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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food behavior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score in elementary students in Suwon-si, Gyeonggi-do. Two hundreds and 

thirty two students (113 male and 119 female) in grades 4∼6 participated. We assessed food behavior by us-

ing Nutrition Quotient (NQ). NQ was examined by an NQ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19 food behavior 

checklist items. Their items were grouped into five categories: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regularity, and 

practice. All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 18.0. Among the five factors, NQ for food behavior 

and balance factor showed the lowest score, whereas that of diversity factor showed the highest score. The 

final Nutrition Quotient (NQ) score weighted on such five factors was 62.59 points. The average level of 

ADHD by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 (Short Form) [CASS(S)] was 17.02 points out of a to-

tal of 81 points. Six students (2.2%) who scored more than 41 points were classified as ADHD risk. By gen-

der, male students (19.76 points) showed a higher CASS(S) score than female students (14.41 points) di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Q and CASS(S) score (r=−0.445, P＜0.001). Multiple 

regression determined the effects of moderation (Exp(β)=−0.193, P＜0.01) and practice (Exp(β)=−0.345, P

＜0.001) on CASS(S) score. In conclusion, distinctive nutritional education is needed for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ADHD to help their understanding considering their different levels of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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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등학교 학령기는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및 발달

과 함께 식습관이 형성되고, 식품에 대한 기호가 확

립되는 등 식생활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

다.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성분의 공급은 일생의 성

장발육과 건강의 기초가 되지만, 잘못된 영양공급은 

소아비만, 빈혈, 주의력결핍 과잉장애 등의 신체적ㆍ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Lee 등 2006) 학령

기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은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

성이 크므로(Boulton 등 1995) 올바른 식생활 영위가 

필요한 시기이다.

아동기의 영양 불균형은 신체적 성장과 발육뿐 

아니라 정서적, 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등 2006). 또한 식사 시의 부적절한 행동은 정상 행

동 발달을 저해하며, 영양 장애로 전환되어 아동의 

행동적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식생활 행동 발달과

정에서 파생되는 섭식행동 문제 발생률은 평균 아

동 3명 당 1명 꼴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

시에 문제행동과 연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03).

식사 시 부적절한 행동 중 극단적 편식은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발육 및 건강장애를 초래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Lee 등 2006). 편식은 성격이나 정서적 성향에도 영

향을 미치는데, 편식아의 경우, 신경질적이며 냉정

한 성격을 가지거나 침착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성 부족도 보고되고 있다(Kim 

1982).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발달과 원만한 성격형

성을 위해 학령기에 영양교육을 통한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Lee 등 200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

activity Disorder, ADHD)는 전 세계적으로 약 5∼

12%의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정신과적 장

애의 하나이다(Lee & Ock 2008). ADHD 아동들은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

과 정서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동료, 가족, 교

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전형적

으로 나타나는 주의 산만한 행동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잠재 능력에 비해 학업 성적이 

열등하고, 학업 이외의 과제를 수행할 때 가지고 있

는 능력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Song & Jung 

1998). ADHD의 특성은 성장하면서 점차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하나, 개인에 따라 그 증상의 10∼60%

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사회적 

장애, 약물복용, 그리고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

성을 안고 있다(Lee & Shin 2001).

Feigngold(1975)는 아동의 과잉행동을 인공색소나 

향신료 사용, 인스턴트 음식, 조미료와 착색제의 증

가와 관련이 있다고 처음으로 관찰하였다. 유치원생

을 대상으로 한 Joo 등(2006)의 연구에서 과자, 피자, 

햄버거, 후라이드치킨, 가공유, 탄산음료, 이온음료 

및 과실음료의 섭취가 많을수록 부모 또는 선생님

이 평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점수가 높았다

고(Pearson 상관계수 0.1∼0.2) 보고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식

습관 및 카페인 섭취와의 관련성 연구(Jang & Kim 

2012)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높을수록 식

습관 점수가 낮았고(r=−0.279, P＜0.01), 카페인 섭취

량은 증가하였다(r=0.164, P＜0.05). 또한 간식 섭취

빈도 비교 결과, ADHD군은 정상군보다 우유 섭취 

횟수(0.87회/일 vs 1.21회/일)는 유의적으로 적었고 

라면의 섭취횟수(0.82회/일 vs 0.43회/일)는 유의적으

로 많았다. 초등학생의 설탕 섭취량과 ADHD 아동

의 상관성을 연구(Chung & Park 1995)한 결과, ADHD 

아동의 설탕섭취량(69.8±37.1g/일)이 정상아동(62.9± 

37.7g/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성향을 지닌 유아의 식행동에 관한 연구(Kim 

& Kim 2010)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ADHD 성향군에

서 편식(35.9% vs 50.0%)과 과식(10.2% vs 19.3%)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나, 전체적 식행동 점수에는 두군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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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Oh 2011)에서는 ADHD 위험군의 

식생활실천 점수가 평균 3.62점으로 정상군의 3.98점

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

고되었다. 

ADHD와 식사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특정 식

품이나 영양소의 섭취와의 연관성을 주로 연구하였

으나, 최근에는 식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식행동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았는데, 

연구자마다 식행동 평가에 사용되는 설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

구에서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공신력있는 식행동 설문(Kang 등 2012)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식행

동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봄

으로써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양공

급과 관련되는 식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아동의 올바른 식행동 형성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수원 소재

의 초등학교 1개교 4∼6학년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 기간은 2013년 9월 3일∼9월 5일까

지이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받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30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에서 

남학생은 113명과 여학생 119명으로 232부를 회수

(응답률 77%)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

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IRB:P01-201307- 

SB-05) 수행되었다.

2. 연구내용

조사대상자의 학년, 성별, 키, 몸무게, 가족수, 부

모님의 교육정도와 부모님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식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영양학회(Kang 등 

2012)에서 개발한 어린이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어린이 영양지수는 19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형’, ‘다양’, ‘절제’, 

‘규칙’, ‘실천’의 다섯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NQ 점수는 설문 개발자(Kim 등 2012)의 제안에 따

라 19개의 각 평가항목 점수(Likert scale 중 가장 바

람직한 답을 100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답을 0점

으로 하여 0∼100점으로 전환한 것)에 개별 NQ 경

로계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100점 만점의 

NQ 점수로 계산되었다. 각 요인별 점수의 경우에도 

각 요인별 평가 항목 점수에 개별 요인내 경로계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요인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NQ 점수를 개발자의 권

고대로 전국조사의 NQ 점수 누적확률분포 함수의 

백분위 값을 기준으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약간 불량, 불량)으로 나누었다. NQ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식행동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ADHD 유병률 평가도구인 Conners Rating Scale- 

Revise(CRS-R) 중 청소년용 단축형척도[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Short Form), CASS(S)]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Bahn 등(2001)

의 연구에서 사용된 27문항을 검사도구로 사용하였

고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에게 맞춰 어려운 용어

는 순화하여 활용하였다(Oh 2011). Bahn 등(2001)의 

연구에 따라, 27개 문항 중 주의력 및 학습과 관련

된 13문항은 ‘인지요인’ 과다행동성과 관련된 10문

항은 ‘과잉행동요인’, 말썽부리기와 관련된 4문항은 

‘품행문제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ASS(S)는 

평점은 0∼3점으로 4점 척도이고, ADHD의 연령별 진

단분할점(Cut-off-score) 점수는 중학교 1학년 41.33점, 

2학년 41.37점, 3학년 43.87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위험군’의 진단분할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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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Percent (％)

Gender

Male 113 48.7

Female 119 51.3

Grade 

4th 68 29.3

5th 78 33.6

6th 86 37.1

Number of family members

1∼2 5 2.2

3∼4 159 68.5

5∼6 68 29.3

Pater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6 2.6

High school 90 38.8

University 85 36.6

Graduate school or more 32 13.8

None response 19 8.2

Mater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5 2.2

High school 103 44.4

University 80 34.5

Graduate school or more 26 11.2

None response 18 7.8

Paternal occupation

Office job 120 51.7

Specialty management 17 7.3

Self employment 31 13.4

Others 50 21.6

None response 14 6.0

Mother’s working status

Working 137 59.1

Non-working 85 36.6

None response 10 4.3

Total 232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로 제시된 바가 없어, 중학교 1학년과 동일한 41점

으로 정하였다. CASS(S)의 점수가 높을수록 ADHD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통계 프

로그램(Version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초등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라 식행동에 차이가 있

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초등학생들의 주요 특성에 따라 식행동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규명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식행동과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05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232명 초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8.7%, 여학생이 

51.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학년은 6학년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학년 33.6%, 4학년 

29.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3∼4명인 학생이 6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

6명 29.3%, 1∼2명 2.2%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 

36.6%, 대학원졸 이상 13.8%, 중졸 이하 2.6%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4.4%, 

대졸 34.5%, 대학원졸 이상 11.2%, 중졸 이하 2.2%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5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21.6%, 자영업 

13.4%, 전문직 7.3%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고, 어머

니가 일을 하는 비율은 59.1%이고, 전업 주부의 비

율은 36.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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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ood behavior Frequency Total Male Female χ2 (P)

Balance Whole grain Always 44 (19.0) 18 (15.9) 26 (21.8) 3.735
(0.292)Often 70 (30.2) 40 (35.4) 30 (25.2)

Seldom 83 (35.8) 37 (32.7) 46 (38.7)

Never 35 (15.1) 18 (15.9) 17 (14.3)

Fruit More than two times a day 75 (32.3) 37 (32.7) 38 (31.9) 4.067
(0.397)Once a day 57 (24.6) 23 (20.4) 34 (28.6)

Once every other day 44 (19.0) 22 (19.5) 22 (18.5)

1∼2 times/week 48 (20.7) 25 (22.1) 23 (19.3)

Never 8 ( 3.4) 6 ( 5.3) 2 ( 1.7)

White milk More than two times a day 59 (25.4) 27 (23.9) 32 (26.9) 5.573
(0.223)Once a day 110 (47.4) 48 (42.5) 62 (52.1)

Once every other day 22 ( 9.5) 15 (13.3) 7 ( 5.9)

1∼2 times/week 16 ( 6.9) 9 ( 8.0) 7 ( 5.9)

Never 25 (10.8) 14 (12.4) 11 ( 9.2)

Bean/Bean products More than once a day 45 (19.4) 19 (16.8) 26 (21.8) 1.417
(0.702)Once every other day 42 (18.1) 22 (19.5) 20 (16.8)

1∼2 times/week 89 (38.4) 46 (40.7) 43 (36.1)

Never 56 (24.1) 26 (23.0) 30 (25.2)

Eggs More than one a day 45 (19.4) 17 (15.0) 28 (23.5) 5.540
(0.136)Once every other day 74 (31.9) 33 (29.2) 41 (34.5)

1∼2 times/week 94 (40.5) 54 (47.8) 40 (33.6)

Never 19 ( 8.2) 9 ( 8.0) 10 ( 8.4)

Diversity Vegetables
(except Kimchi)

Over 3/meal 128 (55.2) 63 (55.8) 65 (54.6) 1.493
(0.684)2/meal 72 (31.0) 32 (28.3) 40 (33.6)

1/meal 22 ( 9.5) 13 (11.5) 9 ( 7.6)

Never 10 ( 4.3) 5 ( 4.4) 5 ( 4.2)

Kimchi Each meal 138 (59.5) 72 (63.7) 66 (55.5) 14.374
  (0.006)**Once a day 60 (25.9) 19 (16.8) 41 (34.5)

Once every other day 13 ( 5.6) 10 ( 8.8) 3 ( 2.5)

1∼2 times/week 13 ( 5.6) 9 ( 8.0) 4 ( 3.4)

Never 8 ( 3.4) 3 ( 2.7) 5 ( 4.2)

Diverse side dishes Always 57 (24.6) 29 (25.7) 28 (23.5) 0.967
(0.809)Often 99 (42.7) 45 (39.8) 54 (45.4)

Seldom 62 (26.7) 31 (27.4) 31 (26.1)

Never 14 ( 6.0) 8 ( 7.1) 6 ( 5.0)

Table 2. Food behavior of subjects.     N (%)

2. 식행동 실태

조사대상 초등학생들의 식행동 어떠한 지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행동 19항목은 균형, 

다양, 절제, 규칙, 실천 5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균

형’요인에는 잡곡밥, 과일, 흰우유, 콩/콩제품, 달걀

의 섭취, ‘다양’요인에는 끼니 당 채소반찬 가짓수, 

김치 섭취 및 골고루 섭취하기, ‘절제’요인에는 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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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ood behavior Frequency Total Male Female χ
2 (P)

Moderation Sweet Food More than once a day 31 (13.4) 11 ( 9.7) 20 (16.8) 5.771
(0.217)Once every other day 58 (25.0) 29 (25.7) 29 (24.4)

2 times/week 50 (21.6) 24 (21.2) 26 (21.8)

Once/week 42 (18.1) 18 (15.9) 24 (20.2)

Never 51 (22.0) 31 (27.4) 20 (16.8)

Fast food More than once a day 4 ( 1.7) 2 ( 1.8) 2 ( 1.7) 0.865
(0.929)Once every other day 8 ( 3.4) 4 ( 3.5) 4 ( 3.4)

2 times/week 34 (14.7) 19 (16.8) 15 (12.6)

Once/week 69 (29.7) 33 (29.2) 36 (30.3)

Never 117 (50.4) 55 (48.7) 62 (52.1)

Ramyeon More than once a day 8 ( 3.4) 4 ( 3.5) 4 ( 3.4) 7.670
(0.104)Once every other day 21 ( 9.1) 16 (14.2) 5 ( 4.2)

2 times/week 67 (28.9) 30 (26.5) 37 (31.1)

Once/week 86 (37.1) 42 (37.2) 44 (37.0)

Never 50 (21.6) 21 (18.6) 29 (24.4)

Late-night snacks Every day 5 ( 2.2) 3 ( 2.7) 2 ( 1.7) 2.180
(0.536)Once every other day 31 (13.4) 17 (15.0) 14 (11.8)

1∼2 times/week 76 (32.8) 40 (35.4) 36 (30.3)

Never 120 (51.7) 53 (46.9) 67 (56.3)

Street food Every day 9 ( 3.9) 4 ( 3.5) 5 ( 4.2) 0.780
(0.854)Once every other day 28 (12.1) 12 (10.6) 16 (13.4)

1∼2 times/week 106 (45.7) 51 (45.1) 55 (46.2)

Never 89 (38.4) 46 (40.7) 43 (36.1)

Regularity Breakfast Every day 165 (71.1) 86 (76.1) 79 (66.4) 2.888
(0.409)Once every other day 18 ( 7.8) 8 ( 7.1) 10 ( 8.4)

2 times/week 12 ( 5.2) 5 ( 4.4) 7 ( 5.9)

Never 37 (15.9) 14 (12.4) 23 (19.3)

Meal regularity Always 48 (20.7) 23 (20.4) 25 (21.0) 0.997
(0.802)Often 117 (50.4) 54 (47.8) 63 (52.9)

Seldom 43 (18.5) 23 (20.4) 20 (16.8)

Never 24 (10.3) 13 (11.5) 11 ( 9.2)

Watch TV/
play computer game

≥2 hours/day 64 (27.6) 33 (29.2) 31 (26.1) 1.953
(0.582)1∼2 hour/day 101 (43.5) 52 (46.0) 49 (41.2)

≤30 min/day 33 (14.2) 13 (11.5) 20 (16.8)

Never 34 (14.7) 15 (13.3) 19 (16.0)

Practice Chew well Always 86 (37.1) 33 (29.2) 53 (44.5) 6.098
(0.107)Often 80 (34.5) 43 (38.1) 37 (31.1)

Seldom 46 (19.8) 25 (22.1) 21 (17.6)

Never 20 ( 8.6) 12 (10.6) 8 ( 6.7)

Check nutrition labeling Always 34 (14.7) 16 (14.2) 18 (15.1) 0.962
(0.810)Often 37 (15.9) 17 (15.0) 20 (16.8)

Seldom 94 (40.5) 44 (38.9) 50 (42.0)

Never 67 (28.9) 36 (31.9) 31 (26.1)

Wash hands before meal Always 96 (41.4) 52 (46.0) 44 (37.0) 4.521
(0.210)Often 85 (36.6) 37 (32.7) 48 (40.3)

Seldom 46 (19.8) 20 (17.7) 26 (21.8)

Never 5 ( 2.2) 4 ( 3.5) 1 ( 0.8)

**P＜0.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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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Range1) Cut-off point Total (n=232) Male (n=113) Female (n=119) P-value

Balance  0∼100 57 55.52±19.562) 53.62±19.13 57.33±19.88 0.149

Diversity  0∼100 87 73.40±21.87 72.91±23.21 73.87±20.62 0.737

Moderation  0∼100 66 71.50±18.27 71.05±18.83 71.93±17.80 0.716

Regularity  0∼100 69 60.29±22.77 60.31±22.26 60.27±23.34 0.988

Practice  0∼100 67 59.29±22.36 57.61±23.22 60.87±21.49 0.268

NQ 26∼99 62.59±14.87 61.56±14.68 63.57±15.04 0.303
1) Min∼Max 
2) Mean±SD 

Table 3. Factors of Nutrition Quotient (NQ).

식, 패스트푸드, 라면, 야식, 길거리음식의 섭취빈도, 

‘규칙’요인에는 아침식사 빈도, 정해진 식사시간,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실천’요인

에는 음식 꼭꼭 씹어 먹기, 영양표시 확인 및 식사 

전 손 씻기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균형’요인에 포함된 식행동을 살펴보면, 쌀

밥보다 잡곡밥을 자주 섭취하는 정도는 가끔 그렇

다는 학생이 35.8%로 가장 많았다. 과일 섭취 횟수

는 하루에 2번 이상 섭취하는 학생이 32.3%로 가장 

많았고, 흰우유 섭취 횟수는 하루에 1번 섭취하는 

학생이 47.4%로 가장 많았다. 두부나 두유 등 콩류

의 섭취 횟수는 일주일에 1∼2번 섭취하는 학생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달걀 섭취 횟수는 일주일에 

1∼2번 섭취하는 학생이 40.5%로 가장 많았다. ‘다

양’요인 중 끼니 당 채소 반찬 수는 3가지 이상이라

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55.2%). 김치 섭취 횟수

는 매끼 먹는다는 학생이 59.5%로 가장 많았고, 성

별로는 남학생은 63.7%가 매끼마다 김치를 먹고 있

었으나, 여학생은 55.5%가 매끼마다 김치를 먹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매끼 김

치를 먹는 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반찬을 골고루 섭취 

정도는 거의 대부분 골고루 섭취한다는 학생이 

42.7%로 가장 많았다. ‘절제’요인에 대한 응답 중 초

콜릿이나 사탕 등 단 음식의 섭취 횟수는 이틀에 

1번 섭취하는 학생이 25.0%로 가장 많았다.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는 거의 먹지 않는

다는 학생이 50.4%로 가장 많았고, 라면 섭취 횟수

는 일주일에 1번 섭취하는 학생이 37.1%로 가장 많

았다. 야식 섭취 횟수는 거의 먹지 않는 학생이 

51.7%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음식 섭취 횟수는 일

주일에 1∼2번 섭취하는 학생이 45.7%로 가장 많았

다. ‘규칙’요인 중 아침식사는 71.1% 학생이 매일 먹

고 있었으나 거의 먹지 않는 학생도 15.9%나 되었

고, 이틀에 1번 먹는 학생이 7.8%였다. 식사시간 규

칙성은 거의 대부분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학생이 

50.4%로 가장 많았고, 하루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

임을 1∼2시간 이내로 하는 학생이 43.5%로 가장 

많았다. ‘실천’요인에 관한 응답에서 식사 시 꼭꼭 

씹어 먹는 정도는 항상 그렇다는 학생이 37.1%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 확인은 가

끔 확인한다는 학생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섭취 전 손씻기는 매번 씻는 학생이 41.4%로 가장 

많았다. 

‘다양’요인에 포함된 김치 섭취 횟수를 제외하고 

다른 18가지 식행동에 대한 응답에서 남학생과 여

학생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양지수 차이

초등학생들의 식행동을 통한 영양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영양지수 영역별 점수

는 균형 영역은 55.52점으로 기준점수인 57점 보다 

다소 낮아 다소 불량한 편이었고, 다양 영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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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 grade1) Total Male Female χ
2 (P)

Excellent 27 ( 11.6) 11 ( 9.7) 16 ( 13.4) 1.969
(0.714)Good 28 ( 12.1) 14 ( 12.4) 14 ( 11.8)

So-so 91 ( 39.2) 45 ( 39.8) 46 ( 38.7)

No good 49 ( 21.1) 27 ( 23.9) 22 ( 18.5)

Bad 37 ( 15.9) 16 ( 14.2) 21 ( 17.6)

Total 232 (100.0) 113 (100.0) 119 (100.0)
1) Excellent: 80.9≤NQ score≤100, good: 73.8≤NQ score≤80.8, so-so:

56.5≤NQ score≤73.7, no good 47.6≤NQ score≤56.4, bad: 0≤
NQ score≤47.5

Table 4. 5th grade Nutrition Quotient (NQ) distribution.   
        N (%)

Variable Number NQ P-value

Gender

Male 113 61.56±14.681) 0.303

Female 119 63.57±15.04

Grade

4th 68 64.39±14.69 0.263

5th 78 63.22±15.75

6th 86 60.60±14.11

Number of family members

＜4 164 63.26±14.87 0.286

≥5 68 60.97±14.86

Paternal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96 59.60±15.70b 0.017*

University 85 62.69±14.27b

Graduate school or more 32 68.26±14.19a

Maternal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08 58.90±14.78b 0.000***

University 80 63.75±15.46b

Graduate school or more 26 71.55±11.18a

Paternal occupation

Office job 120 62.99±15.53 0.320

Specialty management 17 68.75±14.01

Self employment 31 60.49±14.14

Others 50 62.29±13.91

Mother’s working status

Working 137 61.72±15.41 0.081

Non-working 85 65.26±13.20

Total 232 62.59±14.87
1) Mean±SD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5, ***P＜0.001

Table 5. Nutrition Quotient (NQ) scores by general characteri-
stics.

73.40점으로 기준점수인 87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제 영역은 71.50점으로 기준점수인 66점

보다 높게 나타나 양호하였으며, 규칙 영역은 60.29

점으로 기준점수인 69점보다 낮게 나타나 불량하였

으며, 실천 영역은 59.29점으로 기준점수인 67점보다 

낮게 나타나 역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점수는 균형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양 요인

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준점수가 균형 영

역이 가장 낮고 다양 요인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

하는 결과로 선행연구(Kim 등 2012)와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이들 5가지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한 최

종 영양지수(NQ) 점수는 62.59점이었다. 영양지수와 

5가지 영역 점수에 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종 영양지수(NQ) 점수는 3등급인 보통 수준 학

생(56.5∼73.7점)이 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등급 약간 불량한 학생(47.6∼56.4점)이 21.1%, 5등

급 불량한 학생(0∼47.5점)이 15.9%, 2등급 우수한 

학생(73.8∼80.8점)이 12.1%, 1등급 최우수 학생(80.9

점 이상)이 11.6%로 분포하였다(Table 4). 남학생과 

여학생의 등급 분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영양지수 점수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영양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며, 학년, 가족수, 부직업, 모직업 유무 등에 따라서

도 영양지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부학력과 모학력 수준에 

따라 영양지수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졸 이상(68.26점), 대졸(62.69점), 고졸 이하

(59.60점) 등의 순으로 학생들의 영양지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대졸과 고졸 이하인 학생들 간에 영양지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어머니의 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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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Total

(n=232)
Male

(n=113)
Female
(n=119)

P

Cognition 9.40±6.721) 11.06±7.11 7.82±5.94 0.000***

Hyperactivity 4.87±3.68 5.58±3.74 4.20±3.50 0.004**

Conduct 2.75±1.80 3.12±1.77 2.39±1.77 0.002**

CASS(S) 17.02±10.54 19.76±10.89 14.41±9.54 0.000***
1) Mean±SD
**P＜0.01, ***P＜0.001

Table 6.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 (Short 
Form) [CASS(S)] factors.

Variable Number  CASS(S) P

Gender

Male 113 19.76±10.891) 0.000***

Female 119 14.41±9.54

Grade

4th 68 15.09±10.68 0.200

5th 78 17.88±9.79

6th 86 17.76±11.00

Number of family members

＜4 164 16.97±10.37 0.915

≥5 68 17.13±11.01

Paternal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96 19.85±11.67a 0.002**

University 85 15.25±9.85b

Graduate school or more 32 13.72±7.81b

Maternal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08 19.98±11.05a 0.000***

University 80 15.15±10.20b

Graduate school or more 26 12.38±8.47b

Paternal occupation

Office job 120 15.87±10.66 0.150

Specialty management 17 13.47±6.70

Self employment 31 18.55±9.13

Others 50 18.76±11.38

Mother’s working status

Working 137 16.73±10.05 0.987

Non-working 85 16.71±11.06

Total 232 17.02±10.54
1) Mean±SD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P＜0.001

Table 7.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 (Short 
Form) [CASS(S)] scor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대학원졸 이상(71.55점), 대졸(63.75점), 고졸 이하

(58.90점) 등의 순으로 학생들의 영양지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

생들이 영양지수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대졸과 고졸 이하인 

학생들 간에 영양지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과 영양지수의 관계

초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수준이 어떠한지를 CASS(S) 설문으로 살펴

본 결과, 총 81점 만점에 17.02점의 평균을 보였으

며, ADHD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41점 이상의 아동

은 232명 중 6명(2.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군

과 위험군으로 나누어 결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CASS(S) 점수와 영양지수(NQ)의 상관 계수를 

구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19.76점)이 여학생(14.41점)에 비

해 상대적으로 CASS(S)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0.001). CASS(S)의 설문 27개 문항을 ‘인지’요인, 

‘과잉행동’요인, ‘품행문제’요인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도 남학생의 3가지 요인별 점수가 각각 

여학생의 것보다 높았다(Table 6).

초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수준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부학력과 

모학력에 따라서도 CASS(S)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아버지의 학력

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19.85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졸(15.25점), 대학원졸 이상(13.72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

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CASS(S) 점수가 높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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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Q CASS(S)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Regularity Practice NQ Cognition Hyperactivity Conduct CASS(S)

Balance 1

Diversity 0.456 1

Moderation 0.038 0.107 1

Regularity 0.364 0.268 0.270 1

Practice 0.463 0.419 0.174 0.395 1

NQ 0.753 0.697 0.315 0.687 0.794 1

Cognition −0.308 −0.307 −0.253 −0.242 −0.461 −0.470*** 1

Hyperactivity −0.188 −0.225 −0.260 −0.224 −0.352 −0.361*** 0.683 1

Conduct −0.097 −0.045 −0.075 −0.033 −0.183 −0.133* 0.418 0.401 1

CASS(S) −0.278*** −0.282*** −0.265*** −0.238*** −0.448*** −0.448*** 0.947 0.853 0.577 1

*P＜0.05, ***P＜0.001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utrition Quotient (NQ) and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 (Short Form) 
[CASS(S)].

Factor Exp(β) S.E1) P

Balance −0.073 0.038 0.299

Diversity −0.083 0.032 0.216

Moderation −0.193 0.035 0.002**

Regularity −0.001 0.031 0.991

Practice −0.345 0.033 0.000***
1) Standard error
R2=0.250, F=15.030 (P=0.000) 
**P＜0.01, ***P＜0.001

Table 9. Multiple regression of the influence of Nutrition 

Quotient (NQ) on Conners-Wells Adolescent Self- 

Report Scale (Short Form) [CASS(S)].

대학원졸 이상인 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P＜0.01).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이 CASS(S) 점수

(19.98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졸(15.15점), 대

학원졸 이상(12.3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 또는 대학원

졸 이상인 학생들 간에 CASS(S)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초등학생들의 영양지수와 CASS(S) 점수 간의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먼저 초등

학생들의 NQ와 CASS(S) 점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0.448,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NQ의 영역별로도 균형(r=−0.278, P＜0.001), 다양

(r=−0.282, P＜0.001), 절제(r=−0.265, P＜0.001), 규칙

(r=−0.238, P＜0.001) 실천(r=−0.448, P＜0.001) 등의 

영역과도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영양지수가 높을수록 

CASS(S) 점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관찰되었다.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의 3가지 요인 인지(r=−0.470, P

＜0.001), 과잉행동(r=−0.361, P＜0.001), 품행문제(r=

−0.133, P＜0.05) 요인 모두 영양지수와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영양지수의 5가지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CASS(S) 

점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영양지수 중 절제(Exp(β)=−0.193, P＜0.01)

와 실천(Exp(β)=−0.345, P＜0.001) 요인이 CASS(S) 

점수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영양지수 5개 요인이 CASS(S) 수준의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회귀분석

은 영양지수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수준에 원

인이라는 전제로 시행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종

적연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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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식행동

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행동은 한국영양학회

(Kang 등 2012)에서 개발한 어린이 영양지수(NQ)를 

사용하고, 주의력결핍 행동장애의 수준은 CASS(S)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NQ의 평균 점수는 62.59점으로 

Kim 등(2012)의 연구에서 전국 어린이의 NQ점수가 

64.4점인 것에 비해 다소 낮았고, 경북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Yoo & Choi(2013)의 연구에

서 NQ 점수가 58.0점인 것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Kim 등(2012)은 NQ를 균형, 다양, 절

제, 규칙, 실천의 5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섭취부족 

어린이를 섭취부족으로 진단할 확률(민감도)이 적어

도 70% 보장되는 값을 각 영역별 판정 기준점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별 점수는 Kim 등(2012)의 

연구와 같이 균형 요인의 점수(55.52점)가 가장 낮았

고, 다양 요인의 점수(73.40점)가 가장 높았다. 본 연

구에서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NQ가 높았는데, 이는 Lee & Kim(2013)의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CASS(S)로 알아본 ADHD의 경향에서 본 연구 대

상자들은 총 81점 만점에 평균이 17.02점이었으며, 

Bahn 등(2001)이 보고한 중학교 1학년생의 CASS(S) 

평균값 22.03점보다 낮았다. ADHD 위험군으로 분류

되는 41점 이상의 아동은 232명 중 6명(2.2%)였으며, 

Oh(2011)의 5∼6학년 대상 연구대상자 중 8.8%가 위

험군이었던 것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남학생

(19.76점)이 여학생(14.41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

였는데(P＜0.001), 이는 ADHD 남녀의 발생 비율이 

4 : 1에서부터 9 : 1까지의 차이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학력과 모

학력이 높을수록 CASS(S)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남자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ADHD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Kang(2005)의 연구와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

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과잉행동성이 낮게 나타난

다는 Lee & Ock(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영양지수와 CASS(S)간의 부(−)적 상관관계

(r=−0.448, P＜0.001)가 관찰되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Kim & Kim(2010)과 Kim & Chang(2011)

은 정상군과 ADHD군 간에 식행동의 차이를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Oh(2011)는 ADHD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실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Jang & Kim(2012)의 

결과에서는 ADHD군의 식습관 점수가 정상군에 비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NQ 점수가 높을수록 CASS(S) 

점수가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관찰되어, 식행동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을 시사하였다. 

영양지수와 CASS(S)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

양지수 5가지 요인 중 절제와 실천 요인이 CASS(S)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식행동과 ADHD 경향 간

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식행동

이 나쁘면 영양상태가 불량할 위험이 높고, 이것이 

ADHD 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ADHD 

경향이 높은 아동들이 부정적인 식행동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식행동

이 어떤 경로를 거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과 관련

이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종적연구와 영양교육을 

통해 식행동이 개선되었을 때 ADHD 경향이 달라지

는지에 관한 중재연구 등 심도 있는 연구들이 앞으

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CASS(S)가 학생들이 직접 작

성하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 정확히 ADHD

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DHD에 대한 학령

전기 및 아동ㆍ청소년 평가는 학교와 일상생활 정

보를 얻고, 공존 정신과적 장애를 평가하여 의학적 

병력,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모와 

환자의 임상적 면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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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k 2008).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들이 직접 작성하

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만으로는 정확히 ADHD라 진단하는데는 제

한점이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은 영양교육을 통하여 영양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 개

선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이때는 집중력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과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양공급과 관련되는 식

행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아동의 올바른 식행동 

형성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8.7%, 여자 51.3%

로 비슷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 

종류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일하는 

비율이 가정주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행동 실태는 김치 섭취 횟수의 경우 매끼 먹는

다는 학생이 59.5%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매끼 김치를 먹는 학생 비율이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그 외에 채소 반찬수, 아침 식사와 식사 시간 규

칙성, 반찬의 골고루 섭취 정도, 식사 시 꼭꼭 씹

어 먹는 정도, 가공식품 구매시 영양성분 확인 정

도, 음식섭취 전 손씻기, TV나 컴퓨터 게임 시간

은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일, 흰우유, 

두부나 두유 등 콩류, 달걀, 단 음식, 패스트푸드, 

라면, 야식의 섭취 횟수는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에서 먼저 영

양지수 5가지 영역별(균형, 다양, 절제, 규칙, 실

천) 점수는 균형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

양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들 5가지 영역

에 가중치를 부여한 최종 영양지수(NQ) 점수는 

62.59점으로 3등급(56.5∼73.7점) 보통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영양지수(NQ) 점

수 분포는 3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순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은 가정

의 학생들의 영양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성별, 학년, 가족수, 부직업, 모직

업 유무 등에 따라서는 영양지수에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초등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수준을 CASS(S)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총 81점 만점에 평균 17.02점이었으며, ADHD 위

험군으로 분류되는 41점 이상의 아동은 232명 중 

6명(2.2%)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CASS(S)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

성 중 부학력과 모학력에 따라서도 CASS(S) 점

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의 순으로 CASS(S)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5. 초등학생들의 식행동을 측정한 영양지수는 CASS(S) 

점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0.445, P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지수 영역

별로도 균형, 다양, 절제, 규칙, 실천 등의 영역과

도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영양지수와 CASS(S) 

점수 간에 관련성이 있어, 영양지수가 높을수록 

CASS(S) 점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영양지수 중 절제(Exp(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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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 P＜0.01)와 실천(Exp(β)=−0.345, P＜0.001) 

요인이 CASS(S) 점수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바람직한 식행동 형성

을 위한 영양교육이 실시될 때,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 수준이 높은 학생은 집중력 면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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