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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quantifying dietary intake according to the weight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studies on differences in quality among diets remain scarce. This study compared diet 

quality by weight status and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quality of diet and obes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wo hundred fourtee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between 9 and 18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Normal weight n=104, Obesity n=110). The data related to food intake were investigated by dietary re-

cords, Diet Quality Index-International (DQI-I), and Nutrition Quotient (NQ) and then compared with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KDRIs). In DQI-I, moderation factor (control of unhealthy foods) score was 21.7 

in the normal weight group and 19.5 in the obesity group. The normal weight group showed a higher score 

for moderation factor than the obesity group (P＜0.001). Compared with KDRIs, vitamin B6, folate, vitamin C, 

vitamin E, calcium, potassium, and zinc intakes were insufficient in both group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QI-I moder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obesity (OR=0.77, 95% CI 0.69-0.87) 

after adjustment for age, gender, income, and total energy intake. Our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and adoles-

cents require nutritional education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vitamin and mineral consumption. Especially,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obesity needs to emphasize moderation of nutrient intake that can 

cause diseases with hyper-ingestion such as sodium and high calorie-low nutritio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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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식습

관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이 

증가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소아청소년에서 더

욱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u & Lee 2000). 학

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만 6∼18세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2007년 11.6%에서 2016년 

1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비만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만은 성인기의 비만

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이 된다(Serdula 등 1993).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 

또한 증가하여 고도비만으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으며, 우울감, 자존감 하락, 폭식증 등의 식

이장애와 같은 사회심리적 부분과도 관련이 있으므

로 관리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Ku & Lee 2000; 

Kang 등 2016).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

기이므로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하며

(Jeong & Kim 2009), 또한 이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

인기까지 이어지므로(Tanner 1981) 건강한 식습관 형

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소아청소년기의 편식, 결식, 

과식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으로 인하여 비

만 등 건강상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Hong 1999),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식사의 질 

및 식품섭취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만

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고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이 평

가 지표를 이용하여 식이 관련 내용을 평가한 연구

는 다양하지만(Yu 등 2007; Boo 등 2015) 비만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수가 적으며

(Sung 등 2007; Lee 등 2008), 열량 및 영양소 섭취

량, 식행동 및 식습관뿐만 아니라 식사의 질을 비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식사의 질 지표(Diet 

Quality Index-International, DQI-I)는 각 대상자의 나

이 및 성별에 따른 기준으로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Kim 등 2003), 어린이 영양지수(Nutri-

tion Quotient, NQ)는 성장발달에 꼭 필요한 식품섭

취 및 식습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Kang 등 

2012; Kim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사의 

질 지표(DQI-I), 어린이 영양지수(NQ) 및 한국인 영

양소 섭취기준(KDRIs)을 이용하여 소아청소년 정상

체중군 및 비만군의 식사의 질을 비교하고, 식사의 

질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정상체중군(5∼85백분위수)과 비만군(95백

분위수 이상)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104명, 

110명 총 214명을 모집하여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소아청소년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IRB No. 2016-I135) 진행되

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 

일반사항으로는 나이, 성별, 월 수입, 가족 수 및 

운동 횟수를 조사하였다. 신체계측은 신장, 체중, 체

질량지수, 체지방량, 체지방률,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 혈압을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신장(cm) 및 체

중(kg), 체지방량(kg)을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신장(m)의 제곱값으로 체중(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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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어 산출하였다. BMI z-score는 2007년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허리ㆍ

엉덩이둘레 비는 줄자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2) 섭취량, 식습관 및 식사의 질 조사

(1) 섭취량 조사 

섭취량 조사 방법으로는 식사기록법(Food record)

을 이용하였다. 사전에 대상자에게 시각 자료 및 식

품모형을 이용하여 식사기록 방법을 교육하고 총 3일

(주중 2일, 주말 1일)의 식사일기를 기록하게 하였으

며 대상자 방문 시 전문영양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식사일기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조사된 자료

는 Can-pro 5.0(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South Korea)을 이용하여 개인별 영양소 섭취와 식

품군별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2) 식사의 질 평가(Diet Quality Index-Inter-

national, DQI-I)

식사의 질 평가는 Kim 등(2003)에 의해 개발된 평

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DQI-I는 중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 소아청

소년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시한 

식사지침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QI-I는 식

사의 다양성(20점), 적정성(40점), 절제성(30점), 균형

성(10점)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식사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한다. 4가지의 항목 중 다양성 요인에서는 식품군 

섭취 및 단백질 급원의 다양성을 평가하였다. 식품

군 섭취 평가는 5개의 식품군(곡류군, 육류군, 채소

군, 과일군, 우유군)을 1인 1회 분량 모두 섭취하면 

15점 만점을 부여하였고 1가지 식품군을 섭취하지 

않았으면 3점을 제했으며, 모든 군을 섭취하지 않았

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단백질 급원의 다양성에서

는 육류, 가금류, 생선류, 난류, 우유류, 두류 중 3가

지 이상을 섭취하였으면 5점, 2가지를 섭취하면 3점, 

1가지를 섭취하면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적정성 

요인에서는 대상자의 나이 및 성별에 따라 곡류, 채

소류, 과일류, 식이섬유를 정해진 열량에 알맞은 분

량 이상으로 섭취하였는지를 평가하였고, 단백질은 

1일 섭취한 총 에너지의 10% 이상을 단백질로 얻었

을 경우 5점을 부여하였다. 칼슘, 철분,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섭취율이 100% 이상이면 5점, 50∼ 

99%이면 3점, 50% 미만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 절

제성에서는 총 지방, 포화지방, 고열량ㆍ저영양 식

품 섭취량이 1일 섭취한 총 에너지의 각각 20%, 

7%, 3% 이하일 때 6점을 부여하였고, 나트륨과 콜

레스테롤의 섭취량이 각각 2,400 mg/day, 300 mg/day 

이하일 때 6점을 부여하였다. 균형성 요인에서는 3대 

열량영양소 및 지방산의 섭취 비율에 따라 평가하

였다. 열량영양소는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섭취 

비율이 55∼65：10∼20：15∼20이면 6점을 부여하였

고 지방산은 PUFA：SFA 비율과 MUFA：SFA 비율

이 두 항목 모두 1∼1.5이면 4점을 부여하였다.

(3) 어린이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

대상자의 식습관 및 식사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

여 한국영양학회(The Korean Nutrition Society)와 

Kang 등(2012)과 Kim 등(2012)이 개발한 19개의 어

린이 NQ 평가 문항을 이용하였다. NQ는 균형성(콩, 

달걀, 잡곡밥, 우유, 과일의 섭취 빈도), 다양성(김치 

섭취 빈도, 반찬 골고루 먹기, 한 끼 채소 섭취 가

짓수), 절제성(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야식 섭취 

빈도), 규칙성(아침식사 여부, 일정한 식사시간, TV 

및 컴퓨터 사용시간), 실천성(손 씻기, 영양표시 확

인, 꼭꼭 씹어 먹기)의 5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Kang 등 2012). 

(4)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영양소 섭취량을 기준치와 비교하여 나타내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정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각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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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r adolescents ac-
cording to weight statu.

Variables
Normal weight

1)
 

(n=104)

Obesity
2)

 

(n=110)

Age (year) 11.3±1.0
3)

12.5±1.8***

Boys (n, %) 48 (46.2)
4)

66 (60.0)

Girls (n, %) 56 (53.8) 44 (40.0)
†

Monthly family income (n, %) 

≤2,000,000 won 10 ( 9.6) 10 ( 9.1)

2,000,001∼4,000,000 won 31 (29.8) 21 (19.1)

4,000,001∼6,000,000 won 28 (26.9) 34 (31.0)

＜6,000,000 won 19 (18.3) 32 (29.1)

Number of family member (n, %)

2∼3 17 (16.3) 26 (23.6)

4∼5 68 (65.4) 65 (59.1)

≥6 8 ( 7.7) 8 ( 7.3)

Exercise
5)

 (n, %)

≤1 time/week 24 (23.1) 33 (30.0)

2 time/week 27 (26.0) 17 (15.4)

≥3 time/week 49 (47.1) 53 (48.2)
1)

 Normal weight (5th–85th percentile)
2)

 Obesity (≥95th percentil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The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Growth Standard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4)

Values are n (%)
5)

During the recent week, the times of exercise in the 

playground or gym in the physical exercise class lesso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Student t-test at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Chi-square test at 
†

P<0.05

나이 및 성별에 맞는 각 영양소의 기준치와 실제 

섭취한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니아신, 엽산, 비타민 C, 칼슘, 인, 철, 아연의 항목

은 권장섭취량의 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칼륨, 

비타민 E, 나트륨은 충분섭취량의 기준으로 비교하

였다.

3. 통계 및 분석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연구결과는 Statistical Pack-

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Program ver.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의 결과 중 나이 또는 성별에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보정 또는 층화분석하였고, general line-

ar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속 변수는 평균 

또는 least square mean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비연속 변수 간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χ
2
-test)로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정상체중군 및 비만군의 차이

는 Student t-test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P<0.05 

미만으로 검증하였고 식사의 질과 비만 간의 연관성 

분석은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정상체중군

과 비만군의 나이는 각각 11.3±1.0세, 12.5±1.8세였으

며, 성별은 정상체중군(남학생 46.2%, 여학생 53.8%)

과 비만군(남학생 60.0%, 여학생 40.0%) 사이의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2. 신체계측 

신체계측 및 혈압은 Table 2와 같다. 이완기혈압

을 제외한 신장, 체중, BMI, BMI z-score, 체지방량, 

체지방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ㆍ엉덩이둘레

비(WHR) 및 수축기혈압에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중은 남학생의 경우 정상체중군 47.3±1.6 kg, 비

만군 72.6±1.4 kg(P<0.001), 여학생의 경우 정상체중

군 44.2±1.1 kg, 비만군 67.2±1.3 kg이었고(P<0.001), 

BMI z-score는 정상체중군 –0.1±0.1, 비만군 2.3±0.1

로 큰 차이를 보였다(P<0.001). 체지방량은 남학생의 

경우 정상체중군 13.2±1.1 kg, 비만군 29.8±1.0 kg(P< 

0.001), 여학생의 경우 정상체중군 12.4±0.8 kg,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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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s and blood pressure of children or 
adolescents according to weight statu.

Normal weight
1)

(n=104)

Obesity
2)

(n=110)

Height (cm)

Boys 149.3±0.9
3)

155.4±0.8***

Girls 148.8±0.9 153.5±1.0**

Weight (kg)

Boys 47.3±1.6 72.6±1.4***

Girls 44.2±1.1 67.2±1.3***

BMI
4)

 (kg/m
2
) 20.1±0.3 29.0±0.3***

BMI z-score –0.1±0.1 2.3±0.1***

Body fat mass (kg)

Boys 13.2±1.1 29.8±1.0***

Girls 12.4±0.8 26.5±0.9***

Body fat mass (%)

Boys 27.5±4.8 44.0±4.0*

Girls 26.2±0.9 39.4±1.1***

Waist (cm)

Boys 71.6±1.4 96.2±1.2***

Girls 67.3±1.0 87.8±1.2***

Hip (cm)

Boys 84.1±1.0 100.9±0.8***

Girls 83.5±0.8 100.2±0.9***

WHR
5)

 (%)

Boys 0.8±0.0 1.0±0.0***

Girls 0.8±0.0 0.9±0.0***

SBP
6)

 (mmHg) 108.2±1.4 124.7±1.4***

DBP
7)

 (mmHg) 69.3±3.8 67.9±3.7
1)

 Normal weight (5th-85th percentile)
2)

 Obesity (≥95th percentil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The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Growth Standard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3)

 Values are expressed as Least square mean±SE
4)

 BMI: body mass index
5)

 WHR: waist hip ratio
6)

 SBP: systolic blood pressure
7)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In Table 2, age and gender were both adjusted for items as fol-

lows; BMI, BMI z-score, SBP and DBP whereas only age was 

adjusted for Height, Weight, Body fat (kg), Body fat (%), Waist, 

Hip and WHR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Student t-test at 

*P<0.05, **P<0.01 and ***P<0.001

군 26.5±0.9 kg으로(P<0.001) 모두 큰 차이를 보였

다. 허리ㆍ엉덩이둘레비는 정상체중군 남녀 모두 0.8

이었으며(P<0.001), 비만군 남녀는 각각 1.0, 0.9로 

나타났다(P<0.001). 

3. 섭취량, 식습관 및 식사의 질 조사

1) 1일 섭취 열량 및 영양소

1일 섭취 열량 및 영양소는 Table 3과 같다. 남학

생의 경우, 정상체중군 2,166.9±60.0 kcal, 비만군 

2,418.3±71.2 kcal로 비만군의 영양 섭취가 유의적으

로 높았고(P<0.01)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의 섭취

량 또한 정상체중군, 비만군 각각 탄수화물 283.9± 

9.6 g, 314.8±8.1 g(P<0.05), 단백질 87.1±3.8 g, 101.3± 

3.2 g(P<0.01), 지방 72.3±4.5 g, 88.2±3.8 g(P<0.01)으

로 비만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

났다. 비타민의 경우 남학생은 니아신(P<0.05), 비타

민 B6(P<0.01), 엽산(P<0.05), 비타민 C(P<0.05), 비타

민 E(P<0.05)에서 비만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여학생은 니아신(P<0.05), 비타민 B6(P<0.05), 

엽산(P<0.05), 비타민 E(P<0.01)에서 비만군이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기질의 경우 남학생은 칼슘

(P<0.05), 인(P<0.05) 및 아연(P<0.01)이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아연(P<0.01)

이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콜레스테

롤에서 남학생은 정상체중군 67.0±17.2 mg, 비만군 

149.3±14.5 mg(P<0.001)이며 여학생은 정상체중군 64.0± 

21.5 mg, 비만군 167.0±24.5 mg(P<0.01)으로 유의적

으로 차이를 보였다.

2) 식사의 질 평가(Diet Quality Index-Inter-

national, DQI-I) 

그룹 간 식사의 질 점수는 Table 4와 같다. 각 군

의 DQI-I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정상체중군 

64.5±0.7점, 비만군 62.9±0.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세부 항목별로 충분성 요인(Adequacy)의 칼

슘 섭취에서는 정상체중군, 비만군 각각 2.4±0.1점, 

2.7±0.1점으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보다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다(P<0.05). 절제성(Moderation) 요인에서

는 정상체중군, 비만군 각각 21.7±0.4점, 19.5±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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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daily energy and nutrient intakes of children or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and weight statu.

Boys (n=114) Girls  (n=100)

Normal weight
1)

Obesity
2)

Normal weight Obesity

Energy (kcal) 2,166.9±60.0
3)

2,418.3±71.2** 1,995.9±49.6 2,210.1±63.5

Carbohydrate (g) 283.9±9.6
4)

314.8±8.1* 262.8±7.9 284.8±9.0

Protein (g) 87.1±3.8 101.3±3.2** 79.8±3.0 87.3±3.4

Fat (g) 72.3±4.5 88.2±3.8** 69.6±2.8 75.7±3.2

C：P：F ratio
5)

 (%) 52.7:16.2:29.8 51.4:16.3:31.4 52.4:15.8:30.8 52.4:16.0:31.1

Dietary fiber (g) 18.7±0.8 18.9±0.7 17.7±0.7 18.1±0.8

Vitamin A (μg RE) 725.0±45.5 836.9±38.3 731.5±47.5 813.5±54.2

Vitamin B1 (mg) 2.2±0.1 2.4±0.1 1.9±0.1 2.0±0.1

Vitamin B2 (mg) 1.8±0.1 1.9±0.1 1.6±0.1 1.7±0.1

Niacin (mg) 15.5±0.9 18.6±0.8* 13.7±0.7 16.0±0.8*

Vitamin B6 (mg) 0.5±0.1 0.9±0.1** 0.5±0.1 0.8±0.1*

Folate (μg) 68.0±19.0 129.7±16.0* 61.5±20.5 144.8±23.4*

Vitamin C (mg) 61.9±7.5 82.2±6.4* 57.5±5.6 65.4±6.3

Vitamin E (mg α-TE) 3.7±0.9 6.5±0.8* 3.1±0.8 6.5±0.9**

Calcium (mg) 524.8±32.5 617.6±27.4* 524.0±36.5 606.0±41.6

Phosphorus (mg) 1,255.6±46.6 1,392.7±39.3* 1,151.0±43.9 1,255.8±50.1

Iron (mg) 16.0±0.9 17.2±0.8 14.7±0.6 14.5±0.7

Sodium (mg) 3,889.5±175.4 4,344.3±147.9 3,780.3±150.0 3,871.0±171.1

Potassium (mg) 2,760.6±126.2 3,020.0±106.4 2,536.4±102.3 2,708.2±116.8

Zinc (mg) 2.6±0.5 4.7±0.4** 2.5±0.4 4.6±0.5**

Cholesterol (mg) 67.0±17.2 149.3±14.5*** 64.0±21.5 167.0±24.5**
1)

Normal weight (5th–85th percentile)
2)

Obesity (≥95th percentil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The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Growth Standard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4)

 Values are expressed as Least square Mean±SE
5)

 C：P：F：Ratio of carbohydrate to protein to fat

A general linear model was used for the comparison of energy and nutrients intakes adjusted for age between normal weight and obese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Student t-test at *P<0.05, **P<0.01 and ***P<0.001

으로 정상체중군이 비만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P<0.001), 절제성 요인에 속하는 나트륨과 고열량ㆍ

저영양 식품 항목에서는 정상체중군, 비만군 각각 

나트륨 6.0±0.1점, 5.3±0.1점(P<0.01) 및 고열량ㆍ저영

양식품 2.5±0.2점, 1.5±0.2점(P<0.001)으로 정상체중군

이 비만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어린이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

체중상태에 따른 NQ 각 요인별 점수 비교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NQ의 균형성, 다양성, 실천성 요인

은 100점 만점에 정상체중군, 비만군 각각 균형성 

42.0±2.0점, 48.6±1.9점(P<0.05), 다양성 31.1±2.6점, 40.3± 

2.5점(P<0.05), 실천성 45.9±2.4점, 56.0±2.3점(P<0.01)

으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

수를 보였다.

4)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을 각 대상자의 나이 및 

성별에 따라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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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QI-I
1)
 score of children or adolescents according to 

weight statu.

Normal 

weight
2)

(n=104)

Obesity
3)

(n=110)

Total score (0∼100) 64.5±0.7
4)

62.9±0.7

Variety (20)
5)

15.8±0.2 15.7±0.2

Overall food group variety 11.7±0.2 11.5±0.2

Within-group variety for protein source 4.1±0.1 4.2±0.1

Adequacy (40)
5)

26.3±0.5 27.1±0.5

Vegetable group 2.7±0.1 2.6±0.1

Fruit group 2.4±0.1 2.4±0.1

Grain group 3.0±0.1 3.0±0.1

Fiber 3.7±0.1 3.7±0.1

Protein 5.0±0.0 5.0±0.0

Iron 4.4±0.1 4.5±0.1

Calcium 2.4±0.1 2.7±0.1*

Vitamin C 2.8±0.1 3.1±0.1

Moderation (30)
5)

21.7±0.4 19.5±0.3***

Total fat 6.0±0.1 5.9±0.0

Saturated fat 6.0±0.1 5.8±0.1

Sodium 6.0±0.1 5.3±0.1**

Cholesterol 1.3±0.2 1.0±0.2

High energy-Low nutritious food
6)

  2.5±0.2 1.5±0.2***

Overall balance (10)
5)

0.7±0.1 0.7±0.1

Macronutrient ratio
7)

 

(carbohydrate: protein: fat)

0.5±0.1 0.3±0.1

Fatty acid ratio (PUFA
8)
: MUFA

9)
: SFA

10)
) 0.3±0.1 0.4±0.1

1)
DQI-I: dietary quality index-international

2)
Normal weight (5th–85th percentile)

3) 
Obesity (≥95th percentil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The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Growth Standard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4)

 Values are expressed as Least square mean±SE 
5)

 The weight of each item out of 100
6)

 High energy & Low nutritious foods defined by the Food 

Ministry Foods that may cause obesity or nutritional imbalance 
7)

Macronutrient ratio: Ratio of energy from carbohydrate to 

protein to fat
8)

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s
9)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s
10)

SFA: saturated fatty acids

DQI-I scores are the sum of the four categories used to assess 

diet quality. 0 (poor diet), 100 (excellent diet)

A general linear model was used for the comparison of DQI-I 

score adjusted for age and gender between normal weight and 

obese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Student t-test at 

*P<0.05, **P<0.01 and ***P<0.001

Figure 1. NQ factor scores of children or adolescents accord-
ing to weight status. NQ: Nutrition quotient. NQ 
scores are the sum of the five categories used to 
assess diet quality and food behavior. 0 (poor diet), 
100 (excellent diet); Normal weight (5th–85th percen-
tile), Obesity (≥95th percentil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n Pediat-
ric Society, The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Growth Standard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
scent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Student t-test at *P＜0.05 and **P＜0.01.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비타민의 경우 정상체

중군과 비만군 각각 니아신 115.0%, 128.4%(P<0.05), 

비타민 B6는 43.5%, 63.9%(P<0.001), 엽산의 경우 19.5%, 

40.2%(P<0.001) 그리고 비타민 E는 33.2%, 69.8%(P< 

0.001)로 비만군에서 정상체중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기질의 경우 인 100.7%, 110.8%(P<0.01) 및 아연 30.2%, 

57.4%(P<0.001)로 무기질 또한 비만군에서 정상체중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식사의 질 지표와 비만 간의 관련성 분석

식사의 질 지표와 비만 간의 관련성 분석은 Table 

5와 같다. 식사의 질 요인들과 비만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절제성 요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1점 

증가하면 비만 발생률은 약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OR=0.77, 95% CI 0.69∼0.87) 유의적으로 차

이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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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DRIs of the children or adolescents according to weight status.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2015. 
Recommended Intake: vitamin A,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6, niacin, folate, vitamin C, calcium, phosphorus, iron, zinc.
Adequate Intake: potassium, vitamin E, sodium.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Student t-test at *P＜0.05, 
**P＜0.01 and ***P＜ 0.001.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associations be-
tween diet quality and obesity.

Variable OR
1)

 (95% CI
2)

)

DQI-I
3)

 Variety 0.95 (0.84∼1.09)

DQI-I Adequacy 0.92 (0.74∼1.13)

DQI-I Moderation 0.77 (0.69∼0.87)***

DQI-I Overall balance 0.58 (0.78∼1.16)

Total DQI-I score 1.03 (0.96∼1.11)
1)

 OR: odds ratio
2)

 CI: confidence interval
3)

 DQI-I: diet quality index-international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adjusted for age, gender, income, 

and exercise time

***P<0.001

고 찰

본 연구는 만 9∼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체

중상태에 따른 식사의 질 지표(DQI-I), 어린이 영양

지수(NQ),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비율을 이용하여 

식사의 질을 비교하고, 식사의 질과 비만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상태에 따라 정상체중군과 비

만군으로 나누어 DQI-I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DQI-I 

절제성 요인 점수에서 두 군이 유의적인 점수 차이

를 보여 정상체중군이 비만군에 비해 총 지방, 포화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영양소를 적게 섭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절제성 요인에 속하는 항목인 나트륨, 고열량ㆍ 

저영양 식품 섭취 절제성 점수 또한 정상체중군에서 

비만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열량ㆍ저

영양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준보

다 열량이 높고 영양적 가치가 낮아 비만 또는 영

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으로써 과자류, 빙

과류 등의 간식용 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식사

용 식품이 이에 속한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비만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영국의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Ma 등 

2015)에서 24시간 소변을 수집하여 나트륨을 측정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나트륨 섭취가 더 높다

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Cheon 등(2017)의 연구에서

는 전체 대상자의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체

중, 체질량지수 및 총 열량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나트륨 섭취가 

체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으며 소아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

므로 소아청소년기부터의 나트륨 섭취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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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Malik 등(2006)의 연구에서는 설탕 및 감미료

가 들어간 음료 섭취와 비만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유사한 연구로 Chae 등(2009)의 비만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비만 정도에 따른 식습관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고도비만군에서 단 음식 또는 탄산음

료 등 가공식품의 섭취빈도가 경도비만군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Bowman 등

(2004)의 미국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패스

트푸드를 섭취한 군에서 열량 섭취량이 높고 식사

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effery & 

French(1998)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패스트푸드 섭취

가 열량 섭취량 및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고열량ㆍ저영

양 식품은 체중증가의 원인 중 한 가지로 유추할 

수 있으며 정상체중군이 비만군에 비하여 고열량ㆍ

저영양 식품의 섭취를 절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ark & Park(2008)의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

이 265.7 g이었고 Wang(2007)의 연구에서의 탄수화

물 섭취량은 정상체중군 271 g, 비만군 278 g으로 

두 연구 모두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비만군이 정상체중군보

다 높게 나타나,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III) 등의 

소아청소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Kaur 등 2009)에서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을 탄수화

물 섭취로 언급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섭

취량을 Dietary Reference Intakes(DRI)와 비교한 

Veugelers 등(2008)의 연구에서는 지방과 나트륨의 

섭취가 높고, 칼슘과 식이섬유가 부족하였다는 결과

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상태에 따른 식사의 질 비교

에 어린이 영양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균형성, 다양

성, 실천성 요인에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Kim 등(2012)의 결

과에서 NQ는 상한선이 없어 과잉 섭취하는 것을 반

영할 수 없으며 NQ의 균형성은 에너지와 음의 관계

를 보인다고 나타났다. 또한 Lee & Kim(2013)의 대

구지역 초ㆍ중학생 대상 연구에 따르면 NQ는 실천

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비만도와 관련이 없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NQ가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식

사의 질 평가 시 적용하기 적절한 지표인지 확인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

준 대비(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5) 칼슘 섭취비율은 전체 56.1%로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권장섭취량에 비해 두 군 모

두 많이 부족하였다. 이는 Choi 등(2011)의 연구, 

Bae(2012)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엽산의 

섭취량은 권장섭취량 대비 두 군 모두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Yoo & Choi(2013)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엽산의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 소아청소년들의 엽산 섭취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칼슘은 성장기의 골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고(Flynn 2003), 엽산은 DNA 합성에 꼭 필

요하며 성장기의 세포분열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이

다(Salerno-Kennedy 2008; Combs & McClung 2016). 

칼슘과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소아청소

년기의 신체적 성장 발달 과정에 꼭 필요하므로 비

타민과 무기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중상태에 따

라 정상체중군, 비만군으로 분류한 후 영양소 섭취

량 및 식사의 질,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섭취비율을 

조사하고 비만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

과, 정상체중군이 비만군에 비해 과잉 섭취 시 문제

가 될 수 있는 영양소의 섭취 절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군 모두 엽산, 칼슘 등의 

비타민 및 무기질이 영양소 섭취기준에 비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제성이 부족할 경우 비만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소

아청소년의 비타민 및 무기질의 중요성과 총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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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소의 섭취 절제를 강조하

는 내용의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9∼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

로 체중상태에 따라 정상체중군, 비만군으로 나눈 

후 식사의 질 지표(DQI-I), 어린이 영양지수(NQ),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비율을 이용하여 식사의 질

을 비교하였다. 또한 식사의 질 관련 지표와 비만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신체계측 및 혈압 분석 결과, 이완기 

혈압을 제외한 모든 지표(BMI, BMI z-score, 체지

방량, 허리 및 엉덩이둘레 등)에서 비만군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1일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 조사 결과, 

남학생에서는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대부

분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에서

는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아연,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식사의 질 지표를 비교한 결과, 정상체중군이 비

만군에 비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나트륨 절

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정상체중군이 

비만군보다 나트륨 및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절

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의 질 지표

의 세부항목 중 절제성 요인에서 정상체중군이 

비만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정상체중군

이 비만군보다 총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콜레

스테롤 등의 영양소 섭취 절제를 바람직하게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린이 영양지수의 각 요인을 비교한 결과, 비만

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균형성, 다양성, 실천성 

요인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비율을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E, 

칼슘, 칼륨, 아연 등의 비타민 및 무기질을 기준

량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식사의 질 관련 지표와 비만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한 결과, 절제성 요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할 

때 비만 발생의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성장기 소아청소년에게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만 소아청소년에게는 

총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과잉 섭취 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소 및 식

품의 위험성과 섭취 절제를 강조하는 내용의 영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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