나중에 한 것) 맞어. 요기서 (동그랑 땡을 고려하지 못한

것) 차이가 나.-E 

그냥 통틀어서 생각했었는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T 

  

고     찰 
 

이 장에서는 면접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문

제점과 그에 대한 보안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의 회상 과정 
연구 참여자의 회상 과정을 살펴본 3단계를 통해 대부분

의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단계 3’을 거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섭취량과 조사지의 제시 분량을 비교하는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FFQ의 과소평가를 유발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응답하면서 어렵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낀 FFQ 구성의 문제점 
 

장기간 회상의 어려움 

면담 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1년 동안의 평균 

빈도와 분량을 회상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면담

을 통해 조사 참여자들은 건강과 웰빙 (well-being, 참살

이)문화에 관심이 생기면서 다양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려

고 노력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년

층 이상이 되면 섭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

에 일 년을 회상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가

정하는 역학연구자들의 생각이 근래에 와서는 맞지 않고 있

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기간이 장기간인가, 단기

간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

다. 즉, 같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건과 경험이 있었

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식사의 다양성은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길게 만들고, 

조사 참여자의 회상에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어려움은 회상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어느 정

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것이 6개월이었다. 실제로 면담결과 많은 연구참여

자들이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을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1년

에 두 번 실시하는 것이 조사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계절 식품 평균 내기의 어려움 

계절 음식의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빈도와 

분량을 계산해야 하는 반면, 계절 과일은 섭취하는 계절이 

얼마간인가를 회상한 뒤, 그 동안의 빈도와 분량을 회상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하였듯이 요즘에는 특

정 과일 제외하면 계절과일이라는 개념이 현재로서는 무의미

한 상황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식품 중에는 특정 계절에 많

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 있었다. 따라서 섭취 기간을 따로 생

각해내게 하는 것은 회상의 단계만 복잡하게 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일 또한 다른 식품처럼 응

답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연구 참여자가 일관된 단계로 

회상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시된 사진/분량을 통한 섭취량 추정의 어려움 

숟가락에 담겨있는 된장사진을 통해 섭취한 된장의 분량

을 추정하라고 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처럼 제시분량과 섭취분량 사이

의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은 어쩌면 제시분량보다 많게 섭취

하고 있더라도 빈도를 높이는 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인지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마다 항목“야채쌈

/야채샐러드 (양배추, 양상치, 케일, 치커리, 청경채, 브로콜

리 등)”에 대한 분량으로 제시된“큰 것 1장”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다. 또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가“큰 것 

1장” 인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대/중/소로 생각하고 표시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해서라기보다, 질문지의 구성이 그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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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식품을 같은 분량으로 

비교하여‘나는 야채쌈을“큰 것 3장” 보다 높으니까 빈도를 

높여야겠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는 아무도 없다.  

코호트 연구의 식사조사에서 중요한 정보는 연구 참여자

들 사이의 섭취량의 차이이다. 즉, 많게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큰 것 1

장”의 의미는 연구 참여자들마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분량

이 매우 달랐다. 즉, 같은“큰 것 1장”에 표시하였다 할지

라도 실제 섭취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경우 단지 연구자의 기준으로 이른바 쌈채소로 묶을 

것이 아니라, 섭취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재분류를 하는 것

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연구 참여자가 느끼기에 프라이드치킨은 닭백숙이나 삼

계탕, 닭도리탕과는 다른 음식이었다. 즉,“기름 범벅”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인 것이다.“월 2, 3회 사진 3 (가

장 많은 분량)”에 표시한 연구 참여자는 인지 면접의 과정

에서 프라이드치킨은 전혀 섭취하지 않고 닭백숙과 닭도리

탕을 월 2, 3회 만들어 먹는데, 실제 섭취량은 “사진 3” 보

다 훨씬 많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빈도를 높이는 개념

을 설명한 후에도 빈도를 높이는 것을 꺼려하였다.“프라이

드치킨을 그렇게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영양지식이 섭취량을 

보고하는 데 있어 결과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을 관찰한 것이다.21) 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문지의 구성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처

럼 자신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평가

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연구자는 이 항목

을 통해, 기름의 섭취량을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응답자

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로 인한 과소응답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건강한 식생활을 반영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해서,‘나는 프라이드치킨이나 생

선튀김은 먹지 않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인한 

망설임을 줄여주는 구성을 해야 한다.  
 

작성요령에는 언급되었지만 연구참여자가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점 
 

제시되지 않은 음식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제시된 식품에 대해서 그 식품이 들어있는 관련된 음식까

지 고려해서 섭취빈도와 분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들은 표기되지 않은 음식을 떠 올리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경우, 캐릭터를 이용하여 조사 항목 옆에 잊지 말

라는 경고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예시 음식을 좀 더 세세하

게 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방법은 

조사소요시간이 길고, 기억력을 사용하는 부담이 커서 쉽

게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사용하여 집중도를 높이

는 작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섭취분량이 제시분량보다 많을 때 빈도를 높여야 하는 

어려움 

제시분량을 섭취분량과 비교하여 필요 시 빈도를 높이는 

과정은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빈도를 높인다는 개념을 

설명하여도 적용하지 못하였다.  

FFQ를 식사조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코호트 연구의 최

종목적이“식사/영양소-만성질병”의 관계 규명에 있다고 할 

때, 60세 이상의 연구 참여자는 이른바 매우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된다. 그러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FFQ는 그러한 

정보를 담을 수 없게 구성되어 있다. 빈도를 높이라는 요구

보다는 분량을 표시하는 항목에“기타”를 만들어 어림짐작

이라도 자기 기입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식품/음식이 한 항목에 있을 때 각각의 빈도와 분량

취합의 어려움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회상단계마다 연구 참여자 스스로 매우 능동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 연구 참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해서 모든 회상의 단계마다 능동적으로 조사에 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질문지 개발자들은 질문

지 응답 시 회상의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연구 참

여자의 부담 (burden)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질문지를 구

성하여야 한다. 회상의 단계가 짧고 부담이 적을수록 좀 더 

정확한 회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모두 응답자가 항목마다 빈

도와 분량을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회상단계가 너무 많

다는 데서 비롯하고, 이는 질문지 구성 자체가 응답자 중심

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FFQ는 구성 면에서 미국의 것

과 흡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FFQ를 개발한 미국보다 훨

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즉, 미

국은 대부분의 식사가 식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

감자, 더운 야채, 스테이크 등) 섭취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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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절마다 섭취하는 식품이 다르고, 식품의 형태를 유지

한 채로 섭취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가장 흔히 접하는 된장

찌개만 해도, 양파, 감자, 호박, 무, 두부 등의 재료를 잘게 

잘라서 함께 섭취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문화와 응답자

의 회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응답자 중심의 FFQ를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3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식품섭취빈도조사에 응답하게 한 뒤, 어떠

한 회상단계를 거쳐 섭취빈도와 분량을 추정하였는가를 말

에 의한 탐색 (verbal probing)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 인

지면접 (cognitive interview)을 실시한 질적 연구이다. 주

제별 내용분석 방법으로 탐색하여, 회상의 단계를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회상을 방해하는 구성상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말에 의한 탐색을 이용한 인지 면접을 주제별로 내용 분석

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회상단계와 응답을 어렵게 하는

FFQ 구성상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식품에 대해 식품과 관련된 매개사건을 통해 섭취빈도와 섭

취분량을 회상하였고, 작성요령에 명시된 섭취빈도와 분량 

조정 단계는 대체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FQ 

구성상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연구 참여자들이 조사하면서 

언급한 어려움과 작성요령에는 언급되었지만 참여자들이 고

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사에 임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주제에는 1)장

기간 회상의 어려움, 2)계절 식품 평균 내기의 어려움, 3) 

제시된 사진을 통한 섭취량 추정의 어려움, 4)제시된 분량

을 통한 섭취량 추정의 어려움, 5)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

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한 항목에서 동시에 처리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작성요령에는 언급되었지만 연구 참

여자들이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으로는 1)제시되지 않은 음

식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2)섭취분량이 제시분량

보다 많을 때 빈도를 높여야 하는 어려움, 3)여러 식품/음식

이 한 항목에 있을 때 빈도를 높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섭취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최소의 회상단계를 거쳐 답

할 수 있게 질문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즉, 좀 더 회상하기 

간단하게 회상기간을 6개월이나 3개월로 줄인다거나, 분

량을 좀 더 실용적으로 표현하고, 섭취 형태가 서로 다른 것

을 단지 같은 식품류라는 이유로 묶을 것이 아니라, 섭취형

태가 비슷한 것끼리 세분화하여 재분류하는 것도 회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같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조리법은 그렇지 않은 음식

이나 조리법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이 섭취분량이 제시분량보다 많을 

경우 빈도를 높이지 못하는 점이었다. 이는 제시 분량이 비

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인 경우도 있었지만, 개념 자체

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빈도를 높이라

는 요구보다는 분량을 표시하는 항목에 “기타”를 만들어 

어림짐작이라도 자기기입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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