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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86명(남자 76명,여자 110

명)을 상으로 하 다.조사기간은 2005년에서 2006년의 겨울, ,여름,가을 4

계 에 걸쳐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총 9일간의 식이조사를 하 다.계 간,

주 과 주말의 요일별,각 일별 조사일수에 따른 식이섭취양상을 악하 다.그

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식이섭취의 변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노인의 일상

섭취량을 평가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1.열량섭취량은 남녀노인 모두 필요추정량의 기 이하로 섭취하고 있었고,단백

질,비타민 C,비타민 B6,인,나트륨,철분은 권장섭취량의 기 치 이상을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타민 B2와 칼륨을 제외하고는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50%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칼슘,칼륨,비타민 A,비타민 B2,엽산등은

46.4～54.3%로 권장섭취량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남자노인의 경우는 칼슘과 비타민 C에서 각 계 간의 유의 인 차이를 나타

냈으나,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인,칼륨,비타민 A,

비타민 B1,비타민 C,콜 스테롤에서 각 계 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그

러나 남자노인은 주 보다 주말의 섭취량이 높게 조사된 반면,여자노인은 주

이 주말보다 섭취량이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따라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식이섭취에서 계 주 과 주말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일간과 9일간,3일간과 9일간,4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의 비교에서는

4일간과 9일간 비교치의 pearson상 계수가 0.88～0.93,spearman상 계수가 0.8

4～0.96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1일간과 9일간,3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

량의 비교치보다 4일간과 9일간의 비교치가 가장 높은 유의 인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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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소 섭취 변이요인들의 총 변이에 한 상 기여도는 개인내 변이>개

인간 변이>계 에 의한 변이>조사요일에 의한 변이순으로 나타났다.남녀노인

모두 개인내 변이,개인간 변이등은 유의 인 차이가 있었지만 계 에 의한 변이

에서는 여자노인에서 유의 인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조사요일에 의한 변이

에서는 남자노인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여자노인은 단백질,지방,식이섬

유,비타민 C,엽산,콜 스테롤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5.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계수는 20.7～48.4 고,개인내 변이계수는 40.0～

97.3으로 모든 양소에서 개인간 변이계수 즉,개인간 섭취량의 차이보다 개인

내 변이계수인 개인에서 날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더 컸다.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비가 가장 낮은 양소는 나트륨(1.3)이었고,가

장 높은 것은 비타민 B1(2.6)로 조사되어 양소간 변이비의 큰 차이가 없었다.

6..90% 신뢰수 에서 개인의 실제 섭취량의 20% 오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

하기 해서는 11일(열량,탄수화물)～64일(콜 스테롤)이 필요하 다.10% 오차

내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할 경우는 열량,단백질,탄수화물,회분,칼슘,철

분,나트륨,칼륨을 제외한 모든 양소에서 80일 이상의 조사일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나,개인의 일상섭취량에 근사치의 값일수록 필요한 조사일이 더욱 늘어

남을 알 수 있었다.하루 동안의 조사로 표본의 크기에 따른 집단의 일상섭취량

추정에는 탄수화물이 일상섭취량의 14.7%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

고 비타민 A,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일상섭취량의 30.0～35.7%의 오

차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본 연구에서 9일간의 조사결과와 일상 섭취량과의 상 계수는 0.76～0.91의 범

를 나타냈다.그리고 0.9이상의 상 계수를 얻기 해 필요한 조사일수는 열량,

단백질,지방,식이섬유,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비타민 B2,B6,나이아

신,엽산등이 8～15일로 상 으로 짧았고,탄수화물,인,아연,비타민 A,비타

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16～28일의 조사일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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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 열량,단백질,탄수화물,인,철분,칼륨,아연,비타민 B1,B2,B6,나이아

신의 가장 요한 원식품임과 동시에 열량,단백질,탄수화물,철분의 개인간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요 변이식품이었다. 과 돼지고기,배추김치,얼갈이

배추등은 거의 모든 양소 섭취에서 가장 큰 원식품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9.집단의 총 섭취량에 한 정보를 보면,상 5가지 주요 원식품의 섭취량을

조사할 경우에 모든 양소 섭취량의 34%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개인간

분산의 설명정도는 모든 양소에서 상 5가지 주요 변이식품으로부터 40%이

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나 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 모두 식품목록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체 으로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이 양소

섭취에 있어서 주 과 주말,각 계 에 따른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개인간 변이보다 개인내 변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어 식이섭취 계획

시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식이섭취조사일수와 조사 상자수가 늘어날수록 개인과 집단의 일상 섭

취량에 더 근사치의 값을 갖게 되므로 식이섭취조사 계획시 조사일수에 따른

양소의 선택 연구목 에 부합한 조사일수와 조사 상자수를 선정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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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지속 인 경제성장과 생활수 의 향상,의료기술의 발달, 생 주거환

경의 향상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반면,출산율이 하게 하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이 1990년에 71.3세로 70세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2006년에 79.2세를 거쳐 2020년에는 81.0세,2030년에는 81.9세로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5-7)
10년 1997년과 비교 했을 때 60 ,70 사망률이 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200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총 인구 10명 1명은 65세 이상으로 2008

년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10년 인 1998년의

6.6%에 비해 3.7% 증가하 고,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으

며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2026년에는 20.8%가 되어 (超)고령사

회에 도달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8)

인간은 오래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안 극 이며 생산

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따라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을 상

으로 그들의 식품섭취상태를 평가하여 이들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통 을 도출하

는 것이 식이조사의 주된 목 이 될 것이다.
9)

한 한 개인 는 집단의 양 상

태를 반 할 수 있는 식품이나 양소 섭취양상을 악하는 것이 그 목 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하다.흔히 쓰이는 조사일

수별 양소 섭취량의 평균치는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로 인한 혼돈 효과

를 반 하지 않기 때문에 양소 섭취 변수를 다른 변수와 련시켜 분석할 때

통계 인 검정력이 약화된다.그러므로 식이 조사에서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를 알면,개인이나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10-12)

이와 같이 식이섭취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식이

섭취량의 개인간 개인내 변이의 크기와 그 효과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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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13)
그동안 국내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의 양 상태에 한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으나,조사 설계나 통계 처리시 섭취량에 한 개인내 변이가 고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농 노인을 상으로 1년 동안 계 마다 2일간

24시간 회상법을 반복 실시하여 성별,계 ,주 ,주말에 따른 식이 섭취양상을

악하 다.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식이 섭취변이에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고 총 9일간 조사된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의

크기를 구하여 이와 같은 변이가 식이조사결과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고 노인 개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식이섭취조사 계획시 참

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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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식이섭취조사의 주된 목 은 개인이나 집단의 양 상태를 반 할 수 있는 일

상 인 식이 섭취량(usualintake)을 측정하는 것이다.이 때 식이조사방법의 신

뢰도(reliability)는 조사된 자료가 상자의 일상 섭취량을 표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며,이는 측정오차(neasurementerror)와 식이섭취량의 실제 변동(true

variation)을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14)

한 집단 내에서,실제 변동은 식이 섭취량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개인간 변이,

between-person variation),개인 내에서도 날에 따라 달라지기(개인내 변이,

within-personvariation)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면

식이조사방법의 신뢰도는 주로 섭취량의 실제 변동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15)16)

측

정오차를 이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섭취량의 실제 변동을 이기

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이는 그것이 바로 일상섭취량의 특징이기 때문

이다.그러므로 특정 집단의 식이섭취를 조사 시기를 달리하여 측정할 때 조사결

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부정확한 조사방법 때문이기 보다는 상자의 실제 섭취

량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일 수 있다.

섭취량의 실제변동은 개인간 변이(between-person variation)와 개인내 변이

(within-personariation)에 의해 가장 크게 향을 받는다.
10)15)16)

개인간 변이는

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로 한 집단 내에서 개인들 간의 일상섭취량의 변이를

말하고,개인내 변이는 개인의 섭취량이 날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로 그 개인의

일상섭취량으로부터의 변이를 말한다.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의 크기는 분산

분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분산분석에서 측정되는 개인내 변이에는 매일의 섭

취량의 차이뿐 아니라 측정오차도 포함되어 있으나,식이조사과정에서는 어떠한

반복측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내 변이와 측정오차를 분리하는 것은

통계 으로 불가능하다.
16)
다만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여 개인내 변이에 한 측정

오차의 혼돈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그러나 측정오차의 크기는 개인내 변이에

비해 상 으로 그 크기가 매우 기 때문에 분산분석에서 측정되는 값을 개인



- 4 -

내 변이로 간주한다.
15)

양학 련 연구에서 이용하는 식이섭취조사방법에는 식이 기록법(dietrecord

method),24시간 회상법(24 hour recall method),식품섭취빈도조사법(food

frequencymethod),식사력 조사법(diethistorymethod)등이 있으며,
4)17)18)19)20)

그

에서도 식이기록법과 24시간 회상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그러나

기록법과 회상법의 경우 조사 당일의 식이 섭취량에 해서는 비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조사기간이 짧을 경우 그 자료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평가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그 이유는 개인 내에서 날에 따라 식이 섭취량이 크게 달

라지기(개인내 변이)때문이다.일상 섭취량을 보다 효율 으로 추정하기 한 하

나의 방안은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의 크기를 미리 알아내어 식이조사방법

의 설계에 이를 반 하는 것이다.이것은 비조사를 하거나 조사 상자 집단과

비슷한 인구집단의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조사

일수를 늘리거나 표본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평균의 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

다.
10)
그러나 조사일수나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목

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원하는 정확도(precision)가 결정되면,조사 상자수와 조사일수는

조사원수,조사 상자의 조, 산,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따

라서 한정된 인력,시간, 산등을 더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를 이용하여 조사일수를 계획할 수 있음을 보여 경우도

있고,
21)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비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도의 정확성

을 얻을 수 있는 조사일수를 산출한 경우도 있다.
22)

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평가할 때 조사일수를 증가시키면,개인간 변이에는

향을 주지 않고 개인내 변이로 인한 표 오차를 감소시켜 개인의 일상섭취량

을 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10)15)23)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의 크기는 양

소에 따라 다르다. 량 양소는 부분의 식품에 범 하게 함유되어 있고,1

회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이의 정도가 덜 하나 미량 양

소는 개 몇몇 식품 에 집 되어 있어 그날의 식품 선택에 따라 양소 섭취

량은 매우 많거나 어질 수 있다. 개 비타민,콜 스테롤등은 에 지,단백질,

지방 등의 양소보다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나 개인내 변이의 정도가 더 크다.
24)



- 5 -

한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의 크기는 성별 연령별 는 사회문화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15)

를 들어 식품의 섭취는 소득수 과 강한 연 이

있기 때문에,약간의 경제 수 의 차이만으로도 식사에 직 인 향을 미치

게 되며 따라서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를 증가시키게 된다.
16)

한 개인내 섭취량

의 변이는 그 사회의 식생활과 한 계를 맺고 있어서 소득 수 이 낮은 곳

에서는 주로 주식 주의 식사형태이고 식사의 내용이 균일하므로 개인내 변이

의 폭이 소득 수 이 높은 사회에 비해 을 것이다.따라서 한 연구 결과를 다

른 인구 집단에 용시킬 때는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부분의 연구에서 개인내 변이의 크기는 개인간 변이의 크기와 같거나 오히려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15)25)26)

개인내 변이가 크면 연구 결과의 해석에 많은 문제

이 야기될 수 있다.특히 조사하려는 집단의 개인내 변이가 개인간 변이에 비

해 클수록 개인의 양소 섭취수 이 집단 내에서 잘못 분류(misclassification)될

가능성이 높아지며,식이와 생화학 요인과의 상 계( 를 들어 식이 나트륨

섭취와 압과의 상 성)을 약화(attenuation)시키며,집단간 평균섭취량의 차이

를 통계 으로 보는 검정력을 감소시킨다.
25)

한 암이나 심 질환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의 병인 식이요인은 가장

요한 환경 인자의 하나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고,특정 양소와 질병과의 계에

한 강한 추정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집단 내에서 개인 수 에서

의 상 성을 보면 그 계가 약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7)
이와

같이 특정 질병과 양소 섭취와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흔

히 쓰이는 조사일수별 양소 섭취량의 평균치가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

로 인한 혼돈효과를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소 섭취 변수를 다른 변수와

련시켜 분석할 때 통계 인 검정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이때 연구 집단의

양소 섭취량에 있어서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에 해 조사하면,그 값을 이

용하여 개인내 변이로 인한 혼돈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식이와 질병간의 실제 상

계수를 구할 수 있다.
16)

조사일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여 두

변수간 실제 상 계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개인에 해 장기간 조사하는 것

은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간 변이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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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변이에 한 자료는 식이와 질병간의 상 성 연구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조사된 식이섭취량의 신뢰도는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뿐만 아니라 특정 조

사요일(dayofweek) 는 특정 조사계 의 선택에 따른 측정오차의 향을 상

당히 받을 수 있다.
26)

집단의 계 이나 요일에 따른 양소 섭취량의 변이가 큰 경우,조사 당시 선택

된 요일이나 계 에 따라 개인의 일상 섭취량 평가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비타민A의 경우 계 간 양소 섭취량의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조사

된 개인의 양소 섭취수 이 집단 내에서 잘못 분류될 수 있음을 보고한 경우

도 있고,
26)

한 요일간 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이로 인해

조사요일이 고루 안배되지 못한 식이조사에서는 측정된 개인내 변이가 실제 개

인내 변이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지 한 경우도 있다.
12)

그 외의 연구들에서도 조사계
28)29)30)

혹은 조사요일
31)32)
에 따른 식이섭취패턴

의 차이가 유의하게 있음이 보고됨에 따라,국내에서도 조사시기가 식이조사방법

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이기 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 개인간 변이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국민의 건강과 양문제가

사회 으로 크게 두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개

인내 변이의 크기와 그 효과에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13)

부분의

외국 연구에서 개인내 변이는 개인간 변이보다 커서 단기간 양소 섭취조사에

서 각 변수들간의 계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잘못된 결론

을 내릴 수 있다고 단하고 따라서 개인내 변이와 개인간 변이,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상 크기를 악하는 것은 식이섭취조사와 련된 연구

결과의 올바른 해석에 도움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5)22)24)54)64)

따라서 개인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양조사에서도,계획의 입안시에

미리 개인내,개인간 변이가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서 가

장 효율 인 조사일수와 표본의 크기를 선정하고 있다.
13)
그 동안 국내에서도 개

인이나 집단의 양 상태에 한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양 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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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에 해서는 몇 편 발표되지 않았으며,
18)33)34)

이 경우에도 조사 설계나

통계처리 시 섭취량에 한 개인내 변이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

성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노인 양에서 식이섭취의 올바른 평가가 날로

요하게 두되고 있는 시 에서 노인의 식이섭취의 특성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일부노인들을 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

여 각 계 별 2일씩 9일간의 식이조사를 통한 계 주 ,주말,각 일별에 따

른 식이섭취 양상을 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식이섭취 변이에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총 9일간 조사된 양소 섭취량의 개인

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의 크기를 구하고 이와 같은 변이가 식이조사 결과의 신

뢰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인의 일상 섭취량을 평가하기 해 필

요한 조사 일수를 산출하는데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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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내용 방법

1.조사 상자 조사기간

본 연구의 상자는 제주지역의 제주시 평상동,서귀포시 천동 강정,제주

시 한경면 조수1리,서귀포시 남원읍 신례 1리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양 험요인,노인용 간이 식생활 진단표,식습 조사표등의 일반사항과 1년간의

식품섭취 빈도조사를 실시하고 한 계 식이섭취조사를 겨울 3일간(2005년 11

월,12월～2006년 1월), 2일간(2006년 4월～5월),여름 2일간(2006년 7월～8

월),가을 2일간(2006년 10월～11월)총 9일간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이 에서 모든 설문지의 문항에 응답한 노인들 에서 한국 양학회
35)
에

서 노년층으로 분류한 기 을 참고로 65세 이상 상자로 남자노인 78명과 여자

노인 112명 총 190명 에서 체 9일간의 식이섭취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자

노인 2명과,여자노인 2명을 제외한 남자노인 76명,여자노인 110명을 최종 식이

섭취조사결과 분석에 포함시켰다.

2.조사내용 방법

1)일반사항 신체계측 조사

일반사항으로는 조사 상자의 성별,연령과 조사 상자의 식이섭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수 ,가계월수입정도,직업,동거가족형태 등의 사회경제 요

인을 조사하 다.조사 상자들의 신장과 체 은 자동측정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하 으며 기본 신체 계측치로부터 체질량지수(BMI,BodyMassIndex)를 산

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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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체 (㎏)/신장(m)
2

2)식이섭취조사

식이섭취조사는 겨울 3일간(2005년 11월,12월～2006년 1월), 2일간(2006년

4월～5월),여름 2일간(2006년 7월～8월),가을 2일간(2006년 10월～11월)총 9회

에 걸쳐서 조사 상자의 일 일 면 조사에 의해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9

일간의 식이조사를 실시하 다.식이조사는 사 에 반정량 식품섭취빈도조사지와

24시간 회상법의 식이섭취조사방법에 해 훈련을 받은 식품 양학 공 학생

이거나 학원생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상자의 가정에 직 방문하거나 마을

회 에서 조사시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명과 각 음식에 사용된 식품 재

료명과 분량을 기록하 다.각 끼니별,오 간식,오후간식,밤참으로 나눠서 섭

취한 음식을 조사하 으며 식사장소 매식여부 한 조사 기록하 다.섭취분

량의 정확한 측정을 해 실물 크기의 식품모형과 사진,그릇 등을 사용하 고,

조사 상자가 노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단기 기억력 감퇴로 인한 오류와 시

력의 약화,학력 수 등을 고려하여 자가 기록에 의하지 않고 모든 자료는 조사

자와 상자간의 직 면담으로 수집하 고,조사 시 동거가족이나 배우자의 도움

을 받기도 하 다.

3.자료 분석 통계처리

조사된 식품의 목측량을 량으로 환산하는 작업은 CAN-Pro3.0(Computer

AidedNutritionalAnalysisProgram) 문가용 로그램 내에 포함된 시피를

기본으로 지역 특색이 짙은 몇 가지의 음식에 해서는 조정하여 용하 고,

식품섭취 실태조사를 한 식품 음식의 량(식품공업 회 1988)을 활용

하여 각 음식을 조리하기 식품의 실 량을 환산한 후 한국 양학회에서 개발

한 CAN-Pro3.0(ComputerAidedNutritionalAnalysisProgram)을 이용하여

양소 섭취량과 식품섭취량을 계산하 다.모든 자료의 통계처리에는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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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StatisticalAnalysisSystem 9.1)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양소 섭취실태

모든 자료는 산술평균(arithmetic),표 편차(standarddeviation)의 기술통계량으

로 분석하 다.성별,주 과 주말,조사일수에 따른 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 고, 계 에 따른 차이는 Duncan 다 범 검정(Duncan‘s

multiplerangetest)을 하 다.

조사일수에 따른 집단의 양소 섭취량의 유의성 검증에서,1일,3일,4일의 조

사값과 9일간 평균값의 양소 섭취량과의 비교를 하 는데,겨울조사를 시작으

로 겨울 3일, 2일,여름 2일,가을 2일 총 9일의 조사일 1일은 겨울조사의

첫째날이고,3일은 겨울조사의 연속 3일,4일은 각 계 별 첫째날의 섭취량을 이

용하 다.

조사일수에 따른 개인의 양소 섭취수 의 상 성은 성별의 향을 보정한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Spearman'scorrelationcoefficient로 계산되었

다.모든 양소 섭취량이 열량섭취량과 련되어 있으므로 총 열량 섭취량에 의

한 향을 제거하기 해 열량을 1,000kcal로 보정하 을 경우도 고려하여 산출

하 다.

2) 양소 섭취 변이요인들의 총 변이에 한 상 기여도

양소 섭취량이 총 변이는 개인간 변이와 계 에 따른 변이,주 과 주말에 따

른 변이와 그 외 다른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차(residual,random variation)

로 나 어 분석하 다.여기서 오차는 통계 인 용어로써 실질 으로 개인내 변

이를 뜻한다.다음으로 GeneralizedLinearModel(GLM)을 이용하여 총 제곱합

(sum ofsquare)과 각 변이요인에 의한 제곱합을 구한 후 각 변이요인에 의한

제곱합이 총 제곱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변이요인들의 상

인 크기(relativecontribution)를 구하 다.
15)

Relativecontribution(%)=(eachsourceofvariance/totalvariance)×100

3)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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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는 양소 섭취량이 종속 변수,조사일수를 독립변수

로 하는 변량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설정하여 SAS의 Varcomp

procedure의 MIVQUE방법을 이용하여 구하 다.

4)일상섭취량의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표본의 크기

(1)개인의 일상 섭취량 평가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조사일수

조사의 목 이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조사일수는 개

인내 변이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90% 신뢰수 에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

정하는데 허용되는 백분편차(D0)의 값을 얻기 해 필요한 조사일수와 표본의 크

기 즉,개인의 조사된 섭취량이 일상섭취량의 10%,20%,30% 백분편차내로 있

을 확률이 90%가 되는 조사일수와 표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하 다.
15)

NumberofRepeatedstudydays(90% confidencelevel)= (1.645CVwD0)
2

 D0=
1.645

n
CVw        n=(

1.645×CVw
D0

)
2

DO: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을 한 백분 편차

CVw:개인내 변이계수

 :조사일수

(2)집단의 일상섭취량 평가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조사일수

집단의 일상섭취량 추정에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 다.
15)

표본의 크기 g=1.645
2
×
CVw

2
+CVb

2

D
2
1

    








D1:집단의 일상섭취량을 추정을 한 백분 편차

CVb:개인간 변이계수

CVw:개인내 변이계수

 :조사일수

 :조사 상자수 (표본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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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소 섭취량에 따른 개인 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

섭취량에 따른 개인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는 찰된 섭취량 평균과 일상

섭취량과의 상 계수(r),개인내 분산(),개인간 분산()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이는 양과 질병과의 상 성 연구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개인간 변이가

크면 섭취량에 따라 개인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하기가 쉬워지고 개인내 변이가

크면 분류하기가 어려워지므로,섭취량의 개인간 분산에 한 개인내 분산의 비

에 따라 조사일수가 달라진다.
22)

 


  




  

  
× 





 : 찰된 섭취량 평균과 일상섭취량과의 상 계수

 :섭취량에 따른 개인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

 :개인내 분산

 :개인간 분산

5)식품에 의한 양소 섭취량의 설명정도

(1) 양소별 주요 원식품 주요 변이식품

개개의 식품이 양소 섭취에서 차지하는 요성은 주요 원식품과 주요 변

이식품의 두가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주요 원식품은 집단의 1일 총 양소 섭취량 해당 양소를 가장 많이 공

하는 식품을 보기 한 것으로
36)
각 식품의 양소 공 비율을 측정하여 그 크

기 순서 로 나열하여 상 20개의 식품을 선정하 다.이때 각 식품의 양소

공 비율은,단백질을 로 들면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A식품의 단백질 공 비율

=
모든조사 상자의A식 으 부터의평균단백질 취량
모든조사 상자의모든식 으 부터의평균단백질 취량

양소별 주요 변이식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 다.즉 에서 양소

별로 선정된 상 20개 식품 각각에서 섭취하는 양소의 양을 독립변수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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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총 양소 섭취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한 후

이때 얻어진 결정계수(coefficientofdetermination,R2)의 변화분을 기 으로 순

를 정하 다.
36)37)

이것은 SPSS/PC+(StatisticalPackageforSocialScience)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양소 섭취량의 설명에 필요한 식품의 수

양소별 주요 원식품 주요 변이식품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양

소별로 일정한 수의 상 식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 섭취량에 한 공 비율

을 5개 식품,10개 식품,20개 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인간 분산의 설명정

도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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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조사 상자의 일반사항

1)조사 상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조사 상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는 Table1과 같다.총 186명의 상자 남자

노인 76명(40.7%),여자노인 110명(59.1%)으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약 1.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상자의 연령분포는 70～74세가 57명(30.7%)로

가장 많았고,65～69세는 52명(28.0%),75～79세는 37명(19.9%)이었고 80～84세

는 25명(13.4%),85세 이상은 15명(8.1%)이었다. 체 평균 연령은 74.4세 으며,

남녀의 평균연령은 각각 71.7세,76.2세 다.

Table1.Distributionofthesubjectsaccordingtosexandage N(%)

Agerange Total Male Female

65～69 52(28.0) 29(38.2) 23(20.9)

70～74 57(30.7) 29(38.2) 28(25.5)

75～79 37(19.9) 12(15.8) 25(22.7)

80～84 25(13.4) 4(5.3) 21(19.1)

≥85 15(8.1) 2(2.6) 13(11.8)

Total 186(100.0) 76(100) 110(100)

Mean±SD 74.4±6.4 71.7±4.9 76.2±6.7***
1)

1)Significantlydifferentbetweenmaleandfemalebyt-test(***p<0.001)

2)조사 상자의 신체 특성

Table2.에서와 같이 조사 상자의 평균 신장 체 은 남자노인 162.6㎝,

62.1㎏이며 여자노인은 148.4㎝,51.2㎏으로 신장 체 에서 모두 유의 인 차

이를 나타내었다.조사 상자의 신장과 체 을 이용하여 산출한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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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는 남녀노인 각각 23.4㎏/㎡,23.2㎏/㎡로 비슷하 으며 유의 인 차이는 없

었다.

Table2.Anthropometricindicatorsandbodycompositions,bloodpressureof

thesubjectsaccordingtosex

Variables
Total
(n=186)

Male
(n=76)

Female
(n=110)

p-value
1)

Height(㎝) 154.2±9.0
2)

162.6±5.8 148.4±5.6 ***

Weight(㎏) 55.7±10.1 62.1±9.1 51.2±8.2 ***

BMI(㎏/㎡)
3)

23.3±3.1 23.4±2.8 23.2±3.3

1)Significantlydifferentbetweenmaleandfemalebyt-test(***p<0.001)

2)Mean±SD

3)BMI:BodyMassIndex=Weight(㎏)/Height(㎡)

3)조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3과 같다.교육수 을 살펴보면,무학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졸이 36.6%로 나타났다.남자노인은 무학이

15.8%, 졸 54.0%, 졸과 고졸이상이 각각 13.2%,17.1%로 정규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여자 체노인의 75.5%가 무학으로 남자노인에 비

해 교육수 이 하게 낮아 남녀 간의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가계월수입정도는 평균 월수입 100만원 미만을 응답한 노인이 체의 49.5%로

경제수 이 반 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직업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체

노인의 59.7%가 재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그 94.6%가 농ㆍ어업에 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었다.

동거가족형태는 체 노인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53.8%로 가장

많았고,남자노인 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84.2%로 큰 비 을 차지

하 으며 독거노인은 단지 1.3%에 불과하 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여자노인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40.9%로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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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Table3.Generalcharacteristicsofthesubjectsaccordingtosex N(%)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1)

(n=186) (n=76) (n=110)

Educationlevel

Noeducation 95(51.1) 12(15.8) 83(75.5)

***
Primaryschool 68(36.6) 41(54.0) 27(24.6)

Middleschool 10(5.4) 10(13.2) 0(0.0)

≥Highschool 13(7.0) 13(17.1) 0(0.0)

Monthlyincome

(10,000won)

＜50 57(30.7) 13(17.1) 44(40.0)

***

50～99 35(18.8) 15(19.7) 20(18.2)

100～199 18(9.7) 15(19.7) 3(2.7)

≥200 18(9.7) 14(18.4) 4(3.6)

Unknown 58(31.2) 19(25.0) 39(35.5)

Occupation

No 75.0(40.3) 24.0(31.6) 51.0(46.4)
*

Yes 111.0(59.7) 52.0(68.4) 59.0(53.6)

Occupationtype

Agriculture 98(88.3) 48(92.3) 50(84.8)

Fishery 7(6.3) 3(5.8) 4(6.8)

Theothers 6(5.4) 1(1.9) 5(8.5)

Livingwith

Alone 46(24.7) 1(1.3) 45(40.9)

***
Spouse 100(53.8) 64(84.2) 36(32.7)

Child 24(12.9) 2(2.6) 22(20.0)

Spouse& Child 16(8.6) 9(11.8) 7(6.4)

1)Significantdifferencebyχ2-test(*p<0.05,***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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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실태

1)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량   

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량은 열량에 한 보정 값을 Table4에,열량 보

정 후 값을 Table5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4에서 총 열량 섭취량은 남자노인이 1568.6㎉,여자노인이 1246.1㎉를 섭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탄수화물은 남녀노인 각각 242.9g,218.0g,단백질은 각각

남녀 노인간에 65.4g,48.9g,지방은 29.4g,18.8g으로 모두 유의 인 차이를 나타

냈다. 한 모든 양소 섭취량이 열량 섭취량과 련되어 있으므로 총 열량 섭

취량에 의한 향을 제거하기 해 열량을 1,000kcal로 보정하 을 경우도 고려

하여 그 차이 을 Table5에 나타내었다.

열량 보정 에는 당연히 모든 양소에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섭취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열량1,000kcal보정 후 동일한 조건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

려 여자노인이 섭취율이 더 높은 양소들이 있었다.

즉,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칼륨,비타민 C,엽산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남

자노인보다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열량 보정 에는 모든 양소에

서 남녀 노인간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지만 열량 보정 후는 탄수화물만 남녀

노인간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인 양섭취기 (2005년)
35)
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양소에 한 평

균필요량(EAR),권장섭취량(RI),충분섭취량(AI)에 한 비교를 Table6과 Fig1

에 제시하 다.열량은 EER(필요추정량)2,000㎉에 조사 상자 평균은 78.1%로

기 이하로 조사되었고,남자노인 78.4㎉,여자노인 77.9㎉로 나타나 남녀노인 모

두 열량의 섭취에 있어서 필요추정량의 기 이하로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고,남녀간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단백질은 남자노인 163.5% ofEAR,여자

노인 139.8% ofEAR로 평균필요량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남자노인

130.8% ofRI,여자노인 108.7% ofRI로 평균필요량과 마찬가지로 권장필요량

역시 기 치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 모두 남녀간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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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비타민 B6,인,나트륨,철분등은 모두 기 치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

나타났다.(Fig1)특히 나트륨의 섭취가 가장 기 치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나트륨 섭취 기 량인 1200mg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로 남자노인

은 4499.9mg로 기 량에 3.7배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여자노인은

3499.8m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 량의 2.9배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트륨의 섭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역 특성이 반 됨

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젓갈류나 된장,고추장의 섭취를 반 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비타민 C도 평균필요량인 75mg을 많이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남자노

인 136.5% ofEAR,여자노인 115.0% ofEAR로 조사되었고,권장섭취량에 해

서는 남녀노인 각각 102.3,86.3% ofRI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EAR과

마찬가지로 월등히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타민 B6 한 남녀각각 151.8,126.4% ofEAR,131.6,108.3% ofRI로 남자노

인이 여자노인보다 섭취량도 많았고, 한 남녀 노인간에 유의 인 차이도 있었

다.인의 섭취량은 남자노인 163.9% ofEAR,135.8% ofRI,여자노인 123.1% of

EAR,102.0% ofRI로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모두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

해 1.3배 정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분과 아연에서도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철분에서는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에서 남녀간

유의 인 차이가 있었으나,아연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하여 식이섬유소나 비타민 B2,엽산,비타민 A,칼슘,칼륨등은 기 량

에 비해 게 섭취하는 양소로 나타났는데(Fig1)칼륨에서 남자노인의 경우 충

분섭취량인 4700mg의 52.7% ofRI인 2477.9m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자노인인 경우 42.1% ofRI인 1979.1mg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기 량에 비해 게 섭취하고 있는 양소들에 해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아연,VitB2의 EAR,식이섬유의

AI,열량의 EER을 제외한 모든 양소의 EAR,RI,AI에서 남자 노인과 여자 노

인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고, 양소 섭취량 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

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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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Averagedailyintakeofenergyandnutrientsaccordingto9recalls

beforeenergyunadjustedvalue

Nutrients total(n=186) Male(n=76) Female(n=110)

Energy(kcal)***
1)

1377.9 ±638.4 1568.6 ± 784.6 1246.1 ± 471.0

Protein(g)*** 55.7 ±31.6 65.4 ± 37.6 48.9 ± 24.6

Fat(g)*** 23.2 ±20.0 29.4 ± 24.6 18.8 ± 14.6

Carbohydrate(g)*** 228.2 ±102.7 242.9 ± 126.1 218.0 ± 81.3

D.Fiber(g)*** 15.9 ±11.1 17.5 ± 13.8 14.8 ± 8.5

Ash(g)*** 16.4 ±9.2 18.7 ± 10.6 14.7 ± 7.7

Ca(mg)*** 400.1 ±246.2 443.1 ± 258.1 370.4 ± 233.1

P(mg)*** 810.6 ±588.3 950.5 ± 794.2 713.9 ± 356.4

Fe(mg)*** 10.2 ±5.8 11.6 ± 7.3 9.3 ± 4.3

Na(mg)*** 3908.4 ±2186.3 4499.9 ± 209.3 3499.8 ± 1915.2

K(mg)*** 2182.9 ±1282.8 2477.9 ± 1595.5 1979.1 ± 961.1

Zn(mg)*** 7.0 ±4.7 8.0 ± 5.8 6.4 ± 3.7

VitA(㎍ RE)*** 350.0 ±342.9 414.7 ± 409.2 305.3 ± 279.9

VitB1(mg)*** 0.9 ±0.7 1.0 ± 1.1 0.8 ± 0.4

VitB2(mg)*** 0.6 ±0.4 0.8 ± 0.5 0.6 ± 0.3

VitB6(mg)*** 1.7 ±1.1 2.0 ± 1.4 1.5 ± 0.8

Niacin(mg)*** 11.9 ±8.0 14.3 ± 10.3 10.3 ± 5.4

VitC(mg)*** 92.8 ±87.0 102.3 ± 100.4 86.3 ± 75.9

Folate(㎍)*** 211.1 ±145.5 231.5 ± 168.4 197.1 ± 125.5

VitE(mg)*** 7.7 ±6.9 8.9 ± 7.9 6.9 ± 6.0

Cholesterol(mg)*** 166.7 ±181.0 211.0 ± 211.8 136.1 ± 148.9

Mean±SD
1)Daily nutrient intak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es by 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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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total(n=186) Male(n=76) Female(n=110)

Energy(kcal)

Protein***1) 39.3 ±10.7 40.7 ±11.1 38.4 ±10.4

Fat(g)*** 15.6 ±8.5 17.7 ±8.6 14.2 ±8.1

Carbohydrate(g) 169.7 ±29.4 158.3 ±31.1 177.6 ±25.3

D.Fiber(g)*** 11.5 ±0.8 11.1 ±4.6 11.8 ±5.0

Ash(g)*** 11.9 ±4.5 11.9 ±4.5 11.8 ±4.5

Ca(mg)*** 292.2 ±148.0 284.9 ±134.7 297.3 ±156.4

P(mg)*** 572.8 ±159.0 588.3 ±155.8 562.1 ±160.3

Fe(mg)*** 7.4 ±2.0 7.4 ±2.0 7.4 ±2.0

Na(mg)*** 2860.1 ±1322.2 2910.9 ±1396.7 2824.9 ±1267.7

K(mg)*** 1578.7 ±509.6 1574.5 ±495.5 1581.7 ±519.4

Zn(mg)*** 5.1 ±4.4 5.3 ±6.5 5.0 ±1.8

VitA(㎍ RE)*** 249.7 ±219.2 263.9 ±247.7 239.9 ±196.7

VitB1(mg)*** 0.6 ±0.2 0.6 ±0.2 0.6 ±0.2

VitB2(mg)*** 0.5 ±0.2 0.5 ±0.2 0.4 ±0.2

VitB6(mg)*** 1.2 ±0.5 1.2 ±0.5 1.2 ±0.5

Niacin(mg)*** 8.4 ±2.8 8.9 ±2.8 8.1 ±2.7

VitC(mg)*** 68.5 ±62.9 67.5 ±73.0 69.2 ±55.0

Folate(㎍)*** 154.7 ±95.3 150.5 ±109.4 157.6 ±84.1

VitE(mg)*** 5.3 ±3.5 5.4 ±3.5 5.3 ±3.5

Cholesterol(mg)*** 112.1 ±103.6 126.0 ±107.9 102.4 ±99.5

Table5.Averagedailyintakeofenergyandnutrientsaccordingto9recalls

afterenergyadjustedvalue

Mean±SD
1)Daily nutrient intak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es by 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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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ComparisonofpercentagesofEARorRIorAIandnutriintintakes.

Nutrients total(n=186) Males(n=76) Females(n=110)

Energy(kcal)*** 1377.9 ±638.4 1568.6 ±784.6 1246.1 ±471.0

(% ofEER) 78.1 ±33.8 78.4 ±39.2 77.9 ±29.4

Protein(g)*** 55.7 ±31.6 65.4 ±37.6 48.9 ±24.6

(% ofEAR)*** 149.5 ±81.6 163.5 ±94.1 139.8 ±70.2

(% ofRI)*** 117.7 ±64.7 130.8 ±75.3 108.7 ±54.6

D.Fiber(g)*** 15.9 ±11.1 17.5 ±13.8 14.8 ±8.5

(% ofAI) 67.4 ±45.0 67.4 ±53.2 67.4 ±38.4

Ca(mg)*** 400.1 ±246.2 443.1 ±258.1 370.4 ±233.1

(% ofEAR)*** 69.0 ±42.4 76.4 ±44.5 63.9 ±40.2

(% ofRI)*** 53.3 ±33.6 63.3 ±36.9 46.3 ±29.1

P(mg)*** 810.6 ±588.3 950.5 ±794.2 713.9 ±356.4

(% ofEAR)*** 139.8 ±101.4 163.9 ±136.9 123.1 ±61.5

(% ofRI)*** 115.8 ±84.0 135.8 ±113.5 102.0 ±50.9

Fe(mg)*** 10.2 ±5.8 11.6 ±7.3 9.3 ±4.3

(% ofEAR)** 137.8 ±74.9 144.7 ±90.7 133.0 ±61.3

(% ofRI)*** 108.5 ±59.4 115.8 ±72.6 103.4 ±47.6

Na(mg)*** 3908.4 ±2186.3 4499.9 ±209.3 3499.8 ±1915.2

(% ofAI)*** 325.7 ±182.2 375.0 ±200.8 291.7 ±159.6

K(mg)*** 2182.9 ±1282.8 2477.9 ±1595.5 1979.1 ±961.1

(% ofAI)*** 46.4 ±27.3 52.7 ±34.0 42.1 ±20.5

Zn(mg)*** 7.0 ±4.7 8.0 ±5.8 6.4 ±3.7

(% ofEAR) 109.6 ±70.2 112.5 ±81.5 107.6 ±61.1

(% ofRI) 91.1 ±58.1 91.6 ±65.9 90.7 ±52.1

VitA(㎍ RE)*** 350.0 ±342.9 414.7 ±409.2 305.3 ±279.9

(% ofEAR)*** 75.9 ±72.6 82.9 ±81.8 71.0 ±62.1

(% ofRI)** 54.3 ±52.0 59.2 ±58.5 50.9 ±46.7

VitB1(mg)*** 0.9 ±0.7 1.0 ±1.1 0.8 ±0.4

(% ofEAR)*** 91.0 ±75.2 101.6 ±104.6 83.7 ±43.5

(% ofRI)*** 75.1 ±62.5 84.6 ±87.2 68.5 ±35.6

VitB2(mg)*** 0.6 ±0.4 0.8 ±0.5 0.6 ±0.3

(% ofEAR) 56.7 ±36.2 58.5 ±40.4 55.4 ±32.8

(% ofRI)** 48.0 ±30.8 50.7 ±35.0 46.2 ±27.4



- 22 -

Table6.Continued

Nutrients total(n=186) Males(n=76) Females(n=110)

VitB6(mg)*** 1.7 ±1.1 2.0 ±1.4 1.5 ±0.8

(% ofEAR)*** 136.8 ±86.6 151.8 ±106.0 126.4 ±68.3

(% ofRI)*** 117.8 ±74.8 131.6 ±91.8 108.3 ±58.5

Niacin(mg)*** 11.9 ±8.0 14.3 ±10.3 10.3 ±5.4

(% ofEAR)*** 103.8 ±67.5 118.9 ±85.4 93.3 ±49.0

(% ofRI)*** 79.8 ±51.1 89.2 ±64.1 73.3 ±38.5

VitC(mg)*** 92.8 ±87.0 102.3 ±100.4 86.3 ±75.9

(% ofEAR)*** 123.8 ±116.1 136.5 ±133.8 115.0 ±101.1

(% ofRI)*** 92.8 ±87.0 102.3 ±100.4 86.3 ±75.9

Folate(㎍)*** 211.1 ±145.5 231.5 ±168.4 197.1 ±125.5

(% ofEAR)*** 66.0 ±45.5 72.3 ±52.6 61.6 ±39.2

(% ofRI)*** 52.8 ±36.4 57.9 ±42.0 49.3 ±31.4

Mean±SD
1)Daily nutrient intak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es by 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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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 에 따른 양소 섭취량 비교

식이조사시 조사 계 의 선정이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계 간의 섭

취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조사 상자 체의 각 계 에 따른 1일 평

균 양소 섭취량을 Table7에 제시하 고,남자노인에 한 결과는 Appendix

1.에 여자노인은 Appendix2.에 각각 제시하 다. 체 조사 상자에서는 단백질

이 53.8g,여름 52.5g과 가을 59.6g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지방은

가을 24.2g,겨울 24.6g과 여름 20.2g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탄수화물인 경우는 209.3g과 여름 235.2g,가을 228.3g,겨울 236.0g간에 아주

유의 인 차이를 보 다.각 계 별로 섭취량의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생각되는

비타민 A의 경우는 여름 414.6RE과 겨울 304.9RE간의 차가 뚜렷했고, 과 가을

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여름의 섭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2-2)

비타민 C의 경우는 80.3mg과 여름 70.5mg은 비슷하고 가을98.5mg,겨울



- 24 -

112.3mg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다.그리고 오히려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을

것으로 생각되는 겨울철에 섭취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특산물

인 귤 섭취의 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Fig2-2)

콜 스테롤은 여름 134.7mg과 가을 191.8mg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

고,칼슘과 인의 경우는 섭취양상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Fig2-2)여름에

는 섭취량이 작아지고 가을에 둘다 섭취량이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주요 원식품으로 봤을 때 과 멸치,돼지고기,배추김치,생선류등의 섭취

량이 가을에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탄수화물,칼슘,비타민 A,비타민 C,콜 스테롤이 각 계 간 유의 인 차이가

가장 큰 양소로 나타났고,열량,지방,식이섬유,인,칼륨은 **P<0.01로 조사되

었다.회분,철분,나트륨,아연,비타민 B1,B2,B6,엽산,비타민 E에서는 각 계

별로 섭취량에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유의성이 나타난 양소 지방과 칼슘,비타민 C를 제외한 거

의 모든 양소에서 남녀간 계 에 따른 양소 섭취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Appendix1,2)

남자노인은 칼슘에서 441.3mg과 겨울 445.9mg의 섭취가 비슷하고 여름

362.8mg과 가을 520.4mg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고,비타민 C의 경우는

91.6mg,여름 78.5mg이 비슷하고,가을 118.1mg,겨울 114.9mg의 섭취량이 비슷

하 고,칼슘과 더불어 남자노인에서 가장 계 간 유의성이 큰 양소로 나타났

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에서 1141.3㎉과 여름 1275.6㎉,가을 1230.9㎉,

겨울 1306.5㎉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 고,탄수화물은 195.9g,가을 209.8g

과 여름 232.4g,겨울 228.7g간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식이섬유와 칼슘은

각 계 간에 뚜렷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고,인과 칼륨은 각각 ,여름과 가

을,겨울간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비타민A는 과 가을은 비슷한 양상을

나머지는 뚜렷한 계 유의성을 보 고,비타민 B1은 여름과 가을에 비슷한

양상을 나머지는 계 간 뚜렷한 유의성을 나타냈다.비타민 C는 과 여름,가을

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며,콜 스테롤은 여름과 가을에서 뚜렷한 계 간

유의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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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남자노인의 경우는 칼슘과 비타민 C에서 각 계 간에 뚜렷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P<0.001),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탄수화물,식이

섬유,칼슘,인,칼륨,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콜 스테롤에서 각 계 간

뚜렷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어 ***(P<0.001),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식이

섭취에서 계 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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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Spring Summer Fall

Total(n=186)

Energy(kcal)* 1301.3 ± 490.1
b

1356.3 ± 506.4
ab

1411.1 ± 976.6
a

Protein(g)* 53.8 ± 28.2b 52.5 ± 29.2b 59.6 ± 40.9a

Fat(g)** 22.9 ± 17.5
ab

20.2 ± 16.3
b

24.2 ± 26.2
a

Carbohydrate(g)*** 209.3 ± 71.4b 235.2 ± 88.1a 228.3 ± 159.8a

D.Fiber(g)** 14.3 ± 7.6
b

15.8 ± 8.5
a

16.1 ± 16.7
a

Ash(g) 16.1 ± 7.8 16.5 ± 9.6 17.1 ± 11.8

Ca(mg)*** 394.2 ± 228.1
b

332.6 ± 221.8
c

457.0 ± 288.9
a

P(mg)** 768.0 ± 392.3
bc

737.8 ± 397.6
c

892.5 ± 1002.3
a

Fe(mg) 9.9 ± 4.8 9.8 ± 5.5 10.6 ± 8.2

Na(mg) 3998.6 ± 2064.1 3869.4 ± 2336.6 4026.7 ± 2380.0

K(mg)** 2066.3 ± 1011.8
b

2048.4 ± 1043.1
b

2314.3 ± 1916.4
a

Zn(mg) 6.7 ± 3.7 7.1 ± 4.0 7.0 ± 7.1

VitA(RE)*** 334.6 ± 321.0bc 414.6 ± 368.6a 386.8 ± 306.6ab

VitB1(mg) 0.8 ± 0.5 0.8 ± 0.4 0.9 ± 1.3

VitB2(mg) 0.6 ± 0.4 0.6 ± 0.4 0.6 ± 0.5

VitB6(mg) 1.8 ± 1.1 1.7 ± 0.9 1.7 ± 1.6

Niacin(mg)* 11.5 ± 6.4b 11.1 ± 6.8b 12.8 ± 12.0a

VitC(mg)*** 80.3 ± 72.5
c

70.5 ± 52.9
c

98.5 ± 109.0
b

Folate(㎍) 202.6 ± 135.2 198.8 ± 120.6 215.3 ± 174.1

VitE(mg) 7.7 ± 6.9 8.1 ± 6.6 7.7 ± 8.0

Cholestero(mg)*** 184.2 ± 194.1
ab

134.7 ± 158.1
c

191.8 ± 181.3
a

Table7.Averagedailyintakeofenergyandnutrientsbyseason(Totaln=186)

Mean±S.D

1)a,b,c:Significantdifferencebyone-wayANOVA(*p<0.05 **p<0.01 ***p<0.001) Valuesofdifferentsupersc

significantdifferenceamongthegroupsatp<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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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주말에 따른 양소 섭취량의 비교

식이 조사시 조사요일의 선정이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주 과 주말

간의 양소 섭취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Table8은 열량 1,000㎉ 보정

조사 상자의 주 ,주말에 따른 1일 평균 양소 섭취량을 나타내었다.열량

은 조사 상자 평균 주 1375.1㎉에 비해 주말의 섭취량이 1382.7㎉로 7.8㎉정도

많게 조사되었고,남자노인에서는 주 1562.2㎉,주말 1578.9㎉로 역시 주 보다

주말이 높게 조사된 반면,여자노인에서는 주 이 1250.4㎉ 주말이 1238.4㎉로

남자노인과는 반 로 주 이 주말보다 열량 섭취가 더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

를 나타냈다.

단백질에 있어서도 조사 상자 평균 섭취량에서는 주 이 54.9g,주말이 57.0g

으로 조사되어 열량과 마찬가지로 주 보다 주말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고,남

자노인에서 주 64.9g,주말 66.2g,여자노인에서 주 48.2g,주말 50.2g로 남녀

노인 모두 주 보다 주말의 섭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 섭취량에서는 조사 상자 평균이 주 보다 주말이 높게 나타났는데,남

녀간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이 주 29.6g이 주말 29.0g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

고,여자노인은 주 18.4g,주말 19.7g로 주 보다 주말이 더 높게 나타났다.주

요 양소 열량,단백질,지방,탄수화물에 있어서 남녀노인 모두 주 과 주말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Total에서는 비타민 C,엽산,콜 스테롤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났는데,비타민 C

는 total에서 주 과 주말에 각각 96.1mg,87.3mg으로 *p<0.05의 유의성을 나타

냈고,여자노인에서 주 과 주말에 각각 90.4mg,79.0mg으로 *p<0.05의 유의성

을 보 으며,남자노인은 유의성이 없었다.

엽산은 total에서 주 과 주말 각각 219.4㎍,196.9㎍으로 주 과 주말간 유의

인 차이(**p<0.01)를 나타냈고,남자노인은 유의성이 없었으며,여자노인의 경우

주 과 주말 각각 206.9㎍,179.5㎍으로 주 과 주말간 양소 섭취 가장 큰 유

의성(***p<0.001)을 나타냈다.

반면 콜 스테롤에서는 total에서 주 과 주말 각각 159.1mg,179.7mg으로

*p<0.05의 유의성을 나타냈고,여자노인에서는 주 125.0mg,주말 155.9mg으로

주 ,주말간 유의차(**p<0.01)가 나타났다.따라서 열량 보정 에는 남자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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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 과 주말간 양소 섭취량간의 유의성이 나타난 양소는 없었고,여자

노인의 경우는 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 C,엽산,콜 스테롤에서 주 과 주말간

유의성을 나타냈다.

한 열량 보정 에는 남자노인에서는 주 보다 주말의 양소 섭취가 더 높

은 반면 여자노인에서는 주말보다 주 의 양소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열량을 1,000㎉로 보정한 후의 주 과 주말간,남녀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Table9에 제시되었다.열량 보정 과 비교했을 때 보정 보다 열량 보정 후 많

은 양소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

열량 보정 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던 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

철분,칼륨,나이아신,비타민 E에서 유의성이 나타났고,비타민 C,엽산,콜 스

테롤은 주 과 주말간 뚜렷한 유의 인 차이***P<0.001를 보 다.

열량 보정 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남자노인에서도 지방,인,철

분,비타민 B6에서 약간의 유의성이 나타났고,여자노인에서는 단백질,탄수화물,

철분,칼륨에서 열량 보정 후 약간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열량 1,000㎉ 보정 에는 비타민 C,엽산,콜 스테롤을 제외한 거의 모

든 양소에서 주 과 주말간 양소 섭취량의 유의 인 차이가 없는 반면,열량

보정 후에는 단백질,탄수화물,칼슘,식이섬유,철분,칼륨,나이아신,비타민 C,

엽산,콜 스테롤등 비교 많은 양소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그리고 큰 차이는 없지만 열량 보정 후 total에서는 보정 은 주 이 보정후

는 주말이 양소 섭취량이 더 많았고,남자노인은 보정 은 주말이 보정후는 주

이 더 섭취량이 많았다.반면 여자노인은 보정 후 모두 주 이 주말보다

양소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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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AveragedailyintakeofenergyandnutrientsbydayoftheweekbeforeEnergyunadjustedv

Nutrients
total(n=186) males(n=76) fem

weekday weekend weekday weekend weekday

Energy(kcal) 1375.1±507.5 1382.7±816.1 1562.2±503.5 1578.9±1097.9 1250.4±470.9

Protein(g) 54.9±27.9 57.0±37.2 64.9±30.8 66.2±46.7 48.2±23.6**

Fat(g) 22.9±17.7 23.6±23.4 29.6±20.2 29.0±30.4 18.4±14.1

Carbohydrate(g) 229.5±80.7 225.9±132.3 242.2±74.1 243.9±181.4 221.0±83.8

D.Fiber(g) 16.3±8.9* 15.3±14.0 17.6±9.1 17.5±19.2 15.5±8.6**

Ash(g) 16.2±8.2 16.6±10.7 18.5±8.4 19.0±13.4 14.7±7.7

Ca(mg) 407.5±241.8 387.5±253.2 453.5±233.0 426.2±293.9 376.8±242.8

P(mg) 801.1±388.8 826.7±825.5 937.1±419.6 972.2±1170.6 710.6±338.0

Fe(mg) 10.3±4.8 10.1±7.2 11.7±5.4 11.4±9.5 9.4±4.1

Na(mg) 3869.9±2066.9 3974.6±2377.8 4477.0±2206.7 4536.9±2709.8 3465.5±1863.1

K(mg) 2193.3±1035.1 2165.0±1623.0 2463.7±1073.2 2501.0±2194.7 2013.3±968.7

Zn(mg) 7.0±3.9 7.0±6.0 7.9±3.6 8.1±8.3 6.4±3.9

VitA(RE) 350.4±363.3 349.2±305.0 419.8±455.9 406.3±320.0 304.2±276.2

VitB1(mg) 0.9±0.4 0.9±1.1 0.9±0.5 1.1±1.6 0.8±0.4

VitB2(mg) 0.6±0.4 0.6±0.5 0.8±0.5 0.8±0.6 0.6±0.3

VitB6(mg) 1.7±0.9 1.7±1.4 1.9±1.0 2.1±1.8 1.5±0.8

Niacin(mg) 11.7±6.2 12.3±10.4 14.0±7.0 14.8±14.1 10.2±5.1

VitC(mg) 96.1±82.6* 87.3±94.1 104.6±85.4 98.7±120.9 90.4±80.2*

Folate(㎍) 219.4±135.3** 196.9±160.6 238.1±147.5 220.7±197.5 206.9±125.2**

VitE(mg) 7.9±6.7 7.5±7.3 9.1±7.3 8.5±9.0 7.0±6.2

Cholesterol(㎎) 159.1±181.5* 179.7±179.6 210.3±218.5 212.1±200.8 125.0±142.2**

Mean±S.D
1)
Dailynutrientintakesweresignificantlydifferentbetweenweekdayandweekendbyt-test(*p<0.05 **p<0.01 ***p<0.001)



- 32 -

Table9.AveragedailyintakeofenergyandnutrientsbydayoftheweekafterEnergyadjustedvalue

Nutrients
total(n=186) males(n=76)

weekday weekend weekday weekend weekday

Energy(kcal) - - - - - - - - - -

Protein(g) 38.9 ±10.4* 40.1 ±11.2 40.5 ±10.8 41.0 ±11.5 37.8 ±10

Fat(g) 15.5 ±8.6 15.8 ±8.3 17.9 ±8.9* 17.3 ±8.3 13.9 ±8.1

Carbohydrate(g) 171.0 ±29.1** 167.6 ±29.8 158.9 ±30.5 157.4 ±32.1 179.0 ±25

D.Fiber(g) 11.9 ±4.9*** 10.9 ±4.7 11.3 ±4.4 10.9 ±5.0 12.3 ±5.2

Ash(g) 11.8 ±4.3 12.0 ±4.9 11.8 ±3.7 12.2 ±5.5 11.8 ±4.6

Ca(mg) 298.6 ±154.2* 281.3 ±136.1 292.4 ±131.7 272.9 ±138.9 302.8 ±16

P(mg) 572.6 ±156.5 573.2 ±163.1 590.0 ±149.9* 585.6 ±165.2 561.0 ±15

Fe(mg) 7.5 ±2.0** 7.2 ±1.9 7.5 ±2.0* 7.2 ±2.1 7.5 ±2.1

Na(mg) 2829.3 ±1230.1 2913.0 ±1466.5 2866.6 ±1156.7 2982.8 ±1715.9 2804.4 ±12

K(mg) 1596.5 ±511.8* 1548.1 ±504.8 1577.4 ±458.4 1569.8 ±551.1 1609.3 ±54

Zn(mg) 5.1 ±1.9 5.2 ±6.7 5.1 ±1.8 5.6 ±10.3 5.1 ±2.1

VitA(RE) 247.5 ±219.7 253.5 ±218.5 261.8 ±252.4 267.3 ±240.4 238.0 ±19

VitB1(mg) 0.6 ±0.2 0.6 ±0.2 0.6 ±0.2 0.6 ±0.2 0.6 ±0.2

VitB2(mg) 0.5 ±0.2 0.5 ±0.2 0.5 ±0.2 0.5 ±0.2 0.4 ±0.2

VitB6(mg) 1.2 ±0.5 1.2 ±0.5 1.2 ±0.4* 1.3 ±0.6 1.2 ±0.5

Niacin(mg) 8.3 ±2.7* 8.6 ±2.9 8.8 ±2.8 9.0 ±2.8 8.0 ±2.6

VitC(mg) 71.7 ±68.9*** 63.2 ±50.8 71.1 ±83.0 61.7 ±52.6 72.0 ±57

Folate(㎍) 161.0 ±85.5*** 114.0 ±109.3 152.8 ±73.9 146.9 ±150.1 166.4 ±92

VitE(mg) 5.4 ±3.7* 5.1 ±3.2 5.6 ±3.5 5.3 ±3.4 5.4 ±3.8

Cholesterol(㎎) 106.7 ±104.2*** 121.4 ±102.1 125.7 ±113.5 126.5 ±98.4 94.0 ±95

Mean±S.D
1)
Dailynutrientintakesweresignificantlydifferentbetweenweekdayandweekendbyt-test(*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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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일수에 따른 양소 섭취량 비교

식품섭취 조사시 조사일수에 따라 일상 식이섭취량 측정을 하고,개인의 평소

섭취량을 얼마나 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은 식이조사일수로는

개인의 평소 섭취량을 얼마나 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그러므로 조사일수를

늘리든지
68)
조사 상자수를 늘려 개인의 일상 섭취량과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정

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피조사자의 부

담이 크기 때문에 짧은 기간 1일～3일간의 조사가 흔히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상으로 9일간의 조사치와 1일간 3일간,4일간의 조사치

를 집단과 개인차원에서 그 일치정도를 알아보았다

(1)집단의 평균 양소 섭취량 비교

조사일수별 집단의 평균 양소 섭취량을 보기 하여 1일간 조사,연속 3일

간 조사,4일간 조사시의 값과 9일간의 조사시의 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비교하

다.(Table10,11,12)

1일간 조사와 9일간 조사의 평균 양소 섭취량의 비교(Table10에서는 칼륨이

149.4mg의 차이로 1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섭취

량 차이를 보 고,다음이 열량으로 87.2㎉,비타민 C가 32.2mg,인이 28.2mg,비

타민 A가 25.6RE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양소들은 -2.7mg(콜 스테

롤)～21.1mg(칼슘)의 차이를 보여 그 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열량,식이섬유,비타민 C에서 1일간과 9일간의 섭취량간에 유의성을 나

타냈다.

연속 3일간과 9일간의 비교(Table11)에서는 1일간과 9일간의 비교시에서 가장

많은 섭취량의 차이를 보 던 칼륨이 149.4에서 79.8로 거의 반 가까이 섭취량

의 차이가 어든 것을 볼 수 있었고,나트륨과 비타민 A의 경우는 9일간의 값

이 3일간의 섭취량 값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A,비타민 C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4일간과 9일간의 비교(Table12)에서는 그 게 큰 섭취량 차이를 보인 양소는

없었고 나트륨이 32.8mg으로 가장 큰 섭취량 차이를 보 고 부분 3% 이하의

백분율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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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만 유일하게 유의성이 나타난 양소가 하나도

없어서 4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은 서로 근사치의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의 결과로 1일간과 9일간,3일간과 9일간,4일간과 9일간의 비교 4

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의 비교가 모든 양소에서 가장 작은 섭취량의

차이(difference)와 백분율(percentdifference)을 보 다. 한 날간 유의성도 나

타나지 않아서 조사일수가 커질수록 가장 일상섭취량과 근 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집단의 일상 섭취량 측정에도 그 일치도가 증가하여 오차를

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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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Comparisonofmeandailynutrientintakesbetween1-dayand
9-dayreaclls

Nutrients 1-dayrecall 9-dayrecalls difference
1) percent

2)

difference

Energy(kcal) 1465.1±512.2*3) 1377.9±638.4 87.2 6.33 

Protein(g) 57.4±26.6 55.7±31.6 1.7 3.09 

Fat(g) 25.2±19.7 23.2±20.0 2.1 8.98 

Carbohydrate(g) 245.2±84.3 228.2±102.7 17.0 7.45 

D.Fiber(g) 18.4±9.4** 15.9±11.1 2.4 15.25 

Ash(g) 16.5±7.8 16.4±9.2 0.1 0.86 

Ca(mg) 421.3±214.4 400.1±246.2 21.1 5.28 

P(mg) 838.8±354.3 810.6±588.3 28.2 3.48 

Fe(mg) 10.8±4.0 10.2±5.8 0.6 5.38 

Na(mg) 3920.6±2011.4 3908.4±2186.3 12.2 0.31 

K(mg) 2332.3±1003.2 2182.9±1282.8 149.4 6.84 

Zn(mg) 7.0±2.7 7.0±4.7 0.0 0.00 

VitA(RE) 375.6±505.2 350.0±342.9 25.6 7.33 

VitB1(mg) 0.9±0.4 0.9±0.7 0.0 3.49 

VitB2(mg) 0.7±0.4 0.6±0.4 0.1 9.37 

VitB6(mg) 1.7±0.8 1.7±1.1 0.0 -0.59 

Niacin(mg) 12.7±6.0 11.9±8.0 0.8 6.64 

VitC(mg) 125.0±98.2*** 92.8±87.0 32.2 34.65 

Folate(㎍) 222.6±119.3 211.1±145.5 11.5 5.46 

VitE(mg) 7.8±5.8 7.7±6.9 0.1 1.30 

Cholesterol(㎎) 164.0±211.8 166.7±181.0 -2.7 -1.61 

Mean±S.D
1)
(1-dayrecall)-(9dayrecalls)
2)
(1-dayrecall)-(9dayrecalls)/(9dayrecalls)×100
3)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1-day recall and 9-day recalls by 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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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Comparison ofmean daily nutrientintakesbetween 3-day and

9-dayreaclls

Nutrients 3-day 9-dayrecalls difference
1) percent

2)

difference

Energy(kcal) 1421.3±411.8 1377.9± 638.4 43.4 3.15 

Protein(g) 56.3±22.4 55.7± 31.6 0.7 1.17 

Fat(g) 24.6±14.4 23.2± 20.0 1.4 6.18 

Carbohydrate(g) 236.0±61.5 228.2± 102.7 7.9 3.44 

D.Fiber(g) 17.1±7.6*
3)

15.9± 11.1 1.1 7.03 

Ash(g) 16.0±6.3 16.4± 9.2 -0.4 -2.39 

Ca(mg) 411.1±183.4 400.1± 246.2 11.0 2.75 

P(mg) 832.7±321 810.6± 588.3 22.2 2.74 

Fe(mg) 10.5±3.6 10.2± 5.8 0.3 2.44 

Na(mg) 3795.3±1678.2 3908.4± 2186.3 -113.1 -2.89 

K(mg) 2262.7±822.4 2182.9± 1282.8 79.8 3.65 

Zn(mg) 7.2±2.8 7.0± 4.7 0.2 2.28 

VitA(RE) 304.9±231.8** 350.0± 342.9 -45.1 -12.90 

VitB1(mg) 0.9±0.3 0.9± 0.7 0.0 4.65 

VitB2(mg) 0.7±0.3 0.6± 0.4 0.0 3.13 

VitB6(mg) 1.7±0.7 1.7± 1.1 -0.1 -2.94 

Niacin(mg) 12.1±4.9 11.9± 8.0 0.2 1.76 

VitC(mg) 112.3±68.8*** 92.8± 87.0 19.5 21.00 

Folate(㎍) 222.2±108.9 211.1± 145.5 11.1 5.25 

VitE(mg) 7.4±4.6 7.7± 6.9 -0.3 -3.63 

Cholesterol(㎎) 159.5±137.2 166.7± 181.0 -7.2 -4.32 

Mean±S.D

1)(3-dayrecall)-(9dayrecalls)
2)
(3-dayrecall)-(9dayrecalls)/(9dayrecalls)×100
3)
significantlydifferentbetween3-dayrecalland9-dayrecallsby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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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4-day 9-dayrecalls difference
1) percent

2)

difference

Energy(kcal) 1391.1 ±479.6 1377.9 ±638.4 13.2 0.96 

Protein(g) 55.7 ±23.7 55.7 ±31.6 0.1 0.11 

Fat(g) 23.1 ±14.7 23.2 ±20.0 -0.1 -0.30 

Carbohydrate(g) 231.5 ±76.7 228.2 ±102.7 3.3 1.44 

D.Fiber(g) 16.1 ±8.0 15.9 ±11.1 0.2 1.32 

Ash(g) 16.6 ±7.1 16.4 ±9.2 0.2 1.41 

Ca(mg) 400.9 ±155.6 400.1 ±246.2 0.8 0.19 

P(mg) 816.2 ±446.2 810.6 ±588.3 5.7 0.70 

Fe(mg) 10.4 ±4.4 10.2 ±5.8 0.2 1.56 

Na(mg) 3941.2 ±1579.6 3908.4 ±2186.3 32.8 0.84 

K(mg) 2200.1 ±1001.2 2182.9 ±1282.8 17.2 0.79 

Zn(mg) 7.0 ±3.4 7.0 ±4.7 0.0 0.14 

VitA(RE) 379.0 ±243.7 350.0 ±342.9 29.0 8.27 

VitB1(mg) 0.9 ±0.6 0.9 ±0.7 0.0 1.16 

VitB2(mg) 0.7 ±0.3 0.6 ±0.4 0.0 1.56 

VitB6(mg) 1.7 ±0.8 1.7 ±1.1 0.0 1.18 

Niacin(mg) 12.1 ±6.0 11.9 ±8.0 0.2 1.76 

VitC(mg) 94.8 ±54.0 92.8 ±87.0 1.9 2.08 

Folate(㎍) 211.0 ±97.4 211.1 ±145.5 -0.1 -0.03 

VitE(mg) 7.9 ±4.6 7.7 ±6.9 0.2 2.33 

Cholesterol(㎎) 168.4 ±118.5 166.7 ±181.0 1.7 1.03 

Table12.Comparison ofmean daily nutrientintakesbetween 4-day and

9-dayreaclls

Mean±S.D
1)
(4-dayrecall)-(9dayrecalls)
2)
(4-dayrecall)-(9dayrecalls)/(9dayrecalls)×100
3)
significantlydifferentbetween4-dayrecalland9-dayrecallsby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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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의 평균 양소 섭취량 비교

조사일수에 따른 개인의 양소 섭취량간의 상 성을 살펴보기 해 9일간

의 양소 섭취량과 1일간,3일간,4일간의 양소 섭취량을 Table13에서 비교

하 다.열량 1,000㎉ 보정 의 1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간의 pearson상

계수는 0.42(비타민 B1,엽산)～0.67(나트륨)의 범 에 분포하 고,3일간과 9일

간의 비교에서는 0.67(비타민 B1)～0.83(단백질),4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0.87(비타민 C)～0.94(나트륨)의 범 를 나타냄으로써 조사일수가 늘어날수록 상

계수가 커짐으로써 높은 상 성을 나타냈다.

열량 1,000㎉ 보정 후의 1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간의 pearson상 계수는

0.32(비타민 B6)～0.62(탄수화물),3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0.51(비타민 A)～

0.79(비타민 C),4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0.81(비타민 C)～0.92(탄수화물,비

타민 A)의 범 를 나타내서 열량 보정 과 비교해서 보정 후 1일,3일,4일과의

비교치 모두 상 계수가 감소하 다.

한 열량 1,000㎉ 보정 1일간과 9일간의 spearman상 계수는 0.50(비타민

A)～0.67(단백질)의 범 에 분포해서 pearson상 계수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나

타냈다.3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0.65(비타민 A)～0.85(단백질),4일간과 9일

간의 비교에서는 0.84(비타민 C)～0.96(회분,나트륨)의 범 를 나타내서 pearson

상 계수와 마찬가지로 조사일수가 늘어날수록 더 높은 상 성을 나타냈다.

한 열량 1,000㎉ 보정 후는 1일간과 9일간의 spearman상 계수는 0.35(비타민

A)～0.61(탄수화물),3일간과 9일간의 비교는 0.48(비타민 A)～0.75(비타민 C),4

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0.76(아연)～0.92(탄수화물)로 열량 보정 과 비교해

서 상 계수가 확연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열량 보정 에는 pearson상 계수와 spearman상 계수의 차이가 별

로 없었는데,열량 보정 후에는 1일,3일,4일치와 9일간의 비교 모두에서

pearson상 계수보다 spearman상 계수의 크기가 더 감소했다.

그리고,1일간,3일간,4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 열량 보정 과 후 모든 양

소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결과 으로 조사일수가 증가할수록 양소 섭취량과의 상 성이 높아져서 개인

의 일상 섭취량과의 일치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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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Unadjusted Adjusted

pearsom spearman pearsom

1,9day 3,9day 4,9day 1,9day 3,9day 4,9day 1,9day 3,9day 4,9day 1,9day

Energy(kcal) 0.59*** 0.82*** 0.92*** 0.62*** 0.84*** 0.95*** - - - -

Protein(g) 0.64*** 0.83*** 0.92*** 0.67*** 0.85*** 0.95*** 0.52*** 0.68*** 0.89*** 0.52***

Fat(g) 0.60*** 0.82*** 0.90*** 0.62*** 0.82*** 0.93*** 0.52*** 0.72*** 0.90*** 0.52***

Carbohydrate(g) 0.53*** 0.73*** 0.92*** 0.55*** 0.76*** 0.94*** 0.62*** 0.78*** 0.92*** 0.61***

D.Fiber(g) 0.51*** 0.73*** 0.90*** 0.59*** 0.77*** 0.92*** 0.49*** 0.75*** 0.87*** 0.51***

Ash(g) 0.62*** 0.78*** 0.93*** 0.65*** 0.81*** 0.96*** 0.42*** 0.64*** 0.91*** 0.42***

Ca(mg) 0.58*** 0.76*** 0.90*** 0.58*** 0.72*** 0.93*** 0.46*** 0.67*** 0.85*** 0.48***

P(mg) 0.58*** 0.75*** 0.91*** 0.65*** 0.83*** 0.95*** 0.51*** 0.67*** 0.88*** 0.51***

Fe(mg) 0.63*** 0.80*** 0.91*** 0.65*** 0.84*** 0.95*** 0.49*** 0.68*** 0.88*** 0.50***

Na(mg) 0.67*** 0.81*** 0.94*** 0.66*** 0.81*** 0.96*** 0.44*** 0.67*** 0.91*** 0.45***

K(mg) 0.54*** 0.73*** 0.92*** 0.58*** 0.79*** 0.93*** 0.46*** 0.68*** 0.88*** 0.44***

Table13.Energyunadjustedandadjustedcorrelationcoefficientsbetween1-day,3day,4-dayand9-da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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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Unadjusted Adjusted

pearsom spearman pearsom

1,9day 3,9day 4,9day 1,9day 3,9day 4,9day 1,9day 3,9day 4,9day 1,9day

Zn(mg) 0.60*** 0.75*** 0.89*** 0.60*** 0.79*** 0.94*** 0.40*** 0.58*** 0.83*** 0.40***

VitA(RE) 0.58*** 0.69*** 0.92*** 0.50*** 0.65*** 0.93*** 0.46*** 0.51*** 0.92*** 0.35***

VitB1(mg) 0.42*** 0.67*** 0.91*** 0.56*** 0.77*** 0.93*** 0.38*** 0.64*** 0.85*** 0.39***

VitB2(mg) 0.55*** 0.78*** 0.90*** 0.60*** 0.80*** 0.93*** 0.54*** 0.69*** 0.86*** 0.50***

VitB6(mg) 0.47*** 0.72*** 0.91*** 0.55*** 0.76*** 0.94*** 0.32*** 0.54*** 0.89*** 0.36***

Niacin(mg) 0.57*** 0.75*** 0.91*** 0.60*** 0.82*** 0.95*** 0.46*** 0.60*** 0.88*** 0.49***

VitC(mg) 0.43*** 0.68*** 0.87*** 0.52*** 0.74*** 0.84*** 0.52*** 0.79*** 0.81*** 0.46***

Folate(㎍) 0.42*** 0.73*** 0.89*** 0.50*** 0.75*** 0.89*** 0.38*** 0.70*** 0.82*** 0.38***

VitE(mg) 0.49*** 0.69*** 0.88*** 0.56*** 0.76*** 0.89*** 0.44*** 0.60*** 0.84*** 0.49***

Cholesterol(㎎) 0.52*** 0.77*** 0.88*** 0.61*** 0.76*** 0.88*** 0.53*** 0.69*** 0.85*** 0.52***

Table13.Continued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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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소 섭취 변이요인들의 총 변이에 한 상 기여도

Table7～9에서 남녀별로 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있었고,조사계 별로 그리고

주 과 주말에 따른 식이섭취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Beaton등(1979)
15)
이

제안한 로 남녀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14,15에 제시하

다.여기서 개인내 변이(residual)는 실제 날간변이(daytodayvariation)에서 요

일이나 계 요인으로 설명되는 변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소 섭취 변이 요인들 개인간 변이,개인내 변이,계 에 의한 변이,조사

요일에 의한 변이등을 남녀노인을 구분하여 각각 Table14와 Table15에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양소 섭취의 총 변동에 있어서 주요한 변이요인은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개인내 변이는 남자노인에 있어서 총 변이의 63.48%～82.33%를 차

지하여 가장 큰 변이 요인이었으며,개인간 변이는 16.85%～35.87%,계 에 의한

변이는 0.31%～4.36%,조사요일에 의한 변이는 0.0%～0.32%로 총 변동에서 차

지하는 비율 즉 상 기여도의 크기는 개인내 변이보다 상 으로 작았

다.(Table14)

여자노인에 있어서는 개인내 변이가 총 변이의 55.97%～77.60%를 차지하여 남

자노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변이 요인으로 작용하 고,개인간 변이는 20.0

3%～43.59%,계 에 의한 변이는 0.02%～5.43%,조사요일에 의한 변이는 0.

0%～1.05%로 남자노인과 같이 상 기여도의 크기는 개인내 변이보다 모두

상 으로 작은 결과를 나타냈다.(Table15)

남자노인에 있어서 각 양소 별로 개인간 변이가 그 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

데 그 에서도 가장 변이가 큰 양소는 나트륨으로 총 변동의 35.87%로 나타

났고 가장 변이가 작은 양소는 비타민 B1(16.85%)이었으며,열량(22.88%),단

백질(30.25%),지방(25.73%),탄수화물(23.03%),칼슘(30.29%)등으로 거의가 비슷

한 수치들을 나타냈고,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간 변이가 가장 큰 양소는 칼슘(4.36%)이었고,비타민 A(1.41%),비타민

C(2.47%),콜 스테롤(1.37%)이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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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나 개인내 변이에 비해서는 상 으로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했으며,개인

간 변이,개인내 변이 다음으로 주요한 변이 요인이었다.

조사요일에 따른 변이에서는 계 간 변이보다도 더 작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0.0%～0.32%의 분포를 보여서 거의 조사요일에 따른 향은 없다고 도 무방할

듯 하다.개인내 변이는 모든 변이 요인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나트륨

(63.48%)이 가장 작았고,비타민 B1(82.83%)이 가장 큰 수치를 나타냈다.

개인내 변이의 총 변동에 한 상 인 기여도의 크기가 75%이상인 양소는

열량(76.32%),탄수화물(76.45%),인(78.87%),아연(78.70%),비타민 B1(82.83%),

나이아신(76.38%),비타민 E(76.951%)로 조사되었고,70%미만인 양소는 단백

질(68.78%),회분(68.42%),칼슘(65.22%),나트륨(63.48%),콜 스테롤(69.08%)이

었다.

여자노인에 있어서는 Table15에 제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개인간 변이의 비율

은 모든 양소에서 남자노인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열량(41.23%)이 남자노

인의 22.88%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 고,탄수화물(38.16%),식이섬유(38.89%),

회분(42.06%),나트륨(43.59%),비타민 A(25.06%),비타민C(23.01%)로 나타났고,

모든 양소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계 간 변이에서도 남자노인보다 많은 양소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열량,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인,칼륨,비타민 A,비타민 B1,나이아

신,비타민 C,콜 스테롤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계 에 의한 변이는 총 변동에 한 상 인 기여도의 크기가 회분

(0.02%)～비타민 C(5.43%)의 범 로 조사되어,남자노인의 비타민 A(0.31%)～칼

슘(4.36%)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요일에 의한 변이는 여자노인의 경우 콜 스테롤에서 가장 큰 유의성을 나

타냈는데,남자노인의 경우 모든 양소에서 조사요일의 향에서 유의 인 차이

가 없었다. 한 남녀노인 모두 열량에 의한 향은 없었고,여자노인의 조사요

일에 의한 변이는 0.0%～1.05%의 비율을 차지하여 남자노인의 0.0%～0.32% 보

다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개인내 변이에서는 남자노인이 나트륨(63.48%)～

비타민 B1(82.33%)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노인은 나트륨(55.97%)～콜 스테롤

(77.6%)의 범 를 나타내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개인내 변이가 더 작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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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으며,모든 양소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이상의 결과로 비록 식이섭취변이의 부분이 개인내 변이와 개인간 변이 지

만 조사계 과 조사요일의 선택에 따른 측정오차도 식이섭취변이에 향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이러한 측정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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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componentofvariance(%)1)

Subjects

(betweem-person)
season Dayoftheweek

Residual

(within-person)

males(n=76)

Energy(kcal) 22.88***
 2)

0.80 0.00  76.32*** 

Protein(g) 30.25*** 0.96* 0.00  68.78***

Fat(g) 25.73*** 1.04* 0.15  73.08***

Carbohydrate(g) 23.03***  0.51  0.01  76.45*** 

D.Fiber(g) 25.30***  0.53  0.03  74.13*** 

Ash(g) 30.71***  0.81 0.05  68.42*** 

Ca(mg) 30.29** 4.36*** 0.13 65.22***

P(mg) 20.04***  1.09* 0.01  78.87*** 

Fe(mg) 25.58*** 0.75 0.11 73.55***

Na(mg) 35.87***  0.60  0.05  63.48*** 

K(mg) 28.73***  0.77 0.00  70.50*** 

Zn(mg) 20.99***  0.31  0.00  78.70*** 

VitA(RE) 25.23***  1.41** 0.14  73.22*** 

VitB1(mg) 16.85** 0.31  0.00  82.83**

VitB2(mg) 26.21***  0.33  0.09  73.36*** 

VitB6(mg) 26.11***  0.92  0.05  72.92*** 

Niacin(mg) 22.65***  0.93 0.05  76.38*** 

VitC(mg) 26.68***  2.47*** 0.18  70.68*** 

Folate(㎍) 28.78***  0.44  0.32 70.46*** 

VitE(mg) 22.52***  0.42  0.11  76.95*** 

Cholesterol(㎎) 29.54***  1.37** 0.01  69.08*** 

Table14.Relativecontributionsofsourcesofvarianceinthemales(n=76)

1)
Relativecontribution(%)=(eachsourceofvariance/totalvariance)×100
2)
SourceofvarianceweresignificantbyGeneralizedLinearModel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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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componentofvariance(%)

Subjects

(betweem-person)
season Dayoftheweek

Residual

(within-person)

females(n=110)

Energy(kcal) 41.23***  1.81***  0.00  56.96*** 

Protein(g) 37.85** 0.83** 0.29* 61.03***

Fat(g) 32.54*** 0.79* 0.40* 66.28***

Carbohydrate(g) 38.16***  2.99***  0.17  58.67*** 

,D.Fiber(g) 38.89***  2.02***  0.64** 58.44*** 

Ash(g) 42.06***  0.02  0.08  57.85*** 

Ca(mg) 31.27*** 2.42*** 0.04 66.27***

P(mg) 37.98***  1.92***  0.08  60.02*** 

Fe(mg) 42.45*** 0.4 0.02 57.13***

Na(mg) 43.59***  0.22  0.22 55.97*** 

K(mg) 39.91***  1.63***  0.11  58.35*** 

Zn(mg) 32.46***  0.61* 0.02  66.91*** 

VitA(RE) 25.06***  2.23***  0.07  72.64*** 

VitB1(mg) 36.91***  2.01***  0.03  61.05*** 

VitB2(mg) 33.77***  0.65* 0.05  65.53*** 

VitB6(mg) 36.79***  0.49 0.02  62.71*** 

Niacin(mg) 35.46***  1.25***  0.20  63.09*** 

VitC(mg) 23.01***  5.43***  0.63** 70.93*** 

Folate(㎍) 33.74***  0.60* 0.55** 65.11*** 

VitE(mg) 26.77***  0.09  0.00  73.14*** 

Cholesterol(㎎) 20.03***  1.32** 1.05***  77.60*** 

Table15.Relativecontributionsofsourcesofvarianceinthefemales(n=110)

1)
Relativecontribution(%)=(eachsourceofvariance/totalvariance)×100

2)
SourceofvarianceweresignificantbyGeneralizedLinearModel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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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 크기

양소 섭취량을 평가하는 방법의 정확성은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면 섭취량의

실제변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실제 변이는 크게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로 구성된다.Beaton(1979)
15)
,Todd(1983)

38)
,Willett(1990)

23)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양소별로 개인간 변이,개인내 변이를 계

산하 다.

1)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

Table16과 Fig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 상자 체의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계수는 20.7～48.4로 열량,탄수화물,철분,아연등이 20.7～29.0으로

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작은 양소군이었고,지방,비타민 A,비타민 C,

비타민 E,콜 스테롤등이 36.8～48.4로 개인에 따른 양소의 섭취량 차이가 큰

양소군이었다.그리고,단백질,식이섬유,회분,칼슘,인,나트륨,칼륨,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엽산은 30.1～33.6으로 개인에 따른 섭취량

의 차이가 조사된 양소들 간정도에 해당되었다.

Appendix3,4에서 남녀노인별로 보았을 때 남자노인의 경우는 개인간 변이계

수가 열량(18.4)～콜 스테롤(46.1)로 조사되었고,여자노인의 경우는 탄수화물

(20.7)～지방(38.2)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비타민 C와 콜 스테롤에서 개인간 변

이의 크기에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개인간 변이계수가 9이상 높게 차이가 나타

난 양소 다.이는 본 연구 상자들이 비타민 C와 콜 스테롤의 섭취량에서

남자노인간 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여자노인간 개인의 섭취량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그 외 양소의 경우 개인간 변이는 남녀 노인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열량을 1,000㎉로 보정하 을 때(Table16)total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

계수는 9.5～32.2로 나타나 열량 보정 인 20.7～48.4보다 많이 어든 수치를

보 고,열량 보정 과 보정 후를 비교하 을 때 가장 은 차이를 보인 양소

는 비타민 C로 변이계수가 8.2 어든 수치를 나타냈고,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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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는 아연으로 열량 보정 과 비교했을 때 열량 보정 후 19.4의 변이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ppendix3,4에서 남녀노인별로 보았을 때 열량 보정 과 보정 후 total의 결

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모든 양소에서 보정 후 그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즉 남자노인의 경우는 아연(6.2)～콜 스테롤(35.9)로 보정

과 비교했을 때 최소값이 보정 에는 열량(18.4)이었는데 보정 후 아연(6.2)으로

나타났고,최 값은 콜 스테롤로 변함이 없었다.

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 보정 후 탄수화물(5.3)～비타민 C(27.4)로 조사되어,열

량 보정 인 탄수화물(20.7)～지방(38.2)과 비교했을 때 열량 보정 ․후 최소

값은 탄수화물로 같았고,최 값이 보정 은 지방,보정후는 비타민 C로 나타나

남자노인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조사 상자 체나 남녀노인 각각을 분류해서 봤을 경우 모두 개인간

변이계수가 열량 보정 보다 보정 후에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개인간 변

이가 개인간의 에 지 섭취량의 차이에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었다.

2)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

조사 상자 체의 경우 개인내 변이계수는 40.0～97.3의 범 를 보 고,열량,

단백질,탄수화물,회분,철분,나트륨등이 40.1～48.9의 분포를 보여 개인내 변이

가 작은 양소군으로 조사되었고,지방, 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

민 E,콜 스테롤이 81.9～97.3으로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군으로 조사되었

다.(Table16,Fig3)

Appendix3,4에서 남녀노인별로 보았을 때 열량 1,000㎉ 보정 남자노인의 경

우는 열량(46.6)～비타민 B1(99.5),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30.7)～콜 스테롤

(103.7)로 개인내 변이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남녀 노인간의 개

인내 변이의 차이가 가장 작은 양소는 나트륨(1.8)이었고,가장 차이가 큰 양

소는 비타민 B1(55.8)으로 나타났으며,개인간 변이에 비해 개인내 변이에서 남

녀 노인간의 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더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열량을 1,000㎉로 보정하 을 때(Table16)조사 상자 체의 개인내 변이계수

는 철분(24.1)～비타민 C(86.9)로 나타나 열량 보정 인 탄수화물(40.0)～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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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97.3)보다 다소 어든 걸 알 수 있었고,개인간 변이계수가 열량 보정 후

모든 양소에서 수치가 감소한 것과는 다르게 개인내 변이계수는 아연이 열량

보정 60.9에서 열량 보정 후 84.4로 오히려 23.5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고,비타민 C가 보정 85.7에서 보정 후 86.9로 1.2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노인에서 열량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내 변이계수는 탄수화물(16.5)～

아연(122.3)으로 나타났고,열량보정 후를 비교했을 때 보정 보다 오히려 변

이계수가 증가한 경우는 아연으로 68.8에서 122.3으로 무려 53.7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비타민 C도 89.0에서 102.8로 1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3)

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을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내 변이계수룰 보면 탄수

화물(13.3)～콜 스테롤(94.3)로 열량 보정 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고,남

자노인과는 다르게 열량 보정 과 비교했을 때 열량 보정 후 모든 양소에서

개인내 변이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노인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었다.그리고 남녀 노인간에 열량 보정 후 개인내 변이계수의 차이가 가장 큰

양소는 아연(50.7)이었고,가장 차이가 작은 양소는 회분과 비타민 B6(0.1)로

나타났다.(Appendix4)

3)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비

조사 상자 체의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비를

Table16에 제시하 다.조사된 모든 양소에서 개인내 변이계수가 개인간 변이

계수보다 컸기 때문에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비는 1보다 높게 나타

났고,변이비가 가장 낮게는 나트륨(1.3)이었고,가장 높게는 비타민 B1(2.6)로 조

사되어 양소간 변이비의 큰 차이가 없었다.

양소별로 보면 단백질,회분,나트륨,칼륨등이 1.3～1.6으로 비교 낮은 분포

를 보 고 열량,지방,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철분,비타민 B2,비타민 B6,나

이아신,엽산이 1.7～1.9의 간정도 분포를 나타냈으며,인,아연,비타민 A,비

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이 2.1～2.3의 비교 높은 분포를 나타

냈다.열량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계수의 비는 지방,

탄수화물,인,칼륨등이 1.5～1.9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고,단백질,식이섬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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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칼슘,철분,나트륨,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 2.0～2.4의

간 분포를 나타냈고,비타민 A,비타민 C,엽산,비타민 E,콜 스테롤,아연이

2.7～8.8의 높은 분포를 보 으며,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계수의 비가 가장

작은 양소는 탄수화물(1.5)이었고,가장 큰 양소는 아연(8.8)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분의 양소에서 열량 보정 보다 보정 후가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이와 같은 결과는 열량 보정 후

개인간 변이의 감소폭이 개인내 변이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남자노인의 경우를 Appendix3에 제시하 는데,변이비가 가장 게 나타난

양소가 나트륨(1.6)이었고,가장 높게는 비타민 B1(3.7)으로 조사되었다.

열량 보정 후의 변이비의 분포를 보면 변이비가 가장 게 나타난 것은 탄수화

물(1.5)이었고,아연이 19.8로 가장 높은 변이비를 보 으며,회분,칼슘,나트륨,

아연,비타민 A,비타민 C,엽산,비타민 E,콜 스테롤과 같이 열량 보정 보다

오히려 보정 후에 변이비가 더 증가한 양소들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열량 보정 후에 변이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양소가 아연으로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계수의 비가 2.8에서 19.8로 그 수치가 17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이것은 열량 보정 보다 보정 후의 개인내 변이계수의 증가폭이

아연의 경우 68.6에서 122.3으로 53.7증가함으로써 다른 양소에 비해 그 증가

폭이 가장 컸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여자노인의 경우는 Appendix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변이비가 가장 은 양소

는 철분과 나트륨(1.3)으로 조사되었고,가장 변이비가 큰 양소는 콜 스테롤

(3.0)로 조사되었으며,거의 모든 양소들의 변이계수의 비가 1.3～1.8의 범 에

있어서 남자노인의 경우보다 낮은 분포를 보 다.

열량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계수의 비는 부분의

양소에서 2.0～2.4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가장 높은 변이비는 콜 스테롤(4.0)이

었고,가장 낮은 변이비는 회분과 나트륨(2.0)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는 남자노인과는 달리 모든 양소에서 열량 보정 과 비교

했을 때 열량 보정 후의 변이계수가 모든 양소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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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total(n=186)

energy-unadjusted energy-adjusted

mean CV
t2)
CVb

3)
CVw

4)
CVw/CVb CVt CVb CVw CVw/CVb

Energy(kcal) 1377.9 46.3 23.4 40.1 1.7 - - - -

Protein(g) 55.6 56.8 31.1 47.6 1.5 27.3 12.4 24.4 2

Fat(g) 23.1 86.3 42.8 74.9 1.7 54.3 25.4 48.0 1.9

Carbohydrate(g) 228.2 45.0 20.7 40.0 1.9 17.3 9.5 14.5 1.5

D.Fiber(g) 15.9 69.3 33.0 61.0 1.9 42.0 18.9 37.5 2.0

Ash(g) 16.4 56.2 31.3 46.8 1.5 37.9 16.5 34.2 2.1

Ca(mg) 400.1 61.5 30.1 53.7 1.8 50.6 19.6 46.7 2.4

P(mg) 810.6 72.6 30.9 65.7 2.1 27.7 12.7 24.7 1.9

Fe(mg) 10.2 56.6 28.7 48.9 1.7 26.9 12.0 24.1 2

Na(mg) 3908.4  55.9 33.4 44.9 1.3 46.2 20.2 41.6 2.1

K(mg) 2182.9  58.8 30.6 50.2 1.6 32.3 14.9 28.7 1.9

Zn(mg) 7.0 67.4 29.0 60.9 2.1 84.9 9.6 84.4 8.8

VitA(RE) 350.0  98.0 41.6 88.8 2.1 87.8 26.7 83.7 3.1

VitB1(mg) 0.9 86.5 31.3 80.6 2.6 33.6 13.4 30.8 2.3

VitB2(mg) 0.6 67.7 33.6 58.8 1.7 40.3 17.2 36.5 2.1

VitB6(mg) 1.7 64.9 32.0 56.5 1.8 38.2 15.5 35.0 2.3

Niacin(mg) 11.9 67.2 31.7 59.3 1.9 33.0 13.4 30.2 2.2

VitC(mg) 92.8 93.8 38.0 85.7 2.3 91.8 29.8 86.9 2.9

Folate(㎍) 211.1 68.9 33.5 60.3 1.8 61.6 19.7 58.4 3.0

VitE(mg) 7.7 89.8 36.8 81.9 2.2 65.5 22.0 61.7 2.8

Cholesterol(㎎) 166.7 108.6 48.4 97.3 2.0 92.5 32.2 86.7 2.7

Table 16.Estimated coefficients ofvariation(CV)for total,between-and

within-personvariabilityin1-dayintake
1)

1)
Abbreviationswere:

CVt:totalcoefficientsofvariation

CVb: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 :withi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CVb:ratiosofwithin-to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2)
(SD/mean)×100
3)
(between-personvariance)

0.5
/mean×100

4)
(within-personvariance)

0.5
/mea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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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상 섭취량의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표본의 크기

개인간 변이보다 개인내 변이가 크다는 결과는 한 개인에 있어 날에 따른 식사

내용이 다양하며,단기간의 조사로는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악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연구목 에 따라 집단의 특성과 조사하고자 하는 양소의 종류를 고

려하여 최소한의 조사일수를 산출하고,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 인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부분의 경우 조사일수를 늘리

거나 표본의 크기를 증가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일상섭취량을 정할 수 있는

데 실제 연구에서는 인력이나 산,시간 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목 에

따라 가장 효율 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본 연구에서는 개인 집단의

일상 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표본의 크기 양소 섭취량에 따른

개인 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를 산출하 다.

1)개인의 일상섭취량 평가에 필요한 조사일수

개인의 일상섭취량의 추정에는 개인내 변이가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일수록 필요한 조사일수가 늘어나게 된다.그러므로 짧

은 기간의 식이 정보로는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반 해주지 못한다.
15)25)39)

Table17은 90% 신뢰도에서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개인의 섭취량

조사결과가 일상 섭취량의 10～30%의 오차 범 내에 있기 한 조사일수를 보

여 다.90% 신뢰수 에서 개인의 실제 섭취량의 20% 오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기 해서는 열량,단백질,탄수화물,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이 1

1～19일의 조사가 필요하고,식이섬유,인,아연,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

신,엽산이 22～29일,지방,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

롤은 38～64일이 필요하 다. 한 10% 오차내로 일상섭취량을 추정하기 해서

는 열량,단백질,탄수화물,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은 43～78일 조사가 필

요하고,식이섬유,인,아연,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엽산이 86～117일,

지방,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무려 지방의 152

～콜 스테롤의 256일이나 조사일수를 필요로 하 다.남녀 노인간의 비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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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남녀간의 조사일수 차이가 가장 많은

양소는 비타민 B1으로 무려 216일이나 차이가 났고,인 한 123일이 차이가

났으며 남녀간의 차이가 가장 작은 양소는 나트륨으로 5일정도 밖에 차이가

없었다.칼슘과 콜 스테롤을 제외한 부분의 양소에서 10%,20%,30%의 오

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기 해서는 남자노인의 경우가 조사일수를 더 많

이 필요로 하 다.

Table18에서는 조사일수에 따라 찰된 섭취량의 90% 신뢰도로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는 백분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식이조사 일수인 9일간의 식이 섭취량 조사로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양소의 종류에 따라 21.9～53.3%의 백분편차를 나타내었다.열량

은 22.0%,단백질 26.1%,탄수화물은 21.9%의 백분편차를 보 고,지방은 41.15,

비타민 A는 48.7%,비타민 B1은 44.2%,비타민 C는 47.0%,비타민 E는 44.9%,

콜 스테롤은 53.3%를 나타내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는데 오차가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10%미만의 오차를 허용할 경우는

무려 90일 이상의 조사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근사치의 값을 가질수록 그 필요한 조사일이 더욱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Appendix5.6에서는 조사일수에 따라 찰된 섭취량이 90% 신뢰도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는 백분편차를 남녀노인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 다.

Appendix5는 남자노인의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9일간의 식이 섭취량 조사로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24.9%(나트륨)～54.6%(비타민 B1)의 백분편

차를 나타냈고,Appendix6은 여자노인의 경우로 16.8%(열량)～56.9%(콜 스테

롤)의 백분편차를 나타내서 남녀 노인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 으며 남자노인의

경우 10%미만의 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90일 이상의 조사일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고,여자노인은 30일의 조사에서 열량과 탄수화물은 9.3%까지 추정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Fig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인 지방,식이섬유,인,

아연,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콜 스테롤은 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백분편차 한 모두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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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7.Numberofdietary study daysneededpersubjectstoestimate

meannutrientintakeswithin10% to30% ofthetruemean

Nutrients
total(n=186) males(=76) females(n=110)

10% 20% 30% 10% 20% 30% 10% 20% 30%

Energy(kcal) 43 11 5 59 15 7 26 6 3

Protein(g) 61 15 7 70 18 8 48 12 5

Fat(g) 152 38 17 158 39 18 123 31 14

Carbohydrate(g) 43 11 5 63 16 7 26 7 3

D.Fiber(g) 101 25 11 141 35 16 60 15 7

Ash(g) 59 15 7 67 17 7 48 12 5

Ca(mg) 78 19 9 72 18 8 83 21 9

P(mg) 117 29 13 170 42 19 47 12 5

Fe(mg) 65 16 7 89 22 10 37 9 4

Na(mg) 55 14 6 56 14 6 51 13 6

K(mg) 68 17 8 90 22 10 43 11 5

Zn(mg) 101 25 11 128 32 14 68 17 8

VitA(RE) 213 53 24 221 55 25 192 48 21

VitB1(mg) 176 44 20 268 67 30 52 13 6

VitB2(mg) 94 23 10 107 27 12 71 18 8

VitB6(mg) 86 22 10 109 27 12 56 14 6

Niacin(mg) 95 24 11 121 30 13 54 14 6

VitC(mg) 199 50 22 214 54 24 181 45 20

Folate(㎍) 98 25 11 115 29 13 82 20 9

VitE(mg) 182 45 20 189 47 21 167 42 19

Cholesterol(㎎) 256 64 28 216 54 24 291 73 32

n=(
1.645×CVw
D0

)2

n:thenumberofindependentrecallsforeachsubject

CVw:thewithin-individualorresidualcoefficientofvariation

DO:thegreatestpercentage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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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8.Maximum percentagedeviationofestimatesofindividualsubjects

givennumberofdietarystudydays(total=186)

Nutrients
Numberofdietarystudydays

1  3  5  7  9  10  30  90  365 

Energy(kcal) 65.9  38.0  29.5  24.9  22.0  20.8  12.0  6.9  3.4 

Protein(g) 78.4  45.2  35.0  29.6  26.1  24.8  14.3  8.3  4.1 

Fat(g) 123.3  71.2  55.1  46.6  41.1  39.0  22.5  13.0  6.5 

Carbohydrate(g) 65.8  38.0  29.4  24.9  21.9  20.8  12.0  6.9  3.4 

D.Fiber(g) 100.4  58.0  44.9  38.0  33.5  31.8  18.3  10.6  5.3 

Ash(g) 76.9  44.4  34.4  29.1  25.6  24.3  14.0  8.1  4.0 

Ca(mg) 88.3  51.0  39.5  33.4  29.4  27.9  16.1  9.3  4.6 

P(mg) 108.1  62.4  48.4  40.9  36.0  34.2  19.7  11.4  5.7 

Fe(mg) 80.4  46.4  35.9  30.4  26.8  25.4  14.7  8.5  4.2 

Na(mg) 73.9  42.7  33.1  27.9  24.6  23.4  13.5  7.8  3.9 

K(mg) 82.6  47.7  36.9  31.2  27.5  26.1  15.1  8.7  4.3 

Zn(mg) 100.3  57.9  44.8  37.9  33.4  31.7  18.3  10.6  5.2 

VitA(RE) 146.0  84.3  65.3  55.2  48.7  46.2  26.7  15.4  7.6 

VitB1(mg) 132.6  76.6  59.3  50.1  44.2  41.9  24.2  14.0  6.9 

VitB2(mg) 96.8  55.9  43.3  36.6  32.3  30.6  17.7  10.2  5.1 

VitB6(mg) 92.9  53.6  41.6  35.1  31.0  29.4  17.0  9.8  4.9 

Niacin(mg) 97.5  56.3  43.6  36.9  32.5  30.8  17.8  10.3  5.1 

VitC(mg) 141.0  81.4  63.1  53.3  47.0  44.6  25.7  14.9  7.4 

Folate(㎍) 99.2  57.3  44.4  37.5  33.1  31.4  18.1  10.5  5.2 

VitE(mg) 134.8  77.8  60.3  50.9  44.9  42.6  24.6  14.2  7.1 

Cholesterol(㎎) 160.0  92.4  71.6  60.5  53.3  50.6  29.2  16.9  8.4 

D0=
1.645
n
CVw

DO:thegreatestpercentagedeviation

n:thenumberofindependentrecallsforeachsubject

CVw:thewithin-individualorresidualcoefficientof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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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단의 일상 섭취량 평가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조사일수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평가할 경우,필요한 조사일수는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 모두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부분이 고정된 범 내에서 조사일수를 늘

리거나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인력, 산,시

간등이 한정되어 있어 표본의 수와 조사일수를 모두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게는 고정된 범 내에서 조사일수를 늘리고 표본의 수를 이

든지,표본의 수를 늘리고 조사일수를 이든지 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조사

일수를 1로 하 을 때의 신뢰구간을 산출하 는데,Cole등(1984)
42)
은 인구집단과

같이 큰 집단을 비교할 때에는 ‘조사일수×표본의 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표본오

차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 인 방법은 조사일수를 1로 하고 표본의 수를 최

한 늘리는 것이라고 하 다.따라서 Table19는 하루 동안의 조사로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10～30%내로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제시하 다.

total(n=186명)의 경우 하루 동안의 조사로 열량은 24명 정도면 10% 이내로 집

단의 일상섭취량 추정이 가능하 고,탄수화물 23명,지방 77명,비타민 A는 99

명,비타민 C는 91명,비타민 E는 83일,콜 스테롤은 가장 많은 121명이면 추정

이 가능하 다.그러나,±30%내로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기 한 표본의

크기를 보면 지방,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의 경

우(11～16명)만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양소가 5～9명으로 일상섭취량 추정에

편차가 커질수록 필요인원은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일상섭취량 추정에 근사치의 값을 갖기 해서는 백분편차의 값이 어져야

되고 조사 상자수도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노인간을 비교한 경우 ±10%내로 추정하기 한 표본의 크기는 식이섬유,

인,비타민 B1,콜 스테롤의 경우만 남녀간의 차이가 두드러졌고,그 외의 양

소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 동안의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90% 신뢰구간으로 추정할 경우,표본의 크기

에 따른 백분 편차는 Table20에 제시하 고,남자와 여자노인의 경우는 각각

Appendix7과 8에 나타냈다.표본의 크기를 100명으로 했을 경우 하루 동안의

조사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20.1～48.7%의 백분편차를 허용했고,본 조사

상자 수 186명은 열량,탄수화물은 일상섭취량의 15%의 백분편차 추정이 가능



- 57 -

하 고,비타민 A,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이 30.0～35.7%로 추정 가능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양소가 17.3～29.4%의 범 의 백분편차를 갖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상자수 186명은 부분의 양소에서

30%미만의 백분편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조사로 집단의 일상섭취량

을 추정하기에 인원이 충분하리라 사료된다.

한 거의 모든 양소에서 하루 동안의 조사로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10% 이

내로 추정하기 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1000명을 넘어야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충분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g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가 모두 큰 양

소인 지방,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집단의 일

상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백분편차 모두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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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total(n=186) males(n=76) females(n=110)

10% 20% 30% 10% 20% 30% 10% 20% 30%

Energy(kcal) 24  8  5  28  9  5  17  6  4 

Protein(g) 35  11  6  36  11  6  28  9  6 

Fat(g) 77  21  11  73  20  10  63  18  9 

Carbohydrate(g) 23  8  5  30  9  6  17  6  4 

D.Fiber(g) 51  15  8  65  18  10  35  11  6 

Ash(g) 34  11  6  35  11  6  30  10  6 

Ca(mg) 41  12  7  37  11  6  42  13  7 

P(mg) 55  16  9  73  20  10  28  9  5 

Fe(mg) 35  11  6  42  13  7  24  8  5 

Na(mg) 34  11  6  31  10  6  33  10  6 

K(mg) 37  11  7  44  13  7  26  9  5 

Zn(mg) 48  14  8  56  16  9  36  11  6 

VitA(RE) 99  27  13  100  27  14  87  24  12 

VitB1(mg) 77  21  11  109  29  14  30  9  6 

VitB2(mg) 49  14  8  51  15  8  38  12  7 

VitB6(mg) 45  13  7  52  15  8  32  10  6 

Niacin(mg) 48  14  8  54  16  8  30  10  6 

VitC(mg) 91  25  12  99  27  13  80  22  11 

Folate(㎍) 50  15  8  56  16  9  43  13  7 

VitE(mg) 83  23  12  83  23  12  78  22  11 

Cholesterol(㎎) 121  32  16  104  28  14  123  33  16 

Table19.Samplesizeneededperdaytoestimatemeannutrientintakewithin

10% to30% ofthetruemean

g=1.645
2
×
CVw

2
+CVb

2

D
2
1

g:samplesize

D1:thedeviationofthemeanforagroupofasubjects

CVb: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withi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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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 oftruemeanwithinspecifiedsamplesize

10 30 50 100 186 200 300 500 1000

Energy(kcal) 63.7  36.8  28.5  20.1  14.8  14.2  11.6  9.0  6.4 

Protein(g) 76.1  43.9  34.0  24.1  17.6  17.0  13.9  10.8  7.6 

Fat(g) 119.1  68.7  53.2  37.7  27.6  26.6  21.7  16.8  11.9 

Carbohydrate(g) 63.4  36.6  28.3  20.0  14.7  14.2  11.6  9.0  6.3 

D.Fiber(g) 96.8  55.9  43.3  30.6  22.4  21.6  17.7  13.7  9.7 

Ash(g) 74.8  43.2  33.4  23.6  17.3  16.7  13.7  10.6  7.5 

Ca(mg) 85.2  49.2  38.1  26.9  19.8  19.1  15.6  12.1  8.5 

P(mg) 103.8  59.9  46.4  32.8  24.1  23.2  19.0  14.7  10.4 

Fe(mg) 77.7  44.9  34.8  24.6  18.0  17.4  14.2  11.0  7.8 

Na(mg) 72.2  41.7  32.3  22.8  16.8  16.2  13.2  10.2  7.2 

K(mg) 80.0  46.2  35.8  25.3  18.5  17.9  14.6  11.3  8.0 

Zn(mg) 96.3  55.6  43.1  30.5  22.3  21.5  17.6  13.6  9.6 

VitA(RE) 140.2  80.9  62.7  44.3  32.5  31.3  25.6  19.8  14.0 

VitB1(mg) 126.9  73.3  56.7  40.1  29.4  28.4  23.2  17.9  12.7 

VitB2(mg) 93.4  53.9  41.8  29.5  21.7  20.9  17.1  13.2  9.3 

VitB6(mg) 89.7  51.8  40.1  28.4  20.8  20.1  16.4  12.7  9.0 

Niacin(mg) 94.0  54.3  42.0  29.7  21.8  21.0  17.2  13.3  9.4 

VitC(mg) 135.2  78.1  60.5  42.8  31.4  30.2  24.7  19.1  13.5 

Folate(㎍) 95.7  55.3  42.8  30.3  22.2  21.4  17.5  13.5  9.6 

VitE(mg) 129.3  74.6  57.8  40.9  30.0  28.9  23.6  18.3  12.9 

Cholesterol(㎎) 153.9  88.8  68.8  48.7  35.7  34.4  28.1  21.8  15.4 

Table 20.Maximum percentage deviation ofestimates ofgroup nutrient

intakesmeasuredby1-dayrecallsgiven% oftruemeanwithinspecified

samplesize

D1=1.645×
(CVb)

2

g
+
(CVw)

2

gn

 :thedeviationofthemeanforagroupofasubjects

g:samplesize, n:thenumberofindependentrecallsforeachsubject

CVb: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withi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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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소 섭취량에 따른 개인 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

집단 내에서 섭취량에 따라 개인의 순 를 정하고 순 에 따라 조사 상자를

몇 개의 군으로 나 고자 할 때,필요한 조사일수를 산출하 다.이것은 양과

질병과의 상 성 연구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간 변이가 크면 섭취량에 따

라 개인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하기가 쉬워지고 개인내 변이가 크면 분류가 어

려워지므로,섭취량의 개인간 분산에 한 개인내 분산의 비에 따라 조사일수가

달라진다.
22)
여기서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때의 정확도는 일상섭취량에 의해 상 군( 는 하 군)으로 분류된 개인이,

찰된 값에 의해 같은 상 군(하 군)으로 옳게 분류되는 정도와,하 군(상

군)으로 잘못 분류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말한다.이 때 간군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정확도는 표본평균과 모평균간의 상 계수로 표시되

며 같은 상 계수라 하더라도 집단내 개인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옳게 는 그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달라진다.이 상 계수에 따라 옳게 는 그

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Appendix10과 같다.
22)

Table21은 본 조사 상자를 섭취량에 따라 상 군, 군,하 군의 3군으로

분류했을 때, 찰치와 일상섭취량 간에 일정한 상 계수를 얻는데 필요한 조사

일수를 산출한 결과이다.상 계수가 클수록 개인간 변이에 비해 개인내 변이

가 클수록 조사일수는 많아지게 된다.일반 으로 역학조사가 목 일 경우에는

옳게 분류되는 정도가 80%이고 잘못 분류되는 정도가 1% 미만이면 충분한 것으

로 간주되는데
40)
,3군으로 나 경우에 상 계수가 0.9이면 이 조건이 충족된

다.
22)

본 연구에서 9일간의 조사결과와 일상 섭취량과의 상 계수는 0.76～0.91의 범

를 나타냈는데,만일 조사의 목 이 섭취량에 따라 개인의 순 를 정하고 그

분포에 의해 5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옳게 분류되는 정도는 59～75%이고 그

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4%미만임을 나타내고,3군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옳게 분

류되는 정도는 69～80%이고 그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4.9～6%임을 나타내게 된

다.(Table21,Appendix10)

남녀노인별로 구분했을 때는 9일간의 조사치와 일상 섭취량간의 상 계수 r은

남자노인의 경우 0.63～0.88이고,여자노인의 경우는 0.71～0.92의 범 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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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자의 상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Appendix9)

상 계수의 크기에 있어서 여자노인의 경우는 양소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콜 스테롤이 0.7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나트륨이 0.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여자노인보다 상 계수가 좀 더 낮게 조사되었는데,비타

민 B1이 0.63,나트륨이 0.88로 조사되었다.

남자노인의 9일간의 조사치와 일상 섭취량간의 상 계수 r이 0.63～0.88로 나타

났는데 이 경우 3군으로 분류할 경우 옳게 분류될 정도는 69～76%이고 그르게

분류될 정도는 4.9～1.8%의 범 를 나타낸다.

여자노인의 경우 상 계수 r이 0.71～0.92로 조사되었는데 조사의 목 이 섭취

량에 따라 개인의 순 를 정하고 그 분포에 의해 5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옳게 분류되는 정도는 59～75%,그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4%미만임을 나타낸다.

(Appendix9,10)

상 계수가 클수록 개인간 변이에 비해 개인내 변이가 클수록 필요한 조사

일수는 많아지게 되는데,본 연구에서는 0.9이상의 상 계수를 얻기 해 필요한

조사일수는 열량,단백질,지방,식이섬유,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비타민

B2,B6,나이아신,엽산등이 8～15일로 상 으로 짧았고,탄수화물,인,아연,

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16～28일의 조사일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개인간 변이에 해 개인내 변이비가 큰 양소로 조사된 인,비

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아연,비타민 A의 경우 상 계수r도

커지고,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 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21,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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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Studydaysforclassification

givenr
r
1)

0.75 0.8 0.85 0.9 0.95

Energy(kcal) 4 5 8 13 27 0.87

Protein(g) 3 4 6 10 22 0.89

Fat(g) 4 5 8 13 28 0.86

Carbohydrate(g) 5 7 10 16 35 0.84

D.Fiber(g) 4 6 9 15 32 0.85

Ash(g) 3 4 6 9 21 0.90

Ca(mg) 4 6 8 14 29 0.86

P(mg) 6 8 12 19 42 0.82

Fe(mg) 4 5 8 12 27 0.87

Na(mg) 2 3 5 8 17 0.91

K(mg) 3 5 7 11 25 0.88

Zn(mg) 6 8 12 19 41 0.82

VitA(RE) 6 8 12 19 42 0.81

VitB1(mg) 9 12 17 28 62 0.76

VitB2(mg) 4 5 8 13 28 0.86

VitB6(mg) 4 6 8 13 29 0.86

Niacin(mg) 4 6 9 15 32 0.85

VitC(mg) 7 9 13 22 47 0.80

Folate(㎍) 4 6 8 14 30 0.86

VitE(mg) 6 9 13 21 46 0.80

Cholesterol(㎎) 5 7 11 17 37 0.83

Table21.Thenumberofdaysofdietarystudyneededtoobtainagivenr

betweenobservedandtruenutrientintakes

1)
r=

9

9+
S
2
w

S
2
b

r:the unobserved correlation between the observed and true mean nutrient

intakesofindividuals

S2w:theobservedwithin-personvariation

S2b:theobservedbetween-personvariation

D=
r2

1-r
2×
S
2
w

S
2
b

D :thenumberofdaysofdietary study needed toobtain agiven rbetween

observedandtruenutrientin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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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식품에 의한 양소 섭취량의 설명정도

양소의 섭취는 결국 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 식품이

특정 양소의 섭취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일은 매우 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소별로 주요 식품을 선정하고 이들이 해당 양소의

공 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 다.

1) 양소별 주요 원식품 주요 변이식품

양소별로 주요 식품을 선정하기 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

데,그 하나는 집단의 총 양소 섭취량을 가장 많이 공 하는 상 20가지

식품의 종류와 공 비율을 양소별로 분석하 고,다른 하나는 선정된 식품이

해당 양소의 개인별 섭취량의 차이를 설명하는 순 와 설명정도를 분석하 다.

이들을 각각 양소별 ‘주요 원식품’과 ‘주요 변이식품’으로 설명하 다.여기서

주요 원식품이란 집단의 1일 총 양소 섭취량 해당 양소를 가장 많이

공 하는 식품을 뜻하며,주요 변이식품이란 개인간의 양소 섭취량 차이에 가

장 크게 향을 미친 식품을 뜻한다.

Table23은 열량의 주요 원식품과 변이식품을 제시하 는데 이 가장 요

한 원식품으로 총 열량 섭취량의 49.6%를 공 하 는데, 은 열량의 주요 공

원 뿐 아니라 단백질,탄수화물,인,철분,칼륨,아연,비타민 B1,B2,B6,나이

아신의 가장 요한 공 원으로 조사되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식품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돼지고기,된장,소주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과

돼지고기,된장의 세가지 식품으로부터 체 열량의 55.9%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열량 섭취의 주요 변이식품을 보면 35.2%,식용유 8.2%,돼지고기

6.9%순으로 조사되어 이 주요 원식품임과 동시에 개인간 분산을 잘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이식품으로 나타났다.돼지고기는 주요 원식품과 변이식품 모두

상 군에 해당되어 열량 섭취의 주요 식품으로 조사되었다.

단백질의 섭취 역시 로부터 얻어지는 비율이 47.4%로 가장 컸으며,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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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4.2%,고구마 2.6% 순으로 나타났다.(Table23)개인간 분산에 한 설

명정도도 역시 이 가장 높은 83%를 차지하 고,다음이 설탕,고구마,라면 순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원 식품 20 를 차지한 마른국수의 경우 개인간 분산

에서는 6 를 차지하여 개인간의 섭취량 차이가 큰 식품으로 조사되었고,생선류

의 경우도 주요 원식품으로는 상 권에 있어도 개인간 분산에서는 오히려

하 권에 있어서 개인간의 섭취량 차이는 작은 식품들로 나타났다.

지방의 원식품들은 총 섭취식품에 한 비율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

고 골고루 분포함을 볼 수 있었다.(Table24)

즉 가장 요한 지방의 원식품이 돼지고기로 12.8%,다음이 콩기름 8.7%,조

기 6.6%,고등어 5.8%,갈치 5.1%순으로 동물성 식품으로부터의 지방섭취가 많

음을 알 수 있었다.주요 변이식품에서는 콩기름,돼지고기,조기,고등어,라면

순으로 조사되어 총 지방섭취 변이의 63.2%를 설명하 다.

탄수화물의 원식품과 변이식품을 Table25에 제시하 는데 이 총 섭취량의

65.8%를 공 하여 가장 큰 원식픔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설탕,고구마,마른

국수,보리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주요 변이식품 한 이 51.6%로 개인간 분

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나타났고,다음이 고구마,설탕,마른국수,보

리의 순으로 나타나 원식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특이사항은 수박이 원식품에서 7 를 차지하고 변이식품에서 6 를 차지한 것

으로서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이는 한 계 에 많이 먹는 식품이긴 하지만

체 인 식품들의 섭취비율로 봤을 때도 섭취량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식이섬유의 주요 원식품은 배추김치, ,검정콩,된장,얼갈이순으로 나타났고,

주요변이식품은 검정콩,고구마,배추김치,팥,강낭콩순으로 나타났다.(Table26)

주요 원식품에 상 권인 배추김치나 얼갈이의 경우 개인간 분산에서는 배추김

치가 3 로 얼갈이는 무려 20 로 나타나서 개인간 섭취량 차이가 큰 식품으로

조사되었다.

회분의 경우 주요 원식품,변이식품 모두 멸치가 가장 큰 공 원으로 원식품

에서는 44.6%,변이식품에서는 85.1%를 차지하여 멸치 하나만으로도 개인간 분

산을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조사되었다.(Tabl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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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슙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얼갈이,멸치,배추김치, ,된장순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변이식품으로는 배추김치,멸치,간장, ,두부순으로 나타났다.(Table28)

주요 원식품으로 1～3 인 얼갈이,멸치,배추김치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변이식품에 있어서도 개인에 따른 섭취량 차이 한 원식

품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았다.칼슘의 섭취에 있어서도 주로 동물성 식품의 섭

취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은 주요 원식품으로 ,멸치,돼지고기,된장,배추김치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변이식품은 마늘,멸치,간장, ,돼지고기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29)

된장과 배추김치의 경우 원식품으로 4 와 5 를 차지하 는데 개인간 분산에

서는 된장은 15 로,배추김치는 18 로 나타나서 개인간 섭취량차가 큰 식품으

로 나타났다.

철분에 있어서는 Table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원식품에서는 상 3 까

지는 ,멸치,돼지고기 순으로 인과 같은 결과를 보 고,주요 변이식품에서는

이 72.1%로 하나만으로도 철분에 한 개인간 섭취량 차이를 가장 잘 설명

해주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은 주요 원식품으로 된장,배추김치,소 ,간장,멸치 순으로 조사되었

고,주요변이식품으로는 간장,배추김치,된장,소 ,마늘장아 순으로 나타났

다.(Table31)

칼륨의 주요 원식품은 과 배추김치가 가장 높았고,변이식품으로는 간장과

배추김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Table32)얼갈이의 경우 원식품에서 3 에

있는데 개인간 분산에서는 19 에 있어서 개인간의 섭취량 차가 많이 나는 식품

으로 나타났다.

아연의 주요 원식품은 ,돼지고기,우무,팥,옥돔 순으로 나타났고,주요 변

이식품으로는 굴, ,우무,돼지고기,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Table33)굴의

경우는 주요변이식품에서 22.5%로 개인간 분산을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나타

났는데 원식품에서는 9 를 차지하 다.

비타민 A는 주요 원식품으로 고춧가루,얼갈이,배추김치,호박잎,수박 순으

로 조사되었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고춧가루가 역시 13.6%로 가장 컸고,호박

잎,당근,창란젓,부추 순으로 나타났다.(Tabl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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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B1은 주요 원식품으로 ,돼지고기,귤,배추김치,수박 순으로 조사되

었고,주요변이식품으로는 개고기,돼지고기,귤,삼겹살,마늘 순으로 조사되었는

데 개고기의 경우 무려 44%,돼지고기는 20%정도로 개고기와 돼지고기를 합한

64%만으로도 비타민 B1의 개인간 섭취량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조사

되었다.(Table35)

비타민 B2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돼지고기,고등어,배추김치,조기의 순으

로 조사되어 동물성 식품이 주를 이뤘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개고기,고춧가루,

고등어,조기,달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36)주요 변이식품에서 개고기가

53.2%를 차지하여 개인간 섭취량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식품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는 비타민 B1의 개인간 분산 44%보다도 더 큰 수치를 나타내며 개고기가

비타민 B1,B2의 가장 큰 변이식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타민 B6에서는 주요 원식품으로 ,돼지고기,배추김치,얼갈이,조기 순으

로 나타났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마늘,조기,돼지고기,마늘장아 ,옥돔 순으

로 조사되었다.(Table37)마늘의 경우 원식품으로는 11 에 있지만 변이식품

으로는 35.2%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얼갈이의 경우는

원식품으로 4 를 차지하고 있지만 변이식품에서는 20 를 차지하여 큰 차이를

보 다.

나이아신의 경우는 주요 원식품으로 ,돼지고기,고등어,멸치,배추김치의

순으로 나타났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고춧가루, ,고등어,돼지고기,닭고기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38)

비타민 C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귤,얼갈이,배추김치,단감,무 순으로 나타났

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귤,단감,유채,얼갈이,풋고추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귤 44.8%과 단감 21.8%만으로도 66.6%정도 비타민 C의 개인간 분산을 잘 설명

해 주는 식품으로 나타났다.(Table39)

엽산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배추김치,얼갈이,팥,건미역,고구마의 순으로 나

타났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로콜리,팥,배추김치,고구마,수박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Table40)

비타민 E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콩기름, ,멸치,참기름,조기의 순으로 나타

났고,주요 변이식품은 콩기름,참기름,조기,고사리,된장의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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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41)주요 변이식품에서 콩기름 하나 만으로도 무려 69.3%로 개인간 분

산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콜 스테롤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달걀,멸치,조기,돼지고기,갈치등의 동물

성 식품이 주를 이뤘고,주요 변이식품 한 달걀,조기,멸치,갈치,오징어의 순

으로 나타나 개인간 섭취량 차이에도 동물성 식품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이식품에서 달걀 39.2%과 조기 22.0%만으로도 개인간 분산의 61.2%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과 돼지고기,배추김치,얼갈이등이 거의 모든 양소 섭취

에서 가장 큰 원식품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양소 섭취의 원식

품과 변이식품을 조사해본 결과 제주지역 노인들의 식품 섭취에 있어서 동물성

식품 섭취가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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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
age

(%)

comulat
iveof
percent
age

(%)

Fooditem

R2
comulative
ofR2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49.55  49.5  rice 35.16 35.2 

2 돼지고기 pork 3.72  53.3  콩기름 soybeanoil 8.16 43.3 

3 된장
soybean
paste 2.68  55.9  돼지고기 pork 6.89 50.2 

4 소주 soju 1.86  57.8  설탕 sugar 4.01 54.2 

5 설탕 sugar 1.81  59.6  소주 soju 3.42 57.6 

6 고등어 Mackerel 1.75  61.4  고구마
sweet
potatoes 3.18 60.8 

7 조기
yellow
croaker 1.61  63.0  마른국수 Nodles,dried 2.80 63.6 

8 마른국수 Nodles,dried 1.57  64.5  라면 RaMyn 2.98 66.6 

9 갈치 Hairtail 1.50  66.0  검정콩
black
soybeans 2.32 68.9 

10 고구마
sweet
potatoes 1.44  67.5  고등어 Mackerel 1.79 70.7 

11 검정콩
black
soybeans 1.31  68.8  조기

yellow
croaker 1.34 72.1 

12 보리 barley 1.31  70.1  갈치 Hairtail 1.18 73.2 

13 콩기름 soybeanoil 1.25  71.3  보리 barley 1.23 74.5 

14 옥돔 seabream 1.23  72.6  수박 watermelon 0.82 75.3 

15 수박 watermelon 1.11  73.7  옥돔 seabream 0.87 76.2 

16 라면 RaMyn 1.09  74.8  귤 citrusfruit 0.78 76.9 

17 멸치
Large
Anchovy 1.07  75.8  된장

soybean
paste 0.56 77.5 

18 귤 citrusfruit 1.00  76.9  멸치
Large
Anchovy 0.07 77.6 

19
커피용

크림

coffee
whitner 0.91  77.8  배추김치 Kimchi 0.05 77.6 

20 배추김치 Kimchi 0.87  78.6 
커피용

크림

coffee
whitner 0.04 77.7 

Table 22.Majorfood source ofEnergy :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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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
v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47.37  47.4  rice 83.01  83.0 

2 돼지고기 pork 4.17  51.5  설탕 sugar 3.38  86.4 

3 고구마
sweet
potatoes 2.59  54.1  고구마

sweet
potatoes 1.88  88.3 

4 된장
soybean
paste 2.56  56.7  라면 RaMyn 1.69  90.0 

5 고등어 Mackerel 2.16  58.9  콩기름 soybeanoil 1.25  91.2 

6 조기
yellow
croaker 1.94  60.8  마른국수 Nodles,dried 0.83  92.0 

7 검정콩
black
soybeans 1.74  62.5  돼지고기 pork 0.58  92.6 

8 소주 SoJu 1.64  64.2  소주 SoJu 0.55  93.2 

9 귤 citrusfruit 1.55  65.7  보리 barley 0.59  93.8 

10 갈치 Hairtail 1.47  67.2  고등어 Mackerel 0.45  94.2 

11 콩가루
soybean
powder 1.40  68.6  팥

smallred
bean 0.33  94.5 

12 설탕 sugar 1.38  70.0  콩가루
soybean
powder 0.27  94.8 

13 라면 RaMyn 1.37  71.3  된장
soybean
paste 0.22  95.0 

14 팥
smallred
bean 1.30  72.7  조기

yellow
croaker 0.22  95.3 

15 배추김치 Kimchi 1.29  73.9  갈치 Hairtail 0.21  95.5 

16 멸치
Large
Anchovy 1.21  75.2  귤 citrusfruit 0.16  95.6 

17 보리 barley 1.18  76.3  검정콩
black
soybeans 0.13  95.7 

18 콩기름 soybeanoil 1.07  77.4  옥돔 seabream 0.09  95.8 

19 옥돔 seabream 1.04  78.4  멸치
Large
Anchovy 0.02  95.9 

20 마른국수 Nodles,dried 1.01  79.5  배추김치 Kimchi 0.01  95.9 

Table 23.Majorfood source ofProtein :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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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
veofR2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돼지고기 pork 12.85  12.8  콩기름 soybeanoil 31.12  31.1 

2 콩기름 soybeanoil 8.67  21.5  돼지고기 pork 10.72  41.9 

3 조기
yellow
croaker 6.59  28.1  조기

yellow
croaker 7.77  49.6 

4 고등어 Mackerel 5.78  33.9  고등어 Mackerel 7.49  57.1 

5 갈치 Hairtail 5.12  39.0  라면 RaMyn 6.07  63.2 

6 된장
soybean
paste 4.59  43.6  참기름 sesameoil 4.70  67.9 

7 참기름 sesameoil 4.16  47.8  rice 3.57  71.5 

8 멸치
Large
Anchovy 4.00  51.8  갈치 Hairtail 2.95  74.4 

9 rice 3.64  55.4  삼겹살 pork,belly 2.71  77.1 

10 검정콩
black
soybeans 3.61  59.0  콩가루

soybean
powder 2.18  79.3 

11 옥돔 seabream 3.35  62.4  쇠고기 beef 1.65  80.9 

12 라면 RaMyn 2.71  65.1  멸치
Large
Anchovy 1.42  82.4 

13 콩가루
soybean
powder 2.64  67.7  옥돔 seabream 1.53  83.9 

14 달걀 egg 2.59  70.3  검정콩
black
soybeans 1.19  85.1 

15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2.51  72.8  닭고기 chicken 1.10  86.2 

16 쇠고기 beef 2.31  75.1  갱이
Horse
mackerel 0.87  87.1 

17 배추김치 Kimchi 1.60  76.7  달걀 egg 0.61  87.7 

18 삼겹살 pork,belly 1.51  78.2  된장
soybean
paste 0.29  88.0 

19 갱이
Horse
mackerel 1.26  79.5  배추김치 Kimchi 0.21  88.2 

20 닭고기 chicken 1.02  80.5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0.20  88.4 

Table24.MajorfoodsourceofFat: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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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
v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65.85  65.8  rice 51.64  51.6 

2 설탕 sugar 2.82  68.7  고구마
sweet
potatoes 6.97  58.6 

3 고구마
sweet
potatoes 2.02  70.7  설탕 sugar 4.29  62.9 

4 마른국수 Nodles,dried 1.92  72.6  마른국수 Nodles,dried 4.08  67.0 

5 보리 barley 1.75  74.4  보리 barley 2.69  69.7 

6 된장
soybean
paste 1.71  76.1  수박 watermelon 2.08  71.7 

7 수박 watermelon 1.62  77.7  라면 RaMyn 2.20  73.9 

8 귤 citrusfruit 1.50  79.2  가루 wheet 1.51  75.5 

9 라면 RaMyn 1.05  80.2  연시감
persimmon
soft 1.45  76.9 

10 흑미 Rice,black 0.97  81.2  귤 citrusfruit 1.34  78.2 

11 배추김치 Kimchi 0.76  82.0  단감
persimmon,

hard
1.33  79.6 

12 팥
smallred
bean 0.74  82.7  물엿 starchsyrup 0.78  80.3 

13 단감
persimmon,

hard
0.74  83.4  팥

smallred
bean 0.66  81.0 

14 검정콩
black
soybeans 0.60  84.0  흑미 Rice,black 0.74  81.7 

15 가루 wheet 0.60  84.6  고추장
hotpepper
sauce 0.39  82.1 

16 물엿 starchsyrup 0.50  85.1  된장
soybean
paste 0.28  82.4 

17 무 Radish 0.49  85.6  마늘 garlic 0.17  82.6 

18 연시감
persimmon
soft 0.49  86.1  검정콩

black
soybeans 0.09  82.7 

19 고추장
hotpepper
sauce 0.48  86.6  무 Radish 0.07  82.8 

20 마늘 garlic 0.48  87.1  배추김치 Kimchi 0.03  82.8 

Table25.MajorfoodsourceofCarbohydrate:Absoluteintakeand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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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
v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배추김치 Kimchi 12.50  12.5  검정콩
black
soybeans 16.97  17.0 

2 rice 11.73  24.2  고구마
sweet
potatoes 8.55  25.5 

3 검정콩
black
soybeans 4.88  29.1  배추김치 Kimchi 8.37  33.9 

4 된장
soybean
paste 4.33  33.4  팥

smallred
bean 6.21  40.1 

5 얼갈이
chinese
cabbage 3.91  37.4  강낭콩 kidneybean 5.47  45.6 

6 고구마
sweet
potatoes 3.67  41.0  고춧가루

Redpepper
powder 4.96  50.5 

7 팥
smallred
bean 3.34  44.4  단감

persimmon,

hard
4.18  54.7 

8 보리 barley 3.04  47.4  노란콩 soybean 4.26  59.0 

9 무 Radish 2.75  50.2  콩가루
soybean
powder 3.96  62.9 

10 건미역 seamustard 2.72  52.9  된장
soybean
paste 4.16  67.1 

11 고춧가루
Redpepper
powder 2.61  55.5  마늘장아 pickledgarlic 1.82  68.9 

12 콩가루
soybean
powder 2.41  57.9  건미역 seamustard 1.54  70.4 

13 단감
persimmon,

hard
2.31  60.2  풋고추

anunripe
greenpepper 1.60  72.0 

14 귤 citrusfruit 2.27  62.5  보리 barley 1.43  73.5 

15 오이 cucumber 2.07  64.6  rice 1.00  74.5 

16 풋고추
anunripe
greenpepper 1.80  66.4  귤 citrusfruit 0.72  75.2 

17 노란콩 soybean 1.72  68.1  오이 cucumber 0.77  75.9 

18 마늘 garlic 1.68  69.7  마늘 garlic 0.74  76.7 

19 강낭콩 kidneybean 1.22  71.0  무 Radish 0.24  76.9 

20 마늘장아 pickledgarlic 1.16  72.1  얼갈이
chinese
cabbage 0.04  77.0 

Table 26.Majorfood source ofD.Fiber: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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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멸치
Large
Anchovy 44.62  44.6  멸치

Large
Anchovy 85.10  85.1 

2 옥돔 seabream 7.64  52.3  보리차 barleytea 4.96  90.1 

3 된장
soybean
paste 6.34  58.6  옥돔 seabream 3.57  93.6 

4 소 salt 4.06  62.7  조기
yellow
croaker 2.34  96.0 

5 배추김치 Kimchi 4.00  66.7  새우 shrimp 1.08  97.1 

6 조기
yellow
croaker 3.54  70.2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0.32  97.4 

7 보리차 barleytea 2.95  73.1  달걀 egg 0.18  97.6 

8 간장 soysauce 2.80  75.9  간장 soysauce 0.10  97.7 

9 갈치 Hairtail 1.90  77.8  소 salt 0.06  97.7 

10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1.86  79.7  갈치 Hairtail 0.06  97.8 

11 새우 shrimp 1.32  81.0  된장
soybean
paste 0.07  97.8 

12 달걀 egg 1.20  82.2  돼지고기 pork 0.06  97.9 

13 얼갈이
chinese
cabbage 1.01  83.2  고등어 Mackerel 0.04  98.0 

14 돼지고기 pork 0.84  84.1  라면 RaMyn 0.01  98.0 

15 분말조미료
seasoning
powder 0.69  84.8  배추김치 Kimchi 0.01  98.0 

16 건미역 seamustard 0.68  85.5  검정콩
black
soybeans 0.00  98.0 

17 고등어 Mackerel 0.66  86.1  고추장
hotpepper
sauce 0.00  98.0 

18 라면 RaMyn 0.64  86.8  건미역 seamustard 0.00  98.0 

19 검정콩
black
soybeans 0.49  87.3 

20 고추장
hotpepper
sauce 0.46  87.7 

Table27.MajorfoodsourceofAsh: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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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얼갈이
chinese
cabbage 11.85  11.8  배추김치 Kimchi 17.82  17.8 

2 멸치
Large
Anchovy 11.61  23.5  멸치

Large
Anchovy 18.21  36.0 

3 배추김치 Kimchi 10.69  34.1  간장 soysauce 11.72  47.7 

4 rice 8.58  42.7  rice 6.59  54.3 

5 된장
soybean
paste 4.48  47.2  두부 soybeancurd 3.23  57.6 

6 무 Radish 2.69  49.9  얼갈이
chinese
cabbage 3.31  60.9 

7 검정콩
black
soybeans 2.67  52.6  콩가루

soybean
powder 3.95  64.8 

8 옥돔 seabream 2.59  55.2  옥돔 seabream 1.96  66.8 

9 건미역 seamustard 2.55  57.7  고구마
sweet
potatoes 2.08  68.9 

10 두부 soybeancurd 2.34  60.0  된장
soybean
paste 2.05  70.9 

11 귤 citrusfruit 1.90  62.0  보리차 barleytea 1.86  72.8 

12 콩가루
soybean
powder 1.77  63.7  검정콩

black
soybeans 1.49  74.3 

13 고구마
sweet
potatoes 1.65  65.4  건미역 seamustard 1.27  75.5 

14 팥
smallred
bean 1.53  66.9  팥

smallred
bean 1.18  76.7 

15 배추
korean
cabbage 1.49  68.4  welshonion 1.08  77.8 

16 조기
yellow
croaker 1.34  69.7  조기

yellow
croaker 1.03  78.8 

17 welshonion 1.18  70.9  귤 citrusfruit 0.60  79.4 

18 분말조미료
seasoning
powder 1.11  72.0  분말조미료

seasoning
powder 0.52  80.0 

19 보리차 barleytea 1.11  73.1  배추
korean
cabbage 0.30  80.3 

20 간장 soysauce 1.08  74.2  무 Radish 0.21  80.5 

Table28.MajorfoodsourceofCa: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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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16.52  16.5  마늘 garlic 19.25  19.3 

2 멸치
Large
Anchovy 8.58  25.1  멸치

Large
Anchovy 11.68  30.9 

3 돼지고기 pork 7.27  32.4  간장 soysauce 8.50  39.4 

4 된장
soybean
paste 5.08  37.5  rice 5.75  45.2 

5 배추김치 Kimchi 4.82  42.3  돼지고기 pork 5.26  50.4 

6 옥돔 seabream 3.56  45.8  검정콩
black
soybeans 3.29  53.7 

7 조기
yellow
croaker 3.46  49.3  조기

yellow
croaker 2.91  56.6 

8 갈치 Hairtail 3.34  52.6  옥돔 seabream 2.98  59.6 

9 검정콩
black
soybeans 3.17  55.8  갈치 Hairtail 3.26  62.9 

10 얼갈이
chinese
cabbage 2.83  58.6  콩가루

soybean
powder 2.39  65.3 

11 고등어 Mackerel 2.22  60.9  달걀 egg 2.26  67.5 

12 간장 soysauce 1.66  62.5  보리차 barleytea 2.09  69.6 

13 콩가루
soybean
powder 1.65  64.2  고등어 Mackerel 2.03  71.7 

14 팥
smallred
bean 1.61  65.8  팥

smallred
bean 1.59  73.2 

15 달걀 egg 1.48  67.3  된장
soybean
paste 1.41  74.7 

16 마늘 garlic 1.13  68.4  쇠고기 beef 1.30  75.9 

17 보리차 barleytea 1.11  69.5  갱이
Horse
mackerel 1.14  77.1 

18 갱이
Horse
mackerel 1.02  70.5  배추김치 Kimchi 0.89  78.0 

19 쇠고기 beef 0.91  71.4  흑미 Rice,black 0.38  78.4 

20 흑미 Rice,black 0.87  72.3 

Table29.MajorfoodsourceofP: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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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16.65  16.7  rice 72.10  72.1 

2 멸치
Large
Anchovy 7.94  24.6  간장 soysauce 7.16  79.3 

3 돼지고기 pork 7.78  32.4  마늘 garlic 2.28  81.6 

4 배추김치 Kimchi 5.78  38.2  팥
smallred
bean 1.64  83.2 

5 조기
yellow
croaker 4.23  42.4  멸치

Large
Anchovy 1.53  84.7 

6 된장
soybean
paste 4.08  46.5  콩가루

soybean
powder 1.41  86.1 

7 얼갈이
chinese
cabbage 3.75  50.2  보리차 barleytea 1.23  87.4 

8 검정콩
black
soybeans 3.71  53.9  달걀 egg 0.89  88.3 

9 콩가루
soybean
powder 3.26  57.2  검정콩

black
soybeans 0.96  89.2 

10 팥
smallred
bean 2.82  60.0  돼지고기 pork 0.93  90.1 

11 갈치 Hairtail 2.80  62.8  조기
yellow
croaker 0.71  90.9 

12 고등어 Mackerel 2.71  65.5  갈치 Hairtail 0.76  91.6 

13 옥돔 seabream 2.16  67.7  옥돔 seabream 0.62  92.2 

14 보리차 barleytea 1.65  69.3  고구마
sweet
potatoes 0.63  92.9 

15 고구마
sweet
potatoes 1.54  70.9  배추김치 Kimchi 0.60  93.5 

16 간장 soysauce 1.25  72.1  고등어 Mackerel 0.38  93.8 

17 무 Radish 1.21  73.3  된장
soybean
paste 0.36  94.2 

18 달걀 egg 1.20  74.5  쇠고기 beef 0.30  94.5 

19 배추김치 Kimchi 1.04  75.6  무 Radish 0.01  94.5 

20 마늘 garlic 1.02  76.6 

Table30.MajorfoodsourceofFe: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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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된장
soybean
paste 24.04  24.0  간장 soysauce 23.61  23.6 

2 배추김치 Kimchi 19.48  43.5  배추김치 Kimchi 22.74  46.4 

3 소 salt 16.86  60.4  된장
soybean
paste 14.92  61.3 

4 간장 soysauce 13.32  73.7  소 salt 18.55  79.8 

5 멸치
Large
Anchovy 4.51  78.2  마늘장아 pickledgarlic 4.08  83.9 

6 분말조미료
seasoning
powder 2.84  81.0  옥돔 seabream 2.27  86.2 

7 옥돔 seabream 2.60  83.6  멸치
Large
Anchovy 2.23  88.4 

8 마늘장아 pickledgarlic 1.83  85.5  나박김치
NaBak
kimchi 2.46  90.9 

9 조기
yellow
croaker 1.81  87.3  조기

yellow
croaker 1.40  92.3 

10 고추장
hotpepper
sauce 1.64  88.9  고추장

hotpepper
sauce 1.33  93.6 

11 건미역 seamustard 1.37  90.3  라면 RaMyn 1.07  94.7 

12 라면 RaMyn 1.00  91.3  분말조미료
seasoning
powder 0.92  95.6 

13 나박김치
NaBak
kimchi 0.75  92.1  건미역 seamustard 0.57  96.2 

14 갈치 Hairtail 0.51  92.6  오징어
common
squid,fresh 0.46  96.6 

15 깍두기
slicedwhite
redishkimchi 0.43  93.0  우동 noddle,boiled 0.30  96.9 

16 무 Radish 0.43  93.4  김치
welshonion
kimchi 0.20  97.1 

17 오징어
common
squid,fresh 0.36  93.8  돼지고기 pork 0.15  97.3 

18 김치
welshonion
kimchi 0.29  94.1  깍두기

slicedwhite
redishkimchi 0.15  97.4 

19 달걀 egg 0.23  94.3  갈치 Hairtail 0.06  97.5 

20 우동 noddle,boiled 0.22  94.5  달걀 egg 0.03  97.5 

Table31.MajorfoodsourceofNa: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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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9.19  9.2  간장 soysauce 17.11  17.1 

2 배추김치 Kimchi 9.18  18.4  배추김치 Kimchi 9.73  26.8 

3 얼갈이
chinese
cabbage 6.79  25.2  고구마

sweet
potatoes 6.13  33.0 

4 된장
soybean
paste 4.77  29.9  된장

soybean
paste 6.24  39.2 

5 멸치
Large
Anchovy 4.36  34.3  콩가루

soybean
powder 5.79  45.0 

6 건미역 seamustard 2.88  37.2  검정콩
black
soybeans 3.31  48.3 

7 무 Radish 2.87  40.0  귤 citrusfruit 2.95  51.3 

8 검정콩
black
soybeans 2.82  42.9  팥

smallred
bean 2.80  54.1 

9 귤 citrusfruit 2.80  45.7  돼지고기 pork 2.54  56.6 

10 고구마
sweet
potatoes 2.39  48.1  건미역 seamustard 2.28  58.9 

11 수박 watermelon 2.31  50.4  rice 1.97  60.9 

12 팥
smallred
bean 2.12  52.5  멸치

Large
Anchovy 1.84  62.7 

13 콩가루
soybean
powder 1.99  54.5  수박 watermelon 2.00  64.7 

14 커피 coffee 1.97  56.4  갈치 Hairtail 1.80  66.5 

15 돼지고기 pork 1.89  58.3  조기
yellow
croaker 1.29  67.8 

16 조기
yellow
croaker 1.87  60.2  옥돔 seabream 1.07  68.8 

17 갈치 Hairtail 1.75  61.9  커피 coffee 0.53  69.4 

18 오이 cucumber 1.68  63.6  무 Radish 0.42  69.8 

19 간장 soysauce 1.60  65.2  얼갈이
chinese
cabbage 0.38  70.2 

20 옥돔 seabream 1.56  66.8  오이 cucumber 0.31  70.5 

Table32.MajorfoodsourceofK :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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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41.54  41.5  굴 oyster 22.52  22.5 

2 돼지고기 pork 9.59  51.1  rice 17.69  40.2 

3 우무 ceylonmoss 2.82  53.9  우무 ceylonmoss 15.25  55.5 

4 팥
smallred
bean 2.15  56.1  돼지고기 pork 13.91  69.4 

5 옥돔 seabream 2.03  58.1  쇠고기 beef 3.22  72.6 

6 된장
soybean
paste 1.93  60.1  팥

smallred
bean 2.62  75.2 

7 쇠고기 beef 1.76  61.8  검정콩
black
soybeans 2.25  77.5 

8 검정콩
black
soybeans 1.75  63.6  달걀 egg 1.11  78.6 

9 굴 oyster 1.66  65.2  옥돔 seabream 1.02  79.6 

10 배추김치 Kimchi 1.51  66.7  콩가루
soybean
powder 0.87  80.5 

11 얼갈이
chinese
cabbage 1.45  68.2  된장

soybean
paste 0.80  81.3 

12 멸치
Large
Anchovy 1.44  69.6  귤 citrusfruit 0.43  81.7 

13 콩가루
soybean
powder 1.27  70.9  고등어 Mackerel 0.44  82.1 

14 귤 citrusfruit 1.24  72.1  마른국수 Nodles,dried 0.41  82.5 

15 마른국수 Nodles,dried 1.17  73.3  갈치 Hairtail 0.29  82.8 

16 고등어 Mackerel 0.94  74.2  조기
yellow
croaker 0.24  83.1 

17 달걀 egg 0.89  75.1  건미역 seamustard 0.16  83.2 

18 갈치 Hairtail 0.75  75.9  멸치
Large
Anchovy 0.15  83.4 

19 조기
yellow
croaker 0.73  76.6  얼갈이

chinese
cabbage 0.11  83.5 

20 건미역 seamustard 0.72  77.3  배추김치 Kimchi 0.04  83.5 

Table33.MajorfoodsourceofZn: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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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고춧가루
Redpepper
powder 10.12  10.1  고춧가루

Redpepper
powder 13.57  13.6 

2 얼갈이
chinese
cabbage 9.95  20.1  호박잎

pumpkin
youngleaves 11.33  24.9 

3 배추김치 Kimchi 9.17  29.2  당근 carrot 6.20  31.1 

4 호박잎
pumpkin

youngleaves 5.45  34.7  창란젓
salt-packed
pollacktripe 6.03  37.1 

5 수박 watermelon 3.67  38.4  부추 Leek 5.51  42.6 

6 당근 carrot 3.65  42.0  시 치 spinach 3.83  46.5 

7 달걀 egg 3.07  45.1  고추장
hotpepper
sauce 2.92  49.4 

8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3.05  48.1  상추 letture 2.41  51.8 

9 고추장
hotpepper
sauce 2.86  51.0  유채 Rape 1.77  53.6 

10 부추 Leek 2.76  53.7  늙은호박
pumpkin
mature 1.68  55.3 

11 늙은호박
pumpkin
mature 2.68  56.4  깻잎 perillaleaf 1.55  56.8 

12 상추 letture 2.56  59.0  김 Laver 1.48  58.3 

13 시 치 spinach 2.45  61.4  얼갈이
chinese
cabbage 1.25  59.5 

14 김 Laver 2.13  63.6  달걀 egg 0.97  60.5 

15 풋마늘 greengarlic 2.08  65.6  풋마늘 greengarlic 0.95  61.5 

16 깻잎 perillaleaf 1.86  67.5  수박 watermelon 0.85  62.3 

17 welshonion 1.69  69.2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0.49  62.8 

18 오이 cucumber 1.52  70.7  배추김치 Kimchi 0.37  63.2 

19 창란젓
salt-packed
pollacktripe 1.52  72.2  welshonion 0.28  63.4 

20 유채 Rape 1.40  73.6  오이 cucumber 0.07  63.5 

Table34.MajorfoodsourceofVitA:AbsoluteintakeandbetweenIndividual

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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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22.70  22.7  개고기 Dogmeat 43.98  44.0 

2 돼지고기 pork 14.30  37.0  돼지고기 pork 20.07  64.0 

3 귤 citrusfruit 5.02  42.0  귤 citrusfruit 3.67  67.7 

4 배추김치 Kimchi 4.61  46.6  삼겹살 pork,belly 3.60  71.3 

5 수박 watermelon 2.84  49.5  마늘 garlic 3.10  74.4 

6 라면 RaMyn 2.49  52.0  라면 RaMyn 2.64  77.1 

7 보리 barley 2.43  54.4  rice 2.59  79.6 

8 얼갈이
chinese
cabbage 1.97  56.4  수박 watermelon 2.24  81.9 

9 갈치 Hairtail 1.80  58.2  검정콩
black
soybean 1.94  83.8 

10 검정콩
black
soybean 1.72  59.9  고구마

sweet
potatoes 1.05  84.9 

11 고구마
sweet
potatoes 1.48  61.4  마른국수 Nodles,dried 1.04  85.9 

12 삼겹살 pork,belly 1.46  62.8  보리 barley 0.53  86.4 

13 팥
smallred
bean 1.40  64.2  갈치 Hairtail 0.60  87.0 

14 고등어 Mackerel 1.23  65.5  배추김치 Kimchi 0.47  87.5 

15 개고기 Dogmeat 1.21  66.7  팥
smallred
bean 0.41  87.9 

16 마른국수 Nodles,dried 1.15  67.8  콩가루
soybean
powder 0.30  88.2 

17 마늘 garlic 1.05  68.9  고등어 Mackerel 0.27  88.5 

18 콩가루
soybean
powder 1.03  69.9  오이 cucumber 0.28  88.8 

19 오이 cucumber 1.02  70.9  무 Radish 0.12  88.9 

20 무 Radish 1.02  71.9 

Table 35.Major food source ofVitB1: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 83 -

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49.55  49.5  rice 35.16  35.2 

2 돼지고기 pork 3.72  53.3  콩기름 soybeanoil 8.16  43.3 

3 된장
soybean
paste 2.68  55.9  돼지고기 pork 6.89  50.2 

4 소주 SoJu 1.86  57.8  설탕 sugar 4.01  54.2 

5 설탕 sugar 1.81  59.6  소주 SoJu 3.42  57.6 

6 고등어 Mackerel 1.75  61.4  고구마
sweet
potatoes 3.18  60.8 

7 조기
yellow
croaker 1.61  63.0  마른국수 Noddlesdried 2.80  63.6 

8 마른국수 Noddlesdried 1.57  64.5  라면 RaMyn 2.98  66.6 

9 갈치 Hairtail 1.50  66.0  검정콩
black
soybeans 2.32  68.9 

10 고구마
sweet
potatoes 1.44  67.5  고등어 Mackerel 1.79  70.7 

11 검정콩
black
soybeans 1.31  68.8  조기

yellow
croaker 1.34  72.1 

12 보리 barley 1.31  70.1  갈치 Hairtail 1.18  73.2 

13 콩기름 soybeanoil 1.25  71.3  보리 barley 1.23  74.5 

14 옥돔 seabream 1.23  72.6  수박 watermelon 0.82  75.3 

15 수박 watermelon 1.11  73.7  옥돔 seabream 0.87  76.2 

16 라면 RaMyn 1.09  74.8  귤 citrusfruit 0.78  76.9 

17 멸치
large
Anchovy 1.07  75.8  된장

soybean
paste 0.56  77.5 

18 귤 citrusfruit 1.00  76.9  멸치
large
Anchovy 0.07  77.6 

19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0.91  77.8  배추김치 kimchi 0.05  77.6 

20 배추김치 kimchi 0.87  78.6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0.04  77.7 

Table 36.Major food source ofVitB2: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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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12.63  12.6  마늘 garlic 35.16  35.2 

2 돼지고기 pork 8.25  20.9  조기
yellow
croaker 8.16  43.3 

3 배추김치 kimchi 5.80  26.7  돼지고기 pork 6.89  50.2 

4 얼갈이
chinese
cabbage 4.95  31.6  마늘장아 pickledgarlic 4.01  54.2 

5 조기
yellow
croaker 4.52  36.2  옥돔 seabream 3.42  57.6 

6 옥돔 seabream 4.29  40.4  콩나물
soybean
spront 3.18  60.8 

7 설탕 sugar 3.37  43.8  설탕 sugar 2.80  63.6 

8 콩나물
soybean
spront 3.31  47.1  된장

soybean
paste 2.98  66.6 

9 수박 watermelon 3.14  50.3  고구마
sweet
potatoes 2.32  68.9 

10 된장
soybean
paste 2.97  53.2  수박 watermelon 1.79  70.7 

11 마늘 garlic 2.54  55.8  배추김치 kimchi 1.34  72.1 

12 고구마
sweet
potatoes 2.50  58.3  고추장

hotpepper
sauce 1.18  73.2 

13 멸치
large
Anchovy 2.16  60.4  검정콩

black
soybeans 1.23  74.5 

14 갈치 Hairtail 1.98  62.4  풋마늘 greengarlic 0.82  75.3 

15 마늘장아 pickledgarlic 1.76  64.2  갈치 Hairtail 0.87  76.2 

16 보리 barley 1.60  65.8  rice 0.78  76.9 

17 고추장
hotpepper
sauce 1.53  67.3  멸치

large
Anchovy 0.56  77.5 

18 풋마늘 greengarlic 1.43  68.7  고등어 Mackerel 0.07  77.6 

19 검정콩
black
soybeans 1.43  70.2  보리 barley 0.05  77.6 

20 고등어 Mackerel 1.39  71.6  얼갈이
chinese
cabbage 0.04  77.7 

Table 37.Major food source ofVitB6: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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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rice 23.14  23.1  고추가루
Redpepper
powder 24.35  24.4 

2 돼지고기 pork 8.66  31.8  rice 9.71  34.1 

3 고등어 Mackerel 5.64  37.4  고등어 Mackerel 8.25  42.3 

4 멸치
large
Anchovy 5.56  43.0  돼지고기 pork 8.99  51.3 

5 배추김치 kimchi 4.52  47.5  닭고기 chicken 5.19  56.5 

6 갈치 Hairtail 3.73  51.2  멸치
large
Anchovy 4.87  61.4 

7 얼갈이
chinese
cabbage 3.38  54.6  쇠고기 koreancattle 4.61  66.0 

8 된장
soybean
paste 3.18  57.8  갈치 Hairtail 3.88  69.9 

9 쇠고기 koreancattle 2.18  60.0  갱이
Horse
mackerel 2.53  72.4 

10 갱이
Horse
mackerel 1.82  61.8  간장 soysauce 1.54  73.9 

11 커피 coffee 1.81  63.6  자리돔 seabream 1.31  75.3 

12 옥돔 seabream 1.77  65.4  흑미 Rice,black 1.01  76.3 

13 조기
yellow
croaker 1.30  66.7  옥돔 seabream 1.00  77.3 

14 닭고기 chicken 1.28  68.0  배추김치 kimchi 0.81  78.1 

15 고추가루
Redpepper
powder 1.26  69.2  된장

soybean
paste 0.72  78.8 

16 흑미 Rice,black 1.22  70.5  조기
yellow
croaker 0.36  79.1 

17 자리돔 seabream 1.07  71.5  귤 citrusfruit 0.25  79.4 

18 무 Radish 0.99  72.5  커피 coffee 0.16  79.6 

19 귤 citrusfruit 0.92  73.4 

20 간장 soysauce 0.88  74.3 

Table 38.Majorfood source ofNiacin :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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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귤 citrusfruit 21.12  21.1  귤 citrusfruit 44.75  44.8 

2 얼갈이
chinese
cabbage 14.72  35.8  단감

persimmon,ha
rd 21.82  66.6 

3 배추김치 kimchi 10.05  45.9  유채 Rape 2.74  69.3 

4 단감
persimmon,ha

rd 7.96  53.8  얼갈이
chinese
cabbage 2.45  71.8 

5 무 Radish 4.74  58.6  풋고추
anunripe
greenpepper 2.44  74.2 

6 배추
korean
cabbage 3.28  61.9  풋마늘 greengarlic 2.44  76.7 

7 수박 watermelon 3.19  65.0  배추
korean
cabbage 1.98  78.6 

8 고구마
sweet
potatoes 2.99  68.0  수박 watermelon 1.81  80.4 

9 풋고추
anunripe
greenpepper 2.90  70.9  고구마

sweet
potatoes 1.74  82.2 

10 오이 cucumber 2.38  73.3  감자 potatoe 1.47  83.7 

11 풋마늘 greengarlic 2.25  75.6  배추김치 kimchi 1.47  85.1 

12 유채 Rape 1.31  76.9  오 지쥬스 Orangejuice 1.18  86.3 

13 호박잎
pumpkin

youngleaves 1.28  78.2  무 Radish 0.92  87.2 

14 감자 potatoe 1.27  79.4  호박잎
pumpkin

youngleaves 0.99  88.2 

15 늙은호박
pumpkin
mature 1.26  80.7  애호박

pumpkin
immature 0.66  88.9 

16 welshonion 1.16  81.9  시 치 spinach 0.63  89.5 

17 오 지쥬스 Orangejuice 1.08  82.9  오이 cucumber 0.53  90.0 

18 연시감
persimmon
soft 1.04  84.0  늙은 호박

pumpkin
mature 0.54  90.6 

19 애호박
pumpkin
immature 0.92  84.9  welshonion 0.56  91.1 

20 시 치 spinach 0.91  85.8  연시감
persimmon
soft 0.53  91.7 

Table 39.Majorfood source ofVitC :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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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배추김치 kimchi 14.42  14.4  로콜리 Broccoil 16.83  16.8 

2 얼갈이
chinese
cabbage 12.32  26.7  팥

smallred
bean 14.14  31.0 

3 팥
smallred
bean 6.04  32.8  배추김치 kimchi 6.94  37.9 

4 건미역 seamustard 4.98  37.8  고구마
sweet
potatoes 6.32  44.2 

5 고구마
sweet
potatoes 3.81  41.6  수박 watermelon 5.54  49.8 

6 수박 watermelon 3.66  45.2  검정콩
black
soybeans 4.16  53.9 

7 된장
soybean
paste 3.60  48.8  된장

soybean
paste 3.51  57.4 

8 rice 3.36  52.2  콩가루
soybean
power 3.43  60.9 

9 검정콩
black
soybeans 2.73  54.9  분말조미료

seasoning
powder 3.50  64.4 

10 콩가루
soybean
power 2.44  57.4  건미역 seamustard 2.15  66.5 

11 배추
korean
cabbae 2.35  59.7  조기

yellow
croaker 1.53  68.1 

12 조기
yellow
croaker 1.83  61.5  상추 letture 1.25  69.3 

13 늙은호박
pumpkin
mature 1.80  63.4  우무 ceylonmoss 1.25  70.6 

14 분말조미료
seasoning
powder 1.52  64.9  배추

korean
cabbae 1.03  71.6 

15 호박잎
pumpkin

youngleaves 1.34  66.2  늙은호박
pumpkin
mature 0.97  72.5 

16 김 Laver 1.26  67.5  얼갈이
chinese
cabbage 1.23  73.8 

17 로콜리 Broccoil 1.20  68.7  호박잎
pumpkin

youngleaves 1.54  75.3 

18 보리 barley 1.16  69.8  김 Laver 1.07  76.4 

19 우무 ceylonmoss 1.12  71.0  보리 barley 0.28  76.7 

20 상추 letture 1.10  72.1  rice 0.04  76.7 

Table 40.Majorfood source ofFolate :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 88 -

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콩기름 soybeanoil 25.91  25.9  콩기름 soybeanoil 69.28  69.3 

2 rice 10.19  36.1  참기름 sesameoil 5.17  74.5 

3 멸치
large
Anchovy 3.89  40.0  조기

yellow
croaker 2.91  77.4 

4 참기름 sesameoil 3.75  43.7  고사리 Bracken 1.44  78.8 

5 조기
yellow
croaker 3.36  47.1  된장

soybean
paste 1.33  80.1 

6 된장
soybean
paste 3.24  50.3  고구마

sweet
potatoes 1.16  81.3 

7 옥돔 seabream 3.11  53.5  늙은호박
pumpkin
mature 1.00  82.3 

8 고구마
sweet
potatoes 2.19  55.6  옥돔 seabream 0.93  83.2 

9 갈치 Hairtail 2.02  57.7  무 Radish 0.78  84.0 

10 고등어 Mackerel 1.72  59.4  고등어 Mackerel 0.50  84.5 

11 무 Radish 1.51  60.9  콩가루
soybean
power 0.44  84.9 

12 고사리 Bracken 1.49  62.4  갈치 Hairtail 0.45  85.4 

13 오이 cucumber 1.43  63.8  rice 0.33  85.7 

14 콩가루
soybean
power 1.40  65.2  수박 watermelon 0.28  86.0 

15 늙은호박
pumpkin
mature 1.32  66.5  돼지고기 pork 0.30  86.3 

16 귤 citrusfruit 1.13  67.7  달걀 egg 0.25  86.6 

17 배추김치 kimchi 1.03  68.7  멸치
large
Anchovy 0.24  86.8 

18 돼지고기 pork 0.97  69.7  오이 cucumber 0.17  87.0 

19 수박 watermelon 0.95  70.6  귤 citrusfruit 0.17  87.1 

20 달걀 egg 0.95  71.6 

Table 41.Majorfood source ofVitE :Absolute intake and 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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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2.MajorfoodsourceofCholesterol:Absoluteintakeandbetween

Individualvariation(n=186)

Rank

Majorfoodsourceabsoluteintake
Majorfoodsourceofbetweenindividual

variation

Fooditem percenta
ge

(%)

comulati
veof
percenta
ge

(%)

Fooditem

R2
comulativ
eofR2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korean
foodname

Englishfood
name

1 달걀 egg 19.74  19.7  달걀 egg 39.24  39.2 

2 멸치
large
Anchovy 15.70  35.4  조기

yellow
croaker 22.02  61.3 

3 조기
yellow
croaker 12.65  48.1  멸치

large
Anchovy 7.95  69.2 

4 돼지고기 pork 9.83  57.9  갈치 Hairtail 3.93  73.1 

5 갈치 Hairtail 7.26  65.2  오징어
common
squid,fresh 3.17  76.3 

6 옥돔 seabream 6.75  71.9  옥돔 seabream 3.04  79.3 

7 고등어 Mackerel 4.43  76.3  돼지고기 pork 2.88  82.2 

8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2.47  78.8  고등어 Mackerel 2.57  84.8 

9 오징어
common
squid,fresh 1.98  80.8  건오징어

common
squid,dried 2.52  87.3 

10 갱이
Horse
mackerel 1.93  82.7  자리돔 seabream 1.29  88.6 

11 성게 seaurchin 1.80  84.5  성게 seaurchin 1.22  89.8 

12 쇠고기 koreancattle 1.55  86.1  갱이
Horse
mackerel 1.09  90.9 

13 자리돔 seabream 1.35  87.4  카스테라 spongecake 1.03  92.0 

14 닭고기 chicken 1.10  88.5  쇠고기 koreancattle 0.94  92.9 

15 동태
Alaska

pallack,frozen 0.99  89.5  닭고기 chicken 0.76  93.7 

16 명태
Alaska

pallack,dried 0.94  90.4  동태
Alaska

pallack,frozen 0.61  94.3 

17 건오징어
common
squid,dried 0.86  91.3  명태

Alaska
pallack,dried 0.55  94.8 

18 삼치
spanish
mackerel 0.72  92.0  삼치

spanish
mackerel 0.51  95.3 

19 보리차 barleytea 0.64  92.7  보리차 barleytea 0.17  95.5 

20 카스테라 spongecake 0.63  93.3  커피용크림
coffee
whitner 0.16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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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소 섭취량의 설명에 필요한 식품의 수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정확하게 추정하

기 해서는 오랜 동안의 조사일수를 필요로 하 다.그러나 오랜 동안의 조사를

하기에는 실 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에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비

용으로 특정 양소의 섭취량을 조사하기 한 식이조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많

은 심을 기울여 왔다.흔히 식품섭취빈도조사나 식사력 조사법을 이용하게 되

는데,이 때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질문지에 수록할 식품의 종

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가 된다.
37)70)71)

식품목록 작성시에는 심 양소가 무엇인지 연구목 이 무엇인지를 고려

해야 한다.즉 조사목 이 집단의 총 섭취량을 평가하는데 있다면 해당 양소의

섭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식품,즉 주요 원식품을 심으로 조사되어야 하지

만, 양과 질병과의 상 성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것처럼 특정 양소의 개인

간 섭취량의 차이를 보는 것이라면 섭취량에 기여하는 식품보다는 해당

양소의 개인간 섭취량의 차이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식품 즉 주요 변이

식품을 심으로 설문지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양소별 주요 원

식품과 주요 변이식품에 한 자료가 이를 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Table43은 양소별로 일정한 수의 상 식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 섭취량에

한 공 비율과 개인간 분산의 설명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집단의 총 섭취량에 한 정보를 보면,상 5가지 주요 원식품의 섭취량을

조사할 경우에 모든 양소 섭취량의 34%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의 경우는 5가지 식품만을 조사하더라도 74%이상의 섭취량

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지방,식이섬유,칼슘,인,철분,칼륨,비타민 A,B1,B2,

B6,나이아신,엽산,비타민 E등은 50%이하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10가지 식품

을 조사할 경우는 칼륨과 비타민 B2가 50%이하를 설명할 수 있었고,탄수화물,

회분,나트륨,비타민 C,콜 스테롤이 70%이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한 총 섭

취량에 해서 20가지의 식품을 조사할 경우라야 모든 양소에서 60%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몇 가지 주요 식품으로 설명 가능한 개인간 분산의 설명정도는 비타민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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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모든 양소에서 상 5가지 주요 변이식품으로부터 40%이상의 정보

를 얻을 수 있었다.설명정도는 양소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단백

질과 회분은 5가지 식품만으로도 개인간 섭취량의 차이를 90%이상 설명할 수

있는데 반해 식이섬유,칼륨,비타민 A,비타민 B6,엽산은 50%이하로서 상

으로 설명력이 낮은 군으로 조사되었다.단백질의 경우 5개 식품만으로 총 섭취

량에 한 설명정도는 58.9%만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개인간 분산은 91.2%를

설명할 수 있었고,철분은 5개 식품으로 총 섭취량의 42.4%,개인간 분산은

84.7%를 설명할 수 있었다.따라서 단백질과 철분의 경우는 개인간 섭취량의 차

이를 설명할 경우에 은 수의 식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총 섭취량에 한 설명

을 해서는 비교 많은 수의 식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단백질과 철분외

에도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는 낮지만 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는 비교

높은 양소로 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E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타민 B6의 경우는 5개 식품으로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도 36.2%

로 낮고,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도 39.6%로 모두 낮아서 개인간 섭취량 차이

나 총 섭취량에 한 설명 모두 많은 수의 식품을 통해서만 가능한 양소로 조

사되었다.

한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나 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 모두 식품목

록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즉 총 섭취량에 한 20개 식품목

록으로는 64.6～94.5%로 설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개인간 분산에 한 설

명정도는 63.5～98.0%까지 설명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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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3.Percentageoftotalnutrientintakeandbetween-personvarianceby

5,10or20topcontributingfoods

Nutrients

Totalintake(%) Between-personvariance(R2)

5foods 10foods 20foods 5foods 10foods 20foods

Energy(kcal) 59.6 67.5 78.6 57.6 70.7 77.7

Protein(g) 58.9 67.2 79.5 91.2 94.2 95.9

Fat(g) 39.0 59.0 80.5 63.2 79.3 88.4

Carbohydrate(g) 74.4 81.2 87.1 69.7 78.2 82.8

D.Fiber(g) 37.4 52.9 72.1 45.6 67.1 77.0

Ash(g) 66.7 79.7 87.7 97.1 97.8 98.0

Ca(mg) 47.2 60.0 74.2 57.6 70.9 80.5

P(mg) 42.3 58.6 72.3 50.4 65.3 78.4

Fe(mg) 42.4 60.0 76.6 84.7 90.1 94.5

Na(mg) 78.2 88.9 94.5 83.9 93.6 97.5

K(mg) 34.3 48.1 66.8 45.0 58.9 70.5

Zn(mg) 58.1 66.7 77.3 72.6 80.5 83.5

VitA(RE) 38.4 53.7 73.6 42.6 55.3 63.5

VitB1(mg) 49.5 59.9 71.9 74.4 84.9 88.9

VitB2(mg) 37.6 48.2 64.6 74.1 83.5 88.4

VitB6(mg) 36.2 53.2 71.6 39.6 56.2 64.8

Niacin(mg) 47.5 61.8 74.3 56.5 72.4 79.6

VitC(mg) 58.6 73.3 85.8 74.2 83.7 91.7

Folate(㎍) 41.6 57.4 72.1 49.8 68.1 76.7

VitE(mg) 47.1 59.4 71.6 78.8 84.9 87.1

Cholesterol(㎎) 65.2 82.7 93.3 76.3 89.8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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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 찰

1.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실태

1)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량   

체 조사 상자에서 열량이 1377.9㎉로 남자노인 1568.6㎉,여자노인 1246.1

㎉로 조사되어,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양 상태에 한 연구41)에서 남자

노인 1733㎉,여자노인 1443㎉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경북 성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9)
의 열량섭취량 남자노인 1222.8㎉,여자노인 1047.0㎉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경남 남해의 85세 이상 양 조사44)에서의 남자노인 1501.2㎉,

여자노인 1593.8㎉과의 비교에서는 남자노인은 본 조사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

고 여자노인은 본조사가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 65세 이상 울산시

노인45)의 열량 섭취량 남자노인 1708.0㎉,여자노인 1565.2㎉와 비교해 볼 때 남

녀노인 모두 본 조사의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열량 1,000㎉보정 에는 모든

양소에서 남녀 노인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는데,열량 1,000㎉보정 후에는

유일하게 탄수화물만이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리고 열량 보정 후

남녀 노인간 동일한 조건에서 양소 섭취율을 보았을 때 탄수화물,식이섬유,

칼슘,칼륨,비타민 C,엽산에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오히려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양섭취기 (2005)
35)
을 근거로 열량은 EER(필요추정량)2,000㎉에 총

조사 상자는 78.1%,남자노인 78.4%,여자노인 77.9%로 남녀노인 모두 열량 섭

취에 있어서 EER기 이하로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남녀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이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41)
남녀 각각 85.4%,87%보다도

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경북 성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9)
남녀 각각

67.9%,65.4%보다는 많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단백질은 남자노인

65.4g,130.8% ofRI,여자노인 48.9g으로 108.7% ofRI로 권장섭취량보다 훨씬

섭취가 많았는데,이는 경북 성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9)
의 남자노인 45.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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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ofRDA,여자노인 35.9g,59.8% ofRDA보다 거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양 상태에 한 연구
41)
의 남자노인 67.7g,

90.3% ofRDA,여자노인 52.5g,80.8% ofRDA보다도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다.

단백질 섭취량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지역 으로 바닷가에 해 있어 갈치,

고등어, 갱이,자리등의 생선류의 섭취가 많은 것과 된장국의 섭취율이 높은것

과 연 성이 있다.이는 된장국을 끓일 때 국멸치의 섭취가 높은 것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겠다.

비타민 C,비타민 B6,인,나트륨,철분도 기 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

냈는데 특히 나트륨이 섭취기 량인 1200mg을 훨씬 넘어서는 4499.9g(남자노인)

으로 기 치에 3.7배를 더 과해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여자노인은

3499.8mg으로 기 치에 2.9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트륨의 과잉섭

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젓갈류나 된장,고추장등의 장류의 섭취가

많은 것과 연 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칼슘의 섭취에 있어서는 남자노인 443.1mg 63.3% ofRI,여자노인 370.4mg

46.3% ofRI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양 상태에 한 연구
41)
의 남자노

인 469.3g,78.2% ofRDA,여자노인 523.7mg87.3% ofRDA와 비교했을 때 남

자노인의 경우는 본 조사가 약간 낮았고,여자노인의 경우는 41%의 비교치를 나

타내서 본 조사가 훨씬 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경북 성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9)
의 남자노인 312.2mg44.6% ofRDA,여자노인 266.9mg38.1%

ofRDA와 비교해서는 본 조사가 남녀 모두 높은 섭취율을 나타냈다. 양소 섭

취량의 권장섭취량에 한 섭취수 을 비교했을 경우 비타민 B2와 칼륨을 제외

하고는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을 부분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비타

민 C가 권장섭취량의 92.8%,비타민 B6가 117.8%,인이 115.8%,나트륨이

325.7%,철분이 108.5%,아연이 91.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비타민 B2가

48.0%,엽산이 52.8%,비타민 A가 54.3%,칼슘이 53.3%등으로 권장섭취량에

해 낮은 섭취율을 보 다.그리고 남자노인에 비해서 여자노인의 권장섭취량 비

율은 더욱 낮게 조사되었는데 비타민 B2가 남자노인 50.7%,여자노인 46.2%로

남자노인이 조 높게 나타났다.비타민 A는 남자노인이 59.2%,여자노인 50.9%

로 조사되었고,칼슘은 남자노인이 63.3%,여자노인이 46.3%,인은 남자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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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여자노인 102.0%,철분은 남자노인 115.8%,여자노인 103.4%로 나타나

양소 섭취량에 있어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더 충분한 양소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북 성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9)
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노인의 양상

태에 한 연구결과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 칼슘,비타민 A,철분,

비타민 B2등이 권장량에 해 섭취부족으로 나타나 노인 양의 문제 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아연,VitB2의 EAR,식이섬유의 AI,열량의 EER을 제

외한 모든 양소의 EAR,RI,AI에서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간에 유의 인 차이

가 있었고, 양소 섭취량 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섭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계 에 따른 양소 섭취량 비교

식이조사시 조사 계 의 선정이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계 간의 섭

취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체 조사 상자에서는 열량,단백질,지방,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인,칼륨,

비타민 A,나이아신,비타민 C,콜 스테롤이 각 계 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

다.단백질의 경우 가을에 섭취량이 가장 높았고 지방과 탄수화물은 겨울의 섭취

량이 가장 높았다.칼슘은 과 겨울의 섭취양상이 비슷하고 가을에 섭취량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인은 가을에 가장 높은 섭취량을 보 다.비타민 A

는 여름에 가장 섭취량이 높았고,비타민 C는 겨울에 가장 큰 섭취량을 나타냈

다. 반 인 양소 섭취량에서 total은 가을철에 양소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남자노인의 경우는 total과 마찬가지로 각 양소별로 가을의

섭취량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각 계 별 고른 섭취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철의 양소 섭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남자노인과

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남녀별로 구분했을 때 남자노인의 경우 뚜렷하게 각 계 별 유의 인 차이를

보인 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C 는데 칼슘의 경우는 과 겨울의 섭취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고,가을의 섭취량이 가장 높았으며,비타민 C에서는 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비슷했고 가을의 섭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96 -

여자노인의 경우는 남자노인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 는데,열량,탄수화물,식

이섬유,칼슘,인,칼륨,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콜 스테롤에서 각 계

간 유의 인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열량에서는 과 여름,

가을,겨울의 섭취량 차이가 있었고,탄수화물에서는 과 가을,여름과 겨울이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으며,인과 칼륨의 경우는 과 여름,가을과 겨울에 유

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콜

스테롤에서도 각 계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식이섭취에서 계 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화재,윤진숙(1997)
45)
과 송윤주와 백희 (1998)

46)
의 연구에서 반 인 양소

섭취량이 가을에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고,권은

실(2005)
47)
의 연구에서 열량,단백질,지방,탄수화물,칼슘,인,철분 비타민 B1,

조섬유,콜 스테롤이 계 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단백질,지방,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인,콜 스테롤

은 본 연구결과 계 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

냈고,비타민 A,비타민 C는 계 간 유의성이 나타나 본 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

다. 한 본 연구결과 비타민 A의 섭취량이 여름에 414.6RE로 가장 높았는데

Ziegler등(1987)
28)
의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의 섭취량이 가을과 겨울에 비해 과

여름에 약 1.5배가 높았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Xiao(2002)
30)
등은 가을에 비해

에 당근과 시 치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많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 다.남녀노인별로 구분해서 보면 본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의 경우는

비타민 A과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모든 양소의 섭취량이 다른 계 에 비해

가을철에 높았는데 이는 경북 성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9)
의 남자노인에서 비

타민 A와 콜 스테롤을 제외한 모든 양소가 겨울철에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

와는 다른 양상을 보 고,본 조사에서는 여자노인의 탄수화물,회분,비타민 A,

비타민 E의 섭취량은 여름철에 높았고,나트륨,비타민 B6는 에 섭취량이 높았

으며,단백질,칼슘,콜 스테롤은 가을에 높았고,비타민 B1과 B2는 여름과 겨울

철의 섭취량이 같았으며,이외의 양소들은 겨울철에 섭취량이 높았는데 이는

경북 성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9)
에서 여자노인의 비타민 A와 콜 스테롤을

제외한 모든 양소의 섭취량이 겨울철에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는 다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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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냈다.이상의 결과 조사 상자 total의 양소 섭취량이 부분 가을철

에 높게 나타난 것은 연천 지역 성인의 계 별 양소 식품 섭취를 비교한

연구
46)
에서 가을철에 양소 섭취량이 유의 으로 높았다는 결과와는 비슷한 양

상을 나타냈고,농 여성을 상으로 농한기,농번기,추수기에 조사를 한 연구
45)

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계 요인이 식이 섭취에 미치는 향은 사회 경제 상태나 나라에 따른 인

구 집단의 특성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10)
고 한다. 한 개발국에서는 열량

섭취에 있어서 뚜렷한 계 향이 있으나
48)49)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그 향이

은 것으로 보고
50)
되기도 한다.그러나 비타민 A,C,철분과 같은 양소의 섭

취량은 산업화된 나라와 산업화가 덜된 나라 모두에서 계 차이를 보인 것으

로 보고 된 바 있다.
50)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만약 한 계 에 조사된 자료만으로 평상시의 양소 섭

취량을 추정할 경우 양소의 섭취량을 계 양소에 따라 과다 는 과소

추정할 수 있게 되므로
47)

양소 섭취량 조사시 각 계 간 조사일을 고루 안배하

여 양소 섭취량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주 ,주말에 따른 양소 섭취량 비교

식이조사시 조사요일의 선정이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주 과 주말간

의 양소 섭취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체 조사 상자의 주 주말간

양소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본 조사에서는 열량,단백질,지방,회분,인,나트

륨,나이아신,콜 스테롤이 주 에 비해 주말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 열량,단백질,지방,비타민 B1,나이아신의 섭취량이

주 에 비해 주말이 높았다는 결과와 비슷했고,정해랑(1993)
51)
의 연구에서 열량,

단백질,지방,식이섬유,인,비타민 B1,나이아신,비타민 C의 섭취가 주 보다

주말의 섭취량이 높았다는 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 보다 주말의 양

소 섭취량이 보편 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노인은 모든 양소에서 주 과 주말간에 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여자노인은 식이섬유,비타민 C,엽산에서 주 의

섭취량이 주말보다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고,단백질과 콜 스테롤은 주말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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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량이 주 보다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 남

자의 모든 양소 섭취량이 주 과 주말간 유의 이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함

을 보 고,여자인 경우는 단백질,지방,비타민 B1,나이아신,콜 스테롤의 섭

취가 주 에 비해 주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단백질과

콜 스테롤은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 나머지 양소는 본 결과와 약간 다른 양상

을 보 다.

한 선행 연구들 Basiotis등(1989)
31)
,Beaton등(1979)

15)
,Maisey등(1995)

32)
,

McGee등(1982)
12)
에서 조사요일에 따른 향이 부분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뚜렷

하다는 것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 지만,주 에 비해 주말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된 것과는 반 로 본 조사결과 주 과 주말의 섭취량이 비슷한 것과는

조 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 Beaton등(1979)
15)
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경우 주

말효과가 유의 으로 나타나 일요일의 섭취량이 주 의 섭취량보다 높았으며,29

명의 성인을 상으로 365일 동안의 양소 섭취량을 분석한 자료 Basiotis등

(1989)
31)
에서도 주 의 에 지 섭취량에 비해 주말의 섭취량이 유의 으로 높았

는데 이는 주말이 주 에 비해 하루 일과가 느슨해지고 식품섭취를 할 기회가

더 많아지며 활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 다.그러나 Todd등

(1983)
38)
은 기숙사 는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18명의 남자 신학생을 상으로

30일간 섭취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열량 섭취량은 주 과 주말에 유의 인 차

이가 없었으며 단백질은 주말의 섭취량이 주 에 비해 오히려 유의하게 은 양

을 섭취하 다고 보고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요일에 식당이 문을 닫고

조사 상자들의 교회활동 등에 의해 식사형태가 주 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요일효과에 해서 McGee등
12)
은 에 지와 지방을 제외한 양소 섭취량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만 그 외 각 요일간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지방 섭취량은 요일간 차이가 유의 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김지 (2001)
52)
의 등학생의 양섭취실태와 채홍자등

(2008)
69)
의 서울 일부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주 과 주말의 식품 양소 섭취

에 한 연구에서는 주 의 모든 양소 섭취량이 주말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

다.본 연구결과 열량 보정 에는 주 과 주말간 약간의 유의 인 차이가 있

던 양소들 즉 식이섬유,비타민 C,엽산,콜 스테롤등이 열량 보정 후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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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말간 뚜렷한 유의차(***P<0.001)가 나타났다. 한 단백질,나이아신,콜

스테롤등은 주말이 유의 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철

분,칼륨,비타민 C,엽산,비타민 E는 주 이 더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 열량 보정 후 탄수화물과 칼슘이 유의 으로

주 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남녀별로 보면,남자노인에서 열량 보정 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는데,열

량 보정 후 지방,인,철분의 주 섭취량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고,비타민

B6가 주말에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여자노인은 열량 보정 후 단백질과 콜

스테롤만 주말에 유의 으로 섭취량이 높았고,탄수화물,식이섬유,철분,칼륨,

비타민 C,엽산은 주 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Beaton등(1979)
15)
은 열량 보정 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식품의

총 섭취량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 과 주말간 식품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 한 바 있다.즉,주 의 각 양소의 원식품과 주말의 이들

양소의 원 식품의 종류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와 같이 주 과 주

말은 어떤 형태로든 양소 섭취량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이조사 시에는

주 과 주말이 고려되지 않으면 정확한 일상 섭취량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식이

조사 기간 에 주 과 주말의 비례 인 할당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조사일수에 따른 양소 섭취량 비교

(1)집단의 평균 양소 섭취량 비교

식품섭취 조사시 조사일수에 따라 일상식이섭취량 측정을 하고,개인의 평소

섭취량을 얼마나 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조사일수별 집단의 평균

양소 섭취량을 보기 하여 1일간 조사,연속 3일간 조사,4일간 조사시의 값과

9일간의 조사시의 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비교하 는데,1일 조사와 9일간의 비

교에서는 열량,식이섬유,비타민 C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

1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큰 순으로 칼륨 149.4mg>열량 87.2

㎉ > 비타민 C32.2mg> 인 28.2mg> 비타민 A 25.6RE순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양소들은 -2.7mg(콜 스테롤)～21.1mg(칼슘)의 차이를 보여 그 게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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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3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1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 가장 많은 섭취

량의 차이를 보 던 칼륨이 79.8mg으로 반 가까이 섭취량의 차이가 어들었

고,나트륨과 비타민 A의 경우는 9일간의 값이 3일간의 섭취량 값보다 더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 식이섬유,비타민 A,비타민 C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

고,열량의 섭취량 차이도 1일간에서보다 43.8㎉나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 별 첫째날의 4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그 게 큰 섭취량 차이를 보

인 양소는 없었다.즉 나트륨이 32.8mg으로 가장 큰 섭취량 차이를 보 고

부분 3%이하의 백분율 차이를 나타냈다.그리고 4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유

의성이 나타난 양소가 하나도 없었다.

결과 으로 조사일수가 증가할수록 양소 섭취량간의 차이가 어드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고,집단의 일상 섭취량 측정에도 그 일치도가 증가하여 오차

를 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개인의 평균 양소 섭취량 비교

조사일수에 따른 개인의 양소 섭취량간의 상 성을 살펴보기 해 9일간의

양소 섭취량과 1일간,3일간,4일간의 양소 섭취량을 비교하 다.1일간의 조

사와 9일간의 조사시 양소 섭취량간의 pearson상 계수는 0.42～0.67의 범 에

분포하 고,spearman상 계수는 0.50～0.67의 범 에 분포해서 pearson상 계수

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열량을 1,000㎉로 보정한 후의 pearson상 계

수는 0.32～0.62,spearman상 계수는 0.35～0.61로 열량 보정 과 비교하여 둘다

수치가 낮아졌고,pearson이나 spearman상 계수의 범 가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었고,모든 양소에서 열량 보정 이나 보정 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

3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간의 비교에서는 pearson상 계수는 0.67～0.83,

spearman상 계수는 0.65～0.85범 의 분포를 보여 둘 다 1일간과의 비교보다 높

은 수치를 나타냈다.열량 1,000㎉ 보정 후의 결과는 pearson상 계수는 0.51～

0.79,spearman상 계수는 0.48～0.75의 분포를 보여 열량 보정 과 비교하여 낮

은 분포를 보 고,pearson,spearman상 계수 둘 다 모든 양소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

4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의 비교에서는 pearson상 계수는 0.87～0.94,



- 101 -

spearman상 계수는 0.84～0.96의 범 를 나타내서 1일,3일,4일간과 9일간의 비

교 가장 높은 유의 인 상 계를 보 다.열량 1,000㎉ 보정 후 pearson상

계수는 0.81～0.92,spearman상 계수는 0.76～0.92의 분포를 나타내서 열량 보

정 과 비교하여 낮은 분포를 나타냈고,열량 보정 이나 보정 후 모두 1일,3

일,4일과 9일간의 비교 가장 높은 유의 인 상 계를 나타냈다.

홍명희(1998)
53)
의 연구에서는 1일간과 5-6일간의 양소 섭취량의 pearson상

계수는 0.29～0.81의 범 에 분포하 고,열량 보정 후는 0.29～0.77의 범 로 상

계수 값이 낮아졌고,3일간과 5-6일간의 비교에서는 0.77～0.94로 본 조사의 4

일간과 9일간과의 비교값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김지 (2001)
52)
의 연구에서

는 1일간과 7일간 양소 섭취량간의 pearson상 계수는 0.44～0.62,spearman상

계수는 0.45～0.64 고, 3일간과 7일간의 pearson상 계수는 0.77～0.88,

spearman상 계수는 0.78～0.87로 본 조사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

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일수가 증가할수록 양소 섭취량과의 상 성이

높아져서 개인의 일상 섭취량과의 일치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조사일수별 섭취량을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독립 이지 않은 값을 이용하

므로 결과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
1일,3일,4일간의 조사치가 9일간의 조

사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에 상당한 정 인 bias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이나 개인의 조사일수별 섭취량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pairedt-test

나 상 계수는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로 인한 혼돈 효과가 개인간 변이에

비해 클 경우 t-test검정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t-test검정력의 변화

와 상 계의 해석상에 오류가 생길수 있다.
10)53)

따라서 식이조사방법의 신뢰성

을 높이기 해서는 개인간 변이와 함께 개인내 변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양소 섭취 변이요인들의 총 변이에 한 상 기여도

남녀별로 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있었고,조사 계 별로 그리고 주 과 주말에

따른 식이섭취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Beaton등(1979)
15)
이 제안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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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하 는데,식이섭취 변이요인에 한 분산분석을 시도

한 여러 선행 연구결과 Beaton등(1979)
15)
, Beaton등(1983)

24)
, Tokudome등

(2002)
55)
,Sachiko등(1983)

56)
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양소 섭취의 총 변동

에 있어서 주요한 변이요인은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개인내 변이는 남자노인에 있어서 총 변이의 63.48%(칼슘)～

82.83%(비타민 B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변이 요인이었으며,개인간 변이는

16.85%(비타민 B1)～35.87%(나트륨),계 에 의한 변이는 0.31%(비타민 B1)～

4.36%(칼슘),조사요일에 의한 변이는 0.0%(열량,단백질,칼륨,아연,비타민 B

1)～0.32%(엽산)로 총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상 기여도의 크기는 개인

내 변이보다 상 으로 작았다.여자노인에 있어서는 개인내 변이가 총 변이의

55.97%(나트륨)～77.60%(콜 스테롤)를 차지하여 남자노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변이 요인으로 작용하 고,개인간 변이는 20.03%(콜 스테롤)～43.59%(나트

륨),계 에 의한 변이는 0.02%(회분)～5.43%(비타민 C),조사요일에 의한 변이

는 0.0%(열량,비타민 E)～1.05%(콜 스테롤)로 남자노인과 같이 상 기여도

의 크기는 개인내 변이보다 모두 상 으로 작은 결과를 나타냈다.

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 개인내 변이는 남자의 경우 총 변동의 57.2～87.1%,

여자의 경우 66.6～87.1%를 차지하여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양소에서 가

장 큰 변이요인으로 나타났다.개인간 변이는 남자의 경우 총 변동의 12.2～

37.4%,여자의 경우 11.9～32.6%로 두 번째로 큰 변이요인으로써 본 연구에서 남

자의 경우는 유사했고,여자의 경우는 수치가 약간 작게 나타났다.계 에 따른

변이는 남자의 경우 총 변동의 0.15～5.48%,여자의 경우 총 변동의 0.19～4.26%

으로 남녀모두 본 연구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조사요일에 의한 변이는 남자의

경우 총 변동의 0.01미만～0.63%,여자의 경우 총 변동의 0.01미만～1.35%로 조

사된 변이요인 상 기여도가 가장 작았으며,이 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한 값을 나타냈다.

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조사요일에 따른 변이에서 남자노인의 경우는 유의성

이 나타나지 않았고,여자노인의 경우는 식이섬유,비타민 C,엽산,콜 스테롤에

서만 **p<0.01이상의 유의성이 나타났는데,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섬유소를 제외한 모든 양소에서 조사요일의 향이 유의하지 않았고,여



- 103 -

자의 경우 단백질,지방,탄수화물,비타민 B1,나이아신,콜 스테롤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약간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Tokudome등(2002)
55)
이 80명의 일본 성인여성을 상으로 계 별로 7일 동안

실측법을 사용하여 식이섭취변이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개인간 변이는 9.8%

(비타민 A)～37.9(인)의 범 를 보 고,개인내 변이는 61.3%(인)～89.1(비타민

A)을 보 다.조사계 에 따른 변이는 0.2%(인)～2.7%(비타민 C)의 범 로 나타

났으며 조사요일에 따른 변이는 유일하게 탄수화물(0.2%)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개인내 변이는 남자노인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

고,개인간 변이와 조사계 ,조사요일에 따른 변이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Beaton등(1979)
15)
,Beaton등(1983)

24)
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간 변이는 남자의

경우 0%(비타민 A)～51.8%(열량),여자의 경우 19.1%(콜 스테롤)～52.6%(칼슘)

의 범 를 나타냈고,개인내 변이는 남자의 경우 47.7%(열량)～99.9%(비타민 A),

여자의 경우 46.2%(칼슘)～75.8%(콜 스테롤)의 범 를 보여 본 연구에 비해 개

인간 변이는 변동폭이 컸고,개인내 변이는 약간 높은 값을 보 으며,조사요일

에 따른 변이는 1.8～9.4%로 본 연구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비록 식이섭취변이의 부분이 개인내 변이와 개인간 변이 지

만 조사계 과 조사요일의 선택에 따른 측정오차도 식이섭취변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이러한 측정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 크기

1)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

양소 섭취량을 평가하는 방법의 정확성은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면 섭취량의

실제변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실제 변이는 크게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로 구성된다.
15)23)38)

조사 상자 체의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계수는 20.7～48.4로 열량,탄



- 104 -

수화물,철분,아연등이 20.7～29.0으로 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작은 양

소군이었고,지방,비타민 A,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등이 36.8～48.4로

개인에 따른 양소의 섭취량 차이가 큰 양소군이었다.그리고,단백질,식이섬

유,회분,칼슘,인,나트륨,칼륨,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

엽산은 30.1～33.6으로 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조사된 양소들 간정

도에 해당되었다.남녀노인별로 보았을 때 남자노인의 경우는 개인간 변이계수가

열량(18.4)～콜 스테롤(46.1)로 조사되었고,여자노인의 경우는 탄수화물(20.7)～

지방(38.2)로 나타났다.

열량을 1,000㎉로 보정하 을 때 체 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

이계수는 9.5～32.2로 나타나 열량 보정 인 20.7～48.4보다 많이 어든 수치를

보 고,열량 보정 과 보정 후를 비교하 을 때 가장 은 차이를 보인 양소

는 비타민 C로 변이계수가 8.2 어든 수치를 나타냈고,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양소는 아연으로 열량 보정 과 비교했을 때 열량 보정후 19.4의 변이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녀노인별로 보았을 때 모든 양소에서 열량 보정

후 그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즉 남자노인의 경우는 아연(6.2)～콜

스테롤(35.9)로 보정 과 비교했을 때 최소값이 보정 에는 열량(18.4)이었는

데 보정후 아연(6.2)으로 나타났고,최 값은 콜 스테롤로 변함이 없었다.

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 보정후 탄수화물(5.3)～비타민 C(27.4)로 조사되어,열

량 보정 인 탄수화물(20.7)～지방(38.2)과 비교했을 때 열량 보정 후 최소값

은 탄수화물로 같았고,최 값이 보정 은 지방,보정후는 비타민 C로 나타나 남

자노인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는 개인간 변이계수가 12.1～36.6%로 본 연구보다 작

게 나타났고,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의 개인간

변이계수가 25～36.6%로 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큰 양소군으로 본 연구

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작은 양소군으로 열

량,단백질,탄수화물,인,비타민 B1,나이아신등의 개인간 변이계수가 12.1～

15.3%로 본 조사결과보다 수치도 낮았고, 양소의 종류도 열량,탄수화물을 제

외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혜 (1992)
65)
의 연구에서 여 생 60명을 상으로 14일 기록법으로 조사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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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변이계수는 32.3%(열량)～208.3%(비타민 C),12일 회상법에서는 44.6%(단

백질)～187.9(비타민 C)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훨씬 개인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특히 비타민 C는 본 연구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여 생 개

인간의 비타민 C의 섭취량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정해랑 등(1993)
51)
의 연구에서 여 생 157명을 상으로 7일간의 측량법에 의해

개인간 변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7%(열량)～46%(비타민 A)로 나타났고,홍명

희(1998)
53)
의 60세 이상의 노인 상 연구에서도 17%(열량)～62.1%(비타민 A)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국외의 연구로 6일간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성인 남녀 60명을 상으로 한

개인간 변이에 한 연구 Beaton등(1979)
15)
은 열량의 개인간 변이는 24.9%,단

백질의 개인간 변이는 29.1%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는 열량은 높고,단백질의 개

인간 변이는 낮게 나타났다.한편 18명의 남자 학생을 상으로 기록법에 의해

15일간 조사한 연구 Todd등(1983)
38)
에서 열량과 단백질의 개인간 변이는 각각

17%,13%로 본 연구 결과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열량을 1,000㎉로 보정하 을 때 홍명희(1998)
53)
의 연구에서는 7.8%(비타민 E

)～55.5%(비타민 A)로 본 연구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권은실(2005)
47)
의 연

구에서는 6.3(열량)～33.7%(비타민 B2)의 범 를 나타내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결

과를 보 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사 상자 체나 남녀노인 각각을 분류해서 봤을 경우 모두

개인간 변이계수가 열량 보정 보다 보정 후에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개

인간 변이가 개인간의 에 지 섭취량의 차이에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었

다.

2)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

조사 상자 체의 개인내 변이계수는 40.0～97.3의 범 를 보 고,열량,단백

질,탄수화물,회분,철분,나트륨등이 40.1～48.9의 분포를 보여 개인내 변이가

작은 양소군으로 조사되었고,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이 81.9～97.3으로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군으로 조사되었다.

남녀노인별로 구분했을 때 열량 1,000㎉ 보정 남자노인의 경우는 열량(46.



- 106 -

6)～비타민 B1(99.5),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30.7)～콜 스테롤(103.7)로 개인내

변이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남녀 노인간의 개인내 변이의 차이

가 가장 작은 양소는 나트륨(1.8)이었고,가장 차이가 큰 양소는 비타민

B1(55.8)으로 나타났으며,개인간 변이에 비해 개인내 변이에서 남녀 노인간의

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더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 개인내 변이계수는 22.3(열량)～69.4%(베타카로틴)로

나타났고,한국 여 생을 상으로 한 정해랑 등(1992)
57)
과 오세 등(1996)

58)
의

연구에서는 개인내 변이계수가 열량 24.5～35.5%,단백질 37～38.8%,지방 43～

48한국%,탄수화물 28～39.2%,비타민 A 70～86%,비타민 C93～144.7% 으며,

한국 노인을 상으로 한 홍명희(1998)
53)
의 연구에서는 열량 26.5%,단백질

40.4%,지방 61.6%,탄수화물 23.5%,비타민 A 101.2%,비타민 C46%,비타민

E132.7% 다.여 생들을 상으로 한 이혜 (1992)
65)
의 연구에서는 12일 회상

법으로는 30.3(열량)～150.0%(비타민 C),14일 기록법으로는 34.0(열량)～139.1%

(비타민 C)로 나타났다.

일본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한 연구 Tokudome등(2002)
55)
에서는 열량이 16.8～

19.8%,단백질 22.6～23.5%,지방 32.3～36.7%,탄수화물 17.7～22.1%,비타민 A

126.1～143.8%,비타민 C45.7～58.5%로 보고하 고,Todd등(1983)
38)
의 남자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내 변이계수가 열량 27%,단백질 32%로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과 각 양소별로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개인내 변이계수

의 크기는 권은실(2005)
47)
의 연구보다 훨씬 큰 수치를 나타냈고,정해랑 등

(1992)
57)
과 오세 등(1996)

58)
,홍명희(1998)

53)
,이혜 (1992)

65)
의 연구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Tokudome등(2002)
55)
의 연구보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Todd등(1983)
38)
의 연구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이스라엘,호주,하와이,스웨덴,캐나다인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

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 Bingham(1987)
59)
에서 양소별 개인내 변이는 조사

상자의 특성인 연령이나 사회 계층,체 등에 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 열량은 20～30%,지방 20～40%,칼슘,철분,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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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섬유소등은 30～50%,비타민 B2,비타민 C,콜 스테롤,다가 불포화지방

산 등은 40～70%이며,비타민 A는 40～190%까지 보인다고 하 는데 본 연구결

과는 Bingham(1987)
59)
이 제시한 범 보다 체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열량을 1,000㎉로 보정하 을 때 조사 상자 체의 개인내 변이계수는 철분

(24.1)～비타민 C(86.9)로 나타나 열량 보정 인 탄수화물(40.0)～콜 스테롤(97.3)

보다 다소 어든 걸 알 수 있었고,남자노인에서 열량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내 변이계수는 탄수화물(16.5)～아연(122.3)으로 나타났고,열량보정 후를

비교했을 때 보정 보다 오히려 변이계수가 증가한 경우는 아연과 비타민 C로

나타났다.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을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내 변이계수룰

보면 탄수화물(13.3)～콜 스테롤(94.3)로 열량 보정 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

었고,남자노인과는 다르게 열량 보정 과 비교했을 때 열량 보정 후 모든 양

소에서 개인내 변이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노인과는 약간 다른 양상

을 볼 수 있었다.그리고 남녀 노인간에 열량 보정 후 개인내 변이계수의 차이가

가장 큰 양소는 아연(50.7)이었고,가장 차이가 작은 양소는 회분과 비타민

B6(0.1)로 나타났다.

특정 양소의 섭취에 있어서 개인내 변이가 높다는 것은 그 양소의 함량이

특별히 높은 식품을 그 날 섭취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큰 향을 받음을 시사

하는데,열량,단백질,탄수화물 등은 부분의 사람이 매일 섭취하는 식품 에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개인별로 날에 따른 섭취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

변 비타민 A나 콜 스테롤 등은 몇가지 식품에 고농도로 함축되어 있어 그 식품

을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 간에 그리고 개인내에서도 섭취한 날과

섭취하지 않은 날간에 섭취량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따라서 비타민 A,콜 스테

롤과 같은 양소의 경우 하루 는 이틀정도의 짧은 기간의 조사로 구한 섭취

량은 실제 그 사람의 일상 섭취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47)
그러므로

일상 섭취량의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조사일의 고른 분배와 조사일을 몇일로

할 것인가가 큰 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비

조사 상자 체의 양소 섭취량의 개인내 변이계수가 개인간 변이계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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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기 때문에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의 비는 1보다 높게 나타났고,변이

비가 가장 낮은 양소는 나트륨(1.3)이었고,가장 높은 것은 비타민 B1(2.6)로

조사되어 양소간 변이비의 큰 차이가 없었다.

양소별로 보면 단백질,회분,나트륨,칼륨등이 1.3～1.6으로 비교 낮은 분포

를 보 고 열량,지방,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철분,비타민 B2,비타민 B6,나

이아신,엽산이 1.7～1.9의 간정도 분포를 나타냈으며,인,아연,비타민 A,비

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이 2.1～2.3의 비교 높은 분포를 나타

냈다.열량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계수의 비는 지방,

탄수화물,인,칼륨등이 1.5～1.9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고,단백질,식이섬유,회

분,칼슘,철분,나트륨,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 2.0～2.4의

간 분포를 나타냈고,비타민 A,비타민 C,엽산,비타민 E,콜 스테롤,아연이

2.7～8.8의 높은 분포를 보 으며,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계수의 비가 가장

작은 양소는 탄수화물(1.5)이었고,가장 큰 양소는 아연(8.8)으로 조사되었다.

한 부분의 양소에서 열량보정 보다 보정 후의 개인간 변이에 한 개

인내 변이의 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이와 같은 결과는 열량 보정 후 개

인간 변이의 감소폭이 개인내 변이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남자노인의 경우 변이비가 가장 게는 나트륨(1.6),가장 높게는 비타민

B1(3.7)으로 조사되었고,열량 보정후의 변이비의 분포를 보면 변이비가 가장

게 나타난 것은 탄수화물(1.5)이었고,아연이 19.8로 가장 높은 변이비를 보 으

며,회분,칼슘,나트륨,아연,비타민 A,비타민 C,엽산,비타민 E,콜 스테롤과

같이 열량 보정 보다 오히려 보정 후에 변이비가 더 증가한 양소들도 볼 수

있었다.여자노인의 경우 변이비가 가장 은 양소는 철분과 나트륨(1.3)으로

조사되었고,가장 변이비가 큰 양소는 콜 스테롤(3.0)이었고.거의 모든 양

소들의 변이계수의 비가 1.3～1.8의 범 에 있어서 남자노인보다 낮은 분포를 보

다.열량 1,000㎉로 보정한 후의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계수의 비는 부

분의 양소에서 2.0～2.4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가장 높은 변이비는 콜 스테롤

(4.0)이었고,가장 낮은 변이비는 회분과 나트륨(2.0)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는 남자노인과는 달리 모든 양소에서 열량 보정 과 비교 했

을 때 열량 보정후의 변이계수가 모든 양소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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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정해랑 등(1992)
57)
과 오세 등(1996)

58)
,홍명희(1998)

53)
에서도 개인내

변이가 개인간 변이보다 크게 보고되었다.외국인을 상으로 개인내 변이와 개

인간 변이를 분석한 부분의 연구에서도 역시 조사 상자의 특성이나 양소의

종류에 계없이 개인내 변이가 개인간 변이보다 큰 결과를 보이고 있

다.
11)12)15)22)24)25)38)39)60)61)

이와 같은 결과는 식품의 양소 함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에 지,탄수화물,

인,비타민 B1,단백질 등은 부분의 사람이 매일 섭취하는 식품 에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개인별로 그리고 개인내 날간 섭취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타민 A와 비타민 C,콜 스테롤등은 몇 가지 식품에 고농도로 함축되어 있어

서 그 식품을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간에 한 개인내에서도 섭취한

날과 섭취하지 않은 날간에 섭취량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66)67)

본 연구결과는 Beaton등(1983)
24)
의 결과(열량 1.2,비타민 A 4.9,비타민 C 1.4,

비타민 B12.1,비타민 B21.5,나이아신 2.0,칼슘 1.0,철분 1.6,섬유소 1.6)와

비교해볼 때 비타민 A와 나이아신을 제외한 모든 양소에서 본 연구결과가 높

게 나타났다.

의 결과로 볼 때 조사된 모든 양소에서 개인의 날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개인간 섭취량의 차이보다 컸고,그 정도는 양소에 따라 달랐으므로,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식이조사의 결과에 한 신뢰도가 과소평가 될 수 있

다.
12)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양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조사 설

계나 조사 결과의 해석시 개인내 변이로 인한 혼동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

목 과 연구하고자 하는 양소의 종류에 맞는 조사일수와 표본의 수를 설정하

는 등의 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일상 섭취량의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표본의 크기

1)개인의 일상섭취량 평가에 필요한 조사일수

개인의 일상섭취량의 추정에는 개인내 변이가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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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일수록 필요한 조사일수가 늘어나게 된다.그러므로 짧

은 기간의 식이 정보로는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반 해주지 못한다.
15)25)39)

90% 신뢰수 에서 개인의 실제 섭취량의 20% 오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

기 해서는 열량,단백질,탄수화물,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이 11～19일

의 조사가 필요하고,식이섬유,인,아연,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엽산

이 22～29일,지방,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3

8～64일이 필요하 다.남녀 노인간의 비교에서는 10% 오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남녀간의 조사일수 차이가 가장 많은 양소는 비타민 B1으로 무려

216일이나 차이가 났고,인 한 123일이 차이가 났으며 남녀간의 차이가 가장

작은 양소는 나트륨으로 5일정도 밖에 차이가 없었다.콜 스테롤을 제외한

부분의 양소에서 10%,20%,30%의 오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기 해서

는 남자노인의 경우 조사일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 10%미만의 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90일 이상의 조사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여자노인은 30일의 조사에서 열

량과 탄수화물은 9.3%까지 추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개인의 일상섭취

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노인을 상으로 한 홍명희(1998)
53)
의 연구에서는 20% 오차내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고자 할 때 에 지와 탄수화물의 경우 5～6일,단백질과 인

이 14～16일,그 외 나머지 양소들은 20일(비타민 B2)～223일(베타카로틴)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 여 생을 상으로 한 정해랑등(1993)
51)
의 연

구에서는 열량,단백질,탄수화물이 10～16일,그 외 나머지 양소들은 23일(칼

슘)～101일(비타민 A)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한국 년 성인을 상으

로 한 권은실(2005)
47)
의 연구에서는 열량,탄수화물,인,나이아신등이 3～11일,

그 외 나머지 양소들은 16일(지방,칼슘)～31일(콜 스테롤)정도가 필요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국외에서 29명의 성인을 상으로 기록법을 이용한 Basiotis등

(1987)
21)
의 연구에서도 10%오차내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고자 할 때 열

량의 경우 31일,비타민 A의 경우 433일의 조사일수가 필요하다고 하 다.

조사일수에 따라 찰된 섭취량의 90% 신뢰도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

는 백분편차를 나타내기 해 9일간의 식이 섭취량 조사로 개인의 일상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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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할 경우 양소의 종류에 따라 21.9～53.3%의 백분편차를 나타내었다.열

량은 22.0%,단백질 26.1%,탄수화물은 21.9%의 백분편차를 보 고,지방은

41.15,비타민 A는 48.7%,비타민 B1은 44.2%,비타민 C는 47.0%,비타민 E는

44.9%,콜 스테롤은 53.3%를 나타내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는데 오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정해랑 등(1993)
51)
의 연구에서는 7일간을 조사할 경우 열

량,탄수화물,단백질은 일상섭취량의 30%내로,비타민 A는 75.6%,비타민 C는

65.5%로 추정 가능하여 본 연구와 열량,탄수화물,단백질의 경우는 유사하 고,

비타민 A,비타민 C는 본 연구보다 훨씬 수치가 크게 나타났다.홍명희(1998)
53)

의 연구에서는 5～6일간의 식이섭취조사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 는데,

열량은 22%,단백질 33%,비타민 E는 108%,비타민 A는 83%,비타민 C는

37.9%로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열량은 같았고,단백질은 본 연구가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비타민 E,비타민 A는 훨씬 본 연구가 낮게 나타났고,비타민 C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의 결과로 볼 때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일수록 식이조사일수가 늘어나게

되고 개인의 일상섭취량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개인의 일상섭취량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는 개인내 변이를 고려한 식이조사일수를 산출하

여 식이조사계획에 반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집단의 일상 섭취량 평가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조사일수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평가할 경우,필요한 조사일수는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 모두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하루 동안의 조사로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10～30%내로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조사 상자 체의 경우 하루

동안의 조사로 열량은 24명 정도면 10% 이내로 집단의 일상섭취량 추정이 가능

하 고,탄수화물 23명,지방 77명,비타민 A는 99명,비타민 C는 91명,비타민 E

는 83일,콜 스테롤은 가장 많은 121명이면 추정이 가능하 다.즉,일상섭취량

추정에 근사치의 값을 갖기 해서는 백분편차의 값이 작아져야 하고 조사 상

자수는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노인간을 비교한 경우 ±10%내로 추정하기 한 표본의 크기는 식이섬유,

인,비타민 B1,콜 스테롤의 경우만 남녀간의 차이가 두드려졌고,그 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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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한국 노인을 상으로 한 홍명희

(1998)
53)
의 연구에서는 ±10%내로 추정하기 한 표본의 크기는 열량,단백질,탄

수화물,인,칼륨,비타민 B2,비타민 C는 100명 이내로 나타났고,지방,칼슘,철

분,비타민 B1,나이아신,엽산은 200명 이내로 비타민 A,비타민 E는 500명 이

상의 조사 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정해랑 등(1993)
51)
의 연구에서는 열량이 50명 정도,

지방,칼슘,아연,비타민 B1,등이 120여명의 상자를 필요로 했고,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각각 487명,348명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 (2001)
52)
의 연구에서는 ±10%내로 추정하기 한 표본의 크기가 열량과

탄수화물은 40여명정도 필요하 고,단백질,지방,비타민 B1,비타민 B2,칼슘,

나이아신은 100여명정도,비타민 A와 철분은 200여명 이내,비타민 C는 385명

정도로 조사되어 본 연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상자수 186명은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10% 이내로 추

정하기 한 표본의 크기로 별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루 동안의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90% 신뢰구간으로 추정할 경우,표본의 크기

에 따른 백분 편차는 표본의 크기를 100명으로 했을 경우 하루 동안의 조사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20.1～48.7%의 백분편차를 허용했고,본 조사 상자

수 186명은 열량,탄수화물은 일상섭취량의 15%미만으로 추정이 가능하 고,비

타민 A,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이 30.0～35.7%로 추정 가능한 것을 제

외하고는 모든 양소에서 17.3～29.4%로 일상섭취량을 추정 가능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정해랑 등(1992)
51)
의 연구에서는 157명에 따른 백분편차로서 비타민 A,비타민

C,섬유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양소가 일상 섭취량의 10% 이내로 추정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고,홍명희(1998)
53)
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를 제외

하고 거의 모두가 일상 섭취량의 15%이내로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두

연구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하루 동안의 조사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는데 은

백분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 (2001)
52)
의 연구에서는 244명에 따른 백분편차로 비타민 C가 일상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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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6%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양소에서 백분편차가 4.1～9.7%의 범 를

나타내서 본 연구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10%이내로 백분편차가 조사되어

일상섭취량 추정에 별 무리가 없음을 보고하 다.

한 본 연구결과 거의 모든 양소에서 하루 동안의 조사로 집단의 일상섭취

량을 10%이내로 추정하기 한 표본의 크기가 1000명으로 조사되어 일상섭취량

추정에 은 백분편차를 허용하기 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정확한 일상

섭취량의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양소 섭취량에 따른 개인 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

조사 상자를 섭취량에 따라 상 군, 군,하 군의 3군으로 분류했을 때,

찰치와 일상 섭취량간에 일정한 상 계수를 얻는데 필요한 조사일수를 산출한

결과로 상 계수가 증가할수록 개인간 변이에 비해 개인내 변이가 클수록 조

사일수는 많아지게 된다.일반 으로 역학조사가 목 일 경우에는 옳게 분류되는

정도가 80%이고 잘못 분류되는 정도가 1% 미만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40)
,3군으로 나 경우에 상 계수가 0.9이면 이 조건이 충족된다.

22)

본 연구에서 9일간의 조사결과와 일상 섭취량과의 상 계수는 0.76～0.91의 범

를 나타냈는데,만일 조사의 목 이 섭취량에 따라 개인의 순 를 정하고 그

분포에 의해 5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옳게 분류되는 정도는 59～75%이고 그

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4%미만임을 나타내고,3군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옳게 분

류되는 정도는 69～80%이고 그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4.9～6.0%임을 나타내게 된

다.남녀노인별로 구분했을 때는 9일간의 조사치와 일상 섭취량간의 상 계수 r

은 남자노인의 경우 0.63～0.88이고,여자노인의 경우는 0.71～0.92의 범 를 나타

냈으며 여자의 상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상 계수의 크기에 있어서 여자노인의

경우는 양소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콜 스테롤이 0.71로 가장 낮게 나타났

고,나트륨이 0.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여자노인보다 좀 더 낮게 조사되어 비타민 B1이 0.63,나

트륨이 0.88로 조사되었다.남자노인의 9일간의 조사치와 일상 섭취량간의 상

계수 r이 0.63～0.88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3군으로 분류할 경우 옳게 분류될 정

도는 69～76%이고 그르게 분류될 정도는 4.9～1.8%의 범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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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노인의 경우 상 계수 r이 0.71～0.92로 조사되었는데 조사의 목 이 섭취

량에 따라 개인의 순 를 정하고 그 분포에 의해 5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옳게 분류되는 정도는 59～75%,그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4%미만임을 나타낸다.

Nelson등(1989)
22)
이 성인 여성의 섭취량 변이를 발표한 논문 (Balogh등 1971

63)
,

Beaton등(1979)
15)
,Jacobs(1982)

27)
)을 종합하여 산출한 상 계수 0.9이상을 얻은데

요구되는 조사일수는 인 4일,열량 6일,지방과 비타민 C가 7일,단백질,섬유소,

칼슘이 8일 등으로 이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양소에서 더

오랜 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랑 등(1993)
51)
의 연구에서 7일간의 조사결과와 일상섭취량과의 상 계수는

부분의 양소에서 0.7～0.8정도로 조사의 목 이 섭취량에 따라 개인 순 를

정하고 그 분포에 따라 3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옳게 분류되는 정도는 70%

내외,잘못 분류되는 정도는 2～5%정도로 나타났고,홍명희(1998)
53)
의 연구에서

는 5～6일간의 조사결과와 일상섭취량과의 상 계수는 부분이 0.7～0.8정도로

5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옳게 분류되는 정도가 59～65%,그르게 분류되는 정

도가 0.2～0.4%로 나타났고,3군으로 구분할 경우는 옳게 분류되는 정도가 69～

72%,그르게 분류되는 정도가 3.3～4.9%로 나타났다.

권은실등
74)
의 연구에서는 12일간 조사한 섭취량과 일상섭취량과의 상 계수가

남자는 0.71～0.91,여자는 0.81～0.91로 반 으로 여자의 상 계수가 높았다고

보고하 다.김지 (2001)
52)
의 연구에서는 7일간과 일상섭취량과의 상 계수가

0.7～0.8정도로 3군으로 분류시 옳게 분류되는 정도는 69～72%,잘못 분류되는

정도는 4.9～3.3%가 되며,5군으로 구분할 경우 옳게 분류되는 정도가 59～65%,

그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0.4～0.2%로 조사되었다.상 계수가 증가할수록 개

인간 변이에 비해 개인내 변이가 클수록 필요한 조사일수는 많아지게 되는데,본

연구에서는 0.9이상의 상 계수를 얻기 해 필요한 조사일수는 열량,단백질,지

방,식이섬유,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비타민 B2,B6,나이아신,엽산등이

8～15일로 상 으로 짧았고,탄수화물,인,아연,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16～28일의 조사일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 계수가 클수록 일상섭취량과 근사치의 값을 갖게 되므로 필요한 조

사일수는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 115 -

6.식품에 의한 양소 섭취량의 설명정도

1) 양소별 주요 원식품 주요 변이식품

본 연구의 열량에서는 이 가장 요한 원식품으로 총 열량 섭취량의 49.6%

를 공 하 고,돼지고기,된장,소주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과 돼지고기,된

장의 세가지 식품으로부터 체 열량의 55.9%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심열등
72)
의 농 성인에 한 연구에서도 원식품 1 가 로 42%를 차지하

다고 하 는데 본 연구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돼지고기,라면,소

주등이 주요한 에 지 원으로 나타났다고 하 는데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

과를 보여주는 것이다.정해랑
51)
의 연구에서도 이 총 열량 섭취량의 20%를 공

하여 가장 요한 공 원으로 나타났고, 이 열량 뿐아니라 단백질,탄수화물,

섬유소,철분,비타민 B1,나이아신의 가장 요한 공 원이라고 하 는데,본 연

구에서 이 단백질,탄수화물,인,철분,칼륨,아연,비타민 B1,B2,B6,나이아

신의 가장 요한 공 원으로 조사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홍명희53)의 연구에서는 잡곡밥과 밥이 총 열량 섭취량의 51.8%를 공 하 다

고 하 고,단백질,탄수화물,철분,비타민 B1,나이아신의 가장 요한 공 원

으로 조사되었다고 하 다.본 연구의 열량 섭취의 주요 변이식품을 보면

35.2%,식용유 8.2%,돼지고기 6.9%순으로 조사되어 이 주요 원식품임과 동

시에 개인간 분산을 잘 설명해주는 주요 변이식품으로 나타났다.돼지고기는 주

요 원식품과 변이식품 모두 상 군에 해당되어 열량 섭취의 주요 식품으로 조

사되었다.정해랑51)의 연구에서는 식용유가 16.2%로 과자와 설탕 3가지의 섭취량

으로 체 개인간 분산의 33.7%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 다.이는 상이 여 생

이라서 주요 원식품은 로 조사되었지만 식용유나 과자,설탕의 섭취가 개인

간 분산을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백질의 섭취 역시 로부터 얻어지는 비율이 47.4%로 가장 컸으

며,다음이 돼지고기 4.2%,고구마 2.6% 순으로 나타났다.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도 역시 이 가장 높은 83%를 차지하 고,다음이 설탕,고구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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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원 식품 20 를 차지한 마른국수의 경우 개인간 분

산에서는 6 를 차지하여 개인간의 섭취량 차이가 큰 식품으로 조사되었고,생선

류의 경우도 주요 원식품으로는 상 권에 있어도 개인간 분산에서는 오히려

하 권에 있어서 개인간의 섭취량 차이는 작은 식품들로 나타났다.

이심열등
72)
의 연구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로부터 21%를 공 받고 있다고 하

고,배추김치가 2.8%로 주요 원의 10 식품에 속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홍명

희
53)
의 연구에서도 잡곡밥, 밥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율이 가장 컸고,배추김치가

2.9%로 4 에 있어서 아마도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주 섭취하는 식

품이기 때문에 상 권에 조사된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에서는 배추김치가

1.3%로 15 로 조사되어 타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 다.

정해랑
51)
의 연구에서는 ,식빵,우유순으로 보고하 고,개인간 분산에서는 계

란,쥐치포,쇠고기,닭고기,마른 오징어로 모두 동물성 식품으로 나타났는데,본

연구의 단백질의 개인간 분산에서 ,설탕,고구마,라면,콩기름과는 아주 상이

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지방의 원식품들은 총 섭취식품에 한 비율로 봤을 때 크게 차

이가 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함을 볼 수 있었는데,가장 요한 지방의 원식품

이 돼지고기로 12.8%,다음이 콩기름 8.7%,조기 6.6%,고등어 5.8%,갈치 5.1%

순으로 동물성 식품으로부터의 지방섭취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주요 변이식품

에서는 콩기름,돼지고기,조기,고등어,라면 순으로 조사되어 총 지방섭취 변이

의 63.2%를 설명하 다.이심열등
72)
의 연구에서는 지방의 22.5%를 돼지고기로부

터 공 받고 있고,다음이 콩기름,쇠고기,라면,두부순으로 동물성 식품으로부

터의 공 율이 35%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고,우리나라 여 생의 경우 식용유,

과자,우유등으로부터 지방섭취의 32%를 공 받고 있었으며
51),
국수류,우유,잡

곡밥순으로 나타난 홍명희
53)
의 연구에서는 두부,쇠고기국,국수류가 지방 섭취변

이의 58%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햄버거와 핫도그로부

터 지방 공 이 가장 많아 13.4%를 차지하 다는 보고도 있다.
37)

본 연구에서 이 총 섭취량의 65.8%를 공 하여 가장 큰 탄수화물의 원식픔

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설탕,고구마,마른국수,보리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이식품 한 이 51.6%로 개인간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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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다음이 고구마,설탕,마른국수,보리의 순으로 나타나 원식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이심열등
72)
의 연구에서는 이 59.7%로 매우 높았고, ,국

수,라면,떡등으로부터 65%이상을 공 받고 있다고 하 고,정해랑
51)
의 연구에

서는 ,식빵,과자,국수가 1일 탄수화물 섭취량의 50%이상을 공 하 다고 하

다.홍명희
53)
의 연구에서도 잡곡밥과 밥이 63%로 조사되어 노인식이의 단순

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식이섬유의 주요 원식품은 배추김치, ,검정콩,된장,얼갈이순

으로 나타났고,주요변이식품은 검정콩,고구마,배추김치,팥,강낭콩순으로 나타

났다.정해랑
51)
의 연구에서는 원식품 변이식품 모두 참외,고춧가루,커피로 조

사되었는데 참외는 섭취량이 많았기 때문이고,고춧가루와 커피는 다른 식품에

비해 상 으로 섬유소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칼슘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얼갈이,멸치,배추김치, ,된장순으로

조사되었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배추김치,멸치,간장, ,두부순으로 나타났다

이심열등
72)
의 연구에서는 두부가 총 섭취량의 12.2%로 가장 큰 원식품으로

조사되었고,김치가 9.2%로 조사되어 우유와 멸치보다 높은 순 를 차지하 다

고 보고하 다.정해랑
51)
의 연구에서 우유가 26.1%,홍명희

53)
의 연구에서 우유가

14.8%로 가장 큰 칼슘의 원식품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

타냈다.이는 아마도 본 연구는 노인들을 상으로 한 것이고 자주 섭취하는 식

품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인의 주요 원식품으로 ,멸치,돼지고기,된장,배추김치 순으로

나타났고,주요 변이식품은 마늘,멸치,간장, ,돼지고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해랑
51)
의 연구에서 원식품 변이식품 모두 우유와 계란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 고,홍명희
53)
의 연구에서는 잡곡밥과 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철분의 경우 주요 원식품에서는 상 3 까지는 ,멸치,돼지고

기 순으로 인과 같은 결과를 보 고,주요 변이식품에서는 이 72.1%로 하

나만으로도 철분에 한 개인간 섭취량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나

타났다.이심열등
72)
의 연구에서는 1일 철분 섭취량의 5%이상을 공 하는 식품을

,무청,두부 세가지로 보고하 고,정해랑
51)
도 과 고추장 두가지만이 5%이

상을 공 하는 식품으로 보고하 다.홍명희
53)
는 섭취량이 많은 잡곡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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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멸치,두부의 순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비타민 A의 주요 원식품으로 고춧가루,얼갈이,배추김치,호박잎,

수박 순으로 조사되었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고춧가루가 역시 13.6%로 가장

컸고,호박잎,당근,창란젓,부추 순으로 나타났다.정해랑
51)
은 당근이 1일 총 비

타민 A의 섭취량의 33.2%를 공 하 고 개인간 분산은 66%를 설명하 다고 보

고하 다.홍명희
53)
도 당근이 26.8%를 공 하여 가장 큰 원식품임을 보고하

는데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비타민 B1의 주요 원식품으로 ,돼지고기,귤,배추김치,수박

순으로 조사되었고,주요변이식품으로는 개고기,돼지고기,귤,삼겹살,마늘 순으

로 조사되었는데 개고기의 경우 무려 44%,돼지고기는 20%정도로 개고기와 돼

지고기를 합한 64%만으로도 비타민 B1의 개인간 섭취량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식품으로 조사되었다.정해랑
51)
은 ,식빵,돼지고기등을 1일 섭취량 10%내외

로 공 받았다고 하 고,홍명희
53)
는 섭취량이 많은 밥,잡곡밥,배추김치가 주

공 원이었다고 보고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개인간 분산을 잘 설명해주는 개

고기의 섭취가 의외로 높은 비 을 차지하여 지역 특성과 여름철에 많이 먹는

보양식 개념으로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비타민 B2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돼지고기,고등어,배추김치,

조기의 순으로 조사되어 동물성 식품이 주를 이뤘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개고

기,고춧가루,고등어,조기,달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주요 변이식품에서 개고

기가 53.2%를 차지하여 개인간 섭취량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식품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비타민 B1의 개인간 분산 44%보다도 더 큰 수치를 나타내며 개

고기가 비타민 B1,B2의 가장 큰 변이식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해랑
51)
은 우유와 계란으로 비타민 B2섭취량의 30.2%를 공 받았다고 했고,

개인간 분산은 우유, 지분유,녹두 세가지 식품으로 50.1%를 설명하 다.

홍명희
53)
는 우유와 잡곡밥으로 총 섭취량의 24.8%를 공 받았고,김이 40%로

개인간 섭취량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식품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나이아신의 경우는 주요 원식품으로 ,돼지고기,고등어,멸치,

배추김치의 순으로 나타났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고춧가루, ,고등어,돼지고

기,닭고기의 순으로 나타났다.정해랑
51)
은 , 잌,쇠고기가 주요 원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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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백설기,가다랭이가 주요 변이식품으로 보고하 고,홍명희
53)
는 잡곡밥,

밥,배추김치가 주요 원식품으로 멸치,명태,동태,조기를 주요 변이식품으

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비타민 C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귤,얼갈이,배추김치,단감,무

순으로 나타났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귤,단감,유채,얼갈이,풋고추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귤 44.8%과 단감 21.8%만으로도 66.6%정도 비타민 C의 개인간 분

산을 잘 설명해 주는 식품으로 나타났다.이심열등
72)
은 김치와 귤이 주요 원식

품이었다고 보고하 고,정해랑
51)
은 딸기,참외,오 지 쥬스가 주요 원식품으

로 보고하 으며,홍명희
53)
는 배추김치,오 지 쥬스,김치 개에서 총 섭취량의

49%를 공 받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엽산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배추김치,얼갈이,팥,건미역,고구마

의 순으로 나타났고,주요 변이식품으로는 로콜리,팥,배추김치,고구마,수박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홍명희
53)
는 잡곡밥에서 60.2%를 공 받았다고 하 고,

한 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도 잡곡밥이 81%를 설명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비타민 E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콩기름, ,멸치,참기름,조기의 순

으로 나타났고,주요 변이식품은 콩기름,참기름,조기,고사리,된장의 순으로 나

타났다.주요 변이식품에서 콩기름 하나 만으로도 무려 69.3%로 개인간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콜 스테롤의 주요 원식품으로는 달걀,멸치,조기,돼지고기,갈치등의 동물

성 식품이 주를 이뤘고,주요 변이식품 한 달걀,조기,멸치,갈치,오징어의 순

으로 나타나 개인간 섭취량 차이에도 동물성 식품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이식품에서 달걀 39.2%과 조기 22.0%만으로도 개인간 분산의 61.2%를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식품자체내의 양소 함량도 요하지만 식품의 섭취분량

과 횟수도 크게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소 섭취량은 섭취한 식품내의

양소 함량과 섭취빈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소 함량이 비교 높지 않은 식

품이라 하더라도 자주 섭취된다면 양소 함량은 높지만 자주 소비되지 않는 식

품만큼 요하게 취 되어야 한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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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소 섭취량의 설명에 필요한 식품의 수

본 연구에서 집단의 총 섭취량에 한 정보를 보면,상 5가지 주요 원식품의

섭취량을 조사할 경우에 모든 양소 섭취량의 34%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는데 정해랑
51)
의 30%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결과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탄수화물과 나트륨

의 경우는 5가지 식품만을 조사하더라도 74%이상의 섭취량을 설명할 수 있었으

나,지방,식이섬유,칼슘,인,철분,칼륨,비타민 A,B1,B2,B6,나이아신,엽산,

비타민 E등은 50%이하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10가지 식품을 조사할 경우는 칼

륨과 비타민 B2가 50%이하를 설명할 수 있었고,탄수화물,회분,나트륨,비타민

C,콜 스테롤이 70%이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한 총 섭취량에 해서 20가지

의 식품을 조사할 경우라야 모든 양소에서 60%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랑
51)
의 연구에서는 양소별로 비타민 A,탄수화물,비타민 C,의 경우에는

5가지 식품만을 조사하더라도 50%이상의 섭취량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철분,

인,섬유소,단백질,나이아신등은 40%이하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 다.

이심열등
72)
의 연구에서는 상 5가지 원 식품의 섭취량을 조사할 경우 집단의

총 섭취량에 한 설명 정도는 양소에 따라서 섭취량의 30～70%를 나타냈다

고 보고하 으며,탄수화물과 베타카로틴의 경우 5가지 식품만을 조사하더라도

섭취량의 60%이상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칼슘과 철분은 40%이하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 몇 가지 주요 식품으로 설명 가능한 개인간 분산의 설명정

도는 비타민 B6를 제외한 모든 양소에서 상 5가지 주요 변이식품으로부터

40%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설명정도는 양소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

타냈는데,단백질과 회분은 5가지 식품만으로도 개인간 섭취량의 차이를 90%이

상 설명할 수 있는데 반해 식이섬유,칼륨,비타민 A,비타민 B6,엽산은 50%이

하로서 상 으로 설명력이 낮은 군으로 조사되었다.단백질의 경우 5개 식품만

으로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는 58.9%만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개인간 분산

은 91.2%를 설명할 수 있었고,철분은 5개 식품으로 총 섭취량의 42.4%,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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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은 84.7%를 설명할 수 있었다.따라서 단백질과 철분의 경우는 개인간 섭취

량의 차이를 설명할 경우에 은 수의 식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총 섭취량에

한 설명을 해서는 비교 많은 수의 식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단백질과

철분외에도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는 낮지만 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

는 비교 높은 양소로 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E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타민 B6의 경우는 5개 식품으로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도 36.2%

로 낮고,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도 39.6%로 모두 낮아서 개인간 섭취량 차이

나 총 섭취량에 한 설명 모두 많은 수의 식품을 통해서만 가능한 양소로 조

사되었다.

정해랑
51)
의 연구에서는 상 몇 가지 주요 식품으로 설명 가능한 개인간 분산의

정도는 모든 양소에서 상 5가지 주요 변이식품으로부터 40%이상을 설명하

다.설명정도는 비타민 A의 경우 5가지 주요 식품으로 개인간 섭취량의 83.3%

를 설명하 고,비타민 C,칼슘,비타민 B2등의 경우에도 설명력이 매우 높았다

고 하 는데 나이아신,인,단백질,에 지,철분등은 45%이하로서 상 으로 설

명력이 낮은 군으로 보고하 다.이심열등
72)
의 연구에서는 상 5가지 주요 변이

식품으로 설명 가능한 개인간 분산은 철분을 제외한 다른 양소에서 50%이상

을 나타냈는데 특히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각각 상 5가지 식품으로 개인간

분산의 97%,82%를 설명하여 가장 설명정도가 높았고,철분은 35%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한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나 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 모두 식품목

록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즉 총 섭취량에 한 20개 식품목

록으로는 64.6～94.5%로 설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개인간 분산에 한 설

명정도는 63.5～98.0%까지 설명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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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요약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86명(남자 76명,여자 110

명)을 상으로 하여 2005년에서 2006년에 걸쳐 겨울, ,여름,가을 4계 의 24

시간 회상법을 통한 총 9일간의 식이조사를 이용하여 계 주 ,주말,각 일

별에 따른 식이섭취양상을 악하 다.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식이섭취변이에

미치는 향과 식이조사결과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인의

일상 섭취량을 평가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조사 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노인 71.7세,여자노인 76.2세 으며 교육수 은

무학이 가장 많았다. 체 노인 59.7%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그 94.6%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교육수 배

우자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여자노인의 독거비율이 40.9%로 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여자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열량 1,000㎉ 보정 후 탄수화물만이 유일하게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한

한국인 양섭취기 (2005)
35)
을 근거로 열량은 필요추정량의 기 이하로 섭취하

고 있었고,남녀간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단백질은 권장섭취량보다 훨씬 섭

취가 많았는데 이는 지역 인 특성으로 갈치,고등어, 갱이,자리등의 생선류의

섭취와 된장국의 섭취가 큰 것이 그 원인일 것이라 사료된다.

비타민 C,비타민 B6,인,나트륨,철분도 기 치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비타민 B2와 칼륨을 제외하고는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을 부분 50%를 상

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 칼슘,칼륨,비타민 A,비타민 B2,엽산등이 권장

량에 해 섭취부족으로 나타나 노인 양의 문제 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양소의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과의 비율은 아연,VitB2의 EAR,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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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I,열량의 EER을 제외한 모든 양소의 EAR,RI,AI에서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3.회분,철분,나트륨,아연,비타민 B1,B2,B6,엽산,비타민 E에서는 각 계

별로 섭취량에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는 칼슘과 비타민 C에서 각 계 간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

으나,여자노인의 경우는 열량,탄수화물,식이섬유,칼슘,인,칼륨,비타민 A,비

타민 B1,비타민 C,콜 스테롤에서 각 계 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어 남자노

인보다 여자노인이 식이섭취에서 계 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남자노인이 주 보다 주말의 섭취량이 높게 조사된 반면,여자노인은 주 이

주말보다 열량 섭취가 더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그리고 큰 차이

는 없지만 열량 보정 후 total에서는 보정 은 주 이 보정후는 주말이 양

소 섭취량이 더 많았고,남자노인은 보정 은 주말이 보정후는 주 이 더 섭취량

이 많았다.반면 여자노인은 보정 후 모두 주 이 주말보다 양소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1일 조사와 9일간의 양소 섭취량 비교에서는 열량,식이섬유,비타민 C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고,연속 3일간과 9일간의 비교에서는 식이섬유,비타민

A,비타민 C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각 계 별 첫째날의 4일간과 9일간의 비교

에서는 그 게 큰 섭취량 차이를 보인 양소는 없었고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아

서 4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은 서로 아주 근사치의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결과 으로 조사일수가 증가할수록 가장 일상섭취량과 근 한 값을 갖기

때문에 오차를 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6.4일간과 9일간의 양소 섭취량의 비교에서는 pearson상 계수는 0.87～0.94,

spearman상 계수는 0.84～0.96의 범 를 나타내서 1일,3일,4일간과 9일간의 비

교 가장 높은 유의 인 상 계를 보 다.열량 1,000㎉ 보정 후 pearson상

계수는 0.81～0.92,spearman상 계수는 0.76～0.92의 분포를 나타내서 열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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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비교하여 낮은 분포를 나타냈고,열량 보정 이나 보정 후 모두 1일,3

일,4일과 9일간의 비교 가장 높은 유의 인 상 계를 나타냈다.따라서 조

사일수가 증가할수록 양소 섭취량과의 상 성이 높아져서 개인의 일상 섭취량

과의 일치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7. 양소 섭취변이 요인들의 총 변이에 한 상 기여도 개인내 변이는

남자노인에 있어서 총 변이의 63.48%(나트륨)～82.33%(비타민 B1)를 여자노인에

있어서는 55.97%(나트륨)～77.60%(콜 스테롤)를 차지하여 남녀노인 모두 가장

큰 변이 요인으로 작용하 고,다음이 개인간 변이,계 에 의한 변이,조사요일

에 의한 변이로 각각 나타났다. 한 남녀노인 모두 개인내 변이,개인간 변이등

은 모든 양소에서 유의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계 에 의한 변이에서는 여

자노인의 경우에서 유의 인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조사요일에 의한 변이에

서는 남자노인의 경우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여자노인은 단백질,지방,

식이섬유,비타민 C,엽산,콜 스테롤에서 유의 으로 나타났다.

8.조사 상자 체의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계수는 20.7～48.4로 열량,탄

수화물,철분,아연등이 20.7～29.0으로 개인에 따른 섭취량의 차이가 작은 양

소군이었고,지방,비타민 A,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등이 36.8～48.4로

개인에 따른 양소의 섭취량 차이가 큰 양소군이었다.남녀노인별로 보았을

때 남자노인의 경우는 개인간 변이계수가 열량(18.4)～콜 스테롤(46.1)로 조사되

었고,여자노인의 경우는 탄수화물(20.7)～지방(38.2)로 나타났다.

개인간 변이계수가 열량 보정 보다 보정 후에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개

인간 변이가 개인간의 에 지 섭취량의 차이에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었

다.

9.조사 상자 체의 개인내 변이계수는 40.0～97.3의 범 를 보 고,열량,단백

질,탄수화물,회분,철분,나트륨등이 40.1～48.9의 분포를 보여 개인내 변이가

작은 양소군으로 조사되었고,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이 81.9～97.3으로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군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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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양소의 섭취에 있어서 개인내 변이가 높다는 것은 그 양소의 함량이

특별히 높은 식품을 그 날 섭취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큰 향을 받음을 시사

하는데,정확한 일상 섭취량의 측정을 해서는 조사일의 고른 분배와 조사일수

의 선정에 신 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0. 양소 섭취량의 개인간 변이에 한 개인내 변이비가 가장 낮은 양소는

나트륨(1.3)이었고,가장 높은 것은 비타민 B1(2.6)로 조사되어 양소간 변이비

의 큰 차이가 없었다.남자노인의 경우 변이비가 가장 작은 것은 나트륨(1.6),가

장 큰 것은 비타민 B1(3.7)으로 조사되었고,여자노인의 경우 변이비가 가장 작

은 양소는 철분과 나트륨(1.3)으로 조사되었다.가장 변이비가 큰 양소는 콜

스테롤(3.0)이었고.거의 모든 양소들의 변이계수의 비가 1.3～1.8의 범 에

있어서 남자노인의 경우보다 낮은 분포를 보 다.

11.90% 신뢰수 에서 개인의 실제 섭취량의 20% 오차내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

하기 해서는 열량,단백질,탄수화물,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이 11～19

일의 조사가 필요하고,지방,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

테롤은 38～64일이 필요하 다.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10%미만의 오차를 허

용할 경우는 무려 90일 이상의 조사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인의 일상섭

취량 추정에 근사치의 값을 가질수록 그 필요한 조사일이 더욱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한 9일간의 식이 섭취량 조사로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경우

양소의 종류에 따라 21.9～53.3%의 백분편차를 나타내었고,콜 스테롤은 53.3%

를 나타내서 개인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는데 오차가 가장 큰 양소로 조사되

었다.그리고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인 지방,식이섬유,인,아연,비타민 A,비

타민 B1,비타민 C,콜 스테롤은 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백분편차 한 모두 크게 나타났다.

12.하루 동안의 조사로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10～30%이내로 추정하는데 필요

한 표본의 크기는 조사 상자 체의 경우 열량은 24명 정도면 10% 이내로 집

단의 일상섭취량 추정이 가능하 고,탄수화물 23명,비타민 A는 99명,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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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1명,콜 스테롤은 가장 많은 121명이면 추정이 가능하 다. 한 하루 동안

의 집단의 일상섭취량을 90% 신뢰구간으로 추정할 경우 표본의 크기에 따른 백

분편차는 본 조사 상자 수 186명은 열량,탄수화물은 일상섭취량의 15%미만으

로 추정이 가능하 고,비타민 A,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이 30.0～

35.7%로 추정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양소에서 17.3～29.4%로 일상섭취

량이 추정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개인간 변이와 개인내 변이가 모두

큰 양소인 지방,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집

단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백분편차 모두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13.본 연구에서 9일간의 조사결과와 일상 섭취량과의 상 계수는 0.76～0.91의

범 를 나타냈는데,만일 조사의 목 이 섭취량에 따라 개인의 순 를 정하고 그

분포에 의해 5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옳게 분류되는 정도는 59～75%이고 그

르게 분류되는 정도는 4%미만임을 나타낸다.상 계수가 증가할수록 개인간

변이에 비해 개인내 변이가 클수록 필요한 조사일수는 많아지게 되는데,본 연구

에서는 0.9이상의 상 계수를 얻기 해 필요한 조사일수는 열량,단백질,지방,

식이섬유,회분,칼슘,철분,나트륨,칼륨,비타민 B2,B6,나이아신,엽산등이

8～15일로 상 으로 짧았고,탄수화물,인,아연,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C,비타민 E,콜 스테롤은 16～28일의 조사일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 계수가 클수록 일상섭취량과 근사치의 값을 갖게 되므로 일상섭취

량의 정확한 측정에 필요한 조사일수는 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14. 은 열량,단백질,탄수화물,인,철분,칼륨,아연,비타민 B1,B2,B6,나이

아신의 가장 요한 원식품임과 동시에 열량,단백질,탄수화물,철분의 개인간

분산 가장 잘 설명하는 주요 변이식품이었다. 과 돼지고기,배추김치,얼갈이

배추등은 거의 모든 양소 섭취에서 가장 큰 원식품으로 나타났다.

15.집단의 총 섭취량에 한 정보를 보면,상 5가지 주요 원식품의 섭취량

을 조사할 경우에 모든 양소 섭취량의 34%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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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분산의 설명정도는 모든 양소에서 상 5가지 주요 변이식품으로부터

40%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총 섭취량에 한 설명정도나 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 모두 식품목록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총 섭취량에 한 20개 식품목록으로는 64.6～94.5%로 설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개인간 분산에 한 설명정도는 63.5～98.0%까지 설명이 가능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주 일부지역에서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이

양소 섭취에 있어서 주 과 주말,각 계 에 따른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내 변이가 큰 양소일수록 개인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필요

한 조사일수와 백분편차가 모두 크게 나타났고,개인내 변이와 개인간 변이 모두

큰 양소일수록 집단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조사일수와 백분편차가 모두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개인간 변이에 해 개인내 변이비가 큰

양소일수록 상 계수가 커져서 순 결정에 필요한 조사일수 한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결론 으로 식이섭취 변이요인에 기여하는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는 방

법들이 모색되어야 하는데,식이섭취 변이요인 가장 큰 변이요인을 차지하는

개인내 변이에서 측정 오차를 분리하는 것은 통계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

정오차를 최소화하여 개인내 변이에 한 측정 오차의 혼돈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러기 해서는 상되는 측정오차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계획에 반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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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Spring Summer Fall W

males(n=76)

Energy(kcal) 1531.3 ±460.0  1473.7 ±454 1672.0 ±1388.1 1587.4  

Protein(g) 64.3 ±27.8 61.4 ±32.1 71.8 ±55.4 64.5

Fat(g)* 29.9 ±19.0
ab

24.6 ±16.5
b

30.9 ±36.6
a

31.2

Carbohydrate(g) 228.6 ±66.2 239.4 ±78.4 255.0 ±229.9 246.7

D.Fiber(g) 16.1 ±7.8 17.0 ±8 18.9 ±24.1 17.9

Ash(g) 18.3 ±7.4 18.8 ±9.1 20.4 ±15.9 17.8

Ca(mg)*** 441.3 ±229.0
b

362.8 ±196.2
c

520.4 ±335.7
a

445.9

P(mg) 907.9 ±353.5 866.3 ±440.4 1096.4 ±1489.3 937.7

Fe(mg) 11.3 ±4.4 10.8 ±6.6 12.5 ±11.7 11.7

Na(mg) 4487.9 ±1942 4540.7 ±2475 4803.8 ±2925.1 4278.3

K(mg) 2390.5 ±996 2343.6 ±1099.7 2717.0 ±2715.8 2466.2

Zn(mg) 7.6 ±2.9 8.0 ±4.3 8.5 ±10.5 7.9

VitA (RE) 389.6 ±338.7 479.2 ±397.5 436.3 ±336.1 374.4

VitB1(mg) 1.0 ±0.5 1.0 ±0.4 1.1 ±2 1.0

VitB2(mg) 0.8 ±0.4 0.7 ±0.5 0.8 ±0.7 0.8

VitB6(mg) 2.0 ±1.0 2.0 ±1.0 2.2 ±2.3 1.8

Niacin(mg) 14.2 ±6.7 13.2 ±7.6 16.0 ±17.2 13.9

VitC(mg)*** 91.6 ±84.8b 78.5 ±51.5b 118.1 ±146.8a 114.9

Folate(㎍) 221.2 ±115.3 220.0 ±131 245.6 ±235.6 236.5

VitE(mg) 8.8 ±6.2 9.4 ±7.4 9.1 ±10.7 8.4

Cholesterol(㎎)* 229.4 ±192.7
a

172.6 ±179.7
b

238.6 ±220.3
a

205.7

Appendix1.Averagedailyintakeofenergyandnutrientsbyseason(Malen=76)

Mean±S.D

1)a,b,c:Significantdifferencebyone-wayANOVA(*p<0.05 **p<0.01 ***p<0.001)Valuesofdifferentsuperscr

significantdifferenceamongthegroupsatp<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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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Spring Summer Fall

femles(n=110)

Energy(kcal)*** 1141.3 ±445.4
b

1275.6 ± 525.4
a

1230.9 ±455.2
a

1306

Protein(g)** 46.5 ±26.2
b

46.5 ± 25.4
b

51.2 ±23.5
a

50

Fat(g)* 18.0 ±14.6
ab

17.1 ± 15.5
b

19.7 ±13.6
ab

20

Carbohydrate(g)*** 195.9 ±72.0
b

232.4 ± 94.2
a

209.8 ±77.3
b

228

D.Fiber(g)*** 13.0 ±7.2
c

15.0 ± 8.7
b

14.1 ±7.9
bc

16

Ash(g) 14.6 ±7.7 14.9 ± 9.6 14.8 ±7.1 14

Ca(mg)*** 361.5 ±222.2
b

311.8 ± 236.0
c

413.1 ±242.6
a

387

P(mg)*** 670.7 ±389.2
b

649.6 ± 339.1
b

751.6 ±351.5
a

760

Fe(mg) 9.0 ±4.9 9.1 ± 4.5 9.3 ±3.9 9

Na(mg) 3658.4 ±2082.2 3408.6 ± 2122.4 3489.8 ±1728.6 3461

K(mg)*** 1840.8 ±962.2
b

1845.8 ± 953.3
b

2036.0 ±972.4
a

2122

Zn(mg) 6.1 ±4.1 6.5 ± 3.7 3.0 ±2.9 6

VitA(RE)*** 296.3 ±303.1
bc

370.3 ± 341.2
a

322.1 ±275.8
ab

256

VitB1(mg)*** 0.7 ±0.4
c

0.8 ± 0.4
ab

0.7 ±0.4
b

0

VitB2(mg) 0.5 ±0.4 0.6 ± 0.3 0.5 ±0.3 0

VitB6(mg) 1.6 ±1.0 1.5 ± 0.8 1.4 ±0.7 1

Niacin(mg)* 9.7 ±5.4
b

9.6 ± 5.8
b

10.6 ±5.0
ab

10

VitC(mg)*** 72.5 ±61.5
bc

64.9 ± 53.2
c

84.9 ±69.5
b

110

Folate(㎍)* 189.7 ±146.3
ab

184.2 ± 111.0
b

194.4 ±109.6
ab

212

VitE(mg) 7.0 ±7.3 7.2 ± 5.9 6.8 ±5.2 6

Cholesterol(㎎)*** 152.8 ±189.2ab 108.8 ± 135.9c 159.4 ±140.2a 127

Appendix2.Averagedailyintakeofenergyandnutrientsbyseason(Femalen=110)

Mean±S.D

1)a,b,c:Significantdifferencebyone-wayANOVA(*p<0.05 **p<0.01 ***p<0.001) Valuesofdifferentsupersc

significantdifferenceamongthegroupsatp<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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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3.Estimatedcoefficientsofvariation(CV)formales,between-and

within-personvariabilityin1-dayintake
1)

Nutrients

males(=76)

energy-unadjusted energy-adjusted

mean CV
t2)
CVb

3)
CVw

4)
CVw/CVb CVt CVb CVw CVw/CVb

Energy(kcal) 1568.6 50.0 18.4 46.6 2.5 - - - -

Protein(g) 65.4 57.6 26.9 51 1.9 27.3 13.8 23.6 1.7

Fat(g) 29.4 83.6 34.2 76.4 2.2 48.9 22.9 43.3 1.9

Carbohydrate(g) 242.8 51.9 19.2 48.3 2.5 19.6 10.7 16.5 1.5

D.Fiber(g) 17.5 78.9 31.8 72.3 2.3 41.5 20.3 36.3 1.8

Ash(g) 18.7 56.6 26.8 49.9 1.9 37.5 16.0 34.0 2.1

Ca(mg) 443.1 58.2 27.3 51.5 1.9 47.3 20.9 42.5 2

P(mg) 950.5 83.6 26.8 79.2 3.0 26.5 13.6 22.7 1.7 

Fe(mg) 11.6 62.7 25.5 57.3 2.2 27.2 12.3 24.3 2

Na(mg) 4499.9 53.5 28.5 45.4 1.6 48.0 20.2 43.6 2.2

K(mg) 2477.9 64.4 28.9 57.6 2.0 31.5 16.0 27.2 1.7

Zn(mg) 8.0 72.9 24.6 68.6 2.8 122.5  6.2 122.3 19.8

VitA(RE) 414.7 98.7 39.7 90.4 2.3 93.9 28.7 89.4 3.1

VitB1(mg) 1.0 103.0 26.6 99.5 3.7 35.4 13.0 33.0 2.5

VitB2(mg) 0.8 69.1 28.7 62.9 2.2 39.4 16.4 35.8 2.2

VitB6(mg) 2.0 69.8 28.9 63.6 2.2 38.5 16.5 34.9 2.1

Niacin(mg) 14.3 71.9 26.2 67.0 2.6 31.8 13.8 28.7 2.1

VitC(mg) 102.3 98.1 41.4 89.0 2.1 108.1 33.4 102.8 3.1

Folate(㎍) 231.5 72.8 32.7 65.1 2.0 72.6 18.5 70.3 3.8

VitE(mg) 8.9 89.5 32.4 83.5 2.6 63.6 19.7 60.5 3.1

Cholesterol(㎎) 211.0 100.4 46.1 89.3 1.9 85.6 35.9 77.8 2.2

1)
Abbreviationswere:

CVt:totalcoefficientsofvariation

CVb: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 :withi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CVb:ratiosofwithin-to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2)
(SD/mean)×100
3)
(between-personvariance)

0.5
/mean×100

4)
(within-personvariance)

0.5
/mea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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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4.Estimatedcoefficientsofvariation(CV)forfemales,between-and

within-personvariabilityin1-dayintake
1)

Nutrients

females(=110)

energy-unadjusted energy-adjusted

mean CV
t2)

CVb
3)
CVw

4)
CVw/CVb CVt CVb CVw CVw/CVb

Energy(kcal) 1246.1 37.8 22.1 30.7 1.4 - - - -

Protein(g) 48.9 50.2 27.7 42 1.5 27.1 10.5 25 2.4

Fat(g) 18.8 77.4 38.2 67.4 1.8 56.9 22.9 52.1 2.3

Carbohydrate(g) 218.0 37.3 20.7 31.1 1.5 14.3 5.3 13.3 2.5

D.Fiber(g) 14.8 57.0 32.0 47.2 1.5 42.1 17.8 38.2 2.1

Ash(g) 14.7 52.3 31.0 42.2 1.4 38.2 16.9 34.3 2.0

Ca(mg) 370.4 62.9 30.1 41.6 1.5 52.6 15.4 36.3 2.4

P(mg) 713.9 49.9 27.6 41.7 1.5 28.5 11.6 26.1 2.2

Fe(mg) 9.3 46.1 27.5 37 1.3 26.7 11.9 23.9 2

Na(mg) 3499.8 54.7 33.2 43.6 1.3 44.9 20.2 40.1 2.0

K(mg) 1979.1 48.6 27.8 39.9 1.4 32.8 14.2 29.6 2.1

Zn(mg) 6.3 57.5 28.3 50.1 1.8 35.6 11.6 33.7 2.9

VitA (RE) 305.3 91.7 36.6 84.1 2.3 82.0 24.2 78.4 3.2

VitB1(mg) 0.8 51.9 28.1 43.7 1.6 31.9 13.2 29.0 2.2

VitB2(mg) 0.6 59.3 30.1 51.1 1.7 40.7 17.3 36.9 2.1

VitB6(mg) 1.5 54.0 29.2 45.5 1.6 38.0 14.6 35.1 2.4

Niacin(mg) 10.3 52.5 27.7 44.8 1.6 33.4 11.8 31.2 2.7

VitC(mg) 86.3 87.9 32.4 81.8 2.5 79.4 27.4 74.6 2.7

Folate(㎍) 197.0 63.7 32.3 54.9 1.7 53.4 20.5 49.3 2.4

VitE(mg) 6.9 86.7 36.6 78.7 2.1 66.9 23.5 62.6 2.7

Cholesterol(㎎) 136.1 109.4 34.9 103.7 3.0 97.1 23.4 94.3 4.0

1)
Abbreviationswere:

CVt:totalcoefficientsofvariation

CVb: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 :withi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CVb:ratiosofwithin-to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2)
(SD/mean)×100
3)
(between-personvariance)

0.5
/mean×100

4)
(within-personvariance)

0.5
/mea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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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5.Maximum percentagedeviationofestimatesofindividualsubjects

givennumberofdietarystudydays(males=76)

Nutrients
Numberofdietarystudydays

1  3  5  7  9  10  30  90  365 

Energy(kcal) 76.6  44.2  34.3  28.9  25.5  24.2  14.0  8.1  4.0 

Protein(g) 83.8  48.4  37.5  31.7  27.9  26.5  15.3  8.8  4.4 

Fat(g) 125.6  72.5  56.2  47.5  41.9  39.7  22.9  13.2  6.6 

Carbohydrate(g) 79.5  45.9  35.5  30.0  26.5  25.1  14.5  8.4  4.2 

D.Fiber(g) 119.0  68.7  53.2  45.0  39.7  37.6  21.7  12.5  6.2 

Ash(g) 82.1  47.4  36.7  31.0  27.4  26.0  15.0  8.7  4.3 

Ca(mg) 84.8  49.0  37.9  32.0  28.3  26.8  15.5  8.9  4.4 

P(mg) 130.3  75.2  58.3  49.2  43.4  41.2  23.8  13.7  6.8 

Fe(mg) 94.3  54.4  42.2  35.6  31.4  29.8  17.2  9.9  4.9 

Na(mg) 74.8  43.2  33.4  28.3  24.9  23.6  13.6  7.9  3.9 

K(mg) 94.8  54.7  42.4  35.8  31.6  30.0  17.3  10.0  5.0 

Zn(mg) 112.9  65.2  50.5  42.7  37.6  35.7  20.6  11.9  5.9 

VitA(RE) 148.8  85.9  66.5  56.2  49.6  47.0  27.2  15.7  7.8 

VitB1(mg) 163.7  94.5  73.2  61.9  54.6  51.8  29.9  17.3  8.6 

VitB2(mg) 103.5  59.7  46.3  39.1  34.5  32.7  18.9  10.9  5.4 

VitB6(mg) 104.6  60.4  46.8  39.5  34.9  33.1  19.1  11.0  5.5 

Niacin(mg) 110.2  63.6  49.3  41.6  36.7  34.8  20.1  11.6  5.8 

VitC(mg) 146.4  84.5  65.5  55.3  48.8  46.3  26.7  15.4  7.7 

Folate(㎍) 107.1  61.8  47.9  40.5  35.7  33.9  19.5  11.3  5.6 

VitE(mg) 137.4  79.3  61.4  51.9  45.8  43.4  25.1  14.5  7.2 

Cholesterol(㎎) 146.9  84.8  65.7  55.5  49.0  46.4  26.8  15.5  7.7 

D0=
1.645
n
CVw

DO:thegreatestpercentagedeviation

n:thenumberofindependentrecallsforeachsubject

CVw:thewithin-individualorresidualcoefficientof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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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6.Maximum percentagedeviationofestimatesofindividualsubjects

givennumberofdietarystudydays(females=110)

Nutrients
Numberofdietarystudydays

1  3  5  7  9  10  30  90  365 

Energy(kcal) 50.5  29.2  22.6  19.1  16.8  16.0  9.2  5.3  2.6 

Protein(g) 69.0  39.8  30.9  26.1  23.0  21.8  12.6  7.3  3.6 

Fat(g) 110.8  64.0  49.6  41.9  36.9  35.0  20.2  11.7  5.8 

Carbohydrate(g) 51.1  29.5  22.9  19.3  17.0  16.2  9.3  5.4  2.7 

D.Fiber(g) 77.7  44.8  34.7  29.3  25.9  24.6  14.2  8.2  4.1 

Ash(g) 69.5  40.1  31.1  26.3  23.2  22.0  12.7  7.3  3.6 

Ca(mg) 91.0  52.5  40.7  34.4  30.3  28.8  16.6  9.6  4.8 

P(mg) 68.6  39.6  30.7  25.9  22.9  21.7  12.5  7.2  3.6 

Fe(mg) 60.9  35.2  27.3  23.0  20.3  19.3  11.1  6.4  3.2 

Na(mg) 71.7  41.4  32.1  27.1  23.9  22.7  13.1  7.6  3.8 

K(mg) 65.6  37.9  29.4  24.8  21.9  20.8  12.0  6.9  3.4 

Zn(mg) 82.4  47.6  36.8  31.1  27.5  26.1  15.0  8.7  4.3 

VitA(RE) 138.4  79.9  61.9  52.3  46.1  43.8  25.3  14.6  7.2 

VitB1(mg) 71.9  41.5  32.2  27.2  24.0  22.7  13.1  7.6  3.8 

VitB2(mg) 84.1  48.6  37.6  31.8  28.0  26.6  15.4  8.9  4.4 

VitB6(mg) 74.9  43.3  33.5  28.3  25.0  23.7  13.7  7.9  3.9 

Niacin(mg) 73.6  42.5  32.9  27.8  24.5  23.3  13.4  7.8  3.9 

VitC(mg) 134.5  77.7  60.2  50.8  44.8  42.5  24.6  14.2  7.0 

Folate(㎍) 90.4  52.2  40.4  34.2  30.1  28.6  16.5  9.5  4.7 

VitE(mg) 129.4  74.7  57.9  48.9  43.1  40.9  23.6  13.6  6.8 

Cholesterol(㎎) 170.6  98.5  76.3  64.5  56.9  54.0  31.2  18.0  8.9 

D0=
1.645
n
CVw

DO:thegreatestpercentagedeviation

n:thenumberofindependentrecallsforeachsubject

CVw:thewithin-individualorresidualcoefficientof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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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 oftruemeanwithinspecifiedsamplesize

10 30 50 76 100 200 300 500 1000

Energy(kcal) 73.3  42.3  32.8  26.6  23.2  16.4  13.4  10.4  7.3 

Protein(g) 80.8  46.6  36.1  29.3  25.5  18.1  14.7  11.4  8.1 

Fat(g) 120.5  69.6  53.9  43.7  38.1  26.9  22.0  17.0  12.0 

Carbohydrate(g) 76.0  43.9  34.0  27.6  24.0  17.0  13.9  10.8  7.6 

D.Fiber(g) 114.1  65.9  51.0  41.4  36.1  25.5  20.8  16.1  11.4 

Ash(g) 79.2  45.7  35.4  28.7  25.0  17.7  14.5  11.2  7.9 

Ca(mg) 81.7  47.2  36.5  29.6  25.8  18.3  14.9  11.6  8.2 

P(mg) 124.4  71.8  55.6  45.1  39.3  27.8  22.7  17.6  12.4 

Fe(mg) 90.4  52.2  40.4  32.8  28.6  20.2  16.5  12.8  9.0 

Na(mg) 72.5  41.8  32.4  26.3  22.9  16.2  13.2  10.2  7.2 

K(mg) 91.2  52.6  40.8  33.1  28.8  20.4  16.6  12.9  9.1 

Zn(mg) 107.9  62.3  48.2  39.1  34.1  24.1  19.7  15.3  10.8 

VitA(RE) 142.6  82.4  63.8  51.7  45.1  31.9  26.0  20.2  14.3 

VitB1(mg) 155.9  90.0  69.7  56.6  49.3  34.9  28.5  22.1  15.6 

VitB2(mg) 99.3  57.3  44.4  36.0  31.4  22.2  18.1  14.0  9.9 

VitB6(mg) 100.4  57.9  44.9  36.4  31.7  22.4  18.3  14.2  10.0 

Niacin(mg) 105.4  60.9  47.1  38.2  33.3  23.6  19.2  14.9  10.5 

VitC(mg) 140.6  81.2  62.9  51.0  44.5  31.4  25.7  19.9  14.1 

Folate(㎍) 103.0  59.5  46.1  37.4  32.6  23.0  18.8  14.6  10.3 

VitE(mg) 131.4  75.9  58.8  47.7  41.6  29.4  24.0  18.6  13.1 

Cholesterol(㎎) 141.4  81.6  63.2  51.3  44.7  31.6  25.8  20.0  14.1 

Appendix 7.Maximum percentagedeviationofestimatesofgroupnutrient

intakesmeasuredby1-dayrecallsgiven% oftruemeanwithinspecified

samplesize(males=76)

D1=1.645×
(CVb)

2

g
+
(CVw)

2

gn

D1:thedeviationofthemeanforagroupofasubjects

g:groupsize, n:thenumberofindependentrecallsforeachsubject

CVb: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withi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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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Maximum percentagedeviationofestimatesofgroupnutrient

intakesmeasuredby1-dayrecallsgiven% oftruemeanwithinspecified

samplesize(females=110)

Nutrients
% oftruemeanwithinspecifiedsamplesize

10 30 50 100 110 200 300 500 1000

Energy(kcal) 49.3  28.5  22.0  15.6  14.9  11.0  9.0  7.0  4.9 

Protein(g) 67.0  38.7  30.0  21.2  20.2  15.0  12.2  9.5  6.7 

Fat(g) 107.0  61.8  47.8  33.8  32.3  23.9  19.5  15.1  10.7 

Carbohydrate(g) 49.7  28.7  22.2  15.7  15.0  11.1  9.1  7.0  5.0 

D.Fiber(g) 75.5  43.6  33.8  23.9  22.8  16.9  13.8  10.7  7.6 

Ash(g) 67.8  39.2  30.3  21.5  20.5  15.2  12.4  9.6  6.8 

Ca(mg) 87.7  50.6  39.2  27.7  26.4  19.6  16.0  12.4  8.8 

P(mg) 66.6  38.5  29.8  21.1  20.1  14.9  12.2  9.4  6.7 

Fe(mg) 59.6  34.4  26.6  18.8  18.0  13.3  10.9  8.4  6.0 

Na(mg) 70.2  40.5  31.4  22.2  21.2  15.7  12.8  9.9  7.0 

K(mg) 63.9  36.9  28.6  20.2  19.3  14.3  11.7  9.0  6.4 

Zn(mg) 79.5  45.9  35.6  25.2  24.0  17.8  14.5  11.2  8.0 

VitA(RE) 132.7  76.6  59.3  42.0  40.0  29.7  24.2  18.8  13.3 

VitB1(mg) 69.8  40.3  31.2  22.1  21.0  15.6  12.7  9.9  7.0 

VitB2(mg) 81.3  47.0  36.4  25.7  24.5  18.2  14.8  11.5  8.1 

VitB6(mg) 72.7  42.0  32.5  23.0  21.9  16.3  13.3  10.3  7.3 

Niacin(mg) 71.3  41.2  31.9  22.6  21.5  15.9  13.0  10.1  7.1 

VitC(mg) 128.7  74.3  57.6  40.7  38.8  28.8  23.5  18.2  12.9 

Folate(㎍) 87.4  50.5  39.1  27.6  26.3  19.5  16.0  12.4  8.7 

VitE(mg) 124.2  71.7  55.6  39.3  37.5  27.8  22.7  17.6  12.4 

Cholesterol(㎎) 162.9  94.0  72.8  51.5  49.1  36.4  29.7  23.0  16.3 

D1=1.645×
(CVb)

2

g
+
(CVw)

2

gn

D1:thedeviationofthemeanforagroupofasubjects

g:groupsize, n:thenumberofindependentrecallsforeachsubject

CVb:betwee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CVw:within-personcoefficientsof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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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Males Females

givenr
r

givenr
r

0.75 0.8 0.85 0.9 0.95 0.75 0.8 0.85 0.9 0.95

Energy(kcal) 8 11 17 27 59 0.76 2 3 5 8 18 0.91

Protein(g) 5 6 9 15 33 0.85 3 4 6 10 21 0.89

Fat(g) 6 9 13 21 46 0.8 4 6 8 13 29 0.86

Carbohydrate(g) 8 11 16 27 58 0.77 3 4 6 10 21 0.89

D.Fiber(g) 7 9 13 22 48 0.80 3 4 6 9 20 0.90

Ash(g) 4 6 9 15 32 0.85 2 3 5 8 17 0.91

Ca(mg) 5 6 9 15 33 0.85 4 6 9 14 31 0.85

P(mg) 11 16 23 37 81 0.71 3 4 6 10 21 0.89

Fe(mg) 6 9 13 21 47 0.8 2 3 5 8 17 0.91

Na(mg) 3 5 7 11 24 0.88 2 3 4 7 16 0.92

K(mg) 5 7 10 17 37 0.83 3 4 5 9 19 0.90

Zn(mg) 10 14 20 33 72 0.73 4 6 8 13 29 0.86

VitA(RE) 7 9 14 22 48 0.80 7 9 14 23 49 0.79

VitB1(mg) 18 25 36 60 130 0.63 3 4 6 10 22 0.89

VitB2(mg) 6 9 12 20 44 0.81 4 5 8 12 27 0.87

VitB6(mg) 6 9 13 21 45 0.81 3 4 6 10 23 0.89

Niacin(mg) 8 12 17 28 61 0.76 3 5 7 11 24 0.88

VitC(mg) 6 8 12 20 43 0.81 8 11 17 27 59 0.77

Folate(㎍) 5 7 10 17 37 0.83 4 5 8 12 27 0.87

VitE(mg) 9 12 17 28 61 0.76 6 8 12 20 43 0.81

Cholesterol(㎎) 5 7 10 16 35 0.84 11 16 23 38 82 0.71

Appendix9.Thenumberofdaysofdietarystudyneededtoobtainagivenr

betweenobservedandtruenutrientintakesaccordingto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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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lassificationin

extremefractions*

Fractions

Thirds Foruths Fifths

0.75 a 0.690 0.630 0.590

b 0.049 0.013 0.004

0.80 a 0.720 0.580 0.650

b 0.033 0.006 0.002

0.85 a 0.760 0.720 0.690

b 0.018 0.002 <0.001

0.90 a 0.800 0.77 0.750

b 0.006 <0.001 <0.001

0.95 a 0.860 0.840 0.830

b <0.001 <0.001 <0.001

Appendix 10.Proportion ofsubjects correctly classified in the extreme

fractionsfordifferentvaluesofthecorrelationcoefficientbetweenobserved

andtrueintake(r)

*a:correctlyclassificdintheextremethirds,foruthsorfifthsofthedistributionof

intakes.

b:misclassifiedintheextremefraction,oppositetotrue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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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InvestigatoryStudyofbetween-and

within-individualVariationon

nutritionIntakeofEldersLiving

inJejuprovince

Jun-YoungBak

DepartmentofNutritionEducation,GraduateSchoolofEducation

ChejuNationalUniversity,Jeju,Korea

Thisstudytargetson186elders(76men,110women),morethan65years

old,living in Jeju province.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by dietary

investigation for totalnine days through four seasons,winter,spring,

summer,andautumnfrom 2005to2006,applyingto24-hourrecallmethod.

This study grasped the tendency ofdietary intake,classifying with the

seasons,theweeksincludingtheinsideandtheendofaweek,andthedays

spentforinvestigation.

Thisstudyisaimedatanalyzingtheinfluenceondietaryintakevariationof

thefactorsandofferingbasicdatatoestimateelders’usualintake.

1.Bothofthemeneldersandwomenelderstookincaloricintakebelow

estimatedenergyrequirement.Theytookinmorethanrecommendedintake,

protein,vitaminC,vitaminB6,phosphorus,natrium,andiron,morethan50%

ofrecommendedintakeexceptvitaminB2andpotasium.calcium,potasium,

vitaminA,vitaminB2,andfolicacid,46.4～54.3%,werebelow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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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2.Meneldershadasignificantdifferenceincalcium andvitaminCbetween

seasons,butwomen eldersin energy,carbohydrate,dietary fiber,calcium,

phosphorus,potasium,vitamin A,vitamin B1,vitamin C,and cholesterol

betweenseasons.But,investigationfoundoutthatmenelderstookinmore

attheendofaweekthanattheinsideofaweek,however,womenelders

tookinmoreattheinsideofaweekthanattheendofaweek.So,women

eldersweremoreinfluencedonseasons,insideofaweek,andendofaweek

indietaryintakethanmenelders.

3.Thisstudy comparednutrition intakebetween oneday andninedays,

threedaysandninedays,fourdaysandninedays,andfoundoutthatthe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onfourdaysandninedayswas0.88～0.93,and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was 0.84～0.96,highest.The comparison

valueonfourdaysandninedays’nutritionintakehasthemostsignificant

correlation,comparedwiththecomparisonvalueononedayandninedays,

threedaysandninedays’nutritionintake.

4.Therelativecontributionsontotalvariationofnutritionintakevariation

factors were within-individualvariation > between-individualvariation >

season basedvariation> Investigation day oftheweekbasedvariation in

order. Bothofthemeneldersandwomeneldershadasignificantdifference

in within-individualvariation and between-individualvariation.Butseason

basedvariationhadmoresignificantdifferenceinwomenelders.Investigation

dayoftheweekbasedvariationdidn’thavesignificancein themenelders.

Womeneldershadasignificanceinprotein,fat,dietaryfiber,vitaminC,folic

acid,andcholesterol.

5.Between-individualvariationcoefficientofnutritionintakewas20.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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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within-individualvariationcoefficientwas40.0～97.3.Thatis,difference

inday basedintake,within-individualvariation coefficient,wasmorethan

difference in between-individualdifference.The nutrition which had the

lowestwithin-individualvariationratioversusbetween-individualvariationof

nutritionintakewasnatrium(1.3),butthenutritionwhichhadthehighestone

wasvitaminB1(2.6).Itmeansthatnutritiondidn’thaveabigdifferencein

variationratio.

6.Ittook 11 days(energy,carbohydrate)～64 days(cholesterol)to presume

one-day'susualintakewithin20% errorofrespectivepersons’realintakeat

thereliancelevelof90%.Ittook80daystopresumeone-day’susualintake

within10% errorinallofthenutritionexceptenergy,protein,carbohydrate,

ash,calcium,iron,natrium,and potasium,which means thatthe more

approximatetorespectiveperson’sone-day intakeavaluewas,themore

investigationdaysittook.Oneday’sinvestigationfoundoutthatusualintake

assumptionofagroup,accordingtothesizeofasample,had14.7% errorof

usualintakeinthecaseofcarbohydrate.vitaminA,vitaminC,vitaminE,

andcholesterolhad30.0～35.7% errorofusualintake.

7.Inthisstudythecorrelationcoefficientbetweenninedays’investigation

resultand usualintake showed 0.76～0.91 coverage.Ittook 8～15days,

somewhatshortperiod,togetcorrelationcoefficientmorethan0.9inthecase

ofenergy,protein,fat,dietary fiber,ash,calcium,iron,natrium,potasium,

vitaminB2,vitaminB6,niacin,andfolicacid,and16～28daysinthecaseof

carbohydrate,phosphorus,zinc,vitamin B1,vitamin C,vitamin E,and

cholesterol.

8.Ricewasthemostimportantresourceofenergy,protein,carbohydrate,

phosphorous,iron,potasium,zinc,vitaminB1,vitaminB2,vitaminB6,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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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cin,and atthesametimeitexplained between-individualvariation of

energy,protein,carbohydrate,and iron.Rice,pork,cabbage kimchi,and

eolgarikimchiwerethemostimportantresourceinalmostofallintakesof

nutrition.

9.Asforinformationontotalintakeofagroup,byinvestigatingintakeof

upperfiveresources,thisstudy couldgetinformation on morethan34%

nutrition intake.Asforbetween-individualvariation,thisstudy could get

informationonmorethan40% byinvestigatingupperfiveimportantvariation

foodsinallnutrition.Themorefoodlistincreased,themorethisstudycould

explaintotalintakeandbetween-individualvariation

From theaboveresultsummary,thisstudyfoundoutthatgenerallywomen

elderswereinfluencedon theinsideofaweek,theendofaweek,and

respective seasons in taking nutrition than men elders. In addition,

within-individualvariation was higher than between-individualvariation,

whichmeansthatwithin-individualvariationandbetween-individualvariation

haveto beconsidered on atthetimeofmaking dietary intakeplan to

enhancestudyreliability.Thelongerthisstudyinvestigateddietaryintake,

andthemoresubjectsthisstudyinvestigated,themorerespectivepersons

andgroups’usualintakegetapproximate.So,itisimportanttoselectnutrition

accordingtoinvestigationdays,andinvestigationdaysandsubjectnumbers

accordingtoaimsatthetimeofmakingadietaryintakeinvestigatio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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