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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the nutritional status and hair mineral content of children with behav-
ioral problems and compare the values with a gender, age-matched control group.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S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Korea. Students scored higher than 60 points were diagnosed 
with behavioral problems according to the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Nutritional assessment of the two 
groups (behavior problem group: male n=15, female n=24; 9.6±1.6 years, control group: male n=16, female 
n=18; 9.5±1.9 years) was performed using a nutritional survey and by measuring hair mineral contents. In the 
results,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nalysis showed that the intakes of anchovy (P＜0.05), soybean curb (P
＜0.01), radish (P＜0.05), bean sprouts (P＜0.05), spinach (P＜0.05), carrot (P＜0.05), pumpkin (P＜0.05), let-
tuce (P＜0.05), cabbage (P＜0.01), apple (P＜0.05), and milk (P＜0.01) were higher in the control group than 
the behavior problem group, whereas intakes of ramyeon (P＜0.05), cookies (P＜0.05), and coke (P＜0.01) 
were higher in the behavior problem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Intakes of most nutrients such as plant-de-
rived protein (P＜0.05), fiber (P＜0.05), plant-derived calcium (P＜0.05), phosphorus (P＜0.05), plant-derived 
iron (P＜0.05), vitamin B2 (P＜0.05), vitamin B6 (P＜0.05), vitamin C (P＜0.01), vitamin E (P＜0.05), and 
folate (P＜0.05)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trol group than the behavior problem group. Hair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s of arsenic (P＜0.05), mercury (P＜0.001), uranium (P＜0.05), iron (P＜0.001), boron 
(P＜0.01), and germanium (P＜0.001) were lower, but the levels of phosphate (P＜0.05), chromium (P
＜0.001), sodium (P＜0.05), and sulfur (P＜0.001) were higher in the behavior problem group than the con-
trol group. Conclusively, behavioral problems constitute a complicated condition in which nutritional factors 
may play major roles. However, it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as to whether or not modification of dietary 
habits or nutritional supplementation can improve children’s behavior, since symptoms require a broad under-
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and genetic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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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기의 건강한 식습관은 영양불량, 성장지연, 
급성 영양관련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 시기

에 형성된 식습관은 일생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함이 매우 중요하다

(Nicklas & Hayes 2008). 우리나라 아동의 식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아침 결식 및 편식을 하는 아

동의 비율이 높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

비만 이환율의 증가 및 철분 부족과 관련된 빈혈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

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납중독 가능성, 설탕 섭취량의 증가 등과 관련된 치

아우식증의 증가, 식품섭취 양상의 변화에 따른 각

종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

되고 있다(Kim 2001). 보건복지부가 2006년 전국 94
개교 초등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

별검사에서는 무려 25.8%가 정서 또는 행동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ADHD를 포함한 정신질환 아동

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2006).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는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내면화 문제는 불안, 
미성숙, 위축 등의 증상이 있으며 외현화 문제에는 

공격성과 과잉행동이 해당된다. 식행동이 양호할수

록 불안, 미성숙, 위축과 관련된 내면화 행동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격성, 과잉행동과 관련된 외

현화 문제를 많이 보일수록 식행동 점수가 낮게 나

타난 연구결과가 있다(Kim & Hwang 2010). 특히 두

뇌의 발달, DNA 합성, 세포 분열, 수초 생성, 수상 

돌기 가지 확장 등에 있어 영양소의 역할이 중요하

며, 엽산,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활동

과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있어 필수적인 영양소(Sinn 
2008)로 결핍될 경우 아동 정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ADHD는 아동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외현화 행동문제 중 하나로, 주의

력 결핍(inattention), 과잉행동(hyperactivity), 충동성

(impulsivity)을 주요 증상으로 가지고 있다. 국외 연

구를 보면 아동의 과잉행동이 인공색소나 향신료 

사용, 인스턴트 음식, 조미료와 착색제의 증가와 관

련이 있다고 하였고(Schnoll 등 2003), 아연, 철, 마그

네슘, 오메가-3 지방산이 정상 아동에 비해 ADHD를 

가진 아동의 체내 함유량이 낮았으며, 각 영양소를 

보충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Sinn 2008). ADHD를 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식

사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타민 B6, 아연, 구
리의 영양소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iddie 등 2010). 국내의 경우 학령기 전ㆍ후 아동

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과 간식섭취, ADHD와의 

상관성을 본 결과, 과잉행동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간식횟수가 많고(Kim & Shim 1995),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초콜릿, 사탕, 카라멜류 섭취가 높게 나타났

으며(Kim 2003), 교사가 작성한 과잉활동 장애 점수

에 따른 ADHD 초등학생의 설탕 섭취량이 정상아동

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Chung & Park 1995). 국외 

연구와 같이 국내에서도 식품첨가물과 색소가 많은 

식품을 다량 섭취할 경우 신경전도체의 변화로 인

한 이상 행동 유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

들의 가공식품 선택에 관한 영양지식 학습 기회 증

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im 등 200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전반적인 식습

관이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현재 국내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

비한 상태이다. 아동의 식습관 개선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질 경우, 인지능력과 행동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Bellisle 2004)를 보더라도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이 올바른 성장에 주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ADHD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행동장애, 집중력 저하 등 

질병이 아닌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에 있어서도 식

습관과 모발 미네랄 상태 분석을 통한 관련 유발요

인을 알아보고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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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영양교육 자료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

제행동을 가진 아동은 ADHD 발생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도 큰 만큼 본 연구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토

대로 한 영양 교육 및 관리를 통해 형성된 아동의 

좋은 식습관이 차후 문제행동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기간 및 대상자

본 연구의 참여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과정에 있어

서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연

구기간은 2010년 9월∼12월로 서울 S대학의 의학연

구소에서 시행되었다. 서울 소재의 1개 초등학교 전

교생을 대상으로 Korea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설문을 통해 응답한 471명 중 임상적 질

환이 없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K-CBCL의 준임상 진단 기준인 60
점 이상의 아동을 문제행동군으로 선정하였고, 
K-CBCL 각 문항의 점수가 51점 미만인 학생 중에

서 문제행동군과 연령, 성별을 맞추어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 중 설

문과 모발 샘플 미제출로 탈락한 대상자를 제외한 

문제행동군 39명, 대조군 34명이 최종 대상자가 되

었다(Fig. 1).

2. 연구 진행 방법

문제행동군과 대조군의 아동과 학부모가 연구소

를 방문하여 Inbody 3.0(Biospace, Seoul, Korea)을 이

용하여 신체계측을 하였고,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 문항과 타 연구자(Kang 1998; Kim & Lee 2008; 
Choi & Lee 2009; Son 2009)에 의해 고안된 설문 문

항으로 이뤄진 일반사항(성별, 나이, 부모님의 학력 

및 직업, 친구관계, 가족관계, 수입,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 운동, 배변습관, 수면시간 등) 및 식습관 설

문지(간식 섭취 관련 항목, 식사 횟수, 식사 속도, 
편식 여부 등),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된 식품

섭취빈도조사(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를 

아동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예비 조사를 거

친 사전 연구자의 설문지(Son 등 2009)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총 58종의 식품으로 구성된 FFQ
설문지, 24시간 회상법, 아동식습관설문지(Korea 
Children's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K-CEBQ)를 

시행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영양사와 면담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학부모가 작성하되 아동의 의견이 함

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사일기는 24시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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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담을 통해 작성방법을 교육받은 학부모가 

아동과 함께 2일간의 식사일기를 작성하고, 모발검

사는 담당연구원에 의한 교육 후 집에서 스스로 채

취하여 식사일기와 함께 송부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24시간 회상법, 식사일기, FFQ는 영양평가용 프로그

램 Can Pro version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
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 2005)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수거된 모발은 한국의 모발분석 회사(한국

칼캠약품 주식회사, 서울, 한국)의 협조를 받아 정밀 

분석되었다.

3. 통계방법

본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PASW Statistics 
프로그램(Version 18.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고, 문제행동군과 대조군간의 차이 존재 

여부를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한 정규성 검

증 후 independent t-test와 비모수검정 중 Mann- 
Whitney(U)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설문지 내용 

중 분류변수의 분포는 빈도법으로 조사하였고, 두 

군간 차이의 유의성은 χ2-test로 평가하였다. 다중응

답 설문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유

의수준은 P＜0.05로 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73명 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을 

비교한 Table 1을 보면, 연령은 문제행동군 9.6±1.6
세, 대조군 9.5±1.9세로 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여아가 더 많았다. 월평

균 수입은 문제행동군은 350∼500만원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은 350∼500만원, 500만원 이상

이 각 41.2%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력은 두 

집단 모두 대졸이 가장 많았다. 두 집단 모두 가족 

수는 4명, 자녀 수는 2명이 높았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로 태어난 아동이 많았다(data not shown). 아버

지의 직업은 문제행동군은 관리직 및 준전문직이 

35.9%로, 대조군은 사무ㆍ기술직이 35.3%로 높았고, 
어머니는 두 집단 모두 주부가 가장 높았다(data not 
shown).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는 두 집단 모두 어머

니가 대부분이며 영양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문제행

동군은 TV와 라디오, 가족 및 친구로부터 얻는 경

우, 대조군은 신문, 잡지, 서적을 통해 얻는다는 응

답이 높았다(data not shown). 운동은 두 집단 모두 

규칙적으로 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두 집단 모두 체

중 조절을 해봤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이미지는 문제행동군은 통통한 편이라는 응답

이 43.6%로 대조군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41.2%로 

높게 나타났다. 배변횟수는 두 집단 모두 1일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면시간은 문제행동군은 9
시간 이상이 41.0%, 대조군은 8∼9시간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신체계측

신체계측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문제행동

군의 신장은 140.0±12.6 cm, 체중은 38.5±13.0 kg, 대
조군의 신장은 141.6±12.9 cm, 체중은 39.6±11.2 kg 
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BMI와 

한국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Korea Center for Di-
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를 이용한 비만도 

역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식습관

아동의 식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심리측정 도구인 

K-CEBQ의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K-CEBQ는 

2009년에 신뢰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Lee 등 2009), 
7가지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Food Responsiveness 
(FR)은 소아의 일반적인 음식에 대한 기호와 먹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타낸다(Viana 등 2008; Park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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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N % N %

Child age (year)NS2)3) 9.6±1.61) 9.5±1.9
 6 1 2.6 0 0.0
 7 5 12.8 5 14.7
 8 7 17.9 4 11.8
 9 9 23.1 7 20.6
10 5 12.8 6 17.6
11 1 2.6 8 23.5
12 11 28.2 4 11.8

GenderNS

Boys 15 38.5 16 47.1
Girls 24 61.5 18 52.9

Household income (10,000 won)NS

＜200 1 2.6 0 0.0
200∼350 5 12.8 6 17.6
350∼500 26 66.7 14 41.2
＞500 7 17.9 14 41.2

ExerciseNS

Regularly 19 48.7 26 76.5
Only school physical education 15 38.5 6 17.6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with friends 5 12.8 2 5.9

Have you experienced in weight controlNS

Yes 22 56.4 19 55.9
No 17 43.6 15 44.1

Body imageNS

Chubby 17 43.6 13 38.2
Moderate 13 33.3 14 41.2
Slim 9 23.1 7 20.6

Frequency of defecationNS

1 time/day 30 76.9 27 79.4
2∼3 times/day 3 7.7 3 8.8
1∼2 time/week 3 7.7 1 2.9
3∼4 times/week 2 5.1 0 0.0
5∼6 times/week 1 2.6 3 8.8

Sleeping timeNS

Under 7 hours/day 1 2.6 2 5.9
7 to 8 hours/day 11 28.2 4 11.8
8 to 9 hours/day 11 28.2 15 44.1
Over 9 hours/day 16 41.0 13 38.2

1) Mean±SD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or χ2 test, P-value less than 0.05
3) NS: no significance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the children.

등 2010). Enjoyment of Food(EF)는 일반적으로 식욕

에 대한 정상적인 변이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Desire to Drink(DD)는 달콤한 음

료를 마시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Satiety 
Responsiveness(SR)와 Slowness in Eating(SE)은 포만

감에 따라 먹기를 그만두는 것과 음식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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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2)

Height (cm) 140.0±12.61) 141.6±12.9 0.594
Weight (kg) 38.5±13.0 39.6±11.2 0.682
BMI 19.1±3.5 19.4±2.9 0.724

BMI %tile3) N % N %

0.295
Underweight 1 2.6 2 5.9
Normal 25 64.1 20 58.8
Overweight 8 20.5 11 32.4
Obesity 5 12.8 1 2.9

1) Mean±SD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χ2 test, P-value less than 0.05
3) Underweight (BMI percentile＜5th), normal (5th≤BMI percentile＜85th), overweight (85th≤BMI percentile＜95th), and obesity (BMI percentile

≥95th)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Table 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children.

Figure 2. K-CEBQ scores of the children with behavioral 
problem.
Mean±SD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P＜0.05, **P
＜0.005
SE (Slowness in Eating), SR (Satiety Responsive-
ness), FF (Food Fussiness), EOE  (Emotional Over-
eating), FR (Food Responsiveness), DD (Desire to 
Drink), EUE (Emotional Undereating), EF (Enjoyment 
of Food).

이 부족하여 음식 섭취가 줄어드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만한 사람에게서 점수가 낮다. Food 
Fussiness(FF)는 보통 새로운 음식뿐 아니라 친숙한 

음식도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부

적절한 종류의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나타

낸다. Emotional Overeating(EOE)와 Emotional Under-
eating(EUE)는 화나거나 짜증나는 감정 같은 부정적

인 감정에 반응하는 음식 섭취의 증가와 감소를 반

영하는 것이다(Lee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SE/SR, 
DD, EUE의 scale에서 문제행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SE/SR P＜0.01, DD 
P＜0.01, EUE P＜0.05). 간식 섭취 습관에 대해 나타

낸 Table 3을 보면, 간식섭취횟수는 문제행동군은 

51.3%가 하루 1회, 38.5%가 하루 2∼3회로, 대조군

은 50.0%가 하루 2∼3회, 44.1%가 하루 1회로 답했

다. 이는 초등학생의 91.5%가 주로 하루에 1∼2회의 

간식을 섭취한다는 Kang & Yoon(2009)의 연구와 비

슷한 수치이다. 간식은 두 집단 모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간식을 먹

는 이유는 두 집단 모두 배가 고파서가 많았다. 간

식 선택 시 고려 사항은 문제행동군은 맛이 52.8%, 
대조군은 영양이 39.7%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

다. 문제행동군에서는 간식은 부모가 사주는 것을 

먹는다는 응답이 50.0%로 높았고, 대조군의 경우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을 먹는다는 응답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간식 구매 장소는 두 집단 모두 대

형마트,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에 관한 사항은 Table 4와 같다.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지만, 문제행동군이 대조군

에 비해 편식하는 아동이 많았으며(P=0.05), 편식하

는 식품은 문제행동군은 콩류(35.7%), 채소류(35.7%), 
어패류(10.0%), 대조군은 채소류(37.5%), 콩류(29.2%) 
순으로 나타났다. 야식을 먹는 경우도 문제행동군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야식으로 먹는 식품은 치

킨, 피자(47.4%)가 가장 많았다. 식사 시 TV시청을 



J Korean Diet Assoc 18(2):97-114, 2012 | 103

　
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N % N %

Number of snacks between mealsNS1) 　 　 　 　

2∼3 times/day 15 38.5 17 50.0 
1 time/day 20 51.3 15 44.1 
3∼6 times/week 0 0.0 2 5.9 
1∼2 times/week 4 10.3 0 0.0 

Snack time*2) 　 　

Between breakfast-lunch 0 0.0 0 0.0 
Between lunch-dinner 36 85.7 34 85.0 
After dinner 6 14.3 6 15.0 

Reasons of having snack* 　 　 　 　

Hunger 30 56.6 25 45.5 
Nutritional balance 5 9.4 13 23.6 
Habit 8 15.1 7 12.7 
Taste 10 18.9 10 18.2
To relieve stress 0 0.0 0 0.0

Considerable factors for children's snack selection* 　 　

Taste 28 52.8 21 36.2 
Nutrition 15 28.3 23 39.7 
Price 1 1.9 1 1.7 
Ingredients of the food (raw material, additive and etc) 3 5.7 8 13.8 
Brand 1 1.9 1 1.7 
Eating snacks for their friends 5 9.4 4 6.9 

The ways of feeding snacks to children* 　 　 　 　

My child buys snacks by himself 11 19.6 6 9.8 
My child makes snacks by himself 3 5.4 1 1.6 
Parents make snacks for their children 14 25.0 28 45.9 
Children eat snacks that their parents buy 28 50.0 26 42.6 

Places that you buy snacks* 　 　 　 　

Supermarket, big mart 26 52.0 24 55.8 
School store 2 4.0 2 4.7 
Small restaurant 14 28.0 14 32.6 
Fast-food restaurant 6 12.0 1 2.3
Street vendor 1 2.0 0 0.0 
Others 1 2.0 2 4.7 

1) NS: no significance, by χ2 test
2) *Frequency by multiple response analysis, can’t cross-tabulation analysis

Table 3. Snack habit of the children.

하는 경우도 문제행동군의 비율이 높았으며(P= 
0.051), 외식의 빈도는 문제행동군은 주 2∼3회가 

43.6%, 대조군은 주 1회가 38.2%로 높게 나타났다

(P=0.082).

4. 식품섭취빈도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된 한국인의 식품섭취 

빈도를 수정한 설문지를 통하여 식품별 하루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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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1)

　 N % N %

Number of meal
3 times/day 32 82.1 33 97.1
2 times/day 6 15.4 1 2.9 0.119
1 time/day 0 0.0 0 0.0
Irregularity 1 2.6 0 0.0

Number of skipped breakfast per week
None 26 66.7 26 76.5
Frequently 10 25.6 8 23.5 0.235
Always 3 7.7 0 0.0

Types of food at breakfast*2)

Boiled rice 30 40.5 33 50.0
Bread 15 20.3 9 13.6
Milk 9 12.2 8 12.1
Fruits 10 13.5 9 13.6
Cereal 8 10.8 5 7.6
Others 2 2.7 2 3.0

Regularity of meal time
Regular 24 61.5 28 82.4
Irregular 14 35.9 6 17.6 0.123
None 1 2.6 0 0.0

Reason for skipping a meal*
No appetite 15 27.8 9 23.1
No time 16 29.6 8 20.5
Difficult to digest 4 7.4 2 5.1
A habit 0 0.0 0 0.0
Not tasty 4 7.4 2 5.1
The meal not ready 5 9.3 1 2.6
No skipping 10 18.5 17 43.6

Frequency of overeating
0∼1 time/week 22 56.4 19 55.9
2∼3 times/week 14 35.9 15 44.1 0.232
4 times and above/week 3 7.7 0 0.0

Are you a picky eater
Yes 25 64.1 14 41.2 0.050
No 14 35.9 20 58.8

Types of picky eating*
Seaweeds 6 8.6 0 0.0
Legumes 25 35.7 14 29.2
Fishes, shellfish 7 10.0 2 4.2
Vegetables 25 35.7 18 37.5
Others 6 8.6 5 10.4
None 1 1.4 9 18.8

Watching TV with meal
Yes 19 48.7 9 26.5 0.051
No 20 51.3 25 73.5

Table 4. Eating habit of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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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1)

　 N % N %

Do you have night eating habit
Yes 15 38.5 6 17.6 0.050
No 24 61.5 28 82.4

Types of night eating*
Fruits 2 10.5 4 36.4
Drinks (including dairy products) 1 5.3 2 18.2
Ice cream 0 0.0 2 18.2
Bread 2 10.5 3 27.3
Cookies 2 10.5 0 0.0
Chicken, pizza 9 47.4 0 0.0
Small restaurant foods 1 5.3 0 0.0
Noodles (including ramyeon) 2 10.5 0 0.0

Frequency of eating out with family
1 time/week 10 25.6 13 38.2
2∼3 times/week 17 43.6 8 23.5
1 time/month 3 7.7 2 5.9 0.082
2∼3 times/month 8 20.5 11 32.3
Rarely 1 2.6 0 0.0

Types of eating out*
Meat 31 48.4 26 59.1
Pizza 6 9.4 0 0.0
Noodles 7 10.9 5 11.4
Chinese food 4 6.3 1 2.3
Japanese food 3 4.7 6 13.6
Korean food 5 7.8 4 9.1
Western food 4 6.3 1 2.3
Fast food 2 3.1 0 0.0
Others 2 3.1 1 2.3

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 test, P-value less than 0.05
2) *Frequency by multiple response analysis, can’t cross-tabulation analysis

Table 4. Continued.

량을 gram으로 산정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식

품군별로 살펴보면 두류(P＜0.01), 채소류(P＜0.05), 
우유 및 유제품(P＜0.05)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행동

군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적었고, 당 함유식품(P
＜0.01), 카페인 함유식품(P＜0.01)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행동군의 총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

인 식품으로 살펴보면 멸치(P＜0.05), 두부(P＜0.01), 
무(P＜0.05), 콩나물(P＜0.05), 시금치(P＜0.05), 당근(P
＜0.05), 호박(P＜0.05), 상추(P＜0.05), 양배추(P＜0.01), 
사과(P＜0.05), 우유(P＜0.01)는 대조군에 비해 문제

행동군이 유의하게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라면(P
＜0.05), 과자(P＜0.05), 콜라(P＜0.01)는 문제행동군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다른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영양섭취수준

대상자들의 영양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식물성단백질(P＜0.05), 식이섬유(P＜0.05),
식물성 칼슘(P＜0.05), 인(P＜0.05), 식물성 철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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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tems (g /day) 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2)

Grains 272.66±96.73 291.04±100.70 0.439
Rice (raw) 43.73±60.291) 34.79±59.38 0.264
Rice with mixed grains (raw) 117.22±82.12 142.25±71.54 0.118
Ramyeon 18.48±17.34 10.54±9.06 0.033
Noodle 16.44±15.03 20.41±22.52 0.469
Bread and cake 34.53±36.69 28.90±35.23 0.327
Rice cake 7.68±6.92 7.81±8.15 0.922
Potato 27.84±24.33 34.44±45.39 0.977
Sweet potato 6.75±6.00 11.90±12.19 0.062

Meatㆍpoultryㆍfishㆍeggs 131.15±65.69 122.32±81.89 0.235
Beefs 21.07±21.82 19.08±22.32 0.412
Porks 16.30±11.31 12.67±10.78 0.072
Poultry 14.33±13.38 13.34±12.41 0.565
Ham, sausages 12.38±11.76 8.08±7.25 0.203
Eggs 30.30±14.56 26.71±19.63 0.158
Fishes 13.65±11.31 15.73±13.23 0.669
Anchovy 3.43±3.55 5.37±4.77 0.047
Squid, filefish 5.26±8.46 5.42±7.65 0.501
Fish paste 8.56±8.99 7.56±6.44 0.903
Shellfish 5.86±7.03 8.33±13.41 0.216

Legumes 38.75±31.89 78.28±83.20 0.004
Soybean curb (Tofu) 23.48±15.65 44.39±30.43 0.001
Legumes 5.54±11.47 9.68±15.29 0.091
Soybean milk 9.73±23.97 24.21±57.05 0.397

Vegetables 254.44±126.11 344.84±181.98 0.034
Chinese cabbage (including Kim chi) 116.79±67.78 130.74±70.73 0.362
Radish 40.85±47.43 68.29±63.54 0.025
Bean sprouts 17.38±12.89 26.80±17.70 0.021
Spinach 9.34±11.19 14.99±13.95 0.039
Cucumber 14.53±15.36 15.71±15.94 0.777
Pepper 3.17±8.19 3.56±6.89 0.136
Carrot 10.55±13.41 16.50±16.33 0.025
Pumpkin 10.73±13.53 19.93±26.46 0.047
Lettuce 8.93±12.98 12.04±9.90 0.018
Cabbage 3.82±7.93 8.67±13.84 0.008
Tomato 8.07±11.33 7.81±12.92 0.371
Mushrooms 10.28±13.74 19.82±28.67 0.186

Seaweeds 8.30±7.50 7.94±5.53 0.978
Seaweed 5.60±6.35 5.22±4.04 0.496
Laver 2.70±2.26 2.72±2.34 0.888

Fruits 224.03±175.18 239.88±109.93 0.110
Apple 51.62±51.84 63.33±34.96 0.020
Orange (including juice) 34.65±30.93 39.84±31.26 0.512
Banana 26.48±37.86 25.67±25.89 0.372
Korean melon 14.06±18.08 15.54±12.03 0.150
Strawberry 27.56±29.91 29.08±29.57 0.319
Grape (including juice) 18.96±23.41 15.91±16.08 0.594
Kiwi (including juice) 12.80±21.65 20.04±26.12 0.156
Water melon 37.91±46.54 30.46±22.14 0.322

Table 5. Consumptions of 52 foo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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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tems (g/day) 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2)

Milk & dairy products 336.05±145.411) 429.73±165.15 0.012
Milk 256.92±126.37 346.37±150.43 0.006
Yogurt (curd) 28.84±28.11 38.17±37.02 0.467
Yogurt (liquid) 19.41±20.64 16.50±31.83 0.052
Cheese 3.71±5.12 2.38±2.82 0.345
Ice cream 27.17±27.83 26.31±26.82 0.958

Sweets 41.68±36.49 18.67±15.00 0.002
Cookies 13.29±13.87 6.95±6.39 0.014
Candies, caramels 3.62±4.10 1.95±2.40 0.051
Carbonated drinks 24.76±32.38 9.77±11.40 0.093

Nuts 2.12±3.19 1.69±2.06 0.772

Caffeine-containing food 27.44±26.06 11.33±12.51 0.001
Coffee 0.76±2.99 0.00±0.00 0.101
Milk with coffee 2.04±6.69 1.07±3.34 0.476
Chocolates 2.29±1.86 1.51±1.23 0.055
Green tea 0.07±0.32 0.06±0.18 0.705
Coke 22.27±23.27 8.69±10.84 0.002

Fast foods 24.33±17.20 30.18±26.13 0.362
Hamburger 7.54±7.42 6.78±6.80 0.674
Pizza 16.79±13.13 23.40±24.05 0.324

1) Mean±SD
2) Measured by Mann-Whitney (U) test between behavioral problem and control group at P-value less than 0.05

Table 5. Continued.

＜0.05), 비타민 E(P＜0.05), 비타민 B2(P＜0.05), 비타

민 B6(P＜0.05), 비타민 C(P＜0.01), 엽산(P＜0.05)에
서 대조군에 비해 문제행동군이 유의하게 낮게 섭

취하고 있었다. 다른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과 비교해보면 열량은 문제행동군은 

95.3%, 대조군은 102.2%, 단백질은 문제행동군 240.6%, 
대조군 271.5%를 섭취하였다. 탄수화물：단백질：지

방의 비율은 문제행동군은 55：16：29, 대조군은 5
4：17：29이고 두 집단 모두 오메가-6는 3.3%, 오메

가-3는 0.4%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식이섬유는 

문제행동군은 84.4%, 대조군은 96.2%를 섭취해 충분

섭취량보다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나트륨은 목표량 

2 g과 비교했을 때 문제행동군은 188.1%, 대조군은 

183.8%로 나타났다. 아래에 제시된 영양소는 평균필

요량과 비교하였다. 칼슘과 인은 각각 문제행동군 

83.1%, 151.5%, 대조군 96.9%, 171.6%였으며, 철, 아
연은 각각 문제행동군 101.3%, 160.3%, 대조군 

121.9%, 179.7%로 나타났다.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A, E는 각각 문제행동군 187.1%, 160.7%, 대조군 

183.8%, 183.9%,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C, 나이

아신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한국인섭취기준의 100% 
이상의 섭취율을 보였으나, 엽산의 경우 문제행동군 

80.3%, 대조군 91.4%로 낮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모발 내 무기질 상태

모발 내 미네랄 함량은 Table 7과 같다. 인(P
＜0.05), 크롬(P＜0.001), 나트륨(P＜0.05), 황(P＜0.001)
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행동군에서 높았으며, 철(P
＜0.001), 붕소(P＜0.01), 게르마늄(P＜0.001)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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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2)

Total calorie (kcal) 1762.90±314.761) 1890.18±386.99 0.126 
Plant-derived protein (g) 28.32±6.70 33.54±13.90 0.037 
Animal-derived protein (g) 43.85±14.39 47.92±17.14 0.314 
Carbohydrate (g) 243.41±43.99 256.27±48.26 0.238 
Fiber (g) 16.18±4.00 18.44±4.15 0.021 
Plant-derived lipid (g) 24.77±6.40 26.07±9.08 0.480 
Animal-derived lipid (g) 32.59±13.95 36.81±17.76 0.472 
n-3 (g) 0.77±0.51 0.91±0.55 0.342 
n-6 (g) 6.52±2.50 6.96±2.70 0.465 
Cholesterol (mg) 355.49±135.33 400.61±156.27 0.190 
Plant-derived calcium (mg) 224.02±72.81 260.70±73.31 0.036 
Animal-derived calcium (mg) 335.26±172.91 391.47±172.15 0.259 
Phosphorus (mg) 1022.37±247.06 1158.17±256.53 0.024 
Sodium (mg) 3762.41±976.85 4093.93±915.13 0.141 
Potassium (mg) 2430.61±559.16 2738.84±683.18 0.077 
Plant-derived iron (mg) 8.46±3.68 10.18±4.06 0.012 
Animal-derived iron (mg) 3.96±1.42 4.16±1.26 0.336 
Zinc (mg) 9.17±3.00 10.28±3.90 0.283 
Vit A (ug RE) 723.60±294.18 710.57±212.16 0.831 
Retinol (ug) 143.26±60.29 178.83±89.77 0.144 
β-carotine (ug) 2845.27±1226.27 2788.53±1003.42 0.831 
Vit E (mg) 13.66±3.95 15.63±4.01 0.039 
Vit B1 (mg) 1.25±0.31 1.42±0.45 0.062 
Vit B2 (mg) 1.18±0.32 1.37±0.28 0.010 
Vit B6 (mg) 1.90±0.43 2.16±0.50 0.019 
Vit C (mg) 107.97±112.57 126.78±66.90 0.004 
Niacin (mg) 15.57±3.74 17.07±4.56 0.127 
Folate (ug) 200.68±56.83 228.59±65.03 0.045 

1) Mean±SD
2) Measured by t-test or Mann-Whitney (U) test between behavioral problem and control group at P-value less than 0.05

Table 6. Dietary intakes of the children.

군에 비해 문제행동군이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 모

발 내 중금속 상태를 나타낸 Table 8을 보면 모발 

내 수은(P＜0.001), 비소(P＜0.05), 우라늄(P＜0.05)의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 문제행동군에서 유의하게 낮

게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K-CBCL설문

을 통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선별한 후, 연
구에 동의한 문제행동 아동의 영양 상태 및 모발 

미네랄을 평가하고, 성별과 나이를 맞춘 대조군의 

상태와 비교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 월평균 수입,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직업, 가족 수, 자녀 수, 
출생 순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식생활 관리

자도 두 군 모두 거의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어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이 ADHD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Choi & Lee 2009),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영양지식에 영향을 주며 문제행동 점수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Joo 등 2006)고 하여 본 연구와 

비교된다.
신체계측자료에서 두 집단 사이에 키, 체중,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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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2)

Hair – Ca 520.11 ±230.861) 598.59 ±269.88 0.177 
Hair – P 157.75 ±32.21 142.33 ±31.67 0.011 
Hair – Na 294.93 ±242.24 201.59 ±240.44 0.021 
Hair – K 231.39 ±170.69 277.12 ±526.83 0.084 
Hair – Zn 159.17 ±76.46 154.80 ±48.86 0.550 
Hair – Cu 16.30 ±7.54 22.45 ±31.64 0.472 
Hair – Mg 35.30 ±21.53 41.95 ±31.32 0.413 
Hair – Fe 10.37 ±6.86 13.82 ±6.41 0.000 
Hair – Cr 0.72 ±0.12 0.49 ±0.33 0.000 
Hair – Se 0.74 ±0.13 0.77 ±0.13 0.343 
Hair – Mn 0.27 ±0.32 0.23 ±0.08 0.203 
Hair – Mo 0.05 ±0.02 0.05 ±0.02 0.347 
Hair – V 0.15 ±0.08 0.13 ±0.08 0.198 
Hair – B 0.48 ±0.51 0.75 ±0.61 0.003 
Hair – Sr 3.17 ±2.10 4.47 ±5.29 0.816 
Hair – Li 0.01 ±0.00 0.01 ±0.01 0.264 
Hair – Co 0.01 ±0.01 0.01 ±0.01 0.330 
Hair – Ge 0.03 ±0.01 0.04 ±0.01 0.000 
Hair – Sn 0.18 ±0.13 0.16 ±0.16 0.228 
Hair – S 49208.12 ±1851.97 46621.90 ±2337.91 0.000 

1) Mean±SD
2) Measured by t-test or Mann-Whitney (U) test between behavioral problem and control group at P-value less than 0.05

Table 7. Hair mineral contents of the children.

Behavioral problem (n=39) Control (n=34) P-value2)

Hg 0.18 ±0.111) 0.31 ±0.16 0.000 
Pb 1.04 ±1.00 0.88 ±0.75 0.426 
Cd 0.03 ±0.04 0.03 ±0.03 0.744 
Al 14.36 ±6.50 13.65 ±6.91 0.382 
As 0.10 ±0.04 0.13 ±0.08 0.040 
U 0.11 ±0.25 0.31 ±0.81 0.029 
Bi 0.11 ±0.20 0.11 ±0.07 0.918 
Sb 0.03 ±0.02 0.03 ±0.04 0.462 
Ba 0.85 ±0.53 0.85 ±0.86 0.309 
Be 0.00 ±0.00 0.00 ±0.00 0.231 

1) Mean±SD
2) Measured by Mann-Whitney(U) test between behavioral problem and control group at P-value less than 0.05

Table 8. Hair heavy metal contents of the children.

비만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

(Altfas 2002; Waring & Lapane 2008; Ptácek 등 2009)
에서 ADHD와 비만, 높은 체지방, BMI와 관련이 있

다고 보고된 바와, 국내연구(Chun 등 2010)에서 

ADHD 아동이 정상군에 비해 비만율이 높다고 보고

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물론 상이하게 ADHD
와 비만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Cortese 등 2008), 반대로 ADHD를 가진 환자의 3∼
9%에서 거식증,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보인다

는 보고도 있다(Ptáček 등 2010). ADHD에서 흔히 나

타나는 충동성이 상대적으로 지방과 당의 함량이 

높은 간편 식품 선호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체형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열량 섭취 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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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군의 특정 식품 과잉 섭취 양상은 없었다. 
또한 식행동 설문에 있어서는 비만과 관계가 있는 

EF, EOE 항목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음식 섭취량

이 감소하는 SE/SR, EUE가 문제행동군에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K-CBCL의 경우 ADHD와 

같은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를 통합한 문제행

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은 선

행연구와 같은 충동적 식품 섭취에 따른 체중 증가

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 변화에 따른 섭취량 감소

로 영양적 불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식습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간식 선택 시 고려 

사항은 문제행동군은 맛이 52.8%, 대조군은 영양이 

39.7%로 높았고, 간식 섭취 방법에서 문제행동군에

서는 간식은 부모가 사주는 것을 먹는다는 응답이 

50%, 대조군의 경우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을 먹

는다는 응답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자면 문제행동군의 경우 영양적 균형이 잡

힌 간식보다는 외부의 가공된 간식 섭취가 더 높을 

수 있다. 식품 섭취 상태를 통해서도 문제행동군이 

유의하게 높게 섭취한 라면, 과자, 콜라는 가공 식

품이고, 대조군에서 섭취가 높았던 멸치, 두부, 채소

류, 사과, 우유는 자연 식품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단순당 섭취량이 높은 것이 ADHD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ung & Park 1995)는 지적이 있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당의 섭취

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행동군

의 단순당 함유 식품(과자, 사탕, 탄산음료)과 카페

인 함유 식품(커피, 커피우유, 녹차, 초콜릿, 콜라) 
섭취 총량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0.01). 그리고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야식을 먹는 

경우와 편식을 하는 아동이 문제행동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야식으로 먹는 식품은 치킨, 피자가 높았

고, 편식하는 식품은 콩류, 채소류 순으로 이는 식

품섭취빈도조사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낮게 섭취

하는 식품들이다. 태국에서 6∼13세 2,222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결과 지적 기능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수행 능력 점수가 낮은 그룹은 식사 패턴

도 좋지 않았으며, 당류와 튀긴 음식의 선호도가 높

고 채소, 과일,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영양가 높

은 식품의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연

구 결과를 보였다(Fu 등 2007). 간식 섭취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를 보아도 ADHD 성향이 높은 아동

이 간식과 매식의 섭취 빈도가 높았으며, 편식, 과

식과 같은 식생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

반적인 식습관과 영양지식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

(Kim & Shim 1995; Choi & Lee 2009; Kim & Kim 
2010). 본 연구에서는 아침 결식에 대한 설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ADHD군이 정상군보다 아

침식사 섭취횟수가 적었다는 연구와(Choi & Lee 
2009) 저소득층 결식아동에게 아침급식을 공급했을 

때 주의집중력의 일부 영역이 향상되었다는 사전연

구 결과(Lee 2011)를 고려할 때 아침 식사의 중요성

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올바른 간식 선택 및 섭취, 아침 식사를 포함한 규

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 영양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영양소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많

은데, 본 연구에 사용된 모발을 이용한 미네랄 측정

법은 고통 없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고，일정 기간

에 걸친 체내 미네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미네랄 상태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장

점이 있다(Kim & Song 2002). 선행 연구를 통해 관

련 있는 영양소를 살펴보면 중추신경계(Central nerv-
ous system)의 메틸화(Methylation)의 역할을 하는 비

타민 B군과 신경관(Neural tube)의 발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엽산은 인지 능력과의 관련성이 크며, 비
타민 C는 신경의 수초화(myelination) 및 신경전달물

질 합성의 조효소로 쓰이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에 

두뇌 기능의 활성에 관여한다. 아연은 DNA복제 및 

단백질 합성과 관련되어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의 60%를 구성하는 지방층의 구성 성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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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집중력 등 두뇌 기능과 관련된 영양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Bryan 등 2004). 칼슘 또한 신경의 흥분과 

전달, 효소의 활성화 등 중요한 생리조절기능을 담

당한다(Le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영양

소에 관해 분석한 결과 식물성 철분(P＜0.05), 비타

민 B2(P＜0.05), 비타민 B6(P＜0.05), 비타민 C(P＜ 

0.01), 엽산(P＜0.05)의 섭취가 문제행동군에 비해 대

조군에서 높았고, 식물성 단백질(P＜0.05), 식이섬유(P
＜0.05), 식물성 칼슘(P＜0.05), 인(P＜0.05), 비타민 

E(P＜0.05)도 대조군이 문제행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철분, 아연, 비타민 B2, 비타

민 B6, 비타민 B12, 엽산이 인지 기능, 행동과 관련

이 있었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Bryan 등 

2004; Gewa 등 2009). 모발 검사에서도 철분, 붕소, 
게르마늄이 대조군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붕소는 부

족 시 골격, 신장, 뇌 등의 신체 기능이나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Nielsen 1991), 게르마늄은 셀

레늄과 함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뤄지는 영양소로 면역강화작용, 세포활성화, 양이온 

상태의 금속과 결합하여 체외로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배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Lee 등 

2006). 두 영양소 모두 위의 기능을 고려할 때 아동

의 인지,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나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트륨, 크롬은 핵산의 합성과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습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선

행연구(Gentile 등 1983)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문제행동군에서 모발 내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위

에서 살펴본 대조군에서 섭취량이 높았던 영양소들

은 채소, 과일이 주된 급원 식품으로 아동의 채소, 
과일 섭취 증가와 함께 균형된 식사 구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중금속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해외에서 납, 

카드뮴, 규소, 수은과 같은 유독한 금속들의 축적이 

행동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신경화학적, 생화학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중금속

의 경우 모발의 납, 규소의 농도가 ADHD군에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Yu & Chung 2004). 본 연구

에서는 수은, 비소, 우라늄이 기존 연구와 다른 결

과를 보였다. 수은의 경우 두뇌 발달에 역기능을 하

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중금속으로 식품 중 어

류 섭취로 체내 축적될 수 있다고 하며, 비소는 담

배연기, 배기가스, 식품으로는 어류, 조개류에 의해 

오염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비소 함량이 높은 물이

나 토양에서 자란 콩, 쌀 등 작물 섭취에 따라 체내

에 축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라늄은 신장과 

폐에 특히 영향이 많다고 하며, 작업 중에 노출되기

도 하지만 식품과 토양, 물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

을 먹이사슬에 따라 식품으로 섭취 시 체내에 들어

오기도 한다. 특히 토양을 많이 접하며 활동을 하는 

아동의 경우 노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다고 한다

(WHO 2001; Anwar 2005; WHO 2010a; WHO 2010b). 
수은, 비소의 노출이 높을 수 있는 어류, 조개류의 

섭취가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대조군에서 문제행동

군보다 섭취량이 높았으며, 멸치는 유의하게 높은 

섭취를 보인 점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본 대조군의 

수은, 비소 수치가 미국의 정상 범위(수은 ＜1.8 
ppm, 비소 ＜0.2 ppm) 및 국내 3∼12세 정상 아동 

223명을 대상으로 미네랄 함량 조사에 따라 제시한 

정상 범위(수은 ＜1.08, 비소 ＜0.21)(Kwon 등 2006) 
내에 있기 때문에 체내 중독에 따른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의 경우 대조군에서 본 연

구의 분석 기관의 정상 범위(0.5 ppm)보다는 낮았으

나, 미국의 정상 범위(0.085∼0.170)보다 높게 나타났

다(Kim & Song 2002). 수은, 비소, 우라늄을 비롯한 

중금속의 경우 국내에서 정해진 정상 범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 외의 환경적

인 영향과 체내에서 흡수, 축적되는 정도도 성별, 
나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소

를 고려한 더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아동기의 채소섭취 부족과 가공식품 섭취 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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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식습관이 인지, 정서, 행동 등의 발달에도 중

요한 영향을 주는 만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채

소를 포함한 균형 있는 식습관과 올바른 식품 선택, 
가공 식품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

조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아동기의 식습관이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적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아동의 식습관과 영

양 상태, 모발미네랄 상태를 분석하여 문제행동과 

관련된 유발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73명이며, 문제행

동군 39명, 대조군 34명이었다. 연령은 문제행동

군 9.6±1.6세, 대조군 9.5±1.9세로 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여아가 

더 많았다. 두 집단 모두 부모님의 학력은 대졸, 
가족 수는 4명, 자녀 수는 2명, 출생 순위는 첫째, 
어머니 직업은 주부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 식

생활 관리자도 두 집단 모두 어머니가 대부분이

었다.
2. 신체계측 분석 결과는 문제행동군의 신장은 140.0 

±12.6 cm, 체중은 38.5±13.0 kg, 대조군의 신장은 

141.6±12.9 cm, 체중은 39.6±11.2 kg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간식 섭취 습관에서 간식 선택 시 고려 사항은 

문제행동군은 맛 52.8%, 대조군은 영양 39.7%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문제행동군에서는 

간식은 부모가 사주는 것을 먹는다는 응답이 

50%로 높았고, 대조군의 경우는 부모가 만들어주

는 것을 먹는다는 응답이 45.9%로 높게 나타났

다. 일반적 식습관에 관한 사항에서 문제행동군

이 대조군에 비해 편식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문
제행동군이 편식하는 식품은 콩류(35.7%), 채소류

(35.7%), 어패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야식을 

먹는 경우도 문제행동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야

식으로 먹는 식품은 치킨, 피자(47.4%)가 가장 많

았다. 평소 식습관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군이 가

공된 식품을 먹을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

다. K-CEBQ에서는 SE/SR(P＜0.01), DD(P＜0.01), 
EUE(P＜0.05)의 scale에서 문제행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4. 식품섭취빈도조사에서 식품군별로 살펴보면 두류

(P＜0.01), 채소류(P＜0.05), 우유 및 유제품(P
＜0.05)은 대조군이 문제행동군에 비해 섭취량이 

유의하게 많았고, 당 함유식품(P＜0.01), 카페인 

함유식품(P＜0.01)은 문제행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총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식품별로는 멸치(P
＜0.05), 두부(P＜0.01), 무(P＜0.05), 콩나물(P＜ 

0.05), 시금치(P＜0.05), 당근(P＜0.05), 호박(P＜ 

0.05), 상추(P＜0.05), 양배추(P＜0.01), 사과(P＜ 

0.05), 우유(P＜0.01)는 대조군이 문제행동군에 비

해 유의하게 높게 섭취했고, 라면(P＜0.05), 과자

(P＜0.05), 콜라(P＜0.01)는 문제행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5. 영양섭취상태는 식물성 단백질(P＜0.05), 식이섬유

(P＜0.05), 식물성 칼슘(P＜0.05), 인(P＜0.05), 식물

성 철분(P＜0.05), 비타민 E(P＜0.05), 비타민 B2(P
＜0.05), 비타민 B6(P＜0.05), 비타민 C(P＜0.01), 
엽산(P＜0.05)에서 대조군이 문제행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모두 콩, 두부,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 식품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로 이는 식품섭취 빈도조사에서도 대

조군에서 높은 섭취 빈도를 보인 식품들이다.
6. 모발 내 미네랄 함량은 인(P＜0.05), 크롬(P＜ 

0.001), 나트륨(P＜0.05), 황(P＜0.001)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행동군에서 높았으며, 철(P＜0.001), 붕

소(P＜0.01), 게르마늄(P＜0.001)은 대조군이 문제

행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모발 내 

중금속 상태는 수은(P＜0.001), 비소(P＜0.05), 우

라늄(P＜0.05)의 함량이 문제행동군에 비해 대조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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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섭취가 높고, 가공식품의 섭취가 낮았으며, 
체내 영양소 함량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균형 있는 식사 구성, 올바른 식품 선택, 
가공 식품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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