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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SQ-FFQ) to assess the dietary intake of married 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The SQ-FFQ consisting of 41 food items was selected based on the information of 
frequently consumed foods from the preliminary studies on dietary intake survey for married 
migrant women or a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irty-five subjects 
who visi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Seoul and Daejeon area completed 
their three-day diet records and SQ-FFQ 2 times. The reproducibility and relative validity of 
SQ-FFQ were assessed by comparing the 1st and 2nd SQ-FFQ and by comparison with the 
three-day diet records, respectively.
Results: The reliability of SQ-FFQ, which was examined 1–2 weeks apar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ergy and macronutrient intake (carbohydrate, fat, protein), 
while the average intakes of vitamin A, riboflavin, calcium, and potassium were slightly 
higher in the 2nd than 1st SQ-FFQ. All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reliability for nutri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anging from 0.453 to 0.885. The mean intakes of energy, 
carbohydrate, vitamin C, thiamin, folate, vitamin B12, calcium, and sodium obtain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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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Q-FFQ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3-day dietary records. The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2 methods was the highest for plant fat (r = 0.602; p < 0.001) and 
relatively higher for energy, carbohydrate, fat, and thiamin ranging from 0.512 to 0.599; 
and protein, riboflavin, niacin, folate ranging from 0.335 to 0.499, while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for vitamin A, C, calcium, iron, and sodium.
Conclusion: The developed SQ-FFQ for married 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is study appears to be useful for estimating the nutritional status, particularly energy, 
carbohydrates, fat, and vitamin B group.

Key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SQ-FFQ), diet records, validation

서론

2018년 12월에 발표된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구는 31.9만 가
구로 전체 가구의 1.6%를 차지하며, 다문화가구원 중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여명으로 

이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결혼 이민자 여성의 국적
은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이 38.2%로 가장 높고 중국 22.1%, 태국 9.4%, 일본 5.9%, 필리핀 

5.1% 순으로 조사되었다 [1].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민자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인권침해, 가족과의 갈등, 차별대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초래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국제결혼 관련 법제도 마련, 인권 및 자녀 교육 지원, 사회적
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인권 

및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적극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건강이 우리사회 전체 건
강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영양 및 식생활 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3].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식사 내용을 측정하여 영양소 섭취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
용하고 있는 식사 평가 방법으로는 24시간 회상법, 식사기록법, 식품섭취빈도조사법, 식사
력 조사법 등이 있다. 이 중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은 제시된 항목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의 섭
취빈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의 일상적인 식생활 양상 파악에 유용한 도구로 보고되
고 있다 [4,5]. 섭취빈도와 함께 1회 평균 섭취량을 조사하여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
할 수 있는 반정량 식품섭취빈도조사법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SQ-

FFQ)의 경우 조사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한 대규모 역
학연구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다문화여성 대상 식생활 및 영양실태 조사 관련 논문 (학위논문 포함)은 약 18

편 정도가 검색되었는데 [6-24], 이 중 3편이 24시간 회상법으로 식생활 조사를 수행하여 영
양소 섭취실태를 보고하였고 [9,13,19], 이 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식습관 및 식행동 

실태를 파악하거나 간이식생활진단표 등 20개 내외의 식품에 대한 섭취빈도를 조사하는 것
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다문화여성의 식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조사도구에 대한 연구
는 베트남 여성 대상 식품섭취빈도조사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24], 다양한 국적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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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국외에서 수행된 이민자 대상 연구
에서는 식이섭취조사도구로 식품섭취빈도조사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Talegawkar 등 [25]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남아시아 성인을 대상으로 163개 식품항목에 대
한 SQ-FFQ를 활용해 식이섭취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Ngongalah 등 [26]의 체계적 고찰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이민자 여성의 식이패턴 조사연구의 대부분은 인
터뷰를 통해 식품섭취빈도조사 또는 24시간 회상법을 식이조사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은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인구집단 별로 식문화에 따른 식생활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인구집단에 사용하는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이 다른 인구집단의 식
사 평가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식품빈도섭취 조사지는 연구 대상과 목적에 따
라 변경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27]. 따라서, 여러 문화의 인구집단이 혼합되어 있는 우
리나라는 복합적인 식생활 문화를 반영한 SQ-FFQ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성인기 이후에 한국으로 이주해 온 다문화여성의 식생활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 및 음식이 반영된 SQ-

FFQ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SQ-FFQ의 재현성 평가를 통해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3일 식사기록법과의 결과 비교를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반정량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SQ-FFQ) 개발
본 연구의 SQ-FFQ 개발 체계는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SQ-FFQ를 개발하기 위해 다문화
여성 대상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주요 섭취식품관련 자료 [28],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
한 SQ-FFQ 및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9]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소비 및 다빈도 식품목
록과 영양소 섭취량에 기여도가 높은 주요 급원식품을 근거로 하여 식품목록을 구성하였고, 

일부는 음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식품 및 식품군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유지류 및 양념류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저평가될 수 있으므로 CAN-Pro 5.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이용한 자료입력 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대상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조리방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1회 섭취 기준 분량은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의 SQ-FFQ에서 제시하는 각 식품 1회 

섭취 분량 [29],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공한 한국인 식사구성안의 1인 1회 분량 [30]

과 CAN-Pro 5.0에 제시되어 있는 1인 1회 분량 등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식품섭취빈도는 1

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를 10개의 구간 (거의 안 먹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회, 주 5–6회, 일 1회, 일 2회, 일 3회)으로 나누었다. 한편, 식품 및 영양소 섭
취량 산출을 위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 참고하고자 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19년도 7월에 2개 지역 (서울, 대전)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공고를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다문화여성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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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SQ-FFQ와 3일 식사기록지를 활용하여 

식사내용과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조사대상자
를 위해 개발된 조사지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 몽골어
의 5개 국어로 번역되어 조사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조사지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동일인을 대상으로 시간 간격 (1–2주)을 두고 조사-재조사하였고, 타당도 검
증을 위해 개발된 SQ-FFQ로 1차 조사를 할 때, 3일 식사기록법 (주중 2일과 주말 1일)을 동일
인에게 실시하였다. 조사지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 

분량 미표기, 빈도 다중응답, 최근 5–6개월 내 식습관 변화, 주식류 중복응답, 하루 섭취 열량 

1,0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 이상)를 제외한 최종 35명의 조사자료를 도구의 검증을 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KUIRB-1040460-A-2019-018)을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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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food items from the 2016 KNHANES data, the previous multicultural women study data,
and the SQ-FFQ in KNHANES

Selection of food items frequently consumed and mainly contributing to energy intake

Selection of food items for developing SQ-FFQ for multicultural women

Self-administered SQ-FFQ was applied to a large scale survey

•
•

•

Final analysis (n = 35) 
•
•

Study participants: multicultural women living in Korea (n = 100)
Self-administered SQ-FFQ (twice) & 3-day food record: instructed and checked by well-trained
personnel (dietitian)
Exclusion: uncompleted documents, portion size missing, multiple choice, overlapped data,

dietary pattern change in recent 5–6 months, daily energy intake < 500 or > 5,000 kcal

Examination of nutrient intake with CAN-Pro 5.0 (Korean Nutrition Society)
Statistical analysis with SPSS program (Ver. 24, SPSS Inc., Chicago, IL, USA)

Validation of SQ-FFQ for multicultural women

Based on standardized portion size from the SQ-FFQ in 2016 KNHANES data, and one serving
size from the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and CAN-Pro 5.0 (Korean Nutrition Society)

Determination of food items portion size

Determination of food item portion size for developing SQ-FFQ for
multicultural women

Development of SQ-FFQ for multicultural women (including 41 food items)

Fig. 1. Flowchart to develop SQ-FFQ for multicultural women. 
SQ-FFQ,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식이 조사 및 영양소 섭취량 산출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지는 자기기입식 SQ-FFQ이다. 따라서 빈도조사와 3일 식사기
록 모두 조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단,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사나 

식생활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센터 근무 직원들이 작성방법에 대해 일대일로 상세히 설명
하도록 하였다. 1회 분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섭취용기 (공기, 대접, 

접시, 스푼, 종이컵 등)를 조사지에 표기하였다. SQ-FFQ는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한 

식품/음식의 빈도와 1회 섭취 분량을 표기하도록 구성되었다. 식사기록지는 3일 동안 섭취한 

식품과 음식의 재료 및 실제 섭취 분량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요일에 따른 섭취 양상의 차이
를 고려하여 평일 이틀과 주말 하루를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작성한 식사기록지는 회수
할 때에 영양사 (훈련받은 전문요원)와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음식의 식품명, 식품량, 조리법 

등을 보충하여 기록하였다.

SQ-FFQ의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섭취 빈도와 섭취 분량에 근거하여 항목별로 하루 평균
섭취량을 산출하고, 식사기록지는 목측량을 중량으로 환산하여 각각의 영양소 섭취량을 계
산하였다. SQ-FFQ와 3일 식사기록의 영양소 산출은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한 CAN-Pro 5.0

을 이용하여 개인별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 (Ver. 24;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SQ-FFQ (1, 2차)와 3일 식사기록 조사의 영양소 섭취량은 평균과 

표준오차 (means ± SE)로 구하였다. 개발된 조사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1차와 2차 SQ-

FFQ의 영양소 섭취 분석 결과 간에 paired t-test와 스피어만 상관분석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SQ-FFQ (1차)와 3일 식
사기록에 의한 영양소 섭취 분석 결과 간에 paired t-test와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개발된 SQ-FFQ에 포함된 식품항목 및 양식
Table 1은 개발된 SQ-FFQ 양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된 조사지에 포함된 식품
항목은 주재료의 식품과 조리법에 의해 총 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식품 (예: 감자/

고구마,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오리고기, 생선/조개류/해산물, 쌈채소/풋고추 등)을 기반
으로 하면서 일부는 음식 (예-비빔밥/볶음밥, 나물반찬, 장아찌/피클 등)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자주 먹는 계란과 우유의 경우, 각각 주로 먹는 형태를 질문하여 기름 사용 요리 여부 

(달걀후라이/달걀말이, 삶은 달걀/달걀찜, 또는 두 가지 비슷) 와 지방 함유 (일반우유, 저지방
우유, 두 가지 비슷)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 섭취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식빵
에는 버터/마아가린, 쨈/꿀 등의 사용 유무를 선택하도록 하고 커피는 설탕과 프림의 첨가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계절에 영향을 받는 과일의 경우, 제철 및 계절 무관을 표시하도록 하
였다. 단순당 (설탕)이 들어간 많은 음료 (예: 유자차, 콜라, 사이다 등 포함, 믹스커피 제외)와 

과자류 (초콜릿, 사탕),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견과류 (잣, 땅콩, 아몬드, 호두 등) 및 주요 양
념장 등도 식품항목에 넣었다. 또한 알코올도 섭취열량과 만성퇴행성질환 위험에 영향을 주
므로 종류와 음주량 또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Appendix 1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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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FFQ에 명시된 항목 외에 참고용으로 조사한 ‘그 밖에 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대한 

작성 항목으로 ‘자주 먹는 주식(밥, 면류)’, ‘자주 먹는 육류요리, 생선요리’, ‘국/째개 종류’, ‘기
타 반찬’, ‘자주 먹는 과일’, ‘자주 먹는 간식’, ‘기타 자주 먹는 음식’, ‘자주 사용하는 본국의 향
신료나 조미료’가 있었고, 양에 대한 표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도록 하였고, 24시간 회상법
에서 조사된 음식명 중에서도 참고하였다. 항목별로 조사된 음식명의 빈도를 파악하여 빈도
가 높게 나온 식품 (음식)을 중심으로 최종 SQ-FFQ 완성에 반영하였다.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항목에서 본국의 음식명 (식품명)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지
는 않았다. 따라서, 빈도가 낮게 나온 음식명에 대해서는 SQ-FFQ의 항목으로 특정하여 제시
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도출된 본국의 음식명 (식품
명)의 빈도는 쌀국수 16, 베트남 간장 7, 일본 간장 6, 양고기 3, 베트남음식 2, 베트남 조미료 2, 

베트남 소금 1, 베트남피시소스 1, 야끼니꾸 1, 중국요리 1, 중국 요리술 1, 중국 조미료 1, 필리
핀 간장 1, 필리핀 소금 1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총 35명 조사대상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13명), 일본 (8명), 중국 (8명), 몽골 (5명), 필리핀 (1명) 

이며, 평균 연령은 35.97 ± 1.25세였고,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69.3 ± 7.9개월 (1개월-157개월)이
었다. SQ-FFQ 1차 및 2차 조사를 통한 체중 및 체질량지수의 평균값은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
며, 1차 및 2차 조사 결과 값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SQ-FFQ 1차 및 2차 조사 간 평균 영양소 섭취량 비교
Table 3은 SQ-FFQ 1차 및 2차 조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하루 총섭
취 에너지, 다량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및 수분 섭취량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반면,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칼슘 (총칼슘, 동물성칼슘), 인, 염소, 칼륨, 구리, 

요오드는 1차 조사의 평균 섭취량과 2차 조사의 평균 섭취량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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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 of the developed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ood items Frequency

Never or less 
than once/

month

Month Week Day Choose your servings
1 2–3 1 2–3 4 5–6 1 2 3 Less  

(1/2)
A portion 

(1)
More  

(1.5–2)
1. Rice (cooked) Less 1 bowl More

1-1. Which one do you usually intake? ① White rice ② Multi-grain rice ③ Similar
1-2. What kind of mixed grains do you usually intake?

2. Mixed rice with vegetables, Fried rice Less 1 bowl More
2-1. Which one do you usually intake?

3. Noodle Less 1 bowl More
3-1. What kind of noodles do you usually intake?

4. Instant noodle, Cup-noodle (big size) Less 1 bowl More
5. Loaf bread Less 2 slices More

5-1. Butter, Margarine Less 2 ts More
5-2. Jam Less 2 ts More

6.  Sweet and greasy bread (cake, doughnut,  
red bean bun etc.)

Less 1 piece More

7. Dumpling Less 6 pieces More
7-1. What kind of dumplings do you usually intake?
7-2. What kind of cooking methods (i.e. steamed, pan-fried, boiled) do you usually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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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 35)
Variables Value
Age (yrs) 36.0 ± 1.3
Body weight (kg) 53.7 ± 1.2
BMI (kg/m2) 21.4 ± 0.5
Period living in Korea (mon) 69.3 ± 7.9
Country of origin

Vietnam 13 (37.1)
Japan 8 (22.9)
China 8 (22.9)
Mongolia 5 (14.3)
Philippines 1 (2.9)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Table 3. Comparison between daily nutrients intake measured by a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t first and second examination (n = 35)
Nutrient (intake/day) First Second t-value p-value1)

Energy (kcal) 2,003.7 ± 146.4 1,872.3 ± 123.4 1.690 0.100
Carbohydrate (g) 311.3 ± 25.4 293.2 ± 20.2 1.403 0.170
Fat (g) 55.0 ± 5.1 50.2 ± 5.0 1.296 0.204

Plant fat 27.7 ± 3.4 24.7 ± 2.7 1.414 0.166
Animal fat 27.2 ± 2.7 25.5 ± 2.8 0.631 0.532

Protein (g) 64.0 ± 4.5 59.9 ± 4.2 1.386 0.175
Plant protein 34.0 ± 2.7 32.3 ± 2.1 1.307 0.200
Animal protein 29.9 ± 2.6 27.6 ± 2.5 0.963 0.342

Dietary fiber (g) 28.0 ± 2.9 26.4 ± 2.6 1.014 0.318
Soluble fiber 4.2 ± 0.4 4.1 ± 0.4 0.415 0.681
Insoluble fiber 16.4 ± 1.8 15.5 ± 1.6 1.034 0.309

Water (g) 1,398.3 ± 131.5 1,251.2 ± 110.6 1.664 0.105
Cholesterol (mg) 289.6 ± 26.7 289.7 ± 28.9 −0.005 0.996
Vitamin A (µg RAE) 458.6 ± 44.8 397.7 ± 37.6 2.187 0.036
Vitamin D (µg) 3.5 ± 0.4 3.2 ± 0.4 1.231 0.227
Vitamin E (mg) 15.7 ± 1.3 14.7 ± 1.3 1.274 0.211
Vitamin K (µg) 241.2 ± 35.1 205.6 ± 28.1 1.529 0.135
Vitamin C (mg) 185.8 ± 29.5 172.9 ± 25.6 0.691 0.495
Thiamin (mg) 2.2 ± 0.2 2.0 ± 0.2 1.177 0.247
Riboflavin (mg) 1.5 ± 0.1 1.4 ± 0.1 2.085 0.045
Niacin (mg) 10.5 ± 0.8 9.8 ± 0.7 1.588 0.122
Vitamin B6 (mg) 2.2 ± 0.2 2.0 ± 0.2 1.535 0.134
Folate (µg) 625.2 ± 59.4 577.2 ± 55.3 1.310 0.199
Vitamin B12 (µg) 4.0 ± 0.4 3.6 ± 0.3 1.249 0.220
Total calcium (mg) 603.5 ± 55.8 508.7 ± 47.7 2.572 0.015

Plant calcium 284.3 ± 31.5 260.5 ± 26.4 1.272 0.212
Animal calcium 319.2 ± 36.9 248.3 ± 32.4 2.482 0.018

Phosphorus (mg) 1,106.3 ± 77.2 1,006.3 ± 71.9 2.039 0.049
Sodium (mg) 2,261.2 ± 172.5 2,118.2 ± 188.8 0.969 0.339
Chloride (mg) 204.9 ± 26.0 156.2 ± 24.3 2.194 0.035
Potassium (mg) 3,073.2 ± 275.0 2,698.7 ± 235.5 2.209 0.034
Magnesium (mg) 142.8 ± 14.2 130.1 ± 13.8 1.635 0.111
Total iron (mg) 13.4 ± 1.1 12.4 ± 0.9 1.948 0.060

Plant iron 11.2 ± 1.0 10.3 ± 0.8 1.805 0.080
Animal iron 2.2 ± 0.2 2.1 ± 0.2 0.740 0.464

Zinc (mg) 10.8 ± 0.8 10.1 ± 0.7 1.779 0.084
Copper (µg) 713.0 ± 62.4 644.6 ± 57.1 2.065 0.047
Iodine (µg) 82.7 ± 8.1 69.1 ± 7.9 2.143 0.039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1)Tested by paired t-test.



SQ-FFQ 1차 및 2차 조사 간 영양소 섭취량의 상관관계
Table 4는 SQ-FFQ 1차 및 2차 조사에서 도출된 동일 영양소 섭취량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동일 영양소 섭취량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반적
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총 섭취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총단백질, 식
물성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니아신, 비타민 B6, 철 (총철, 식물성철), 아연, 구리 간의 상
관계수가 0.800 이상이었고, 동물성 칼슘, 염소, 요오드, 비타민 B12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
의 상관계수가 0.555 이상이었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
SQ-FFQ와 3일 식사기록지 조사 간 평균 영양소 섭취량 비교
다음 Table 5는 SQ-FFQ 1차조사 결과와 3일 식사기록 조사를 통한 일일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SQ-FFQ 조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이 3일 식사기록을 통한 영양소섭취량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총섭취 에너지, 탄수화물, 식이섬유, 수분, 비타민 C, 

티아민, 엽산, 비타민B12, 칼슘 (총칼슘, 식물성칼슘, 동물성칼슘),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
슘, 철 (동물성철), 아연, 구리, 요오드 섭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SQ-FFQ와 3일 식사기록지 조사 간 영양소 섭취의 상관관계
다음 Table 6은 SQ-FFQ 1차 조사와 3일 식사기록 조사의 주요 동일 영양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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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same nutrient intake measured by a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t first and second examination
Energy and main nutrients Vitamins Minerals
Energy (kcal) r1) 0.878 Vitamin A (µg RAE) r 0.711 Total calcium (mg) r 0.671

p2) < 0.001 p < 0.001 p < 0.001
Carbohydrate (g) r 0.871 Vitamin D (µg) r 0.555 Plant calcium r 0.764

p < 0.001 p 0.001 p < 0.001
Fat (g) r 0.757 Vitamin E (mg) r 0.818 Animal calcium r 0.453

p < 0.001 p < 0.001 p 0.006
Plant fat r 0.750 Vitamin K (µg) r 0.555 Phosphorus (mg) r 0.798

p < 0.001 p 0.001 p < 0.001
Animal fat r 0.628 Vitamin C (mg) r 0.670 Sodium (mg) r 0.697

p < 0.001 p < 0.001 p < 0.001
Protein (g) r 0.803 Thiamin (mg) r 0.731 Chloride (mg) r 0.476

p < 0.001 p < 0.001 p 0.004
Plant protein r 0.885 Riboflavin (mg) r 0.729 Potassium (mg) r 0.731

p < 0.001 p < 0.001 p < 0.001
Animal protein r 0.580 Niacin (mg) r 0.869 Magnesium (mg) r 0.762

p < 0.001 p < 0.001 p < 0.001
Dietary fiber (g) r 0.808 Vitamin B6 (mg) r 0.800 Iron (mg) r 0.858

p < 0.001 p < 0.001 p < 0.001
Soluble fiber r 0.728 Folate (µg) r 0.726 Plant iron r 0.848

p < 0.001 p < 0.001 p < 0.001
Insoluble fiber r 0.760 Vitamin B12 (µg) r 0.584 Animal iron r 0.741

p < 0.001 p < 0.001 p < 0.001
Water (g) r 0.769 Zinc (mg) r 0.869

p < 0.001 p < 0.001
Cholesterol (mg) r 0.666 Copper (µg) r 0.863

p < 0.001 p < 0.001
Iodine (µg) r 0.661

p < 0.001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1)Correlation coefficient. 2)p-value tested by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상관계수가 높았다. 세부적으로 식물성 지방은 상관계수가 0.602 (p < 0.001)로 매우 높았고, 

총섭취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티아민의 상관계수도 0.512–0.59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한 단백질 (총단백질, 식물성단백질), 식이섬유 (총식이섬유, 불용성식이섬유), 리보플라빈, 

니아신, 엽산, 인, 아연, 구리는 상관계수가 0.335–0.499이었고, 콜레스테롤과 칼륨은 상관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경향성을 보였다.

고찰

다문화가구 중 특히 인구 구성 비율이 높은 다문화여성은 식문화 차이로 인한 영양불균형의 

가능성이 높은 영양취약계층으로 영양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여성의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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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between daily nutrients intake measured by a SQ-FFQ and a 3-day dietary record (n = 35)
Nutrient (intake/day) SQ-FFQ 3-day records t-value p-value1)

Energy (kcal) 2,003.7 ± 146.4 1,722.4 ± 59.8 2.241 0.032
Carbohydrate (g) 311.3 ± 25.4 252.1 ± 9.2 2.566 0.015
Fat (g) 55.0 ± 5.1 49.2 ± 2.7 1.287 0.207

Plant fat 27.7 ± 3.4 24.2 ± 1.5 1.239 0.224
Animal fat 27.2 ± 2.7 25.0 ± 1.9 0.752 0.457

Protein (g) 64.0 ± 4.5 64.5 ± 2.9 −0.119 0.906
Plant protein 34.0 ± 2.7 31.8 ± 1.5 0.930 0.359
Animal protein 29.9 ± 2.6 32.7 ± 2.1 −0.823 0.416

Dietary fiber (g) 28.0 ± 2.9 19.4 ± 1.1 3.216 0.003
Soluble fiber 4.2 ± 0.4 3.5 ± 0.3 1.828 0.076
Insoluble fiber 16.4 ± 1.8 10.2 ± 0.7 3.692 0.001

Water (g) 1,398.3 ± 131.5 764.1 ± 41.8 4.760 0.000
Cholesterol (mg) 289.6 ± 26.7 341.1 ± 22.7 −1.748 0.090
Vitamin A (µg RAE) 458.6 ± 44.8 413.4 ± 36.7 0.765 0.450
Vitamin D (µg) 3.5 ± 0.4 4.8 ± 0.8 −1.459 0.154
Vitamin E (mg) 15.7 ± 1.3 16.6 ± 1.0 −0.666 0.510
Vitamin K (µg) 241.2 ± 35.1 159.1 ± 30.4 1.902 0.066
Vitamin C (mg) 185.8 ± 29.5 64.3 ± 6.0 4.040 0.000
Thiamin (mg) 2.2 ± 0.2 1.6 ± 0.1 3.342 0.002
Riboflavin (mg) 1.5 ± 0.1 1.4 ± 0.1 1.524 0.137
Niacin (mg) 10.5 ± 0.8 11.7 ± 0.7 −1.307 0.200
Vitamin B6 (mg) 2.2 ± 0.2 1.8 ± 0.3 1.319 0.196
Folate (µg) 625.2 ± 59.4 409.2 ± 25.6 3.819 0.001
Vitamin B12 (µg) 4.0 ± 0.4 6.7 ± 0.6 −3.577 0.001
Total calcium (mg) 603.5 ± 55.8 440.1 ± 30.0 2.789 0.009

Plant calcium 284.3 ± 31.5 207.5 ± 15.6 2.268 0.030
Animal calcium 319.2 ± 36.9 232.6 ± 21.0 2.148 0.039

Phosphorus (mg) 1,106.3 ± 77.2 1,018.3 ± 56.4 1.112 0.274
Sodium (mg) 2,261.2 ± 172.5 3,123.7 ± 204.2 −3.732 0.001
Chloride (mg) 204.9 ± 26.0 120.0 ± 20.4 2.675 0.011
Potassium (mg) 3,073.2 ± 275.0 2,429.2 ± 162.7 2.211 0.034
Magnesium (mg) 142.8 ± 14.2 95.3 ± 8.2 3.268 0.002
Total iron (mg) 13.4 ± 1.1 12.7 ± 0.6 0.619 0.540

Plant iron 11.2 ± 1.0 9.3 ± 0.5 1.707 0.097
Animal iron 2.2 ± 0.2 3.4 ± 0.2 −4.258 0.000

Zinc (mg) 10.8 ± 0.8 9.1 ± 0.5 2.622 0.013
Copper (µg) 713.0 ± 62.4 577.3 ± 42.3 2.135 0.040
Iodine (µg) 82.7 ± 8.1 197.7 ± 35.2 −3.108 0.00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SQ-FFQ,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1)Tested by paired t-test.



활 및 영양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프로그램 및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들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조차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다문화여
성 대상 식생활 및 영양실태조사에서 적용한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해 

영양소 섭취수준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9,13,19], 이외에 설문조사를 통해 식습관 및 식행
동 실태를 조사하거나 간이식생활진단표 등 20개 내외의 식품에 대한 섭취빈도를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현재까지 SQ-FFQ를 이용해 국내 다문화여성의 식생활을 평가한 연구
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식품섭취빈도조사지를 개발한 것 이외엔 찾아보기 어렵다 

[6-24]. 반면, 국외에서 수행된 이민자 대상 연구에서는 식사섭취조사도구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26].

영양소 섭취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SQ-FFQ에 비해 보다 정확한 양적평가를 할 수 있는 24시간
회상법은 평상시의 식사섭취상태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조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고 면
접을 통해 조사되어야 하므로 다수의 대상자에게 조사하기엔 부담이 되는 방법이다. 식사기
록법 역시 기억에 의존하지 않은 비교적 정확한 양적평가가 가능하나, 평상시의 식사섭취상
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조사해야 하므로 조사대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며, 대상자 수와 조사 일수에 따라 자료의 분석에 대한 부담이 크다. 따라서 24시간회상법
과 식사기록법은 평상시의 식생활 파악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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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the same nutrient intake measured by a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nd 3-day dietary records (n = 35)
Energy and main nutrients Vitamins Minerals
Energy (kcal) r1) 0.595 Vitamin A (µg RAE) r −0.021 Total calcium (mg) r 0.267

p2) < 0.001 p 0.905 p 0.121
Carbohydrate (g) r 0.512 Vitamin D (µg) r 0.130 Plant calcium r 0.225

p 0.002 p 0.458 p 0.193
Fat (g) r 0.537 Vitamin E (mg) r 0.229 Animal calcium r 0.110

p 0.001 p 0.185 p 0.529
Plant fat r 0.602 Vitamin K (µg) r 0.069 Phosphorus (mg) r 0.398

p < 0.001 p 0.694 p 0.018
Animal fat r 0.169 Vitamin C (mg) r 0.082 Sodium (mg) r 0.325

p 0.330 p 0.642 p 0.056
Protein (g) r 0.413 Thiamin (mg) r 0.560 Chloride (mg) r 0.195

p 0.014 p < 0.001 p 0.262
Plant protein r 0.476 Riboflavin (mg) r 0.434 Potassium (mg) r 0.293

p 0.004 p 0.009 p 0.088
Animal protein r 0.084 Niacin (mg) r 0.335 Magnesium (mg) r 0.272

p 0.633 p 0.049 p 0.114
Dietary fiber (g) r 0.415 Vitamin B6 (mg) r 0.292 Iron (mg) r 0.229

p 0.013 p 0.089 p 0.185
Soluble fiber r 0.284 Folate (µg) r 0.380 Plant iron r 0.257

p 0.098 p 0.024 p 0.136
Insoluble fiber r 0.341 Vitamin B12 (µg) r −0.129 Animal iron r 0.103

p 0.045 p 0.462 p 0.557
Water (g) r 0.175 Zinc (mg) r 0.439

p 0.314 p 0.008
Cholesterol (mg) r 0.289 Copper (µg) r 0.402

p 0.093 p 0.017
Iodine (µg) r 0.011

p 0.949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1)Correlation coefficient. 2)p-value tested by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른다 [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평상시의 식사섭취상태를 간편하게 조사하여 

영양소 섭취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도구를 자기기입식 SQ-FFQ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식품섭취빈도조사는 제한된 식품/음식 목록으로 대상자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양상 및 섭
취수준을 평가하게 되므로 대상자의 식생활 특성에 맞게 그 목록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4,5,27]. 그러나 현재 국내 다문화여성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식품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여성의 식생활 양상은 한국의 일반 여성들과 비교
하면 다양성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섭취하는 식품 및 음식의 종류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
문화여성들 중 자국의 식품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주로 한국식의 식생
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SQ-FFQ는 다문화여성 대
상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료 [28], 국민건강영양조사의 SQ-FFQ [31] 및 2016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 [29]의 다소비 및 다빈도 식품목록과 영양소 섭취량에 기여도가 높은 주요 급원식
품을 참고하여 식품목록을 구성하였다.

주로 여러 식재료를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한국의 식생활 특성으로 인해 식품을 

기반으로 조사지의 식품목록을 구성할 경우 양념류나 유지류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섭
취가 저평가 될 수 있다 [31]. 그러나 음식 기반으로 조사지의 음식목록을 구성하는 경우, 음
식 종류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본국 음식들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자
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자기기입
식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사목록 식품/음식 수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상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는 식품과 음식을 모두 기반으로 조사목록을 선정
한 자기기입식 SQ-FFQ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기입식 SQ-FFQ의 신뢰도 검증은 1차와 2차 조사를 통한 재현성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통상적으로 3–4주의 간격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협조가 어려워 1–2주의 간격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개발된 조
사도구를 이용하여 1차 및 2차 조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Table 3),  

하루 총 섭취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량 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반면,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칼슘, 칼륨, 인의 경우 1차 조사의 평균 섭취량이 2

차 조사의 평균섭취량보다 유의적으로 약간 더 높았다. SQ-FFQ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도출
된 동일 영양소 섭취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 모든 동일 영양소 섭취량 간
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특
히 총 섭취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나이아신, 비타민 B6, 철의 상관계
수가 0.800 이상이었고, 나머지 영양소의 상관계수는 0.555 이상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사용된 SQ-FFQ의 신뢰도 검증결과 상관계수가 평균적으로 0.60 [32]와 0.54이었고 [33], 

한국 청소년 대상 연구를 위해 개발된 음식기반 SQ-FFQ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상관계수가 

0.53–0.82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0.74이었다 [34].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신뢰도를 검증
한 몇몇 연구들에서 상관계수가 영양소별로 0.25–0.82의 범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32-36],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는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여성의 영양소 섭취수준
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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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은 3일 식사기록법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준거타당성으로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Q_FFQ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 방법으로 반복측정이 가능하
고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타당도 연구에 적절하다고 보고된 [4,5] 식사기록법을 선
택하였다. 식사기록법은 SQ-FFQ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기준 방
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33,35-40]. 식사기록법의 조사 일수는 타당도에 영향을 주고 주말
과 계절 등에 변수도 있어 조사일수가 2주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용적인 면과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보통 2–5일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되었다 [4,5]. SQ-FFQ 1차조사 

결과와 3일 식사기록 조사를 통한 일일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Table 5), SQ-FFQ 조
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이 3일 식사기록을 통한 영양소섭취량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특히, 총 섭취 에너지, 탄수화물, 비타민 C, 티아민, 엽산, 비타민 B12, 칼슘, 나트륨 섭취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SQ-FFQ의 경우 24시
간 회상법이나 기록법에 비해 섭취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3-40]. SQ-FFQ 1차 

조사와 3일 식사기록 조사의 주요 동일 영양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6), 대부분
의 영양소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높았다. 식물성 지방은 

상관계수가 0.602 (p < 0.001)로 가장 높았고, 총 섭취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티아민의 상관
계수도 0.512–0.59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단백질, 리보플라빈, 니아신, 엽산의 상관계수가 

0.335–0.499이었다. 다양한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타당도를 검증한 다른 연구들은 영양소에 

따라 상관계수가 0.07–0.90의 범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32-40].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위해 

개발된 SQ-FFQ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에서 모든 영양소들 간의 상관계수 평균이 0.32 [32]와 

0.40이었고 [33], 한국인 유전체 역학연구를 위해 개발된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검증 결과에
서 모든 영양소들에 대한 상관계수의 중간값은 0.39이었다 [36]. 연구에 따라 각 영양소의 상관
계수가 0.27–0.9 [34], 0.229–0.859 [35], 0.23–0.64 [36], 0.07–0.41 [37], 0.317–0.748 [38], 0.24–0.55 

[39], 0.121–0.583 [40] 등 영양소별 상관계수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타 연구에서 개발된 SQ-FFQ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비
타민 A와 C, 칼슘, 철, 나트륨 등의 영양소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문화여성의 식생활 및 영양소 섭취실태를 파악하고자 개발된 자
기기입식 SQ-FFQ는 신뢰성이 검증된 조사도구이며 에너지와 주요 영양소의 섭취 상태를 추
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최종 35명
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것으로 향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일부 영양소의 섭취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식품 항목에 대한 조정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미량영양소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성적인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출신국이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다문화여성
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국내 거주 한국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
품 및 영양소 섭취량 산출을 위한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근거 자료들이 더 확보되
어야 할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다문화여성의 영양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SQ-FFQ를 개
발하고 이 조사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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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FFQ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선행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SQ-FFQ 및 국민건강영양조
사 결과를 고려하여 다소비, 다빈도 식품목록과 영양소별 섭취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급
원식품들을 고려하여 41개의 식품항목으로 선정하였다. 1회 섭취 분량은 0.5인분, 1인분, 1.5

인분의 3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섭취빈도는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먹었는
지를 10개의 구간으로 분류한 SQ-FFQ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조사지의 재현성 및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과 대전 일부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35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SQ-FFQ (2회) 및 3일 식사 기록지를 조사한 후 1, 2차 반정량 식품
섭취빈도 간의 영양소 섭취량 차이 및 SQ-FFQ와 3일 식사기록 간의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2주간격으로 조사한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재현성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량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칼슘, 칼륨의 경우 1차 조사의 평균 섭취량보다 2차 조사의 평균 섭취량이 유의
적으로 약간 높았다. 1차 및 2차 조사에서 도출된 동일 영양소 섭취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모든 동일 영양소 섭취량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0.453–0.885). 식품섭취빈도 조사와 3일 식사기록의 결과 비교를 통한 타당도 검증 결과, 식사
기록법보다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에서 에너지, 탄수화물, 탄수화물, 비타민 C, 티아민, 엽산, 

비타민B12, 칼슘, 나트륨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 식품섭취빈도법이 식사기록법보다 다
소 과대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차 식품섭취빈도조사와 식사기록법의 상관관계는 대
부분의 영양소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식물성 지방이 0.602로 가장 높았고, 총 섭취 에
너지, 탄수화물, 지방, 티아민의 상관계수도 0.512–0.599로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다. 반면 비타민 A와 C, 칼슘, 철, 나트륨 등의 영양소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 다문화여성의 식생활 및 영양소 섭취실태를 파악하
고자 개발된 자기기입식 SQ-FFQ는 신뢰성이 검증된 조사도구이며 에너지와 주요 영양소의 

섭취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
과는 최종 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것으로 향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적용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일부 영양소의 섭취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식품 항목
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미량영양소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성적인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산출
을 위한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근거자료들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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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ull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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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주로 드시는 만두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7-2. 주로 드시는 만두의 요리 방법(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등)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섭취빈도 
                    (횟수) 
음식명 

거의 
안 
먹음 

한 달 일주일 하루 1회 평균 섭취량 
(기준량과 비교) 

1번 2~3번 1번 2~3번 4번 5~6번 1번 2번 3번 기준량의 
절반 기준량 기준량의 

1.5~2배 

 8. 감자            적게 1개 많이 

   8-1. 주로 드시는 감자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9. 고구마            적게 1개 많이 

   9-1. 주로 드시는 고구마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0. 쇠고기            적게 1인분(1컵) 많이 

   10-1. 주로 드시는 쇠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1. 돼지고기           적게 1인분(1컵) 많이 

   11-1. 주로 드시는 돼지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2. 양고기           적게 1인분(1컵) 많이 

   12-1. 주로 드시는 양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3. 닭고기            적게 2~3 조각 많이 

   13-1. 주로 드시는 닭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4. 생선류           적게 1토막 많이 

   14-1. 주로 드시는 생선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5. 기타 해산물 
   (새우, 조개 등)           적게 중간크기 

5-6개 많이 

   15-1. 주로 드시는 해산물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6. 멸치(볶음)           적게 1 큰 스푼 많이 

17. 달걀            적게  1개 많이 

  17-1. 달걀은 주로 어떻게 해서 드십니까?     ⓵ 달걀후라이 또는 달걀말이     ⓶ 삶은 달걀 또는 달걀찜     ⓷ 두 가지를 비슷하게 먹었다. 

18. 두부           적게 1/2 컵 많이 

   18-1. 주로 드시는 두부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9. 우유(일반, 저지방)           적게 1컵(200㎖) 많이 

  19-1. 일반우유와 저지방 우유 중 주로 어느 것을 드셨습니까?     ⓵ 일반우유     ⓶ 저지방우유     ⓷ 두 가지를 비슷하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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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ull version) 
다음 각 항목의 음식을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섭취했는지 섭취빈도 칸에 표시(O) 하시고, 한 번 드실 때 보통섭취와 
비교해서 얼만큼 드시는지 1회 평균섭취량 칸에도 표시(O) 해주세요. 또한 자주 드시는 음식(요리) 이름도 직접 적어주세요. 
★ 응답하는 방법 예시 

 
 

☛☛ 다음 음식들의 섭취빈도(횟수)와 그 음식을 한 번 드실 때의 평균적인 섭취량, 그리고 주로 드시는 음식의 종류가 무엇 
인지 답해 주세요. 

 

  

              섭취빈도 
                    (횟수) 
음식명 

거의 
안 
먹음 

한 달 일주일 하루 1회 평균 섭취량 

1번 2~3번 1번 2~3번 4번 5~6번 1번 2번 3번 적게먹음 
(절반) 

보통 
(1인분) 

많이먹음 
(1.5~2배) 

 1. 밥           적게 1그릇(공기) 많이 

   1-1. 밥은 흰쌀밥과 잡곡밥 중 주로 어느 것을 드십니까?     ⓵ 흰쌀밥     ⓶ 잡곡밥     ⓷ 두 가지를 비슷하게 먹었다.  
   1-2. 주로 드시는 잡곡밥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 비빔밥, 볶음밥           적게 1인분 많이 

   2-1. 주로 무엇을 많이 드시는지 적어 주세요.                                     

 3. 국수류           적게 1인분 많이 

   3-1. 주로 드시는 국수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4. 라면, 컵라면(큰 것)           적게 1개 많이 

 5. 식빵           적게 2장 많이 

   5-1. 버터, 마아가린           적게 2작은스푼 많이 

   5-2. 쨈            적게 2작은스푼 많이 

 6. 달거나 기름진 빵 
   (케이크, 도넛, 단팥빵 등)           적게 1개 많이 

 7. 만두류            적게 1인분(6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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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시는 요구르트(액상)           적게 1개(80㎖) 많이 

21. 떠먹는 요구르트(호상)           적게 1개(100g) 많이 

 

              섭취빈도 
                    (횟수) 
음식명 

거의 
안 
먹음 

한 달 일주일 하루 1회 평균 섭취량 
(기준량과 비교)  

1번 2~3번 1번 2~3번 4번 5~6번 1번 2번 3번 기준량의 
절반 기준량 기준량의 

1.5~2배 

22. 치즈            적게 1장 많이 

23. 두유            적게 1컵(200㎖) 많이 

24. 김치류           적게 1/4컵 많이 

   24-1. 주로 드시는 김치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5. 익힌 채소(나물류)           적게 1/4컵 많이 

   25-1. 주로 드시는 익힌 채소 반찬(나물)은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6. 생채소 
 (생채, 샐러드, 쌈 포함)           적게 1/4컵 

상추10장 많이 

   26-1. 주로 드시는 생채소 반찬은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7. 해조류(김, 미역)           적게 김 큰 것1장 
미역 1/4컵 많이 

   27-1. 주로 드시는 해조류 반찬은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8. 장아찌, 피클           적게 1 큰스푼 많이 

   28-1. 주로 드시는 장아찌나 피클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9. 과일류           적게 1개 많이 

   29-1. 주로 많이 드시는 과일의 종류는 무엇인지 모두 적어 주세요.                                      

30. 과일주스            적게 1컵(200㎖) 많이 

   30-1. 주로 드시는 과일주스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31. 탄산음료, 이온음료           적게 1컵(200㎖) 많이 

32. 커피           적게 1컵(200㎖)  많이 

   32-1. 커피를 하루 3회 보다 자주 드셨다면, 평균 몇 회 드셨습니까?     하루 (          ) 회 

   32-2. 주로 드시는 커피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33. 과자(초콜릿, 사탕 포함)           적게 작은 1봉지 
초콜릿 4쪽  많이 

34. 햄버거           적게 1개 많이 

35. 피자           적게 큰 것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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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주로 드시는 만두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7-2. 주로 드시는 만두의 요리 방법(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등)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섭취빈도 
                    (횟수) 
음식명 

거의 
안 
먹음 

한 달 일주일 하루 1회 평균 섭취량 
(기준량과 비교) 

1번 2~3번 1번 2~3번 4번 5~6번 1번 2번 3번 기준량의 
절반 기준량 기준량의 

1.5~2배 

 8. 감자            적게 1개 많이 

   8-1. 주로 드시는 감자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9. 고구마            적게 1개 많이 

   9-1. 주로 드시는 고구마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0. 쇠고기            적게 1인분(1컵) 많이 

   10-1. 주로 드시는 쇠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1. 돼지고기           적게 1인분(1컵) 많이 

   11-1. 주로 드시는 돼지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2. 양고기           적게 1인분(1컵) 많이 

   12-1. 주로 드시는 양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3. 닭고기            적게 2~3 조각 많이 

   13-1. 주로 드시는 닭고기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4. 생선류           적게 1토막 많이 

   14-1. 주로 드시는 생선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5. 기타 해산물 
   (새우, 조개 등)           적게 중간크기 

5-6개 많이 

   15-1. 주로 드시는 해산물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6. 멸치(볶음)           적게 1 큰 스푼 많이 

17. 달걀            적게  1개 많이 

  17-1. 달걀은 주로 어떻게 해서 드십니까?     ⓵ 달걀후라이 또는 달걀말이     ⓶ 삶은 달걀 또는 달걀찜     ⓷ 두 가지를 비슷하게 먹었다. 

18. 두부           적게 1/2 컵 많이 

   18-1. 주로 드시는 두부 요리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19. 우유(일반, 저지방)           적게 1컵(200㎖) 많이 

  19-1. 일반우유와 저지방 우유 중 주로 어느 것을 드셨습니까?     ⓵ 일반우유     ⓶ 저지방우유     ⓷ 두 가지를 비슷하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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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각 

36. 아이스크림           적게 1개(100㎖) 많이 

37.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등)           적게 1/4컵 많이 

 

섭취빈도 
                    (횟수) 
음식명 

거의 
안 
먹음 

한 달 일주일 하루 1회 평균 섭취량 
(기준량과 비교) 

1번 2~3번 1번 2~3번 4번 5~6번 1번 2번 3번 기준량의 
절반 기준량 기준량의 

1.5~2배 

38. 소주           적게 1/2병 많이 

   38-1. 소주 1회 섭취량이 1병(360㎖)이상인 경우 섭취량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병 

39. 맥주             적게 1컵(200㎖) 많이 

   39-1. 맥주 1회 섭취량이 2컵 이상인 경우 섭취량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컵 

40. 국 종류             적게 1그릇(대접) 
(250㎖) 많이 

   40-1. 주로 많이 드시는 국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41. 찌개 종류            적게 1그릇(컵) 
(200㎖) 많이 

   41-1. 주로 많이 드시는 찌개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34 

20. 마시는 요구르트(액상)           적게 1개(80㎖) 많이 

21. 떠먹는 요구르트(호상)           적게 1개(100g) 많이 

 

              섭취빈도 
                    (횟수) 
음식명 

거의 
안 
먹음 

한 달 일주일 하루 1회 평균 섭취량 
(기준량과 비교)  

1번 2~3번 1번 2~3번 4번 5~6번 1번 2번 3번 기준량의 
절반 기준량 기준량의 

1.5~2배 

22. 치즈            적게 1장 많이 

23. 두유            적게 1컵(200㎖) 많이 

24. 김치류           적게 1/4컵 많이 

   24-1. 주로 드시는 김치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5. 익힌 채소(나물류)           적게 1/4컵 많이 

   25-1. 주로 드시는 익힌 채소 반찬(나물)은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6. 생채소 
 (생채, 샐러드, 쌈 포함)           적게 1/4컵 

상추10장 많이 

   26-1. 주로 드시는 생채소 반찬은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7. 해조류(김, 미역)           적게 김 큰 것1장 
미역 1/4컵 많이 

   27-1. 주로 드시는 해조류 반찬은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8. 장아찌, 피클           적게 1 큰스푼 많이 

   28-1. 주로 드시는 장아찌나 피클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29. 과일류           적게 1개 많이 

   29-1. 주로 많이 드시는 과일의 종류는 무엇인지 모두 적어 주세요.                                      

30. 과일주스            적게 1컵(200㎖) 많이 

   30-1. 주로 드시는 과일주스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31. 탄산음료, 이온음료           적게 1컵(200㎖) 많이 

32. 커피           적게 1컵(200㎖)  많이 

   32-1. 커피를 하루 3회 보다 자주 드셨다면, 평균 몇 회 드셨습니까?     하루 (          ) 회 

   32-2. 주로 드시는 커피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33. 과자(초콜릿, 사탕 포함)           적게 작은 1봉지 
초콜릿 4쪽  많이 

34. 햄버거           적게 1개 많이 

35. 피자           적게 큰 것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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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각 

36. 아이스크림           적게 1개(100㎖) 많이 

37.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등)           적게 1/4컵 많이 

 

섭취빈도 
                    (횟수) 
음식명 

거의 
안 
먹음 

한 달 일주일 하루 1회 평균 섭취량 
(기준량과 비교) 

1번 2~3번 1번 2~3번 4번 5~6번 1번 2번 3번 기준량의 
절반 기준량 기준량의 

1.5~2배 

38. 소주           적게 1/2병 많이 

   38-1. 소주 1회 섭취량이 1병(360㎖)이상인 경우 섭취량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병 

39. 맥주             적게 1컵(200㎖) 많이 

   39-1. 맥주 1회 섭취량이 2컵 이상인 경우 섭취량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컵 

40. 국 종류             적게 1그릇(대접) 
(250㎖) 많이 

   40-1. 주로 많이 드시는 국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41. 찌개 종류            적게 1그릇(컵) 
(200㎖) 많이 

   41-1. 주로 많이 드시는 찌개의 종류는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