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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revise and update the Nutrition Quotient (NQ) for 
Korean adults, a tool used to evaluate dietary quality and behavior.
Methods: The first 31 items of the measurable food behavior checklist were adopted based 
on considerations of the previous NQ checklist, recent literature reviews, national nutrition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A pilot survey was conducted on 100 adults aged 19 to 64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March to April 2021 using a provisional 26-
item checklist. Pilot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checklist items were well organized and responses to questions were well 
distributed,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number of items on the food behavior checklist was 
reduced to 23 for the nationwide survey, which was administered to 1,000 adults (470 men and 
530 women) aged 19 to 64 from May to August 2021.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developed NQ 
(NQ-2021) was assess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inear structural relations.
Results: Eighteen items in 3 categories, that is, balance (8 items), moderation (6 items), and 
practice (4 items), were finally included in NQ-2021 food behavior checklist. ‘Balance’ items 
addressed the intake frequencies of essential foods, ‘moderation’ items the frequencies of 
unhealthy food intakes or behaviors, and ‘practice’ items addressed eating behaviors. Items and 
categories were weighted using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to calculate NQ-2021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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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updated NQ-2021 appears to be suitable for easily and quickly assessing the 
diet qualities and behaviors of Korean adults.

Keywords: diet; nutritive value; adult; behavior; checklist

서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만 19세 이상에서 

38.3%, 만 30세 이상에서 40.0%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더 높았다.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 역
시 만 19세 이상에서 각 22.9%, 10.7%이었으나, 만 30세 이상에서 각 28.3%, 13.6%로 비만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더 높았다 [1]. 지속적인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등
의 만성질환과 암 발생 증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등 국민의 건강 관리
를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만 20세 이상부터 일반건강검진을, 만 40세 이상부터는 위암, 유방
암, 대장암 등 암검진을 제공한다 [2]. 이러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식사를 통해 예방되기도 

하며 건강하지 못한 식사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 식품 및 영양소 섭취와 질환 간 연관성 연
구의 축적으로 알려지면서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
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통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20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영양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 [3]의 결과에 따르
면, 성인기 초·중반의 경우 에너지 섭취 부족, 아침식사 결식,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 섭취 부족, 지방,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 등의 영양문제가 도출되
었다. 성인기 후반의 경우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섭취 부족과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공통적인 영양문제로 나타났으나, 성인기 초·중반에 비해 에너지 섭취 과잉, 탄수화물의 에
너지 적정비율 초과가 추가적인 영양문제로 제시되었다. 아침식사 결식은 우리나라 성인에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영양문제 중 하나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아침
식사 결식율은 2012년 24.6%에서 2020년 36.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 아침식
사의 중요성은 아침식사 결식과 영양소 섭취, 식사의 질, 건강문제 간 관련성을 탐색한 여러 

선행연구 [4-8]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등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지방의 과다 섭취는 비만 및 비만과 관련된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등 만
성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적절한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9-11].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특히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11],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2012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에 따른 저
감화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실제로 만 19세 이상 성인의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섭취자분율
은 2010년 89.5%에서 2020년 75.5%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 여전히 높다.

이렇게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평
가도구를 사용하던 이전에 비해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또는 영양소 섭취, 식
사의 질 등 식생활 평가를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 왔다.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식
생활 평가도구는 1998년 과체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간이평가표 [12], 2002년 한국인을 위한 

식사의 질 평가지수 (Korean Dietary Quality Index, KDQI) [13], 2003년 영양위험군 진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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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생활 진단표 [14],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식생활 평가지수 (Korean 

Health Eating Index, KHEI) [15,16] 등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발된 도구로는 2015년 전 생
애주기별로 개발된 영양지수 (Nutrition Quotient, NQ)가 있다. 영양지수는 개인이나 집단의 

식사의 질 및 식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간이영양판정 도구로, 타당도가 검증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2012년 어린이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17,18],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
처 및 한국영양학회에 의해 만 3세 유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
여 다시 개발되었다 [19-23].

2015년 개발된 성인 영양지수 (NQ for adults, 이하 성인 NQ)는 24시간 회상법, 식품섭취빈도
조사법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등 전문가에 의한 식사섭취조사 없이 간단한 평가항
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로 전반적인 식사의 질과 영양섭취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일반인이 개개인의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
다.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영양정책이나 개별 중재 연구에서 효과평가 도
구로 사용되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2020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1], 2021년에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개정) [24] 및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 (Health Plan 2030) [25] 등 최신의 국가 정책과 영양문제를 반영한 업데이트가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발된 한국 성인을 위한 NQ를 최근 우리나라의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등의 식생활 관련 정책과 성인의 식생활 변
화와 문제점이 반영되도록 체크리스트 구성 항목을 제·개정하고, 평가 요인 및 영역의 재분
류와 구성타당도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해 성인의 식사의 질 및 식행동을 평가하는 NQ를 개정 

(NQ-2021)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수행절차
본 연구는 용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2-1040966-AB-N-01-

2102-HSR-212-1)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전반적인 NQ의 단계별 개정 과정은 본 연구팀의 

선행연구 [2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요약하자면 Fig. 1과 같다. 먼저 NQ 후보 평가항목 

선정을 위해 2015년에 개발된 NQ 문항을 중심으로 성인 대상의 최근 식생활 및 영양 관련 선
행연구 [27-33]와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34],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1],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HP 2030) [25] 등의 국가 영양 관련 정책 및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31개 후보 평가항목은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및 일반인 대상 안면타
당도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5개의 평가항목 (라면/삼겹살/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건강
한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도)이 삭제되고, 각 1개씩의 평가항목이 통합 (가당음료 및 

단 음식 [간식] 섭취 빈도) 및 추가 (기름진 음식 [간식] 섭취 빈도)되었다. 총 26개의 평가항
목으로 진행된 파일럿 조사의 데이터로 요인분석 및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구성타당도와 문
항별 응답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후 평가항목의 통합 또는 삭제를 통해 재조정함으로써 전
국단위 조사를 위한 평가항목 23개를 선정하였다. 최종 NQ-2021 모형 선정을 위해 전국단위 

조사 데이터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포함한 통계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각 평가항목의 2021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24] 등의 가이드라인 포함 여부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

https://doi.org/10.4163/jnh.2022.55.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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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균형, 절제, 실천의 세 영역에 포함되는 총 18개의 평가항목이 선정되었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NQ-2021 점수를 계산하였다.

파일럿 조사 및 전국단위 조사
파일럿 조사는 26개 평가항목의 구성타당도 평가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64세 남
녀 성인 총 100명 (평균 연령: 46.65 ± 12.73세)을 대상으로 2021년 3–4월동안 전문 조사원에 의
해 실시되었다.

전국단위 조사는 파일럿 조사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된 전국단위 조사용 평가
항목 23개 문항이 활용되었으며, 국가통계품질 수준의 표본추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인구분포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만 19–64세 성인의 분포를 모집단으로 하여 허용오차 

3.1% 이내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만 19–64세 성인 남
녀 총 1,000명 (남: 470명, 여: 530명, 평균 연령: 45.51 ± 12.99세)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전국
단위 조사는 2021년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파일럿 조사와 동일하게 훈련된 전문 조
사원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자기응답 대면조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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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f recent literatures and national nutrition policies and guidelines
- Review of statistical data using the 7th KNHANES for estimating intakes of food and nutrients

Step 1 : Review of recent changes about health and nutritional issues of Korean adults

- Primary selection of 31 candidate items for NQ-2021 based on previous NQ and data from step 1

Step 2 : Selection of primary candidate items for NQ-2021

- Assessment of content validity and face validity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of potential
users and experts

Step 3 : Assessment of content validity and face validity using FGI

- Pilot survey using 26 checklist items (17 items for food intake, 9 for dietary behavior)
- Structuralization of NQ-2021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sing the pilot survey data

Step 4 : Pilot survey for 100 Korean adults using 26 checklist items

- Nationwide survey for 1,000 Korean adults residing in metropolitan cities using 18 checklist items
-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LISREL

Step 5 : Nationwide survey for 1,000 Korean adults

- Development of a scoring system for NQ-2021 using nationwide survey data to calculate total and
each grade score for NQ-2021

Step 6 : Development of a scoring system for NQ-2021

Fig. 1. The overall process of study to revise and update NQ-2021.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Q, Nutrition Quotient; FGI, focus group 
interview; LISREL, linear structural 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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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및 점수화
파일럿 조사 자료와 전국단위 조사 자료의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결과
를 통해 각 요인 내 다른 항목들과 매칭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를 제외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NQ-2021을 균형, 절제, 실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최종 NQ-2021의 모형을 산정하고 각 영역별,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전국단위 조사 

자료로 linear structural relations (LISREL)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항
목의 구성타당도는 확정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χ2-검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t-검정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최대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된 구조방정식의 경로계수
를 NQ-2021의 점수산정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LISREL 분석은 SAS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CALIS procedure를 적용하여 수행되었으며, p-value의 유
의성은 0.05 미만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NQ-2021의 점수는 각 항목별로 0–100점을 부여하여 해당 점수에 각 항목의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균형, 절제, 실천의 각 영역별 점수도 항목별로 부여
된 0–100점의 점수에 영역 내 항목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NQ-2021

의 점수 등급화를 위해 기존의 성인 NQ [22]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단위 조사 자료를 통해 

산출된 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한 후 4분위 (quartile)로 구분하였다. 4분위 구분에 따른 

퍼센타일의 범위로 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 등급 (영양상태 양호)은 

상위 25퍼센타일, 중 등급은 25-74.9퍼센타일, 하 등급 (영양상태 불량)은 하위 25퍼센타일로 

분류하였다.

결과

파일럿 조사의 평가항목과 영역 구성
파일럿 조사용 평가항목은 기 개발된 NQ 문항과 개발 이후 새로운 선행연구 및 국가 영양정
책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후보 문항에서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일부 문항을 추가 또는 삭
제하여 총 26개 항목 (식품섭취 영역 17개, 식행동 영역 9개)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기 개발
된 성인 NQ 문항의 식품섭취 영역 중 생선이나 조개류 섭취 문항에서 조개류의 질병 예방에 

대한 근거의 취약함이 제시됨에 따라 조개류 표기가 삭제되었고, 성인에서 카페인 섭취에 대
한 우려가 청소년만큼 크지 않다는 점과 커피의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존재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카페인 음료 섭취 문항도 삭제되었다. 삼겹살 섭취 빈도 문항은 삼겹
살이 이미 포함된 적색육 문항에 포함될 뿐 아니라 단일 식품이 단일 문항으로 제시되는 것
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삭제되었으나, 해당 문항의 의도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기름진 음식 (간
식) 문항을 추가하였다. 식행동 영역의 문항 중 편식 문항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준
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되었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피치 못하게 배달음식 섭
취가 증가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문항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외식 또는 배
달음식 문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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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파일럿 조사용 평가항목의 식품섭취 영역에는 김치를 제외한 채소, 과일, 우유, 

콩이나 두부, 달걀, 생선류, 백색육, 견과류, 전곡·잡곡류, 적색육, 가공육류, 패스트푸드, 기
름진 음식 (간식), 단 음식 (간식), 가당음료, 물 섭취와 폭음 (고위험음주) 빈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식행동 영역은 아침식사 빈도, 과식·폭식 빈도, 야식 빈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에 대한 노력 정도, 외식 또는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 확인, 손 씻기, 운동 실천 빈도, 본인
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식생활 형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파일럿 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26개의 항목은 총 8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Table 2). 

이 중 요인 2와 4는 각 식품군별 문항 등 균형과 관련된 항목들이 주로 포함되었고, 요인 1과 7

은 가공육류 섭취, 폭음 등 절제와 관련된 항목들이, 요인 3과 5는 영양표시 확인, 손 씻기 등 

실천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이 요인들을 합하여 균형, 절제, 실천의 세 범주로 구성하
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달걀 섭취 빈도, 백색육 섭취 빈도 항목 등 각 범주로 명확하게 구분
되기 어려운 항목은 전국단위 조사 데이터로 재검토하기 위해 전국단위 조사용 항목으로 유
지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라면을 포함한 맵고 짠 국물의 섭취 

빈도 문항이 그 필요성에 의해 추가되었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도나 식생활형편 

등 요인값이 너무 낮은 항목이거나 야식 빈도와 같이 포함 여부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3개의 평가항목
을 전국단위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전국단위 조사 항목의 요인 분류와 구성타당도 검증
최종적으로 NQ-2021에 포함될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단위조사 자료로 탐색적 요
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누적기여율은 33.39%이었다 (Table 3).  

3개의 요인은 균형 (요인 1), 절제 (요인 2), 실천 (요인 3)의 세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항
목은 각 영역 내 평가항목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23개의 평가항목 중 달걀, 

가당음료, 물 섭취 빈도 항목은 전 영역에서 다른 평가항목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백색육 

섭취와 운동 빈도 항목은 각각 균형, 실천 내 다른 평가항목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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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cklist items selected for the pilot survey
Items regarding food intake Items regarding dietary behavior
1. Number of vegetable dishes excluding Kimchi at each meal 1.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2. Intake frequency of fruits 2. Frequency of overeating or binge eating
3. Intake frequency of milk or dairy products 3. Intake frequency of night time snack
4. Intake frequency of beans or bean products 4.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5. Intake frequency of eggs 5. Nutrition labeling check when eating out 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6. Intake frequency of fishes 6. Proper washing hands practices before eating meals
7. Intake frequency of white meats (ex. poultry) 7. Frequency of exercise
8. Intake frequency of nuts 8. Level of awareness of one’s own health
9. Intake frequency of whole grains or mixed grains 9. Food security
10. Intake frequency of red meats (ex. beef, pork)
11.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meats
12.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s
13. Intake frequency of greasy foods or snacks
14. Intake frequency of sweetened foods or snacks
15. Intake frequency of sugar added beverages
16. Intake frequency of water
17. Heavy drinking frequency of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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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2021의 모형을 산정하고, 평가항목 및 영역별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LISREL 방법으
로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 18개 평가항목을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 0.9337,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0.0751, χ2 = 674.2, p < 

0.001) (Fig. 2). 최종적으로 선정된 NQ-2021은 균형 영역 8개 항목 (채소류 반찬, 과일, 우유·

유제품, 생선류, 콩, 견과류, 전곡·잡곡류 섭취 및 아침식사 빈도), 절제 영역 6개 항목 (적색
육, 가공육류, 맵고 짠 국물음식, 패스트푸드, 기름진 빵·과자류 섭취 및 과식·폭식 빈도), 실
천 영역 4개 항목 (폭음 (고위험음주) 빈도,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는 노력, 영양표시 확인, 손 

씻기)의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 α 값으로 측정한 각 영역별 신뢰도는 균형 

0.659, 절제 0.661, 실천 0.566이었다.

NQ-2021의 각 영역 내 경로계수 및 영역과 항목별 가중치는 Table 4에, 최종 설문지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표준화 경로계수로 산출된 영역별 가중치 (균형 0.31, 절제 0.28, 

실천 0.41)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반올림하여 최종적으로 균형 0.30, 절제 0.30, 실천 0.40으로 

조정하였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LISREL 분석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NQ-2021 평균 점수 산출 및 등급화
전국단위 조사 자료로 산출한 NQ-2021의 평균 점수는 총점 60.8 ± 11.4점이었고, 균형 43.6 ± 

16.8점, 절제 75.0 ± 13.5점, 실천 63.0 ± 15.7점이었다 (Table 5). 전체 대상자의 총 점수 및 영역
별 점수를 백분위로 표준화하였을 때, 상위 25퍼센타일인 상 등급 (영양상태 양호)의 기준 점
수는 NQ-2021 총 점수의 경우 68.5점, 균형 영역은 55.8점, 절제 영역은 85.3점, 실천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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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ilot study
Checklist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7 Factor 8
Number of vegetable dishes −0.296 0.309 −0.133 0.138 0.653 −0.006 0.151 −0.172
Intake frequency of fruits 0.301 0.326 0.320 0.421 0.244 −0.311 −0.002 −0.324
Intake frequency of milk or dairy products 0.262 0.018 0.065 0.766 −0.144 0.107 −0.108 −0.029
Intake frequency of beans 0.145 0.282 −0.051 0.735 0.147 −0.032 0.110 0.148
Intake frequency of eggs −0.116 0.051 0.037 0.105 0.169 −0.151 0.000 0.832
Intake frequency of fishes 0.073 0.523 −0.001 0.427 −0.025 0.166 −0.156 0.039
Intake frequency of red meats 0.403 0.018 0.101 0.180 0.004 0.536 0.276 −0.041
Intake frequency of white meats 0.269 0.183 −0.052 −0.002 −0.021 0.790 −0.029 −0.059
Intake frequency of nuts 0.041 0.718 0.204 −0.034 0.015 0.115 −0.146 0.185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meats 0.640 −0.065 0.064 −0.280 −0.053 0.148 −0.193 0.460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s 0.680 −0.238 −0.036 0.251 −0.179 0.361 −0.020 −0.005
Intake frequency of greasy foods or snacks 0.815 −0.057 −0.100 0.150 0.122 0.018 0.049 −0.171
Intake frequency of sweetened foods or snacks 0.799 −0.035 0.018 0.154 0.020 0.047 −0.109 −0.005
Intake frequency of sugar added beverages −0.131 −0.101 −0.002 0.087 −0.150 −0.041 0.749 0.089
Intake frequency of water −0.108 0.257 0.727 0.259 0.091 −0.118 0.155 −0.006
Intake frequency of whole grains or mixed grains −0.059 0.722 0.131 0.154 0.177 −0.062 −0.050 −0.105
Heavy drinking frequency of alcohol 0.264 −0.095 0.070 −0.222 0.169 0.115 0.665 −0.189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0.312 0.589 0.091 0.066 −0.019 0.240 0.109 −0.033
Intake frequency of night time snack 0.566 0.103 −0.250 0.075 −0.317 −0.227 0.304 −0.180
Frequency of overeating or binge eating 0.609 0.105 −0.090 0.162 −0.305 0.255 0.266 −0.043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0.265 0.074 0.709 0.034 0.112 −0.035 −0.091 0.160
Nutrition labeling check when eating out 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0.170 0.099 0.826 −0.123 −0.120 0.094 0.007 −0.099
Food security −0.389 0.251 −0.062 0.145 0.250 0.515 −0.146 −0.138
Proper washing hands practices before eating meals 0.047 0.076 0.045 −0.023 0.779 −0.047 −0.165 0.254
Frequency of exercise −0.026 −0.029 0.137 0.462 0.396 0.318 0.042 −0.067
Level of awareness of one’s own health −0.053 −0.430 0.388 −0.022 0.515 0.268 0.063 0.167
Eigen value 4.45 3.65 2.08 1.79 1.67 1.58 1.13 1.05
Cumulative % of variance 17.1 31.1 39.1 46.0 52.4 58.5 62.9 66.9
Bold denotes ≥ 0.4 of factor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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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점이었다. 반면, 하위 25퍼센타일인 하 등급 (영양상태 불량)의 기준 점수는 총 점수 52.7

점 이하, 균형 영역 30.9점 이하, 절제 영역 66.1점 이하, 실천 영역 51.8점 이하로, 세 영역 중 

절제 영역의 등급별 기준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고찰

성인기 이후 노화가 시작됨에 따라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비만, 당뇨병 

등의 대사성질환은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예방 또는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맞춤형 영양·건강 관리 서비스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35,36]. 식생활 개선
을 통한 건강문제 예방·관리는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데 이에 국가
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과 같은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2010년 국민영양관리
법 제정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업데이트 되면서 개인의 식생활, 학교 등 단체급식, 국가 정책 

등 다양한 생활터에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 새롭게 제·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과 현
재 시점에서의 한국 성인의 식생활 행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NQ를 개정
하고자 하였다. NQ-2021은 균형, 절제, 실천의 세 영역에 대한 18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간이영양평가도구로, 식품군별 섭취 빈도 문항이나 영양표시 확인, 손 씻기, 폭음 (고위험음
주) 등 식행동 문항이 함께 포함되어 쉽고 간단하게 전반적인 식사의 질과 식행동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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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nationwide survey
Checklist items Factor 1 (balance) Factor 2 (moderation) Factor 3 (practice)
Number of vegetable dishes excluding Kimchi at each meal 0.504 −0.339 −0.054
Intake frequency of fruits 0.518 0.074 0.371
Intake frequency of milk or dairy products 0.390 0.289 0.193
Intake frequency of beans 0.528 0.177 0.022
Intake frequency of eggs 0.255 0.233 0.028
Intake frequency of fishes 0.454 0.150 0.100
Intake frequency of red meats 0.172 0.593 −0.262
Intake frequency of white meats 0.286 0.601 −0.213
Intake frequency of nuts 0.524 −0.045 0.200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meats −0.265 0.651 0.047
Intake frequency of spicy and salty soup and stew 0.110 0.359 −0.096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s 0.008 0.694 −0.103
Intake frequency of greasy baked products or snacks −0.090 0.694 0.204
Intake frequency of sugar added beverages −0.032 0.148 −0.044
Intake frequency of water 0.277 −0.131 0.178
Intake frequency of whole grains or mixed grains 0.600 −0.128 −0.009
Heavy drinking frequency of alcohol −0.025 0.075 −0.605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0.453 −0.314 0.139
Frequency of overeating or binge eating −0.177 0.368 −0.354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0.422 −0.273 0.472
Nutrition labeling check when eating out 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0.091 0.011 0.675
Proper washing hands practices before eating meals 0.038 −0.112 0.571
Frequency of exercise 0.470 0.040 −0.125
Cumulative % of variance 15.21 26.95 33.39
Bold denotes ≥ 0.4 of factor loading or the highest value within the same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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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용이하다. 결과로 제공되는 총 점수 및 영역별 점수에 따라 제시되는 상, 중, 하의 등급
은 개인 또는 집단에 포함된 성인의 영양문제를 비교적 세분화하여 제시하므로, 영양 (식품)

지원사업 및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영양교육 요구도 파악 등 식생활 관련 정책 및 교육
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많이 활용했던 국외 식생활 평가도구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Dietary 

Quality Index (DQI), Healthy Eating Index (HEI)가 있다. DQI는 1994년 미국에서 성인의 식사의 

전반적인 질 평가를 위해 식품군 및 영양소 섭취에 대한 8개 항목으로 개발되었으며 [37], 1999

년에 절제, 다양, 균형의 식사 및 영양 구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38]. 이후 2003

년 세계적인 영양섭취 모니터링 및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DQI-International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만성질환 문제와 함께 영양부족의 문제도 고려되었다 [39]. 1995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HEI의 경우, 미국의 식생활 지침에서 제시하는 5가지 식품군을 통한 영양소 충족,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절제 정도, 식품 다양성 (variety)에 대한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0]. 2002년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된 식품과 다량영양소 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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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onNQ-2021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Nutrition labeling check when eating out
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Washing hands practices before eating meal

Heavy drinking frequency of alcohol

Intake frequency of beans or bean products 

Intake frequency of cooked rice with mixed grains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Intake frequency of fruits

Intake frequency of milk or dairy products

Intake frequency of fishes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s

Intake frequency of spicy and salty soup and stew

Intake frequency of red meats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meats

Frequency of overeating or binge eating

Intake frequency of greasy baked products or snacks

Intake frequency of nuts

Number of vegetable dishes excluding
Kimchi at each meal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NQ for adults (NQ-2021). 
NQ, Nutrition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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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주로 구성된 Alternate HEI가 개발되었고 [41], HEI는 이후 미국의 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5년, 2010년, 2015년에 한 번씩 더 개정되었다. HEI-2005는 MyPyramid의 

주요 식품군과 통과일, 녹황색 채소와 두류, 전곡류, 식물성 기름 및 어유, 포화지방, 나트륨, 

고체지방/알코올/첨가당으로부터 섭취한 에너지 비율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일 (fruits)

과 전곡류 등을 구분하며 식품군을 세분화하고 1,000 kcal당 섭취량을 기준으로 적용한 점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42]. HEI-2010은 기존의 육류 및 콩류 항목이 총 단백질 항목과 해산물 

및 식물성 단백질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포화지방산 항목이 포화지방산 및 불포화지방산의 

비율로, 고체지방/알코올/첨가당으로부터 섭취한 에너지 비율의 항목이 empty calories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절제에 대한 항목으로 도정곡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43]. HEI-

2015는 미국의 2015–2020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를 반영하고 있으며, HEI-2010의 

empty calories 항목이 포화지방과 첨가당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44].

하지만 DQI, HEI 등의 국외의 식생활 평가도구는 개발 당시 활용된 자료가 우리나라 자료가 

아닌 것은 물론, 식생활 문화가 달라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 종류 등의 

식생활 행태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않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DQI, HEI와 같은 성인 대상 

식생활 평가도구를 국내 상황에 맞추어 개발한 KDQI, KHEI가 있다. KDQI는 과일, 채소, 유

https://doi.org/10.4163/jnh.2022.55.2.278

성인 영양지수 개정

Table 4. Weights and path coefficients of three-factor structure model in final checklist items
Groups and items selected for NQ checklist and their weights
Group (group weight)1) Checklist items Path coefficient within each group Item weight within NQ
Balance (0.30) 1. Number of vegetable dishes excluding Kimchi at each meal 0.126 0.038

2. Intake frequency of fruits 0.148 0.044
3. Intake frequency of milk or dairy products 0.068 0.020
4. Intake frequency of fishes 0.089 0.027
5. Intake frequency of beans or bean products 0.097 0.029
6. Intake frequency of nuts 0.146 0.044
7. Intake frequency of whole grains or mixed grains 0.160 0.048
8.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0.166 0.050

Moderation (0.30) 1. Intake frequency of greasy baked products or snacks 0.142 0.043
2.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s 0.189 0.057
3. Intake frequency of spicy and salty soup and stew 0.076 0.023
4. Intake frequency of red meats 0.148 0.044
5.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meats 0.222 0.067
6. Frequency of overeating or binge eating 0.223 0.067

Practice (0.40) 1.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0.411 0.164
2. Nutrition labeling check when eating out 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0.203 0.081
3. Washing hands practices before eating meals 0.179 0.072
4. Heavy drinking frequency of alcohol 0.207 0.083

NQ, Nutrition Quotient.
1)Group weights were adjusted by opinions of expert advisors.

Table 5. NQ-2021 score range by the three-grade criterion
Variables Mean score (n = 1,000) Grade criterion1)

High Medium Low
NQ-20212) 60.8 ± 11.4 68.5–100 52.7–68.5 0–52.7
Balance 43.6 ± 16.8 55.8–100 30.9–55.8 0–30.9
Moderation 75.0 ± 13.5 85.3–100 66.1–85.3 0–66.1
Practice 63.0 ± 15.7 74.5–100 51.8–74.5 0–51.8
Data are shown as mean ± SD.
NQ, Nutrition Quotient.
1)High: 75% ≤ NQ-2021 percentile ≤ 100%, medium: 25% ≤ NQ-2021 percentile < 75%, low: 0% ≤ NQ-2021 
percentile < 25%. 2)NQ-2021: the total score of revised NQ f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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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섭취와 총 식품 점수, 칼슘, 철분, 단백질, 에너지, 지방, 콜레스테롤의 섭취 항목이 포
함된 식사의 질 평가지표로, 개발 당시 우리나라 식생활의 주요 요인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타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평가도구이다 [13]. 그러나 개발 시 활용된 데이터
가 학령 전 아동부터 70세 이상 노인까지 전 연령대의 대상자가 포함된 2,392명이라는 점, 개
발된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을 평가하
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KHEI는 미국의 HEI를 기반으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2014년에 처음 개발되어 2015년에 발표되었으며 [15,16],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
사부터 원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다. KHEI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등에서 권장하는 식품 및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와 제한이 필요한 식품 및 영양소 섭취의 적
정성, 에너지 섭취의 균형을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식사의 질을 평가한다. 다만, KHEI는 국
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이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식생활 평가지수 점수
를 산출하여 인구집단의 식생활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에 개인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KHEI는 전체 집단의 식사의 질 수준
을 평가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개별 연구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식품(영양)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 개인별 식사의 질 평가에는 활용이 어렵다. 2015년 생애주기별 영양지수의 

개발 이후, 영양지수가 이러한 개인 수준에서의 식생활 평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맡아왔
으며, 이는 Yim과 Heo [45]의 연구나 Bae 등 [46]의 연구와 같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생애주
기별 영양지수를 통해 개인의 식생활 상태를 평가하여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정된 NQ-2021은 2015년에 개발된 기존 성인 NQ의 21개 평가항목 중에서 다
른 항목과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특성과 맞지 않는 8개 항목을 제외하
고, 최근 성인의 영양문제와 관련된 5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NQ-2021의 균형 영역은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생선류, 콩류, 견과류, 전곡·잡곡
류, 아침식사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NQ에 포함되었던 달걀과 물 섭취 빈도 항
목은 타 항목과의 상관성이 낮아 제외하였고, 편식 항목은 전문가 패널 의견 중 주관적 판단
으로 평가된다는 한계점을 근거로 제외하였다. 아침식사 빈도 항목은 표면적으로 식행동 영
역의 항목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나, 2015년 NQ와 이번 NQ-2021에서도 요인분석을 통해 균형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아침식사를 하는 군이 아침식사 결식 군에 비해 식품이나 에너
지·영양소 섭취의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 [47-49]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NQ-2021의 절제 영역은 적색육, 가공육류, 맵고 짠 국물음식, 패스트푸드, 기름진 빵·과자류 

섭취와 과식·폭식 빈도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맵고 짠 국물음식과 기름진 빵·과자류 섭
취 항목의 경우, 기존 NQ의 라면 항목과 달거나 기름진 빵류 항목을 각각 나트륨 섭취와 포화
지방 섭취를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 의도에 더 적합하도록 전문가 패널의견에 따라 수정되었
다. 적색육과 가공육류 섭취 항목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특히 중년 이상의 성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서 평가항목으로 새로 추가되었다. 과식·폭식 

항목은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성인기 특성 상 다양한 생활 패턴이나 환경에서 과식·

폭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31,32]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었다. 기존 NQ

에 포함되었던 가당음료 항목은 절제 영역 내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NQ-2021

의 평가항목에서는 제외했지만, 영양 상담 및 교육 시의 참고용 문항으로 체크리스트 설문
지에는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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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2021 실천 영역은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는 노력, 영양표시 확인, 손 씻기, 폭음 (고위험
음주) 빈도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폭음 (고위험음주) 빈도 항목은 월간음주율과 월간
폭음률이 각각 2017년, 2016년 이후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20년 기준 

58.9%, 38.4%로 높다는 점 [1]을 고려하여 NQ-2021에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었다. 기존 

NQ에 포함되었던 숨이 찰 정도의 운동 빈도 항목은 실천 영역 내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
가 낮아서 NQ-2021의 평가항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영양 상담 및 교육 시의 참고용 문항으
로 체크리스트 설문지에는 포함되었다.

NQ-2021은 이렇게 균형, 절제, 실천의 세 영역에 대한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간단하게 

전반적인 식생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본 연구로 새로 개발
된 온라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개인이 전문지식과 별개로 단시
간에 혼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설문 후 바로 결과를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나 학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등의 기관에서 영양 중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사용하면 시간·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참여 주민들의 식사의 질 

및 식행동 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별 결과를 영양위험군 선별, 프로그램 전후의 효과
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비대
면 영양평가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였는데, NQ-2021 온라인 설문지가 손쉽게 비대면 영양 평
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인의 비만, 당뇨
병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인 NQ-2021의 활용이 

이러한 우리나라 성인의 상황에서 식생활 개선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요약

본 연구의 성인 Nutrition Quotient (NQ)-2021은 식품·영양소 섭취 및 식행동 영역까지 고려되
어 성인의 식생활 관리상태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별 영양진단 도구로, 영
양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개정이 진행되었다. 2015년에 기 개발된 한국 성인을 위한 NQ 평가항목을 기반으
로, 성인의 다양한 식생활 영역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국가 영양 

정책 및 지침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26개의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
스트 평가항목을 우선 선정하였다. 성인 100명 대상 파일럿 조사 후, 파일럿 조사 결과에 대
한 전문가 패널 의견 수렴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전국단위조사용 체크리스트 23개 항목
이 도출되었다. 전국단위조사는 6개 광역시에서 층화추출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고, 조사 자료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Q-2021의 평가항목을 균형, 절제, 실천의 세 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확정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NQ-2021의 최종 모형에 총 18

개의 평가항목이 도출되었고, 각 영역별 가중치는 분석 결과에 따라 균형 0.3, 절제 0.3, 실천 

0.4로 설정되었다. 최종적으로 NQ-2021은 균형 영역 8개 항목 (전곡·잡곡류, 생선류, 콩, 견과
류, 채소류 반찬, 과일, 우유·유제품, 섭취 및 아침식사 빈도), 절제 영역 6개 항목 (적색육, 가
공육류, 맵고 짠 국물음식, 패스트푸드, 기름진 빵·과자류 섭취 및 과식·폭식 빈도), 실천 영
역 4개 항목 폭음 (고위험음주) 빈도,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는 노력, 영양표시 확인, 손 씻기)

으로 구성되었다. 전국단위 조사 자료로 산출된 NQ 점수의 평균은 총점 60.8점, 균형 43.6점, 

절제 75.0점, 실천 63.0점이었다. 본 연구의 NQ-2021은 18개의 평가항목이 포함된 체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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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식사의 질 및 식행동을 판정할 수 있고, 균형, 

절제, 실천의 각 영역별 점수 및 등급 확인이 가능하여 결과의 해석과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웹 기반으로 연동된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생활터와 대면 또는 비대면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활발한 활용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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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Quotient checklist for adults (19–64 years)

1.  How many vegetables do you eat except kimchi when you eat once? (귀하는 한 번 식사할 때 김치를 제외한 채소류를 몇 
가지나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1 (1가지)     ③ 2 (2가지)     ④ 3 (3가지)     ⑤ More than 4 (4가지 이상)

2. How often do you eat fruits? (귀하는 과일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Less than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이하) ②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③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④ Once a day (하루에 1번) 

⑤ More than twice a day (하루에 2번 이상) 

3. How often do you have milk or milk products? (귀하는 우유 또는 유제품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Less than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이하) ②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③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④ Once a day (하루에 1번) 

⑤ More than twice a day (하루에 2번 이상) 

4. How often do you eat fishes? (귀하는 생선류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③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④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⑤ More than once a day (하루에 1번 이상)

5. How often do you eat beans or tofu? (귀하는 콩이나 두부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Less than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이하) ②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③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④ Once a day (하루에 1번) 

⑤ More than twice a day (하루에 2번 이상) 

6. How often do you eat nuts? (귀하는 견과류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③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④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⑤ More than once a day (하루에 1번 이상)

7.  How often do you eat cooked rice with mixed grains (including brown rice, whole wheat bread, etc)? (귀하는 전곡이나 
잡곡류[현미밥, 잡곡밥, 통밀빵 등]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③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④ Once a day (하루에 1번) 

⑤ More than twice a day (하루에 2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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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ow often do you eat greasy baked products (cake, donut, etc.) or snacks (potato chips, sweet potato chips, etc.)? (귀하는 
기름진빵[꽈배기, 생크림빵 등]이나 스낵 과자류[감자칩, 고구마칩 등]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③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④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⑤ More than once a day (하루에 1번 이상) 

9.  How often do you eat fast foods such as pizza, hamburgers, and fried chicken? (귀하는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치킨 등의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③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④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⑤ More than once a day (하루에 1번 이상)

10.  How often do you eat spicy and salty soup foods (ramen, stew, soup, soup tteokbokki, etc.)? (귀하는 맵고 짠 국물음식[라면, 
찌개류, 탕류, 국물떡볶이 등]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Less than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이하) ②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③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④ Once a day (하루에 1번) 

⑤ More than twice a day (하루에 2번 이상) 

11.  How often do you eat red meats such as beef and pork? (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③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④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⑤ More than once a day (하루에 1번 이상)

12.  How often do you eat processed meats such as ham, sausage, and bacon? (귀하는 평소에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③ 1–3 times a week (일주일에 1–3번) ④ 4–6 times a week (일주일에 4–6번)

⑤ More than once a day (하루에 1번 이상)

13.  How often do you have breakfast for a week? (귀하는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Seldom (거의 먹지 않는다) ② 1–2 times a week (일주일에 1–2번)

③ 3–4 times a week (일주일에 3–4번) ④ 5–6 times a week (일주일에 5–6번)

⑤ Every day (매일)

14. How often do you overeat or binge eat? (귀하는 과식이나 폭식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Seldom (거의 하지 않는다) ② Once a month (한달에 1번)

③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④ Once a week (일주일에 1번)

⑤ 3–4 times a week (일주일에 3–4번) ⑥ More than once a day (하루에 1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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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w much efforts do you make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귀하는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① No efforts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② Seldom make efforts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③ Average (보통이다) ④ Trying to make efforts (노력하는 편이다)   

⑤ Trying very hard to make efforts (매우 노력한다)

16.  Do you check the nutrition labeling when eating out 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귀하는 외식 시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십니까?)

① Never check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Do not check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③ So-so (보통이다) ④ Trying to check (확인하는 편이다)   

⑤ Check always (항상 확인한다)

17.  Do you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your meals? (귀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십니까?)

① Never wash (전혀 씻지 않는다) ② Do not wash (씻지 않는 편이다)   

③ So-so (보통이다) ④ Trying to wash (씻는 편이다)

⑤ Wash always (항상 씻는다)

18.  How often do you drink alcohol more than 7 glasses (or about 5 cans of beer) for men and 5 glasses (or about 3 cans of beer) 
for women? (귀하는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의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Never drink for a year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Less than once a month (한달에 1번 미만)

③ About once a month (한달에 1번 정도) ④ 2–4 times a month (한달에 2–4번)

⑤ About 2–3 times a week (일주일에 3–4번 정도) ⑥ More than 4 times a week (일주일에 4번 이상)

Appendix 1. (Continued) NQ-2021 checklist for adults

295https://e-jnh.orghttps://e-jnh.org

성인 영양지수 개정

https://doi.org/10.4163/jnh.2022.55.2.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