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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s (NQ-A) to assess overall dietary

quality and food behavior of Korean adolescents. Methods: Development of the NQ-A was undertaken in three steps: item

generation, item reduction, and validation. Candidate items of the NQ-A checklist we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results of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dietary guidelines for Korean

adolescents, expert in-depth interviews, and national nutrition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A total of 21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a one-day dietary record survey and responded to 41 items in the food behavior

checkli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responses to the checklist items along with nutritional status of the

adolescents were calculated. Item reduction was performed, and 24 items were selected for the nation-wide survey. A total

of 1,547 adolescents from 17 cities completed the checklist questionnaire. Exploratory factor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velop a final NQ-A model. Results: Nineteen items were finalized as the checklist items for

the NQ-A. Checklist items were composed of five factors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environment, and practice). The

five-factor structure accounted for 47.2% of the total varianc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were used as weights of the

items. The NQ-A and five-factor scor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obtained weights of the questionnaire items.

Conclusion: 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s (NQ-A) would be a useful instrument for evaluating dietary quality and food

behavior of Korean adolescents. Further research on NQ-A is needed to reflect changes in adolescent's food behavior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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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 성장발달이 매우 왕성하여 이

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에는 특히 시간에 쫓기면서 아침 결식이 많아지고, 고열량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며, 학원 등에서의 학업 시

간 증가로 식사시간의 불규칙과 매식에서의 적절하지 못

한 음식 선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기 쉽다. 또한

입시 준비 등으로 인해 줄어든 신체활동은 불량한 식생활

과 함께 청소년 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11

영양지수 (nutrition quotient)는 타당도가 입증된 간단

한 체크리스트로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 상태와 식사의 질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이다.12,13 한국영양학회에서

2012년에 만든 어린이 영양지수 (NQ-C)는 초등학교 5,6학

년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조사지를 만들고, 식사섭취실

태와의 상관성 분석을 거쳐 최종 영양지수 설문지를 선정

하였다.12 현재 활용되고 있는 어린이 영양지수는 19문항

의 간단한 설문지로 어린이 식생활의 다양한 면을 평가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식행동 평가와 영양교육 효과 평

가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14-18 한편 어린이 영양지수

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에 대한 식행동 평가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19 초등학생과 청소년기의 신체 생리적

발달 모습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영양학적 요구도가

다르므로 청소년을 위한 맞춤 영양지수의 개발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실정이다.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dietary index)들은 식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적 도구의 하나로 주성분 분석,

군집분석같은 식사패턴분석보다 식사 판정 시 해석이 용

이하다.20,21 즉, 식사 지표는 식사권장량을 얼마나 잘 따르

는지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식사의 질을 하나의 점수로 계

산해 냄으로써 소비자와 일반 보건의료인, 정책 전문가들

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식사의 질 지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22 하나는 역학적인 목적에서 인구집단의

식사섭취실태를 평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의

대표적인 지표로 Diet Quality Index23와 Healthy Eating

Index24를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DQI (Korean Diet

quality index)25와 Korean HEI (식생활평가지수)26가 보고

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식사 지표들은 섭취한 식품과 함

유된 영양소로부터 점수를 계산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식

사섭취실태 조사와 영양성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계산

될 수 있어서 지표 계산에 참여자와 연구자의 부담이 크다

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식사 지표는 식품 섭취와 식행동에 근간을 둔

간단한 질문지로 구성된 지표로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식행동을 평가하는

Food Behavior Checklist Modified for Children (FBC-

MC),27 건강에 좋은 지중해식 식사를 지키는 가를 평가하

는 Mediterranean Diet Quality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IDMED),28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의 영

양 상태와 식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영양지

수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NQ-C)13를 들 수 있다.

이들 지표는 복잡한 식사섭취실태조사 없이 간단한 체크

리스트를 통해 식사의 질과 식행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다는 면에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였고, 학교나 보건소 등

에서의 영양스크리닝이나 영양교육 도구로 수월하게 사

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 식사와 식행동 평가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지

만 이 지표들이 가치 있는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타당

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20 본 연구진이 2012년에 개발

한 어린이 영양지수의 경우 식행동 평가 항목의 최종 선정

을 위해 영양섭취실태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한 수렴 타당

도를 확인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식행동 평가 항

목을 분류하였으며 확정적 요인분석으로 구성타당도를 검

증하였다.12,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최신 영양문제를

최대한 함유할 수 있는 식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어린

이 영양지수 산정 시 사용한 여러 가지 타당성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를 설명할 수 있

는 청소년 영양지수 (NQ-A)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청소년 영양지수의 개발 과정은 Fig. 1과 같다. 예비 체

크리스트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

석하고, 청소년 대상의 식생활과 영양 관련 논문을 검토하

였으며, 전문가 심층 면접을 통해 평가항목 초안을 작성하

였다. 작성된 평가항목 문항에 대해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조사와 사회통계학자의 자문을 통해 41개 항목의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파일럿 조사 결과 식사

섭취 조사 자료의 영양소 섭취량과 상관관계가 높거나, 식

생활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평가항목을 중심

으로 전문가 workshop을 거쳐 전국 조사용 체크리스트

(24개 항목)를 개발하였다. 전국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 분

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19개의 최종평가항목을 선정하

였고, 이들 19개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NQ-A (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s)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한

남대학교 인체시험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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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승인번호 2014-02k)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평가항목
 

개발

평가 항목의 개발 과정은 어린이 영양지수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12,13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식행동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2010~2012)29

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30에 포함된 내용

들을 체크리스트 후보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청소년의 식품 섭취 및 식행동에 관한 국

내외 문헌을 검색하여 청소년의 영양 및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영양지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후보에

포함하였고, 중고등학교 영양교사에게 구조화된 면접지

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청소년의 영

양 문제들을 체크리스트 초안 구성 시에 포함하였다. 만들

어진 체크리스트 초안은 중학교 2학년 33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에 맞게 설문 내용과 문항 답가

지의 척도를 조정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선정된 파일럿 조

사용 청소년 체크리스트는 식품섭취영역에서 20개 문항,

식행동·식습관 영역에서 21개 문항의 총 41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Table 1).

식사섭취실태조사를
 

포함한
 

파일럿
 

조사

식사섭취실태를 포함한 파일럿 조사는 성남시 소재 1개

중학교 2학년 3개 학급 110명과 서울시 소재 2개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 140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에 수행되었

다. 조사방법은 조사 1일차에 연구진이 방문하여 조사 참

여 동의서과 식사조사지를 배포하고, 식사조사지 작성방

법을 설명하였으며, 조사 2일차에 학생 개개인이 식사 섭
Fig. 1. Process of NQ-A development. 1) FBC, Food behavior

checklist, 2) DR, Dietary record

Table 1. Checklist items selected for pilot survey

Items regarding food intakes Items regarding eating behaviors 

1. Cooked rice with mixed grain 1.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2. Number of vegetable dishes 2. Meal regularity 

3. Intake frequency of fruit 3. Diverse side dishes

4. Intake frequency of white milk 4. Thorough chewing of food 

5. Intake frequency of flavored processed milk 5. Not moving around while eating

6. Intake frequency of dairy product 6. Focusing on meals

7. Intake frequency of bean or bean product 7. Taking meals with family 

8. Intake frequency of fish 8. Intake frequency of take-out foods 

9. Intake frequency of egg 9. Intake frequency of night time snack

10. Intake frequency of meat 10. Refusal of specific food items 

11. Intake frequency of cookies 11. Degree of food digestion

12.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beverage 12. Screen time (TV watching, using smart phone or computer games)

13. Intake frequency of sweet and greasy bread 13. Walking time period per day

14.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s such as pizza and hamburger 14. Frequency of exercise 

15.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meat 15. Intake frequency of street food

16. Intake frequency of fried food 16. Check nutrition fact labelling 

17. Intake frequency of ramyeon 17.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18. Intake frequency of caffeinated beverage 18. Wash hands before meals

19. Degree of consumption of liquid in the soup 19. Wash hands after toilet use

20. Degree of consumption of sauce in the dish 20. Perception on body image 

21. Diet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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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실태를 자가 기록하도록 하고, 조사 3일차에 다시 방문

하여 식사섭취실태 기록지의 기록 내용을 검토한 후 면대

면 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

스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사섭취조사 자료는 영양

평가 프로그램 (CAN Pro 4.0, 한국영양학회)을 사용하여

식품 섭취량과 영양소 섭취량을 환산하였다. 조사지는 총

250부 회수하여 조사지에 결측치가 있거나 에너지 섭취량

이 5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 이상인 대상자를 제외하

고, 총 213명의 자료를 파일럿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정된
 

평가항목의
 

전국단위
 

조사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는 파일럿 조사 결과 선정

된 2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평가항목의 답가지

의 쏠림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답가지를 리커트 척도로 변

환하여 사분위 범위 (interquartile range, IQR)와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산출하고, 사분위 범위

(IQR) 값이 1 이하이고 변동계수 (CV)가 25% 이하인 경우

에는 쏠림 현상이 있다고 판정하여 답가지의 척도를 조정

하였다.

전국단위 조사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중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하고, 표본 추출틀은 교

육부의 2013년 기준 전국학교 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시

도별 집락별 층화추출을 통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기본

층화변수로 6개의 권역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을 사용

하였고, 내재적 층화 변수로 학교 설립 유형, 학교 유형, 학

교 구분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본 배분은 총 6개

의 권역에서 권역별로 중고교 각 3개 학교를 우선 할당한

후, 2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 수를 비례 배분하였고,

중고등학교 각 50개 학교씩, 각 학교별로 10~15명씩 조사

를 진행하여 총 1,547명에 대해 2014년 9월~10월에 전문조

사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대면

조사를 수행하였다. 

평가항목의
 

수렴타당도
 

분석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Table 1)의 수렴 타

당도 (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항목 점

수와 식사 균형, 영양소 적정 섭취, 영양밀도 등에 관한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검증하였다. 식사 균형 변수들로 곡류, 고기·생선·계란·콩

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및 유지·당류 섭취량을

포함하였고, 식사다양성 점수 (DDS)를 포함하였다. 식사

의 영양밀도와 영양소 적정 섭취 변수들로 단백질, 식이섬

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

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D, 엽산, 칼슘, 인, 나트륨, 칼

륨, 철, 아연의 1,000 kcal당 영양 밀도와 권장섭취량이나

충분섭취량에 대한 섭취 비율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 체크리스트 선별 시 청소

년의 식생활지침과 국가의 영양정책을 반영하여 항목 적

절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41개 후보 항목 중 24개의 평

가항목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여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평가항목의
 

요인
 

분류와
 

구성타당도
 

검증
 

및
 

영양지수

모형
 

산정

전국단위 조사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19개 항목의 5개 요인으로 분류하

고, 평가 항목의 구성타당도를 확정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기법인 구조방정식 모형 (LISREL)을 이

용해 검증하고 추정된 경로계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31

청소년 영양지수의 요인별 가중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여 재조정하였다. 구성타당도 모형의 적합성 검증은

χ2-검정과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인 t-검정으로 검증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들은 최대우도 추정방

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추정하였고,

이를 영양지수 점수 산정을 위한 각 변인의 가중치로 사용

하였다. LISREL 통계 분석은 SAS 9.3 version의 CALIS

procedure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영양지수
 

점수산출과
 

등급화

영양지수 점수는 전국단위 조사의 표본 추출률과 응답

률을 고려한 사후 가중치를 적용하고, 복합표본조사 모수

추정식을 활용하여 영양지수 점수와 하위 요인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개별 항목 점수는 요인점수, 요인점수는 영양

지수 점수에 계층화 되어 있어 두 개 중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하나의 값의 변화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영양지수 점수를 등급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활

용하였다. 개인의 영양지수 점수의 등급화를 위해 전국단

위 조사에서 각 대상자별로 산출된 영양지수 점수의 표준

화된 백분위 값을 활용하였다. 영양지수 점수와 각 영역별

판정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등급판정 기준은 백분

위수 분포를 기준으로 75~100 percentile의 경우 ‘상’ 등급,

25 ~ <75 percentile의 경우 ‘중’ 등급, 0 ~ <25 percentile인

경우 ‘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ROC curve를 활용한 청소년 영양지수의 판정기준값

(cut-off) 산출은 평균영양소적정섭취비율 (mean adequacy

ratio, MAR)을 사용하여 영양지수 판정기준값을 정하였다.

MAR이란 각 영양소의 적정섭취비율 (nutrient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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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NAR)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NAR이란 각 영양소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식사를 통한 섭취량의 비를 의미하고,

NAR이 1 이상이면 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것으로 보

아 1로 처리하였다. 청소년 MAR 선정에 사용한 영양소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32에서 평균필요량이 정해진 영양소

들 중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2010~2012년)와 본 연구의

파일럿 조사에서 평균필요량 미만 청소년 섭취자의 비율

이 25% 이상이었던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

민 B2,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칼슘, 철과 아연의 10가지

영양소를 포함하였다. 영양지수 점수가 ‘양호’인지, ‘모니

터링이 필요’한 지에 대한 판정기준값은 MAR이 0.75 미만

인 대상자를 MAR이 0.75 미만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민

감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기준값 선정은 민감도 0.7이상 중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을 최대로 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선

정하였다.

결 과

 

파일럿
 

및
 

전국단위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파일럿 조사대상자는 213명 (남 110명, 여 103명), 전국단

위 조사대상자는 1,547명 (남 720명, 여 827명)이었다. 파일

럿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4.8 ± 0.09세였고, 키는

164.9 ± 0.5 cm, 체중은 55.6 ± 0.8 kg, 체질량지수는 20.3

± 0.2 kg/m2이었다. 전국단위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5.3 ± 0.04세였고, 키는 166.0 ± 0.2 cm, 체중은 57.4 ± 0.3

kg, 체질량지수는 20.7 ± 0.1 kg/m2로 전국단위 조사대상

자의 나이와 체위가 다소 높았다 (자료 제시하지 않음).

선정된
 

파일럿
 

및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
 

항목
 

파일럿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안은 식품섭취영역에서

20개 문항, 식행동 영역에서 21개 문항의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식품 섭취 영역의 경우 잡곡밥, 채

소, 과일, 흰 우유, 가공 우유, 유제품, 콩과 두부, 생선, 달걀,

육류, 과자, 가공 음료, 달거나 기름진 빵, 피자/햄버거, 햄/소

시지, 튀긴 음식, 라면, 국의 국물, 덮밥의 소스 및 카페인 음

료의 섭취 빈도를 포함하였고, 식행동 영역의 경우 아침식

사 빈도, 식사의 규칙성, 반찬의 다양성, 꼭꼭 씹기, 돌아다

니지 않고 식탁에서 식사하기, 한 눈 팔지 않고 식사하기,

가족과 함께 식사, 외식 빈도, 간식/야식 빈도, 편식, 소화력,

TV·핸드폰·컴퓨터 사용시간, 하루에 걷는 시간, 운동 빈도,

길거리 음식 섭취빈도, 영양표시 확인, 바른 식생활을 하려

는 노력, 식사 전 손 씻기,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체형에

대한 인식, 다이어트 경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파일

럿 조사에서는 이들 조사 항목과 더불어 식사섭취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항목과 섭취실태 조사를 통한 식사 다양성

과의 관련성, 1,000 kcal당 영양소 밀도와의 관련성, 영양

소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 비율과의 상관성이 높은 항목

을 전국단위 조사용 평가항목으로 선택하고, 청소년 식생

활지침이나 정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전국 조

사 시에 사용하였다.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로 선정된 평가항목과 선정

근거는 Table 2와 같다. 식품섭취 영역의 6개 평가지표에서

14개 평가항목을, 식행동과 신체활동 영역의 5개 평가지표

에서 12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26개의 평가항목 중 21

개 항목은 파일럿 조사의 영양소 섭취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여 평가항목에 포함하였고, 잡곡밥 섭취, 카페인 음료

섭취, TV나 컴퓨터 사용 시간, 운동 빈도,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빈도의 5개 항목은 영양소 섭취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과 영양정책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에 포함하였다. 이

외 파일럿 조사의 평가항목들은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전국단위 평가항목 선

정 시 제외하였다. 선정된 체크리스트는 총 26개였으나, 이

중 ‘과자를 얼마나 자주 먹는가’와 ‘달거나 기름진 빵을 얼

마나 자주 먹는가’라는 항목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실

제 전국 조사 시에는 ‘과자 (초콜릿, 사탕 포함) 또는 달거

나 기름진 빵 (케이크, 도넛, 단팥빵 등)을 얼마나 자주 먹

나요?’의 문항으로 합쳤고, 또한 ‘국 국물이나 라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가’와 ‘덮밥 소스와 고기볶음 등의 국

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가’의 문항도 ‘국, 찌개, 볶음의 국

물이나 소스를 남기지 않고 다 먹는가’의 한 문항으로 합쳐

서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체크리스트
 

항목의
 

요인
 

분류와
 

구성타당도
 

검증

전국단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Q-A 모형 개발을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을 분류하고, 확정적 요인분

석 (LISREL 분석법)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24개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고유치 (eigen

value) 1 이상인 요인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분석

되었고, 누적변동기여율은 49.2%이었다 (자료 제시하지

않음).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음식 국물을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식

국물을 모두 섭취하는 경우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높아

질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평가

문항으로 판정되었다. 또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와 살을

빼려고 굶은 경험 항목은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지는 적절한 점수 부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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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tems selected for a nationwide survey checklist and selection rationales

Criteria Item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data from the pilot survey1) Rationales of selection 

Food group intake. 

DDS2), energy intake 
Nutrient intake per 1,000 kcal %RNI or %AI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Guideline 

& policy 

Food 

intake

Grain 1. Cooked rice with mixed grain ○

Vegetable 2. Number of vegetable dishes 

vegetables (+0.186), 

fruits (+0.206),

DDS (+0.219)

protein (+0.137), vitamin A (+0.184), 

vitamin C (+0.251), 

vitamin B2 (+0.212), folate (+0.145), 

calcium (+0.194), iron (+0.184)

dietary fiber (+0.202), vitamin C 

(+0.221), potassium (+0.142)
○

Fruit 3. Intake frequency of fruit fruits (+0.166) vitamin A (+0.146), zinc (+0.142) sodium (-0.155) ○

MIlk and 

dairy 

products

4. Intake frequency of white milk
milk·dairy products (+0.198), 

DDS (+0.153)

vitamin D (+0.257), vitamin B12 

(+0.154), calcium (+0.188), 

sodium (-0.151)

vitamin C (+0.148), vitamin B2 

(+0.237), vitamin B12 (+0.175), 

calcium (+0.186), zinc (+0.164)

○

Meat, fish, 

eggs and 

beans

5. Intake frequency of beans or 

bean product
vegetables (+0.165)

dietary fiber (+0.161), 

vitamin C (+0.139), iron (+0.140)

vitamin C (+0.157), 

folate (+0.150)
○

6. Intake frequency of fish vegetables (+0.234) vitamin D (+0.174)
vitamin D (+0.181), 

vitamin C (+0.161)
○

7. Intake frequency of meat 
grains (+0.190), 

energy (+0.143)
potassium (-0.136)  ○

Processed 

foods

8-1. Intake frequency of cookies  folate (-0.178), zinc (-0.146)  ○

8-2. Intake frequency of sweet 

and greasy bread
energy (+0.161) folate (-0.164)

vitamin B6 (-0.154), 

sodium (+0.146)
○

9.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beverage 
fruits (-0.187)

dietary fiber (-0.157), 

vitamin A (-0.187), vitamin C (-

0.238), folate (-0.143), 

calcium (-0.141), potassium (-0.195)

dietary fiber (-0.136), 

vitamin A (-0.204), 

vitamin C (-0.201)

○

10. Intake frequency of ramyeon

grains (+0.201), meat· 

fish· egg· beans (+0.173),

energy (+0.192)

vitamin A (-0.243), folate (-0.190), 

calcium (-0.177), potassium (-

0.178), zinc (-0.179)

vitamin A (-0.151), 

sodium (+0.216)
○

11. Intake frequency of caffein-

ated beverage
○

12-1. Degree of consumption of 

liquid in the soup 
grains (+0.136) vitamin B12 (+0.194)

vitamin C (+0.136), vitamin B6 

(+0.141), vitamin B12 (+0.238), 

sodium (+0.204), iron (+0.174)

○

12-2. Degree of consumption of 

sauce in the dish

grains (+0.194), meat· fish· 

egg· beans (+0.233)
 

energy (+0.210), protein (+0.246), 

vitamin B6 (+0.233), folate (+0.168), 

vitamin B12 (+0.231), 

potassium (+0.188), zinc (+0.202)

○

1) p < 0.05 2) DDS, dietary divers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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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tems selected for a nationwide survey checklist and selection rationales (continued)

Criteria Item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data from the pilot survey1) Rationales of selection 

Food group intake. 

DDS2), energy intake 
Nutrient intake per 1,000 kcal %RNI or %AI

Significant correla-

tion coefficient

Guideline 

& policy 

Dietary 

behavior 

&

physical 

activity

Dietary 

behavior 

13.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vegetables (+0.234)

dietary fiber (+0.166), 

vitamin C (+0.163), 

vitamin B6 (+0.164),

iron (+0.141), zinc (+0.147)

dietary fiber (+0.178), vitamin C 

(+0.211), vitamin B6 (+0.191), 

folate (+0.167), vitamin B12 (+0.145), 

potassium (+0.142), 

iron (+0.169), zinc (+0.222)

○

14. Diverse side dishes
vegetables (+0.172), 

fruits (+0.136), DDS (+0.148)

dietary fiber (+0.196), 

vitamin C (+0.163)
vitamin C (+0.191), iron (+0.150) ○

15. Intake frequency of night 

time snack 
 zinc (-0.167)  ○

16. Intake frequency of street 

food

grains (+0.154), energy 

(+0.179)

vitamin A (-0.154), 

vitamin C –0.158), 

folate (-0.185), calcium (-0.158), 

potassium (-0.167), zinc (-0.137)

Energy (+0.143), sodium (+0.144) ○

17. Refusal of specific food items 

grains (-0.146), meat· fish· 

egg· beans (-0.140),

vegetables (-0.189), 

energy (-0.151)

vitamin D (-0.187)

vitamin D (-0.240), vitamin B6 

(-0.141), folate (-0.208), sodium (

-0.158), potassium (-0.174), 

iron (-0.166), zinc (-0.136) 

○

Dietary 

attitude

18. Not moving around while eat-

ing
 protein (+0.142), zinc (+0.161)  ○

19. Check nutrition fact labelling  

vitamin A (+0.160), vitamin C 

(+0.150), calcium (+0.149), 

sodium (-0.144), potassium 

(+0.173), zinc (+0.145)

vitamin A (+0.150), 

sodium (+0.146)
○

Physical 

activity

20. Screen time  calcium (-0.148)  ○

21. Frequency of exercise ○

Food 

safety 
22. Wash hands before meals  zinc (+0.171)  ○

Body 

image

23. Perception on body image 

grains (+0.159), 

vegetables (+0.140), 

fruits (+0.138), DDS (+0.153), 

energy (+0.159)

dietary fiber (+0.150), vitamin C 

(+0.184), folate (+0.144), sodium 

(+0.168), potassium (+0.136)

○

24. Dieting experience oil· sugar (-0.144)
vitamin C (-0.177), vitamin B2 

(-0.240), vitamin B12 (-0.223)

protein (-0.146), vitamin A (-0.158), 

vitamin D (-0.156), vitamin C 

(-0.228), vitamin B2 (-0.195), vitamin 

B6 (-0.172), vitamin B12 (-0.230), 

calcium (-0.138), sodium (-0.136), 

potassium (-0.178), iron (-0.194)

○

1) p < 0.05 2) DDS, dietary divers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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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살을 빼려고 굶은 경험은 답보기가 ‘있다’와 ‘없다’의

두 개에 불과해 적절치 않은 문항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

라 국물 섭취 문항, 체형에 대한 인지 및 살을 빼려고 굶은

경험의 세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식이의 균형 섭취와 관련

된 항목은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들 항목 외의 항목들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요인 내 항목이 적절

히 묶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식사 균형 섭취와 관련된

항목 중 영양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던 잡곡밥

과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에너지 과잉의 위험이 증가하는 육

류 섭취 항목을 제외하고 총 19개의 평가항목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누적변동기

여율은 47.2%이었다 (Table 3). 최종적으로 분류된 청소년

영양지수를 위한 19개 항목 5개의 요인은 각각 절제 (factor

1), 균형 (factor 2), 다양 (factor 3), 환경 (factor 4), 실천

(factor 5)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결과적으로, 균형 영역에

는 과일 섭취 빈도, 흰 우유 섭취 빈도, 콩 종류 섭취 빈도,

생선 섭취 빈도의 4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다양 영역은 채

소 반찬 섭취 빈도, 반찬 골고루 먹는 정도, 편식 정도의 3개

항목, 절제 영역은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섭취 빈도,

가공 음료 섭취 빈도, 라면 섭취 빈도, 카페인 음료 섭취 빈

도, 야식 섭취 빈도, 길거리 음식 섭취 빈도의 6개 항목, 환

경 영역은 아침식사 빈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정도,

TV·핸드폰·컴퓨터 사용 시간의 3개 항목, 그리고 실천 영

역은 영양 표시 확인 정도,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운동

빈도의 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5개 영역과 19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NQ-A 체크리스

트의 구성 타당도를 LISREL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 평가

항목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GFI = 0.8431,

Adjusted GFI = 0.7972, RMR = 0.0034, SRMR = 0.0735,

p < 0.05). 표준화 경로계수를 활용한 NQ-A 모형의 요인

별 가중치는 균형 0.252, 다양 0.178, 절제 0.218, 환경

0.131, 실천 0.222로 산정되었는데, 영역별 가중치에 대

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 균형 0.25, 다양 0.15, 절

제 0.25, 환경 0.15, 실천 0.20으로 조정하였다. 각 영역 내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통계적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그대

로 적용하였고, 확정된 영양지수 모형과 가중치는 Fig. 2

와 같다.

영양지수
 

점수
 

산출
 

및
 

등급화

각 평가항목별 점수 산출방법은 Table 4에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NQ-A 체크리스트는 Table 5와 같다.

NQ-A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점수 (B)에 평가항

목의 가중치 (D)를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NQ-A의 각 영역 (group)별 점수는 영역 내 평가항목 점수

(B)에 영역 내 항목가중치 (C)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

였다.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19 items selected by LISREL analysis (n = 1,547)

Checklist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Intake frequency of cookies or sweet and greasy bread 0.666 -0.053 0.091 -0.073 0.014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beverage 0.693 -0.195 0.059 0.205 0.056

Intake frequency of ramyeon 0.608 -0.089 0.028 0.211 -0.053

Intake frequency of caffeinated beverage 0.513 -0.100 0.091 0.232 -0.198

Intake frequency of night time snack 0.636 0.145 -0.043 -0.151 -0.008

Intake frequency of street food 0.716 0.051 -0.015 -0.033 0.134

Intake frequency of fruit -0.089 0.506 0.130 0.279 0.098

Intake frequency of white milk 0.000 0.630 -0.074 0.125 0.133

Intake frequency of bean or bean product -0.007 0.625 0.198 0.158 0.043

Intake frequency of fish -0.142 0.593 0.303 -0.007 -0.173

Number of vegetable dishes -0.028 0.313 0.558 -0.014 0.246

Diverse side dishes 0.025 0.108 0.736 0.144 0.284

Refusal of specific food items 0.191 0.036 0.705 0.052 -0.133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0.109 0.288 -0.131 0.598 0.084

Not moving around while eating -0.050 0.030 0.200 0.570 0.118

Screen time 0.126 0.062 0.043 0.603 0.007

Check nutrition fact labelling 0.040 0.119 0.046 0.089 0.717

Wash hands before meals -0.028 0.088 0.145 0.111 0.697

Frequency of exercise 0.006 0.532 -0.009 -0.168 0.323

Eigen value 2.90 2.69 1.18 1.13 1.07

Cumulative % of variance 15.3% 29.4% 35.7% 41.6%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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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ights and path coefficients of five-factor structure model of NQ-A

Table 4. NQ-A score and group score calculation using response point of the checklist

Group

Group 

weight:

 A

Items Scale 

Point
Item score: 

 B

Item weight 

within group:

 C

Item weight 

within NQ:

DQuestion Response

Balance 0.25

 Intake frequency of fruit Never

Once per week

3~4 times per week

Once a day 

≥ 2 times a day 

1

2

3

4

5

(Response 

point – 1) 

× 100 / 4

0.247 0.062

Intake frequency of white milk 0.225 0.056

Intake frequency of bean or 

bean product

Never 

Once per month 

Once every 2 weeks

Once per week 

3~4 times per week 

≥ Once a day 

1

2

3

4

5

6

(Response 

point – 1) 

× 100 / 5

0.270 0.068

 Intake frequency of fish 0.258 0.065

Subtotal 1.000

Diversity 0.15

Number of vegetable dishes

1 ≤ 

2 

3 

4 

≥ 5 

1

2

3

4

5

(Response 

point – 1) 

× 100 / 4

0.415 0.062

Diverse side dishes

Never 

Seldom 

Normal

Often 

Always

1

2

3

4

5
(Response 

point – 1) 

× 100 / 4

0.404 0.061

Refusal of specific food items

Never

Seldom

So so

Many

A lot

5

4

3

2

1

0.181 0.027

Sub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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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수의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국단위 조사대

상자의 영양지수 점수와 영역별 점수를 계산한 결과, NQ-

A의 전국 평균 점수는 56.0점, 세부 영역별로는 균형 58.6

점, 다양 55.6점, 절제 48.1점, 환경 70.6점, 실천 52.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 

전국 조사에서 산출된 영양지수 점수 (NQ-A)와 영역별

점수의 표준화된 백분위 값을 활용하여 부여한 영양지수

상 (75~100 percentile), 중 (25 ~ <75 percentile), 하 (0 ~

<25 percentile) 등급의 기준 점수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NQ-A의 경우 63.1~100점은 ‘상’ 등급, 49.0~63점은 ‘중’

등급, 0~48.9점은 ‘하’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세 등급의 NQ기준에 따라 파일럿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

Table 4. NQ-A score and group score calculation using response point of the checklist (continued)

Group

Group 

weight:

 A

Items Scale 

Point
Item score: 

 B

Item weight 

within group:

 C

Item weight 

within NQ:

DQuestion Response

Moderation 0.25

Intake frequency of cookies or 

sweet and greasy bread

Never

Once per week 

3~4 times per week

Once a day

≥ 2 times a day 

5

4

3

2

1

(Response 

point - 1) 

× 100 / 4

0.172 0.043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beverage

Never

Once per month

Once per 2 weeks

Once per week

3~4 times per week

≥ once a day 

6

5

4

3

2

1

(Response 

point - 1) 

× 100 / 5

0.196 0.049

Intake frequency of ramyeon 0.170 0.043

Intake frequency of caffein-

ated beverage
0.149 0.037

Intake frequency of night time 

snack

Never 

Once per 2 weeks

Once per week

3~4 times per week 

everyday

5

4

3

2

1

(Response 

point - 1) 

× 100 / 4

0.142 0.036

Intake frequency of street food 0.170 0.043

Subtotal 1.000

Environment 0.15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Never 

1~2 times per week 

3~4 times per week

5~6 times per week

Everyday 

1

2

3

4

5

(Response 

point - 1) 

× 100 / 4

0.407 0.061

Not moving around while eat-

ing

Never 

Seldom 

Normal

Often 

Always

1

2

3

4

5

(Response 

point - 1) 

× 100 / 4

0.432 0.065

Screen time 

< 1 hour 

1 hours

2 hours

3 hours

≥ 4 hours 

5

4

3

2

1

(Response 

point - 1) 

× 100 / 4

0.161 0.024

Subtotal  1.000

Practice 0.20

Check nutrition fact labelling Never 

Seldom 

Normal

Often 

Always

1

2

3

4

5

(Response 

point - 1) 

× 100 / 4

0.293 0.059

Wash hands before meals 0.340 0.068

Frequency of exercise

Never 

1~2 times per week 

3~4 times per week

5~6 times per week

Everyday 

1

2

3

4

5

(Response 

point - 1) 

× 100 / 4

0.367 0.073

Subtotal 1.000

* Calculation method of NQ-A score = ∑ (B x D) of all 19 items

* Calculation method of each group score = ∑ (B x C) in each group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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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tion Quotient checklist for adolescents

Nutrition Quotient checklist for adolescents

1. How many vegetable dishes (including kimchi) do you eat at each meal? 

(한 번 식사할 때 vegetables 반찬 (김치 포함)을 몇 가지나 먹나요?)

 ① ≥ 5 (5가지 이상) ② 4 (4가지) ③ 3 (3가지) ④ 2 (2가지) ⑤ 1 ≤ (1가지 이하) 

2. How often do you eat fruit? (과일을 얼마나 자주 먹나요?) 

 ① ≥ 2 times per day (하루에 2번 이상) ② Once per day (하루에 1번) ③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④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⑤ Never (먹지 않는다 (일주일에 1번도 먹지 않음))

3. How often do you drink white milk? (흰 우유를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① ≥ 2 times per day (하루에 2번 이상 ② Once per day (하루에 1번) ③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④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⑤ Never (먹지 않는다 (일주일에 1번도 먹지 않음))

4. How often do you eat beans or tofu (including soymilk)? (콩이나 두부 (두유 포함)을 얼마나 자주 먹나요?)

① ≥ once per day (하루에 1번 이상) ②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③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④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⑤ Once per month (한달에 1번) ⑥ Never (먹지 않는다) 

5. How often do you eat fish? (생선을 얼마나 자주 먹나요?)

① ≥ once per day (하루에 1번 이상) ②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③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④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⑤ Once per month (한달에 1번) ⑥ Never (먹지 않는다)

6. How often do you eat ramyeon? (라면 (컵라면 포함)을 얼마나 자주 먹나요?)

① ≥ once per day (하루에 1번 이상) ②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③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④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⑤ Once per month (한달에 1번) ⑥ Never (먹지 않는다)

7. How often do you eat cookies (including chocolate, candy) or sweet and greasy bread (cake, donut, etc)?

(과자 (초콜릿, 사탕 포함)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케이크, 도넛, 단팥빵 등)을 얼마나 자주 먹나요?)

① ≥ 2 times per day (하루에 2번 이상) ② Once per day (하루에 1번) ③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④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⑤ Never (먹지 않는다 (일주일에 1번도 먹지 않음))

8. How often do you drink processed beverage? (가공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① ≥ once per day (하루에 1번 이상) ②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③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④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⑤ Once per month (한 달에 1번) ⑥ Never (먹지 않는다) 

9. How often do you drink caffeinated beverage? 카페인 음료 (커피, Energy 드링크 등)를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① ≥ once per day(하루에 1번 이상) ② 3~4 times per week(일주일에 3~4번) ③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④ Once every 2 weeks(2주일에 1번) ⑤ Once per month (한 달에 1번) ⑥ Never (먹지 않는다) 

10.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아침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① Everyday (매일) ② 5~6 times per week (일주일에 5~6번) ③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④ 1~2 times per week (일주일에 1~2번) ⑤ Never (먹지 않는다)

11. How often do you eat night time snack? (저녁식사 후 밤에 야식 (간식이나 식사)을 얼마나 자주하나요?)
① Everyday (매일)  ②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③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④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⑤ Never (먹지 않는다) 

12. Do you eat meals at dining table? 식사할 때 식탁 (밥상)에서 먹나요?

① Always (매우 그렇다) ② Often (그렇다) ③ Normal (보통이다) ④ Seldom (그렇지 않다) ⑤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

13. Do you eat diverse side dishes? (식사할 때 반찬을 골고루 먹나요?) 

① Always (매우 그렇다) ② Often (그렇다) ③ Normal (보통이다) ④ Seldom (그렇지 않다) ⑤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

14. Do you refuse certain food? (특별히 먹지 않는 식품이 있나요?)

① A lot (매우 많다) ② Many (많다) ③ So so (보통이다) ④ Seldom (없다) ⑤ Never (전혀 없다) 

15. How often you eat street food? (편의점, 분식점, 문방구, 학교매점 등에서 음식을 얼마나 자주 사 먹나요?)

① Everyday (매일) ②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③ Once per week (일주일에 1번)

④ Once every 2 weeks (2주일에 1번) ⑤ Never (먹지 않는다)

16. Do you check nutrition fact labelling when you purchase processed foods?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나요?) 

① Always (매우 그렇다) ② Often (그렇다) ③ Normal (보통이다) ④ Seldom (그렇지 않다) ⑤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

17. Do you wash hands before meals?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나요?)

① Always (매우 그렇다) ② Often (그렇다) ③ Normal (보통이다) ④ Seldom (그렇지 않다) ⑤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

18. How long do you spend time watching TV and computer games a day? 

(TV,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 등의 사용 시간을 합하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① ≥ 4 hours (4시간 이상) ② 3 hours (3시간) ③ 2 hours (2시간) ④ 1 hour (1시간) ⑤ ≤1 hour (1시간 미만)

19. How often do you exercise?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① Everyday (매일) ② 5~6 times per week (일주일에 5~6번) ③ 3~4 times per week (일주일에 3~4번)

④ 1~2 times per week (일주일에 1~2번) ⑤ Never (먹지 않는다)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7;
 50(2): 142 ~ 157  / 153

소 섭취실태를 비교한 결과는 Fig. 3에 제시하였다. 파일럿

대상자에서 NQ 등급이 ‘상’인 경우, ‘하’인 경우보다 비타

민 C, 칼륨, 그리고 아연의 권장량 대비 섭취 비율이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5). 즉, 비타민 C의 경우 ‘상’

등급은 권장섭취량의 68.5%를 섭취하고 있었는데, ‘하’ 등

급은 46%로 유의적으로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마찬

가지로 칼륨은 ‘상’등급과 ‘하’등급의 섭취 비율이 57.8%와

49.1%로 유의차를 보였고, 아연의 경우도 각각 114.9%와

98.7%로 두 군간에 유의차를 보였다. 

ROC curve를 이용하여 평균영양소 적정섭취비율 (MAR)

이 0.75 미만인 대상자를 판별할 수 있는 영양지수 판정기

준 값은 민감도 0.7 이상 중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을 최대

로 하는 점수를 선정하였고(Fig. 4), 이 때의 NQ값은 63점이

었다. 즉,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가 63점 이상인 경우는 ‘양

호’, 63점 미만인 경우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

되어,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등급인 63.1~100점에 속

하는 청소년의 경우 영양지수 점수가 ‘양호’하고, ‘중’이나

‘하’등급의 경우 영양지수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NQ-A score and sub-group score range by the three-grade criterion 

Total

(n = 1,547)

Grade criterion 

High

(75~100 percentile)

Medium

(25~< 75 percentile)

Low

(0~< 25 percentile)

NQ-A 56.0 ± 10.81) 63.1 ~ 100 49.0 ~ 63.0 0 ~ 48.9

Balance 58.6 ± 17.9 71.9 ~ 100 45.8 ~ 71.8 0 ~ 45.7 

Diversity 55.6 ± 18.8 69.2 ~ 100 44.2 ~ 69.1 0 ~ 44.1 

Moderation 48.1 ± 18.0 59.7 ~ 100 36.6 ~ 59.6 0 ~ 36.5 

Environment 70.6 ± 20.2 87.9 ~ 100 55.5 ~ 87.8 0 ~ 55.4 

Practice 52.1 ± 18.8 65.8 ~ 100 40.8 ~ 65.7 0 ~ 40.7 

1) Mean ± SD

Fig. 3. Comparison of percentage of nutrient intake of the adolescents to 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 or adequate intake (AI)

according to NQ-A score three-grade criterion of samples from the pilot survey. a,b: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Fig. 4. ROC curve for the NQ-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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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는 점수를 수치

화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쉽게 개인의 식생활 실태를 파

악할 수 있고, 또한 영양교육자의 경우 식생활 실태를 스크

리닝하거나 영양교육에 대한 효과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22 청소년기는 학업의 과부하 등으로 인

해 자신의 영양과 건강에 대해 소홀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타당도가 검증된 청소년 영양지수를 개발하면 영양교사나

건강 전문가 등을 통한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발달된 식습관과 식행동은 어른의

식사 관련 질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식사의 질

과 식행동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33 여러 나라에서 식품

섭취빈도조사나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영양소 섭취 실태

나 식품군과 식품별 권장섭취횟수를 기준으로 청소년 식

사의 질을 평가하거나 또는 식사의 질과 식행동을 같이 평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20,22 

지표들 중 영양소 섭취 실태나 식품섭취횟수를 기준으

로 한 지표들은 전문가를 통한 식사섭취실태 조사 자료

를 재분석해 복잡한 계산 과정을 통해 점수를 추출하므

로써 인구 집단의 식사섭취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정책 연

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20,22 한편, 일부 지표들은 식

품섭취빈도조사지를 활용해 개개인의 식사 섭취 평가에

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

으로는 식품을 권장량에 맞추어 섭취하는 가를 11개 식품

군의 38개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독일의 어린이와 청소년

을 위한 건강영양점수 (healthy nutrition score for kids

and youth, HuSKY)34 지표와 8개의 식품군 73개의 항목

으로 구성된 호주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 식품 점

수 (Australian child and adolescent recommended food

score, ACARFS)35 지표가 있다. 

식사의 질 평가에 식행동 요인을 포함해 개인이 자가 평

가할 수 있도록 만든 청소년 식사 지표들로는 Youth

Healthy Eating index (YHEI)36와 Mediterranean Diet

Quality Index in children and adolescents (KIDMED),28

그리고 Food Behavior Checklist for Children (FBC-

MC)27 등을 들 수 있다. YHEI36는 미국에서 성인을 위해

개발된 HEI를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변형시킨

지표로 총 13개의 점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곡류,

채소, 과일, 우유섭취 빈도, 적색육 (소, 돼지, 양, 간)과 흰색

육 또는 식물성 단백질 (가금류, 생선, 콩, 두부, 달걀, 견과

류) 섭취 비율, 간식 횟수, 가공음료, 비타민 보충제 사용, 마

가린/버터 사용, 외식에서의 기름진 음식 섭취, 동물성 지방

껍질 섭취, 아침식사 빈도, 가족과 하는 저녁 식사 횟수가

포함되어서 식품 섭취뿐만 아니라 식행동에 대한 평가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개발된 어린이와 청소년

을 위한 지중해식 식사 질 평가 지표 (KIDMED)28는 지중

해식 Diet Quality Index 도구에 기반해서 식습관을 평가

하고자 개발되었는데, 과일과 주스, 채소, 견과류, 곡류, 유

제품, 올리브유, 생선 섭취, 아침 결식, 패스트푸드 사용, 상

업용 빵 사용, 사탕 섭취로 구성되어있으며, 스페인 학생들

에게 적용하였을 때 46.4%가 지중해식 식사를 잘 준수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ranscum 등27은 영양섭취가 취약하기 쉬운 성인을 위

해 개발한 간단한 식사 평가도구37를 변형해 어린이에게

적합한 FBC-MC를 개발하였다. FBC-MC 연구에서는 본

청소년 영양지수의 연구 방법처럼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

해 총 11개의 문항이 3개의 잠재 요인 (과일과 채소 요인,

우유 요인, 건강 식행동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

고, 앞으로 간식 섭취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

언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식사의

질 지표로 6점 만점의 식품군 점수 (dietary diversity score,

DDS)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나누어 영양 섭취실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거나,8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 18개

항목을 준수하는 지를 예/아니오로 조사한 후 군집 분석을

통해 식행동 패턴을 분류하고 청소년의 간식 섭취와 식환

경과 생활습관 요인을 비교한 연구2 등이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거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개인이 자신의 식생

활 실태를 체크하고, 전국의 같은 또래의 학생들의 실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표는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영양지수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청소년의 식사섭취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식행동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

여 청소년의 식사의 질과 식행동을 자가 평가하거나 영양

건강 전문가들이 청소년 영양 스크리닝 또는 영양교육 효

과 평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

소년 영양지수는 외국의 청소년 연구에서 제시한 식생활

지표들27,34-36보다 식사의 균형성, 간식 섭취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행동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추가하여 식사의 질,

식습관, 식행동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

고, 타당성 평가를 통해 균형, 다양, 절제, 환경 및 실천의 5

개 영역으로 세부 영역을 구분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본 청소년 영양지수를 2012년에 개발된 어린이 영양지

수12,13의 채택 항목들과 비교해보면, 두 개의 지수가 다 5개

의 유사한 세부 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어린이 식사의 ‘균

형’ 영역에서 과일, 우유, 콩제품 섭취 항목은 두 지수의 공

통 항목으로 확인되었고, 어린이 영양지수의 전곡과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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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빈도가 빠지는 대신 양질의 영양섭취와 더 상관성이

높았던 생선 섭취 빈도가 청소년 영양지수에 포함되었다.

‘다양’ 영역의 경우 반찬 골고루 먹기와 채소 섭취 빈도가

어린이 지수와 공통항목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에 ‘편식을

하는가’ 하는 항목이 청소년 지수에 추가되었는데, 청소년

지수의 다양성 영역에서 편식정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1%로 채소 다양성 (41.5%)과 반찬 골고루 먹기

(40.4%)의 비중보다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절제’ 영

역의 경우 어린이 지수와 청소년 지수의 공통 항목으로 라

면 섭취, 야식, 길거리 음식 섭취가 있었고, 패스트푸드의

경우 어린이 지수에서는 피자,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와

단음식 (과자와 탄산음료)의 두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 청소

년 지수에서는 3개 항목으로 늘어나서 달고 기름진 음식,

가공음료에 덧붙여서 청소년기에 지나치게 섭취하기 쉬

운 카페인 음료 섭취 항목이 추가되었다. ‘환경’ 영역은 어

린이 지수에서의 ‘규칙’ 영역과 같은 범주의 영역인데, 아

침 식사 빈도와 TV·핸드폰·컴퓨터 사용 시간이 공통 항목

이었고, ‘식사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식사를 하는가’ 하는

문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실천’ 영역의 경우 손씻기와

영양표시가 어린이 지수와의 공통 항목이었고, 어린이 지

수에 포함되었던 ‘꼭꼭 씹어서 먹는가’ 하는 항목 대신 청

소년기에 소홀하기 쉬운 운동 빈도 문항이 추가되었다. 따

라서 청소년 영양지수에서는 청소년기의 식생활 실태가

반영되어 체크리스트에 생선 섭취 빈도, 편식 여부, 카페인

음료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청소년 영양지수의 등급을 파일럿

조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영양소 섭취실태를 비교했

을 때, 영양지수가 ‘상’등급인 대상자는 ‘하’등급의 대상자

들보다 비타민 C, 칼륨 및 아연의 권장량 대비 섭취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어린이 영양지수 (2012)의 경우 등급

이 높을수록 비타민 C, 칼륨, 칼슘과 인의 권장량 대비 섭

취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서, 연령에 따라 영양 실태에 민

감하게 반영하는 영양소의 종류가 일부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016년 발표된 취학 전 아동의 영양지수37

에서는 영양지수 등급에 따라 칼슘, 인, 리보플라빈, 식이

섬유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서, 미취학 어린이에서 청소

년으로 감에 따라 영양지수 등급에 민감한 영양소가 유제

품 섭취와 관련이 있는 칼슘과 인에서 과일·채소 섭취와

관련성이 높은 비타민 C와 칼륨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어린이 영양지수 문항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일부

중학생의 식생활과 영양 상태를 검토한 연구19에서 중학생

은 초등학생보다 평균 NQ 점수가 낮았고, 초등학생의 NQ

기준 점수로 NQ등급을 부여했을 때 ‘상’등급이 12.9%, ‘중’

등급이 43.1%, ‘하’등급이 44.0%로 나타나서 초등학생 전

국 조사의 ‘상’등급 25%, ‘중’등급 50%, ‘하’등급 25% 분포

와는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별도의 NQ 개

발이나 전국 규모 조사를 통한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NQ

등급 판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앞으로 본 연구에

서 개발된 NQ-A를 활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청소년 영양지수의 경우 MAR을 기준으로 한 판정기준

값이 전국 조사 대상자의 상위 25%에 속하는 63점으로 계

산되었다. 이 판정기준값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파일럿 조

사 자료를 대상으로 판정기준값 이상의 영양지수 ‘양호’

집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의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양호’ 집단은 비타민 C, 엽산, 아연

및 칼륨의 1,000 kcal당 섭취량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

단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반면 1,000 kcal당 지질의 섭취

량은 유의적으로 낮아서 더 바람직한 식사의 영양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료 제시하지 않음). 파일럿 조사에서

판정기준값 이상의 영양지수가 양호한 학생의 비율은

25.6% (52/203)이었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은

74.4% (151/203)이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영양지수의 향

상을 위해 여러 가지 영양·식행동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영양지수의 체크리스트 항목 선정을

위해 수렴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즉, 체크리스트 항

목과 식사섭취실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영

양지수에 포함될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파일

럿 조사에서 1일의 식사기록 결과를 청소년의 일상섭취량

으로 간주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Townsend 등38은 수렴

타당도평가로 3일간의 24-hour recall과 식행동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상관 계수가 0.23 ~0.35정도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0.13~0.25보다 높은 경향이었다. 추후

에 청소년 영양지수를 개정할 때에는 보다 많은 일수의 식

사 섭취실태 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일상 섭취량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 영양지수

평가항목들이 건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더

확실한 선정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혈액의 영양생화학적 검사 결과 등을 반

영한 준거 타당도 (criterion validity)에 대한 평가나 중재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영양지수 중 청소년을 위한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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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s, NQ-A) 모형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영양지수 평가항목 선정을 위해

식품섭취영역에서 20개 문항, 식행동·식습관 영역에서 21

개 문항의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

스트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213명을 대상으로 1일의 식사

섭취실태 조사를 포함한 파일럿 조사를 수행하고, 체크리

스트 항목 점수와 식사섭취실태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높은 2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전국단위 조사는 시도별 집락

별로 층화추출된 중고등학생 1,547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

문지로 면대면 조사를 수행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

행하여 청소년 영양지수의 평가 항목을 19개 항목의 5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평가 항목

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추정된 경로계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청소년 영양지수를 위한 5개의 요인과 가중치는 각각 균

형 0.25, 다양 0.15, 절제 0.25, 환경 0.15, 실천 0.20이었다.

균형 영역에는 과일 섭취 빈도, 흰 우유 섭취 빈도, 콩류 섭

취 빈도, 생선 섭취 빈도의 4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다양 영

역은 채소 반찬 섭취 빈도, 반찬 골고루 먹는 정도, 편식 정

도의 3개 항목, 절제 영역은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섭

취 빈도, 가공 음료 섭취 빈도, 라면 섭취 빈도,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야식 섭취 빈도, 길거리 음식 섭취 빈도의 6개 항

목, 환경 영역은 아침식사 빈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정도, TV·핸드폰·컴퓨터 사용 시간의 3개 항목, 그리고 실

천 영역은 영양 표시 확인 정도,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운동 빈도의 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전국단위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수 (NQ-A) 평균 점수는

56.0점이었고, 세부 영역별로는 균형 58.6점, 다양 55.6점,

절제 48.1점, 환경 70.6점, 실천 52.1점이었다. 영양지수 점

수와 각 영역별 등급은 전국 조사 결과의 백분위수 분포를

기준으로 75~100 백분위의 경우 ‘상’ 등급, 25 ~ <75 백분

위의 경우 ‘중’ 등급, 0 ~ <25 백분위는 ‘하’ 등급으로 분류

하였다. 영양지수의 경우 63.1~100점은 ‘상’ 등급, 49.0~63

점은 ‘중’ 등급, 0~48.9점은 ‘하’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을 위한 영양지수는 19개 항

목으로 구성된 식행동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양지수 점수

와 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 영역의 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NQ 등급 부여를 통해 식사의 질과 식행

동이 양호한 지를 판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

소년용 영양지수 (NQ-A)가 청소년의 식사의 질과 식행동

평가 및 영양교육의 효과 평가 등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Bae YJ. Evaluation of nutrient intake and food variety by age in

Korean adolescents: based on 2010-2012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 Nutr Health 2015; 48(3): 236-

247.

2. Kim MJ, Song S, Park SH, Song Y. The association of snack con-

sumption, lifestyle factors, and pediatric obesity with dietary

behavior patterns in male adolescents. J Nutr Health 2015; 48(3):

228-235.

3. Woo T, Lee HJ, Lee KA, Lee SM, Lee KH.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dietary perceptions and practices. Korean J Commu-

nity Nutr 2016; 21(2): 165-177.

4. Bae YJ, Yeon JY. A Study on nutritional status and dietary quality

according to carbonated drink consumption in male adolescents:

based on 2007-2009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

ination Survey. J Nutr Health 2015; 48(6): 488-495.

5. Kwak S, Woo T, Lee KA, Lee KH. A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and influencing factors for vegetable preferences of adolescents in

Gyeongnam province. Korean J Community Nutr 2015; 20(4):

259-272.

6. Kwon JE, Park HJ, Lim HS, Chyun JH. The relationships of

dietary behavior, food intake, and life satisfaction with family meal

frequ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 Food Cult 2013;

28(3): 272-281.

7. Bae YJ. Evaluation of nutrient intake and meal variety with break-

fast eating in Korean adolescents: analysis of data from the 2008-

200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orean J Community

Nutr 2013; 18(3): 257-268.

8. Bae YJ. Evaluation of nutrient intake and anthropometric parame-

ters related to obesity in Korean female adolescents according to

dietary diversity score: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2007-2009. Korean J Community

Nutr 2012; 17(4): 419-428.

9. Jo JE, Park HR, Jeon SB, Kim JS, Park GE, Li Y, Lim YS, Hwang

J.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food consumption frequencie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using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from

2011. Korean J Community Nutr 2013; 18(2): 165-176.

10. Kim SH, Cho SW, Hwang SS, Ahn M, Lee D, Kang SW, Park YK.

Increased whole grain, fruits and vegetable intake reduced oxida-

tive stress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Nutr 2012; 45(5): 452-

461.

11. Heo GJ, Nam SY, Lee SK, Chung SJ, Yoon JH.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energy/low nutrient food consumption and obesity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 Community

Nutr 2012; 17(2): 226-242.

12. Kang MH, Lee JS, Kim HY, Kwon S, Choi YS, Chung HR, Kwak

TK, Cho YH. Selecting items of a food behavior checklist for the

development of nutrition quotient (NQ) for children. Korean J Nutr

2012; 45(4): 372-389.

13. Kim HY, Kwon S, Lee JS, Choi YS, Chung HR, Kwak TK, Park J,

Kang MH. Development of a nutrition quotient (NQ) equation

modeling for children and the evaluation of its construct validity.

Korean J Nutr 2012; 45(4): 390-399.

14. Yoo JS, Choi YS. Evaluation of items for the food behavior check-

list and nutrition quotient score on children in rural areas of Gyeo-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7;
 50(2): 142 ~ 157  / 157

ngbuk. J Nutr Health 2013; 46(5): 427-439.

15. Boo MN, Cho SK, Park K. Evaluation of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al statu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ju using nutri-

tion quotient. J Nutr Health 2015; 48(4): 335-343.

16. Lim H, Kim J, Wang Y, Min J, Carvajal NA, Lloyd CW. Child

health promotion program in South Korea in collaboration with

US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improvement

in dietary and nutrition knowledge of young children. Nutr Res

Pract 2016; 10(5): 555-562.

17. Kim JR, Lim HS.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nutrition quo-

tient and the practice of the dietary guidelin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J Nutr Health 2015; 48(1): 58-70.

18. Huang YC, Kim HY. Assessment of dietary behavior of Chinese

children using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J Nutr Health 2014;

47(5): 342-350.

19. Lee SJ, Kim Y. Evaluation of the diet and nutritional states of ele-

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area by using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J Nutr Health 2013; 46(5): 440-446.

20. Lazarou C, Newby PK. Use of dietary indexes among children in

developed countries. Adv Nutr 2011; 2(4): 295-303.

21. Kant AK. Dietary patterns and health outcomes. J Am Diet Assoc

2004; 104(4): 615-635.

22. Marshall S, Burrows T, Collins CE. Systematic review of diet qual-

ity indic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health-related outcom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Hum Nutr Diet 2014; 27(6): 577-598.

23. Patterson RE, Haines PS, Popkin BM. Diet quality index: captur-

ing a multidimensional behavior. J Am Diet Assoc 1994; 94(1):

57-64.

24. Kennedy ET, Ohls J, Carlson S, Fleming K. The Healthy Eating

Index: design and applications. J Am Diet Assoc 1995; 95(10):

1103-1108.

25. Shim JE, Paik HY, Lee SY, Moon HK, Kim YO.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dietary intake of Koreans by age groups:

(4) the Korean diet quality index. Korean J Nutr 2002; 35(5): 558-

570.

26. Yook SM, Park S, Moon HK, Kim K, Shim JE, Hwang JY. Devel-

opment of Korean Healthy Eating Index for adults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J Nutr

Health 2015; 48(5): 419-428.

27. Branscum P, Sharma M, Kaye G, Succop P. An evalua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food behavior checklist modified for

children. J Nutr Educ Behav 2010; 42(5): 349-352.

28. Serra-Majem L, Ribas L, Ngo J, Ortega RM, García A, Pérez-

Rodrigo C, Aranceta J. Food, youth and the Mediterranean diet in

Spain. Development of KIDMED, Mediterranean Diet Quality

Index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ublic Health Nutr 2004; 7(7):

931-935.

2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3).

Cheongwo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30.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R). Dietary

guidelines for Korean adolescents.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10.

31. Jöreskog KG, Sörbom D.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1993.

32.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

ans. 1st revision. Seoul: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33. Craigie AM, Lake AA, Kelly SA, Adamson AJ, Mathers JC.

Tracking of obesity-related behaviours from childhood to adult-

hood: a systematic review. Maturitas 2011; 70(3): 266-284.

34. Kleiser C, Mensink GB, Scheidt-Nave C, Kurth BM. HuSKY: a

healthy nutrition score based on food intake of children and adoles-

cents in Germany. Br J Nutr 2009; 102(4): 610-618.

35. Marshall S, Watson J, Burrows T, Guest M, Collins CE. The devel-

opment and evaluation of the Australian child and adolescent rec-

ommended food score: a cross-sectional study. Nutr J 2012; 11: 96.

36. Feskanich D, Rockett HR, Colditz GA. Modifying the Healthy

Eating Index to assess diet qual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Am Diet Assoc 2004; 104(9): 1375-1383.

37. Lee JS, Kang MH, Kwak TK, Chung HR, Kwon S, Kim HY,

Hwang JY, Choi YS. Development of nutrition quotient for

Korean preschoolers (NQ-P): item selection and validation of fac-

tor structure. J Nutr Health 2016; 49(5): 378-394.

38. Townsend MS, Kaiser LL, Allen LH, Joy AB, Murphy SP. Select-

ing items for a food behavior checklist for a limited-resource audi-

ence. J Nutr Educ Behav 2003; 35(2): 69-7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6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6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