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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인의 가정식, 급식, 외식을 통한 점심식사의 질 비교 : 2011년도 중국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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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dietary quality of lunches consumed through home meals, institutional meals, and
eating-out at restaurants in Chinese adults. Methods: The total of 3,708 people (aged 20 ~ 64) were selected from the data
of the 2011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nd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home (HM, 2,845 people), institutional (IM,
579 people), and eating-out (EO, 284 people) meal groups. Dietary intakes of eight food groups, the frequency of eating
certain foods, food group intake pattern, dietary diversity and the variety score of lunches were analyzed. Results: The meat
intake of IM and EO were higher than that of HM (p < 0.05), and the vegetable intake was the highest in HM, followed by IM
and EO (p < 0.05). The intake of fruit and milk · dairy products were extremely low in all the groups. Compared with 1/3 daily
recommended intake, the meat intake was above the standard in all the groups and the vegetable intake was insufficient only
in EO.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food in all the groups was rice, followed by pork. The relatively desirable food group
pattern, “grain + meat + vegetable", was highest in IM (66.0%) and lowest in EO (48.2%). The “grain + vegetable" pattern in HM
and the “grain + meat" pattern in EO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in the other groups. The dietary diversity score (p < 0.001)
and dietary variety score (p < 0.00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IM than that in the HM or EO. Conclusion: The lunches of
Chinese adults had common problems in excess meat intake and a severe lack of fruit and milk · dairy products. Even
institutional meals were not ideal as single meals for Chinese adults, although they were better in food diversity. Customized
dietary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balanced meal plans need to be established, especially for those Chinese people
having lunch at home or eating out. In addition, a systematic food servic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firmly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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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중국인들의 식생활 환경이 건강
을 저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

최근 20년간 중국은 경제적 성장과 이에 따른 생활환경

안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에 의해 국민의 식생활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비만 유

중국의 식사패턴은 전통적으로 곡물, 채소, 소량의 육류

병률 또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중국의

로 구성되어 왔으며 주로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여 식사를

비만 유병률 증가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확장 및 패스트푸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들의

드 소비 증가 [3], 외식의 증가 [4] 등이 원인 중 하나인 것

식생활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품 위주로 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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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 59세 성인의 식사의 질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

통하여 중국 성인들의 점심식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르면, 중국 성인은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콩

문제점을 밝히고, 식사의 유형별로 특징적인 문제점과 개

류 섭취가 적고, 육류, 유지류, 소금의 섭취가 과다한 것으

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로 보고되었다 [7]. He [8]는 잦은 결식, 곡류 섭취의 감소,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 부족, 유지류와

연구방법

소금의 과다 섭취,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적절하지
못한 간식 선택 및 술과 음료수의 과다 섭취를 중국 가정
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1년 중국국민건강영양조사 (中国居民健康

외식의 증가 역시 중국인들의 식생활 변화에 큰 영향을

营养调查,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중 식품섭취

미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수많은 레스토랑의 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1년 중국국민건강

업으로 가정식 섭취가 감소하고 외식 섭취가 증가하였다

영양조사는 전국 아홉 개 성 (혹은 자치구)과 세 개 직할

[6,9].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의 41.2%가 일주

시 (특별시)에 있는 5,929가구, 0세 이상 대상자 23,149명

일에 2 ~ 3회, 16.2%가 일주일에 4 ~ 6회 외식을 하는 것으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립

로 나타나 외식 비율이 높았다 [10,11]. 외식 비율은 농촌

영양식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for Nutrition and Food

보다 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2,13], 잦은 외식

Safety),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China Center for Disease

의 섭취는 중국인들의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Control and Prevention),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University

으로 알려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식을 섭취하는 중국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이 가정식을 섭취하는 중국인보다 육류, 소금의 섭취가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승인받았다 (No.

많고,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는 적었다 [4]. 이처

2015017).

럼 중국인들이 외식으로 섭취하는 식사는 고열량, 고지방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실시된 연속

인 경우가 많고 영양밀도가 낮아 외식 빈도의 증가는 비만

된 3일의 식품섭취조사에 참여한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성인 16,240명의 점심식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16,240명의

고 있다 [4,13,14].

자료 중 주중 첫 번째 하루의 점심식사를 대상으로 하였으

외식과 더불어 급식을 통해 섭취하는 식사의 질에 대한

며, 점심식사를 결식하지 않은 자료 중 식사준비장소와 식

연구도 필요하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학교급식을 실시

사섭취장소가 모두 동일한 5,483명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하고 있으며 [1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체 급식도 일부

이중 주요변수에 대해 결측값이 없는 총 3,708명의 자료를

운영되고 있으나 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의 질에 대한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섭취한 점심식사를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

식사섭취장소와 식사준비장소에 따라 가정식 (집, 친척 혹

루어진 바 있는데, 중국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교급식과

은 친구집 등), 급식 (학교급식, 직장급식 등), 외식 (레스

가정식 점심식사의 질을 비교한 연구 [16]에서는 식사의

토랑, 길거리 음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점식식사

다양성 측면에서 학교급식의 질이 가정식보다 높은 것으

로 가정식을 섭취한 대상자는 2,845명, 급식을 섭취한 대

로 평가되었으나, 채소 섭취량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상자는 579명, 외식을 섭취한 대상자는 284명이었다. 그리

또한, 광주 번우구 대학생의 급식 및 영양 현황을 분석한

고 가정식을 섭취한 대상자를 ‘가정식군’ (Home Meal,

선행연구 [17]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류, 생선류, 과일류 섭

HM)으로, 급식을 섭취한 대상자는 ‘급식군’ (Institutional

취가 권장섭취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

Meal, IM)으로, 외식을 섭취한 대상자는 ‘외식군’ (Eating

상으로 한 산업체 급식에 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전반적

Out, EO)으로 명명하였다.

인 관리 및 위생에서의 문제점 [18], 소금 및 유지류 사용
의 과다함 [19] 등이 보고되었을 뿐, 산업체 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연구내용
일반사항

중국 국민의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려면 관련 연구가 부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

족한 급식을 포함하여 식사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

주지, 부모와의 동거 여부, 혼인상태, 직업여부, 월소득을

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분석하였다. 연령은 20대 (20 ~ 29세), 30 ~ 40대 (30 ~ 49세),

성인이 섭취한 점심식사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식, 외식,

50 ~ 60대 (50 ~ 64세)로 구분하였고, 거주지는 도시와 농

급식을 통해 섭취한 식사의 질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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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별 섭취량

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수로 계산하였다. 중복되지 않은

연구대상자가 점심식사로 섭취한 식품은 중국국민건강

식품군을 섭취할 때마다 1점씩 더하여 총 5점 만점으로

영양조사에 제시된 식품코드를 기준으로 2002년도 중국식

계산하였다 [23].

품성분표 (2002年中国食品成分表) [20]와 2004년도 중국
식품성분표 (2004年中国食品成分表) [21]를 참고하여 분

식품섭취 가짓수

석하였다. 중국국민식사지침 (中国居民膳食指南, Chinese

식품섭취 가짓수 (Dietary Variety Score; DVS)는 점심

Dietary Guidelines 2016)에 제시된 중국국민식품균형구성탑

식사 한 끼에 섭취한 중복되지 않은 모든 식품수로 계산하

(中国居民平衡膳食宝塔, Chinese Food Guide of Pagoda)

였으며, 다른 식품을 한 가지씩 섭취할 때마다 1점씩 더하

[22]을 참고하여 연구대상자가 섭취한 식품을 소금, 식용

여 분석하였다 [25]. 해당 식품군을 소량 섭취하고도 점수

유를 제외한 8가지 식품군, 즉 곡류 · 서류 · 콩류 (대두 제

에 계산이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Kant 등 [23]이 제

외), 과일류, 채소류, 육류, 생선류, 난류, 우유 · 유제품류,

시한 최소량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점식식사 한

대두 · 견과류로 구분하여 각 식품군별로 섭취량을 분석하

끼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준량의 1/3을 최소섭취량으로

였다. 그리고 중국국민식사지침에 제시된 식품군별 1일

적용하였다.

권장섭취량 [22]의 1/3 수준과 비교하였다. 2011년 중국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는 1일 동안 섭취한 총 에너지 및

분석 방법

영양소 섭취량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섭

모든 자료는 SPSS 23.0 (SPSS Inc., Chicago, IL, USA)

취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데이터를 끼니별로 제공해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정식군, 급식군, 외식군간의

주지 않아 점심식사를 통한 에너지 및 영양소 분석은 불가

연령, 월소득, 식품군별 섭취량, 식품군점수, 식품섭취 가

능하였다.

짓수의 평균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밖에 기타 일반

다빈도 섭취식품
연구대상자가 점심식사로 섭취한 식품을 섭취 빈도가
제일 높은 식품부터 20위까지 분석하였다. 이때 식품코드

사항, 식품군 섭취패턴의 분포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
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p < 0.05 수준에
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는 다르나 동일한 식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합하였으며
(예: 돼지고기, 돼지갈비), 조리방식이 다를 뿐 사용한 식

결 과

재료가 동일한 식품 (예: 쌀밥, 쌀죽)도 통합하여 분석하
였다.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대

식품군 섭취패턴

상자 3,708명 중 대다수 (76.7%)가 가정에서 점심식사를

식품군 섭취패턴은 Kant 등 [23,24]의 방법에 따라 다섯

하고 있었으며, 급식은 15.6%, 외식은 7.7%였다. 성별의

가지 식품군 (곡류, 육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경우 전체적으로는 남성 (46.3%)과 여성 (53.7%)의 비율

류)으로 구분하여 GMVFD (gain, meat, vegetable, fruit,

이 비슷하였으나, 세 군 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dairy)패턴으로 표시하였다. 해당 식품군을 섭취하였을 경

(p < 0.001). 가정식군은 여성 (56.9%)이 남성 (43.1%)보다

우 1로, 섭취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

많았으나, 급식군과 외식군은 남성 (각각 55.4%, 59.5%)이

어 GMVFD = 11110이라면 이는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여성 (각각 44.6%, 40.5%)보다 많았다. 전체 대상자의 평

모든 식품군을 섭취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식품군을 소량

균 연령은 46.0세였으며, 가정식군 (47.8세)이 급식군

섭취하고도 점수에 계산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Kant

(39.9세)과 외식군 (40.5세)보다 유의적으로 연령이 높았다

등 [23]이 제시한 최소량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p < 0.05).

연구에서는 점식식사 한 끼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준량
의 1/3을 최소섭취량으로 적용하였다.

거주지는 전체적으로 농촌지역 (53.4%)이 많았지만, 가
정식군 (43.6%)을 제외한 급식군 (56.1%)과 외식군
(57.7%)은 도시 거주자가 더 많았다 (p < 0.05). 전체적으

식품군점수

로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67.9%였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

식품군점수 (Dietary Diversity Score; DDS)는 연구대상

자의 비율은 급식군 (95.0%)이 가장 많았고, 가정식군

자가 섭취한 다섯 가지 식품군 (곡류, 육류, 채소류, 과일

(61.0%)이 가장 적었다 (p < 0.05). 월소득은 가정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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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HM group
(n = 2,845)

IM group
(n = 579)

Male

1,227 (43.1)

321 (55.4)

169 (59.5)

1,717 (46.3)

Female

1,618 (56.9)

258 (44.6)

115 (40.5)

1,991 (53.7)

20 ~ 29

265 (90.3)

112 (19.3)

62 (21.8)

439 (11.8)

30 ~ 49

1,168 (41.1)

361 (62.3)

161 (56.7)

1,690 (45.6)

50 ~ 64

1,412 (49.6)

Characteristics

EO group
(n = 284)

Total
(n = 3,708)

p1)

n (%) or mean ± SD
Sex
Age

Education

Job

61 (21.5)
a

47.8 ± 11.2

39.9 ± 10.3

40.5 ± 10.9

Primary

298 (10.5)

11 (1.9)

7 (2.5)

316 (8.6)

Middle

392 (13.8)

22 (3.8)

11 (3.9)

425 (11.5)

High

990 (35.0)

119 (20.6)

76 (26.9)

Technical

468 (16.5)

90 (15.6)

54 (19.1)

612 (16.6)

University

249 (8.8)

64 (11.1)

40 (14.1)

353 (9.6)

Master or more

416 (14.7)

249 (43.1)

93 (32.9)

758 (20.5)

18 (0.6)

23 (4.0)

2 (0.7)

46.0 ± 11.5
< 0.001

1,185 (32.1)

43 (1.2)

Urban

1,239 (43.6)

325 (56.1)

164 (57.7)

1,728 (46.6)

Rural

1,606 (56.4)

254 (43.9)

120 (42.3)

1,980 (53.4)

Yes

1,729 (61.0)

549 (95.0)

230 (81.3)

2,508 (67.9)

No

1,106 (39.0)

29 (5.0)

53 (18.7)

1,188 (32.1)

Monthly income (Yuan)

a

2,396.1 ± 2,224.7
(≅ 400,000 Won)

b

3,400.9 ± 3,833.7
(≅ 570,000 Won)

< 0.001

1,579 (42.6)
a

Average

Unknown
Residence

106 (18.3)
b

< 0.001

b

3,267.8 ± 3,457.0
(≅ 550,000 Won)

< 0.001
< 0.001

2,796.3 ± 2,980.9
(≅ 470,000 Won)

< 0.001

1) p value by Chi-Square Test or ANOVA
a, b, c: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M, home meal group; IM, institutional meal group; EO, eating-out group
Table 2. Intake by food group at lunch according to Chinese Food Guide of Pagoda
Food group

HM group
(n = 2,845)

IM group
(n = 579)

EO group
(n = 284)

Grain, potato and beans (g)

126.8 ± 99.9b

102.7 ± 79.7a

a

b

Total
(n = 3,708)

Standard2)

p1)

mean ± SD
131.8 ± 100.7b

123.4 ± 97.5

83 ~ 133

< 0.001

Meat (g)

39.7 ± 70.7

59.0 ± 61.5

54.3 ± 74.1

43.9 ± 70.0

13 ~ 25

< 0.001

Fish (g)

19.1 ± 67.3

17.9 ± 46.3

20.4 ± 63.6

19.0 ± 64.2

13 ~ 25

0.855

Egg (g)

10.7 ± 27.0

9.7 ± 24.7

7.4 ± 22.8

10.3 ± 26.3

13 ~ 17

0.105

Vegetable (g)

c

b

b

a

134.7 ± 132.0

113.0 ± 107.8

78.6 ± 87.3

127.0 ± 126.6

100 ~ 167

Fruit (g)

0.1 ± 4.7

0.4 ± 8.3

0.7 ± 11.9

0.2 ± 6.2

67 ~ 117

Milk and dairy products (g)

0.0 ± 0.0a

0.0 ± 0.0a

1.4 ± 17.3b

0.1 ± 4.8

100

< 0.001

14.7 ± 50.7

8 ~ 12

< 0.001

Soybeans and nuts (g)

a

13.9 ± 42.3

a

12.1 ± 31.7

b

27.6 ± 116.3

< 0.001
0.290

1) p value by ANOVA
2) 1/3 of recommended intake by Chinese Food Guide
a, b, c: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M, home meal group; IM, institutional meal group; EO, eating-out group

(2,396.1위안)이 급식군 (3,400.9위안)과 외식군 (3,267.8위

의 섭취량 (102.7 g)이 가정식군 (126.8 g)과 외식군 (131.8

안)보다 유의적으로 적었고, 급식군과 외식군 간에는 차이

g)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p < 0.05). 육류 섭취량은 전체

가 없었다 (p < 0.05).

적으로 43.9 g이었으며, 가정식군의 섭취량 (39.7 g)이 급
식군 (59.0 g)과 외식군 (54.3 g)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식품군별 섭취량

(p < 0.05). 생선류와 난류 섭취량은 전체적으로 각각 19.0 g,

중국국민식품균형구성탑의 식품군 분류에 따른 식품군

10.3 g이었으며,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별 섭취량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곡류 · 서류 · 콩류 (대

다. 채소류 섭취량은 전체적으로 127.0 g이었으며, 가정식

두류 제외) 섭취량은 전체적으로 123.4 g이었으며, 급식군

군 (134.7 g)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식군 (113.0 g),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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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food with high consumption frequency at lunch
HM
(n = 2,845)
Food

IM
(n = 579)
n (%)

Food

EO
(n = 284)
n (%)

Food

Total
(n = 3,708)
n (%)

Food

n (%)

1

Rice

1,849 (64.99)

Rice

422 (72.88)

Rice

138 (48.59)

Rice

2,368 (63.86)

2

Pork

925 (32.51)

Pork

246 (42.49)

Pork

93 (32.75)

Pork

1,264 (34.09)

3

Egg

414 (14.55)

Egg

85 (14.68)

Tofu

37 (13.03)

Egg

532 (14.35)

4

Potato

396 (13.92)

Bok choy

84 (14.51)

Egg

33 (11.62)

Potato

493 (13.30)

5

Bok choy

301 (10.58)

Potato

67 (11.57)

Potato

30 (10.56)

Bok choy

414 (11.17)

6

Chinese cabbage

263 (9.24)

Tomato

57 (9.84)

Beef

29 (10.21)

Chinese cabbage

333 (8.98)

7

Fresh bean

259 (9.10)

Celery

55 (9.50)

Chinese cabbage

28 (9.86)

Tomato

295 (7.96)

8

Tomato

224 (7.87)

Chinese cabbage

48 (8.29)

Noodle

27 (9.51)

Tofu

281 (7.58)

9

Eggplant

200 (7.03)

Tofu

44 (7.60)

Steamed bread

26 (9.15)

Fresh bean

278 (7.50)

10 Tofu

200 (7.03)

Chicken

38 (6.56)

Bok choy

21 (7.39)

Eggplant

233 (6.28)

11 Celery

145 (5.09)

Yu choy

37 (6.39)

Wheat

18 (6.34)

Celery

215 (5.80)

12 Noodle

143 (5.03)

Cabbage

29 (5.01)

Chicken

16 (5.63)

Noodle

185 (4.99)

13 Cucumber

135 (4.75)

Beef

26 (4.49)

Dry tofu

15 (5.28)

Cucumber

165 (4.45)

14 Wheat

107 (3.76)

Eggplant

23 (3.97)

Hot pepper

12 (4.23)

Wheat

135 (3.64)

99 (3.48)

Cellophane noodle

23 (3.97)

Tomato

11 (3.87)

Yu choy

129 (3.48)

16 Hot pepper

96 (3.37)

Cauliflower

22 (3.80)

Yu choy

10 (3.52)

Chicken

123 (3.32)

17 Pea

89 (3.13)

Cucumber

22 (3.80)

Celery

10 (3.52)

Steamed bread

121 (3.26)

18 Chicken

88 (3.09)

Hairtail

20 (3.45)

Hairtail

9 (3.17)

Hot pepper

118 (3.18)

19 Yu choy

82 (2.88)

Steamed bread

20 (3.45)

Pancake

8 (2.82)

Beef

115 (3.10)

20 Crucian carp

69 (2.43)

Noodle

19 (3.28)

Cucumber

8 (2.82)

Cabbage

102 (2.75)

15 Steamed bread

HM, home meal group; IM, institutional meal group; EO, eating-out group

식군 (78.6 g) 순이었다 (p < 0.05). 과일류 섭취량은 전체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식품은 쌀

적으로 0.2 g로 매우 적었으며,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

과 돼지고기였고, 가장 많이 섭취한 채소는 청경채와 배추

었다.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량 또한 전체적으로 0.1 g로

였다.

매우 적었고, 외식군에서만 1.4 g을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

육류 식품 중 다빈도 섭취식품을 살펴보면, 가정식군에

었다. 대두 및 견과류 섭취량은 전체적으로 14.7 g이었으

서는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닭고기 (18위)만 20위 안에 있

며, 외식군 (27.6 g)이 가정식군 (13.9 g)과 급식군 (12.1 g)

었으나 외식군은 쇠고기 (6위)의 섭취빈도가 상대적으로

보다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p < 0.05).

많았고, 닭고기도 12위에 포함되었다. 급식군도 닭고기

식품군별 섭취량을 중국국민식사지침에 제시된 1일 권

(10위), 쇠고기 (13위)가 20위 안에 포함되었다. 채소류의

장섭취량 [22]의 1/3 수준과 비교해 보면, 곡류 · 서류 · 콩

경우 외식군 (7가지)은 가정식군 (9가지)과 급식군 (9가지)

류 (대두류 제외)와 생선류는 세 군 모두 권장섭취량 범위

에 비해 섭취한 식품의 종류가 적고 빈도가 낮았다. 또한

에 있었으나, 육류 섭취량은 세 군 모두 과다하게 섭취하

외식군은 가정식군이나 급식군과 달리 국수 (8위), 찐빵 (9

였다. 특히 급식군과 외식군의 경우 권장섭취량의 2배 이

위), 밀가루 (11위) 등 빵 및 면류 식품이 비교적 높은 순

상 섭취하고 있었다. 채소류 섭취량의 경우 가정식군과 급

위를 차지하였다.

식군은 권장섭취량 범위 내에 있었지만, 외식군은 20 g 이
상 부족하였다.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량은 세군

식품군 섭취패턴

모두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 및 견과류

식품군 섭취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

섭취량의 경우 외식군에서 권장섭취량의 2배 이상 섭취한

다. 전체적으로 ‘곡류 + 육류 + 채소류’ 패턴이 55.5%로 가장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았으며,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01).
‘곡류 + 육류 + 채소류’ 패턴은 급식군 (65.8%)에서 그 비

다빈도 섭취식품

율이 가장 높았고 외식군 (48.2%)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대상자가 점심식사를 통해 섭취한 식품 중 섭취빈

가정식군 (20.5%)에서는 ‘곡류 + 채소류’ 패턴이 급식군

도가 높은 식품을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하여 Table 3에

(9.5%)이나 외식군 (12.7%)보다 많았고, 외식군 (17.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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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 group intake pattern at lunch
GMVFD pattern

HM group
(n = 2,845)

IM group
(n = 579)

EO group
(n = 284)

Total
(n = 3,708)

1,497 (52.6)

381 (65.8)

p1)

n (%)
GMV

137 (48.2)

2,015 (55.5)

GV

583 (20.5)

55 (9.5)

36 (12.7)

674 (14.2)

GM

308 (10.8)

58 (10.0)

50 (17.6)

416 (12.8)

G

246 (8.6)

44 (7.6)

36 (12.7)

326 (9.6)

150 (5.3)

31 (5.4)

15 (5.3)

196 (5.3)

61 (2.1)

10 (1.8)

10 (3.6)

81 (2.5)

EO group
(n = 284)

Total
(n = 3,708)

MV
2)

Others

< 0.001

1) p value by Chi-Square Test
2) Others: M, GMVF, GMD, GF, VF, F, V
HM, home meal group; IM, institutional meal group; EO, eating-out group
G, grain; M, meat; V, vegetable; F, fruit; D, dairy product
Table 5. Dietary diversity score at lunch
HM group
(n = 2,845)

IM group
(n = 579)

1

305 (10.7)

53 (9.2)

43 (15.1)

401 (11.7)

2

1,041 (36.7)

143 (24.9)

101 (35.6)

1,285 (32.4)

3

1,499 (52.6)

382 (65.8)

139 (48.9)

2,020 (56.0)

Dietary diversity
score

4
Average

1)

p

n (%) or mean ± SD

0 (0.0)

1 (0.2)

1 (0.4)

2.42 ± 0.7a

2.57 ± 0.7b

2.35 ± 0.7a

< 0.001

2 (0.2)
2.44 + 0.7

< 0.001

EO group
(n = 284)

Total
(n = 3,708)

p

3.37 ± 1.6a

3.44 + 1.5

0.001

1) p value by Chi-Square Test or ANOVA
a, b, c: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M, home meal group; IM, institutional meal group; EO, eating-out group

Table 6. Dietary variety score at lunch
Dietary variety
score
Average

HM group
(n = 2,845)

IM group
(n = 579)

3.41 ± 1.5a

3.66 ± 1.4b

1)

mean ± SD

1) p value by ANOVA
a, b, c: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M, home meal group; IM, institutional meal group; EO, eating-out group

서는 ‘곡류 + 육류’ 패턴이 가정식군 (10.8%)이나 급식군

식품섭취 가짓수

(10.0%)보다 많았다. 한편,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

연구대상자가 점심식사를 통해 섭취한 식품 가짓수는

한 ‘곡류 + 육류 + 채소류 + 과일류 + 우유 및 유제품류’ 패

Table 6에 제시하였다. 식품섭취 가짓수 평균은 전체적으

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없었으며, 곡류만 섭취하는 단일

로 3.4개로 섭취한 식품 가짓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군 패턴이 전체적으로 9.6%에 해당하였다.

식품섭취 가짓수는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p = 0.001), 식품군 점수와 마찬가지로 급식군 (3.7개)이

식품군점수
식품군점수를 분석한 결과, 세 군 모두 3가지 식품군을

가정식군 (3.4개)이나 외식군 (3.4개)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다 (p < 0.05).

가장 많이 섭취하였으며, 두 가지 식품군 섭취가 그 다음
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식품군점수 평균은 5점 만점에

고 찰

2.4점이었으며, 급식군이 2.6점으로 가정식군 (2.4점)이나
외식군 (2.4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Table 5).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성인이 섭취한 점심식사를 가정식,
급식, 외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공통적인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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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유형에 따른 차이 및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

고, 우유를 유아나 노인의 보충 식품으로만 인식하거나

국 성인의 점심식사는 식사 유형에 관계없이 육류의 섭취

[36] 건강에 해롭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우유를 기피하

가 지나치게 많고,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가

기도 하였다 [37]. 특히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 부족은

매우 부족하였다.

칼슘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인

중국인들의 지나친 육류 섭취 문제는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26-29]. 중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의 칼슘 섭취량이 하루 필요량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29].

육류 섭취량을 40 ~ 75 g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22], 본 연

식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식사의 유형과 관계없이 개

구가 점심식사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권장섭취량의 1/3과

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다섯 가지 식품군을

비교해 보면, 급식군은 2.4배, 외식군은 2.2배가 넘는 육류

모두 섭취한 대상자는 없었으며, 곡류, 육류, 채소류를 모

를 섭취하고 있었다. 육류섭취량이 가장 적었던 가정식군

두 포함한 비교적 바람직한 식단을 섭취한 대상자는 절반

도 1.6배에 달하였다. 위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

정도 (54.3%)에 불과하였다. 약 30% 정도의 대상자가 곡

연구에서도 1일 육류 섭취량이 114 g인 것으로 나타나

류와 채소류, 곡류와 육류 등 2가지 식품군만으로 이루어

[29],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소득증가 및 도시화, 시

진 식사를 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었다.

장 확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중국인의 식사는 육류 섭취

가정식, 급식, 외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식사 유형

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6,30,31]. 중국의 육류

에 따른 특징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정식군의 경우 5

섭취량은 1980년대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에

명 중 1명 수준으로 곡류와 채소류로만 이루어진 식단으

는 1980년의 3.7배에 이르렀다 [32]. 선행연구에서 중국

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어 식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성인의 하루 지방 섭취량이 77.1 g으로 권장섭취량을 상당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대다수 (76.7%)가 가정에서 점심식

히 초과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28], 이는 과도한 육

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에서의 건강한 식사

류섭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습관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 점심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육류의 종류도

외식군의 경우 채소류의 평균 섭취량이 가정식군, 급식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육류 섭취의

군보다 유의적으로 적었으며, 섭취하는 채소류의 종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돼지고기는 쌀 다음으로 섭

한정적이었다. 중국영양학회에서는 1일 채소류 섭취량을

취빈도가 높았다. 돼지고기는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가장

300 ~ 500 g으로 권장하고 있다 [22]. 따라서 점심식사를

선호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식재료로 [33], 선행연구에서도

통해 100 ~ 167 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식

중국인의 1일 돼지고기 섭취량이 64.3 g에 달하는 것으로

군의 채소류 섭취량은 78.6 g에 불과하였다. 18 ~ 59세 중

보고된 바 있다 [34].

국 성인의 식사의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채소류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의 경우 점심식사를 통한 평

의 섭취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26], 본 연구결

균 섭취량이 각각 0.2 g, 0.1 g 수준으로 식사유형에 관계

과 점심식사의 경우 채소류 섭취 부족은 외식일 경우 문제

없이 거의 섭취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들이 과일류

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군패턴 분

나 우유 및 유제품류를 식사의 일부로는 섭취하지 않기 때

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식군에서 곡류와

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과일류와 우

육류로만 구성된 식단이 17.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유 및 유제품류 섭취 부족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

그밖에도 외식군은 쌀의 섭취빈도가 낮고, 빵 및 면류 식

고 있다 [26-29]. 중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과일류와 우유

품, 쇠고기의 섭취빈도가 높아 서구식 식단과 유사한 특징

및 유제품류의 섭취량을 각각 200 ~ 350 g, 300 g으로 권

이 있었다.

장하고 있는데 [22], 선행연구에서 중국인의 해당 식품군

한편, 중국 텐진시 거주자의 외식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

1일 섭취량은 각각 45 g, 27 g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

따르면, 남성의 외식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18 ~ 44세

다 [27]. 후베이성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외식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외식비율은 낮았다

도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 기준의 10% 미

[12]. 중국인의 외식 섭취 증가는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

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 이처럼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

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4,13,14],

품류의 섭취가 적은 것은 문화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다.

중국인의 외식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6,9] 외식

중국은 예로부터 과일을 섭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을 자주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육류의 섭취량을 줄이고

오히려 위를 자극하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으로 생각

채소류의 섭취량을 늘리는 한편,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해왔다 [35]. 또한 전통적으로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없었

류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군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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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식, 급식, 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급식군의 경우 가정식군, 외식군에 비해 식사의 다양성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대상자 3,708명 중 76.7%

측면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급식으

가 가정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급식은 15.6%, 외

로 제공되는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육류의 섭취량이 과다

식은 7.7%에 해당하였다. 가정식군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

하며, 곡류, 육류, 채소류를 모두 섭취한 식사패턴 비율이

았으나, 급식군과 외식군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가정

7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가정식, 외식군에 비해

식군은 농촌 거주자가, 급식군과 외식군은 도시 거주자가

유의적으로 높기는 하였으나, 식품가짓수도 3.7개에 불과

더 많았다. 둘째, 식품군별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곡류 ·

하여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메뉴 제공 등 급식체계의 전반

서류 · 콩류와 생선류는 세 군 모두 권장섭취량 범위에 있

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성

었으나, 육류 섭취량은 세 군 모두 과다하였다. 특히 급식

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과 외식군의 경우 권장섭취량의 2배 이상 섭취하고 있

식사의 균형성과 다양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마

었다. 가정식군과 급식군의 채소류 섭취량은 권장섭취량

련되어야 한다. 특히 육류의 제공량을 줄이고 과일류, 우

범위 내에 있었지만, 외식군은 20 g 이상 부족하였다. 과

유 및 유제품류를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급식의 식사계

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량은 세 군 모두에서 매우

획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빈도 섭취 식품을 분석

본 연구결과 중국인들의 점심식사는 식사유형에 관계없

한 결과 전체적으로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식품은 쌀과 돼

이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

지고기였고, 가장 많이 섭취한 채소는 청경채와 배추였다.

취를 늘리며 식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되

외식군은 가정식군과 급식군에 비해 채소류로 섭취한 식

도록 제도 마련 및 영양교육이 절실하다. 중국의 식사 구

품의 종류가 적었고 쇠고기의 섭취 빈도가 높았으며, 빵

성상 식단에 과일이나 우유 및 유제품이 포함되기는 어려

및 면류 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았다. 넷째, 식품군 섭취패

우나, 급식을 통해서는 해당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

턴을 분석한 결과, ‘곡류 + 육류 + 채소류’ 패턴이 55.5%로

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지나친

가장 많았다. ‘곡류 + 육류 + 채소류’ 패턴은 급식군에서

육류 섭취의 위험성과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의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식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식군에서는 ‘곡류 + 채소류’ 패턴이, 외식군에서는 ‘곡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

류 + 육류’ 패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섯째, 전

된 중국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1년 자료로 최근 중국인의

체적으로 식품군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점, 식품섭취

식생활을 반영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2015년

가짓수는 평균 3.4개로 섭취한 식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자료가 최근 공개되었으며,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서

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가 있었다. 급식군의 식품군점수

2011년 자료가 최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와 식품섭취 가짓수가 가정식군이나 외식군보다 유의적으

2015년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로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 성인의 점심

한 중국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는 대상자가 섭취한 식품

식사는 육류 섭취가 과다하며,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

별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의 섭취가 매우 부족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가정식

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이

의 경우 식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곡류, 육류, 채소류를 모

있으나, 본 연구가 중국인 성인의 점심식사에 대해 식사유

두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외식의 경우

형별로 개선점을 도출해 낸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육류의 섭취가 지나치게 많고 채소류 섭취가 부족하여 개

결과는 향후 중국인의 식사를 개선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

선의 필요가 있다. 또한 급식은 외식이나 가정식보다 식품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식사유형에 따른 중국인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심식사

의 식사의 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 및 도시와 농촌,

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곡류, 육류, 채소류

남성과 여성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비교연구 등이

를 모두 섭취한 비율이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체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인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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