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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초·중·v등학교 학생 중 점심식사로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의 

식사의 질과 체중상태를 f정식을 먹은 학생들과 비교& 평f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0++ d중국ok영양조사e(�������� & 8STYL 

HPLWtS LYd AutrTtTZY DurvPb) 자료 중 ,.시h 회상법을 이용하여 실시된 연속

된 -일의 식품섭취조사’ 참여한 0-+1세 초c중cv등학생 +&.+,명의 자료를 추

출하였다( 이 중& 주 중 첫 번째 하루의 점심식사의 준비장소와 식사장소f 모두 

학교(학교급식군)이n나 f정(f정식군)인 +&+/.명의 자료 중’서 주요 변수’ 

대한 s측j이 없는 +&02.명의 자료를 0-++세(학교급식군4 +11명& f정식군4 

./1명)와 +,-+1세(학교급식군4 +..명& f정식군4 -00명)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그 s과& 학교급식군과 f정식군’서 공통으로 f장 많이 섭취한 식품

은 쌀과 돼지v기로 나타·다( 식품군별 섭취량을 d중국국민식품균형구성탑e( 

& 8STYPsP :ZZd GuTdP BLRZdL)’서 제시한 +일 ’너지 권

장섭취량이 +000-,.00 VNLW’ 해당하는 사람의 하루 권장섭취량의 .0% 수준

과 비교한 s과& 학교급식군과 f정식군 모두’서 육류의 평균 섭취량이 과다하

였v& 생선류의 평균 섭취량은 부족하였다( 또한 학교급식군의 평균 채소 섭취량

(0-++세4 21(. R& +,-+1세4 30(, R)은 부족하였v f정식군(0-++세4 33(0 R& 

+,-+1세4 +,+(, R)보다 유의적으로 적‘다(0-++세4 p50(0.0& +,-+1세4 

p50(000)( 식사 다양성의 측면’서 식품군(9MG:G4 유제품군& 육류군& w류군& 

과일군& 채소군) 식사패턴을 살펴본 s과& 육류군cw류군c채소군의 세 f지 식품

군만을 섭취한 패턴은 두 연령집단의 학교급식군’서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

·으며& f정식군’서 gg /.%& /2%로 나타나& 학교급식군이 f정식군보다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 f구소득 수준& n주지를 공변량으로 보정하여 식품군

점수(9TPtLrb 9TvPrsTtb DNZrP)와 총식품점수(9TPtLrb GLrTPtb DNZrP)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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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과& 학교급식군과 f정식군 h’ 차이f 없‘다( 학교급식군과 f정식군의 체

중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체질량지수를 ,0+0년 d중국국민식사지침e(���

����& 8STYPsP 9TPtLrb GuTdPWTYPs)의 연령별 기준’ 따라 급성영양장애& 정

상&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체중상태’ 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s과& 학교급식군은 f정식군보다 과체중일 f능성이 0-++세의 t우 

,(0,배(3/% 8=& +(.+-.(20)& +,-+1세의 t우 ,(-,배(3/% 8=& +(+--.(11)인 것

으로 나타·다( 이상의 s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 학생들이 학교급식과 f정식 모

두’서 육류를 과다하r 섭취하v 생선류를 부족하r 섭취한 것을 통하여& 균형 

있는 식사의 측면’서 학교급식과 f정식이 모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f되‘

다( 또한 학교급식으로부터의 채소류 섭취도 부족한 것으로 평f되‘다( 학교급

식군과 f정식군 h’ 식품군점수 및 총식품점수는 유의한 차이f 없는 것으로 

나타·으나& 학교급식군’서 육류군cw류군c채소군 세 f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

하는 학생의 비율이 f정식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사의 다양성 측면’서 

학교급식의 질이 f정식보다 높은 것으로 평f되‘다( 체중상태의 측면’서 학

교급식군은 f정식군보다 과체중일 f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학교급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사의 균형성과 다양성 측면을 

동시’ v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균형 있는 식사의 측면’서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육류 섭취량을 줄이v 동시’ 채소류의 섭취량을 늘

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식사의 다양성 측면’서는 우유⋅유제품과 과일을 h식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의 식사u획을 m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4 중국ok영양조사& 학교급식& f정식& 식사의 질& 체중상태 

학   번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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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 수준을 m선하여 출석률을 높이v& 학습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7uYdb& ,003)(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v 전세u n의 모든 국f’서 학교급식을 실시하v 

있다(HZrWd :ZZd BrZRrLXXP& ,0+-)( ,0+,년 기준& 매일 -(02억 유치원생과 

초c중cv등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v 있다(HZrWd :ZZd BrZRrLXXP& ,0+-)( 

중국의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상태를 m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해안도시

’서 +320 년대부터 시범 운영되기 시작하여(ML Pt LW(& ,00-)& ,0+0 년’는 대

형 도시의 30%& 중소형 도시의 10%& 농촌지역의 ,0%’ 해당하는 지역’서 급

식이 운영되v 있다(HLY& ,0+0)( 또한 중국 정부는 ,0++ 년부터 t제 발전이 뒤

떨어진 농촌 지역’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제공 및 식당 o

설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초c중학생영양m선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LT LYd 

HLYR& ,0+/)(  

중국의 학교급식 규모f 확대되면서 메뉴 구성& 제공량 등 학교급식의 질적인 

측면’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v 있다( 대부분 학교급식’서 u절’ 따른 메뉴를 

제공하v 주기적으로 메뉴를 변t하는 등 메뉴 구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했지만(GuZ Pt LW(& ,0+/& ZSLYR Pt LW(& ,0+.M)& 여전히 부적절한 메뉴 

구성과 단일한 식품 종류’ 대한 지적을 많이 받v 있다(LT LYd HLYR& ,0+/& Iu& 

,0+-)( 또한 여러 지역의 학교급식’서 권장섭취기준대로 식품을 제공하지 않v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v 있다( 특히 학교급식’서 육류의 제공량은 

과다하v(9LT Pt LW(& ,0+/& 9uLY Pt LW(& ,0+,& LTLY Pt LW(& ,0+.)& 채소& 과일& 

유제품의 제공량은 부족한(LTLY Pt LW(& ,0+.) 것은 문제이다( 베이징시의 일부 

초·중등학교 급식’서는 권장섭취량의 +/0% 이상& 상하이시의 t우 ,00% 

이상의 육류를 공급하v 있‘으며 두 도시 모두 과일류를 권장섭취량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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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v 우유 및 유제품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다(9uLY Pt LW(& ,0+,& 

LTLY Pt LW(& ,0+.)(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초c중학생영양m선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3&-.0m 농촌 초·중등학교 급식’서도 10% 이상의 학교f 채소류와 

유제품을 권장량 미만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다(ZSLYR Pt LW(& ,0+/)(  

m혁m방 이후 중국인들의 식습관은 탄수화물 위주의 전통적 식습관’서 

저탄수화물& v지방을 섭취하는 서양식 식습관으로 변화하v 있다(HLYR Pt LW(& 

,0+-)( 식습관 변화로 인하여 특히 청소년들의 과체중율과 비만율은 +330년대 

이후 급속하r 증f하는 추세이다(DZYR Pt LW(& ,0+-)( ,0+0년 기준으로 청소년의 

과체중율과 비만율은 gg 3(3%& /(+%로 나타나& 약 -&000만명의 청소년이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이다(JT LYd 8SPY& ,0+-)( 

이’ 바른 식습관 형성 및 비만 예방의 차원’서 ok한 식사환t을 구축할 필

요f 있다( 중국’서 f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중국 0 대 

도시(하얼빈& 베이징& 지난& 상하이& 총칭& 광저우)의 초등학생을 조사한 s과 약 

,/%f 학기 중’ f정’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으며(Hu Pt LW(& ,0+,)& 

전국의 중·v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서는 약 -0%f 일반적으로 점심을 f

정’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다(7urPLu Zf 9TsPLsP BrPvPYtTZY LYd 8ZYtrZW& 

,0+/)( f정의 식사환t은 구성원의 기호& f정 문화& m인 일정 등의 영향을 받

기 때문’ 학교급식’ 비해 m선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ok한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ok한 식사환t을 구축할 필요f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을 적극

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f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학교급식과 f정식의 질을 비교하여 학교급식의 상대적 질을 

p증한 연구는 아직 보v된 바 없v f정식’ 비하여 학교급식의 ok 추진 

효과를 p증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학교급식의 질’ 관한 

연구는 주로 일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급식’서 학생들이 

실제로 먹은 것을 토대로 한 전국규모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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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연구는 d중국ok영양조사e(�������� ，8STYL HPLWtS 

LYd AutrTtTZY DurvPb) 자료를 이용하여 초·중·v등학교 학생 중 점심식사로 학

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의 식사의 질과 체중상태를 f정식을 먹은 학생들과 비교& 

평f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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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헌고찰 

	

+( 중국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상태 

 

중국은 m발 도상국이지만& m혁m방이후& 사회t제f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상태도 m선되v 있다( 

,0+/년 d중국국민영양⋅성인질환보ve(�������
�����& CPpZrt 

ZY 8STYPsP CPsTdPYtes 8SrZYTN 9TsPLsP LYd AutrTtTZY)’ 따르면 ,0+,년 기준& 

0-+1세 아동 및 청소년의 신장’ 대하여 ,00,년보다 도시학생이 약 , NX& 농촌

학생이 약 . NX 증f했v& 체중’ 대하여 도시학생이 ,-. VR& 농촌학생이 --/ 

VR 증f한 것으로 나타·으며( 만성영양장애율과 급성영양장애율이 ,00,년대

비 gg -(+%& .(.% i소한 것으로 조사되‘다(7urPLu Zf 9TsPLsP BrPvPYtTZY 

LYd 8ZYtrZW& ,0+/)(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영양불량 문제는 여전히 직시 하여

야 할 문제이다( 0-+1세 아동 및 청소년은 만성영양장애율과 급성영양장애율이 

gg -(,%& 3(0%로 조사되v(7urPLu Zf 9TsPLsP BrPvPYtTZY LYd 8ZYtrZW& ,0+/)& 

중국 서북& 서남의 빈곤지역’서 /-+1세 아동 및 청소년의 만성영양장애율이 g

g ,/%& .0%를 넘은 것은 실정이다(JT& ,0++)( 반면’ m혁m방후의 삼십 년 동

안 청소년 과체중율과 비만율은 +330년대 이후 급속하r 증f하는 추세이다

(DZYR Pt LW(& ,0+-)( +320년대& 청소년의 과체중율 +(2%& 비만율 0(.%’서(Ju 

Pt LW(& ,0+,)& ,0+0년 기준& 과체중율 3(3%& 비만율 /(+%로 증f한 것으로 나타

나& 약 -000만 학생이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이다(JT LYd 8SPY& ,0+-)( 영양소섭

취의 측면’서 과일& 채소& 우유의 섭취부족으로 인한 칼슘& 철분& 비타민 9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ML& ,0+-& BTPrYLs Pt LW(& ,0+/)& 미량영양소 

s핍은 보편적으로 존재한 문제이다(ZSLYR Pt LW(& ,0+0N)( 이’ 중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영양불량 과 영양과잉문제를 모두 f지v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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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학교급식 

 

+) 중국의 학교급식 역사 및 운영실태 

 

중국은 +320년대’서 일부 해안도시부터 학교급식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였

v(HLY& ,0+0& ML Pt LW(& ,00-)& 이 시기는 중국의 급식사업이 제기된 시기였

다( +320년대 당시’ 전국영양조사와 학생체질ok조사의 s과’ 따라 +)-의 학

생은 영양 불량이‘다( 특히 영양소 s핍 문제와 빈혈 문제f 초& 중학생’ 해당

되는 연령집단’ f장 심g하였다( 이’ 학생의 영양상태를 m선 하기 위하여 

+320년’ 일부 영양학자로부터 학교급식을 제안 받았다( 하지만 +332년까지 정

부의 관심을 잡지 못하였다(9ZYR LYd ZSLT& ,00/)(  

+330 년대는 중국의 급식사업이 발전된 시기였다( 이 시기’ 국f 정부 차원

의 몇 차례의 회의 및 k령 중’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영양 m선의 핵심 집단

으로 규명하여 학교급식을 중요한 영양m선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급식

의 발전이 추진되어 학교급식이 도시’서부터 농촌으로& 해안지역’서부터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0+0년 기준& 대형 도시의 30%& 중소형 도시의 10%& 농촌지역의 ,0%’ 해당

하는 지역’서 학교급식이 운영되v 있어(HLY& ,0+0)& 시작했을 때보다 크r 발

전됐다(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 대하여 국f 차원의 통u 자료를 확인하

지 못했지만 베이징시 l은 t우는 약 10%의 초& 중학생은 학교급식을 이용하v 

상하이시의 t우는& 30%’ 해당하는 초& 중 학생은 학교급식을 이용하v 있는 

것으로 조사되‘다(GuZ Pt LW(& ,0+/& TLYR Pt LW(& ,0+-M)( 

그러나 ,0++년 이전& 학교급식의 운영은 주로 도시나 일부 발전된 농촌 지역

’ 집중되v 있다( 지역h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0++년 +0월부터 중

국 정부는 발전 상황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의 초c중등학생’r 일인당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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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식사 금액 기준(한국 돈 약 /00-+000원 정도)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농촌초c중학생영양m선사업을 시작하였다(Hu LYd DSPY& ,0+/& LT LYd HLYR& 

,0+/)( 이 사업은 전국 ,,m성(전국 대만성& 홍콩& 마카오 포함 총 -.m 성급 행

정구역) 중 033m 현’서 약 ,000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v 있다

(LTLZ& ,0+-& ML LYd DSLZ& ,0+/)(  

중국의 학교급식은 주로 +)학교 직영& ,)급식업체 위탁운영& -)인근 f정 운영 

- f지 방식으로 운영되v 있다(ZSLYR Pt LW(& ,0+0L)( 학교 직영의 t우& 전체 

학생이 식사비를 납부하v 나서 학교’서 점심식사를 통일적으로 배식하n나 

학생이 식당’서 자유 구매하는 두 f지 형태f 있다(ZSLYR& ,0+/)( 외부 업체 

위탁운영하는 t우& 일반적으로 외부 업체를 통하여& 공급 대상 학생’r 빵& 

u란& 우유를 h식으로 제공하n나 점심식사를 배식한다(ZSLYR& ,0+/)( 일부의 

농촌의 t우&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보다는 d우유%Ie의 방식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한다((ZSLYR Pt LW(& ,0+0L)( 또한 전국 초c중등학교 중 약 ,%의 교통불편 

지역의 학교& 혹은 규모f 작은 학교’서 학교 인근의 주민 f정’ 제공된 식사로 

학교급식을 운영하v있다(ZSLYR& ,0+/)( 

학교급식’ 대한 만족도를 보면& 베이징시 일부 학교’서 한 만족도 조사의 s

과& 약 +0%의 학부모들만 자녀’r 제공한 학교급식’ 대하여 만족하여& 3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서 유제품과 과일을 제공하여야 한다v 제안하였

다(ZSLYR Pt LW(& ,0+0M)( 학생의 t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식’ 대해 맛& 온

도& 제공량& 메뉴 구성’ 모두 만족하지 않았다(GuZ Pt LW(& ,0+/& TPYR Pt LW(& 

,0+,& ZSLT Pt LW(& ,001)( 베이징시의 약 +)-’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급식’ 대

하여 맛이 있다v 대답했으며&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급식’서 제공한 식품’ 대

해 맛이 없다v 대답하n나 f정식보다 좋지 않다v 대답하였다( 급식의 잔반량

이 많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학교급식’ 대한 기호도f 낮은 것’ 있‘

다(GuZ Pt LW(&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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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 

 

학교급식이 적극적으로 발전되v 있지만 학교급식영양표준은 발전되지 않았

다(Ju& ,0+,)( +332년’ d매일식이영양소공급표준(+322)e’ 의n하여& 하루 권

장섭취량의 .0%’ 해당되는 섭취량을 점심식사의 기준으로 d학생영양점심영양

공급량e( 6XZuYt Zf YutrTtTZYLW suppWb fZr studPYt 

WuYNS fZr 8STYPsP studPYts)(TLMWP +)을 제정하였다(9ZYR LYd ZSLT& ,00/)( 학

생영양점심영양공급량이 참v기준으로 모든 초·중등학교급식’서 적용되v 있

다(  

학생영양점심영양공급량은 연령’ 따라 0-2세& 3-++세& +,-+/세 세 연령집

단으로 구분되어 g 연령집단의 영양소기준과 식품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MTYTstPr Zf HPLWtS& +332)( 영양소기준으로 ’너지& 단백질& 지방&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6& 7& 8의 제공량& 식품기준으로 주식류& 동물성 식품& 우유 및 유제

품(두유)& 대두류& 채소류& 식물유의 제공량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영양점

심영양공급량의 근n인 +322년’ 제정된 매일식이영양소공급표준은 최신의 영

양소권장량과 다소 차이f 존재한다( 학생영양점심영양공급량을 제정한 다음& 

+333년’ d학생영양점심생산기업위생규범e& ,00,년’ d학생단체식사위생i독

방법e& ,003년’ d식품안전법e을 제정하였다(:LYR& ,00.)( 이들은 중국의 학교급

식’서 급식의 질을 관리할 때’ 참v한 주요 표준이다( 

중국의 학교급식의 영양실태를 다루v 있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질과 관련하여서는 식품과 영양소로 크r 두 f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으로 제공한 식품’ 대하여& 메뉴의 t우& 대부분 학교급식’서 u절

’ 따른 식품을 제공하v 주기적으로 메뉴를 변t한 것으로 조사되‘다(GuZ Pt 

LW(& ,0+/& ZSLYR Pt LW(& ,0+.M)( 메뉴 수는& 대부분 학교’서 세네 m 매뉴를 제

공하v 일부 학교는 두 m 메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다(TPYR Pt LW(&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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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 구성상 주로 v기 요리와 채소 요리를 위주로 제공한다(LTLY Pt LW(& ,0+.& 

ZSLYR Pt LW(& ,0+.M)( 

Table 1. Amount of nutritional supply for student lunch for Chinese students 
	

 6-8 year old 
students 

9-11 year old 
students 

12-15 year old 
students 

Nutrient-based school lunch standard 
Energy, MJ 2.92 3.34 3.89 
Protein, g 24 28 32 
Protein from meat and soybean, g 8~12 10~14 11~16 
Fat, g ≤30% total 

Energy 
≤30% total 

Energy 
≤30% total 

Energy 
Calcium, mg 320 400 480 
Iron, mg 4 4.8 7.2 
Zinc, mg 4 6.0 6.0 
Vitamin A, μg RE 300 300 320 
Vitamin B1, mg 0.5 0.6 0.7 
Vitamin B2, mg 0.5 0.6 0.7 
Vitamin C, mg 18 20 24 

Food-based school lunch standard (g) 
Type11) Cereals, tubers &legumes 

excluding soybean 
100 150 200 

Animal food 
(Meat, poultry, fish, shellfish, egg) 

50 65 75 

Dairy products 100 125 125 
Soybean and soybean 
products 

20 25 30 

Vegetables 120 150 200 
Vegetable oil 5 6 7 

Type21) Cereals, tubers &legumes 
excluding soybean 

120 170 220 

Animal-food 
(Meat, poultry, fish, shellfish, egg) 

25 30 35 

Soybean milk flour 40 50 50 
Soybean and soybean 
products 

40 50 60 

Vegetables 120 170 220 
Vegetable oil 6 7 8 

 1) According to regional economic situation choice between type1 and type2. 
Source: Minister of Health. (1998) Amount of nutritional supply for sutdent lunch for Chinese students. China 

Industry Standard WS/T 100-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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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적절한 메뉴 구성과 단일한 식품 종류’ 대한 지적을 많이 받v 있는

 실정이다(LTLY Pt LW(& ,0+.& TPYR Pt LW(& ,0+,& ZSLYR Pt LW(& ,0+.M)( 또한 지역

 발전 수준 h의 차이’ 따라 현저한 학교급식의 질의 차이f 존재하다( 도시보

다 농촌의 초등학교급식’서 제공하는 메뉴 수와 식품 종류 수는 모두 적r 나타

나는 것으로 조사되‘다(LuLY Pt LW(& ,0+.)( 

식품제공량을 보면& 권장섭취기준대로 식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여러 지역의 

학교급식 현장’서 존재하는 문제이다( 특히 학교’서 육류의 제공량이 과다한 

반면(9LT Pt LW(& ,0+/& 9uLY Pt LW(& ,0+,& LTLY Pt LW(& ,0+.)& 채소& 과일& 유제품의 

제공량이 부족한 것은 실정이다(LTLY Pt LW(& ,0+.)( 베이징시의 일부 초⋅중등학교 

급식’서 기준의 +/0% 이상& 상하이시의 t우& ,00% 이상으로 육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지만 두 도시의 학교급식’서 모두 과일류를 권장섭취량 이하로 

제공하였v 우유⋅유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다(9uLY Pt LW(& ,0+,& 

LTLY Pt LW(& ,0+.)( 도시뿐만 아니라 영양m선 급식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국 

3&-.0m 초⋅중등학교급식’서도 10% 이상의 학교는 채소류& 유제품을 권장량 

미만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다(ZSLYR Pt LW(& ,0+/)( 

영양소 섭취’ 대하여& 0-+/세 학생 중& 연령이 증f할 수록 열량& 단백질& 철

분& 아연& 비타민의 섭취 부족 문제f 심g해 진 것으로 나타·다(9LT Pt LW(& 

,0+/)( 그러나 베이징시의 일부 학교’서 조사한 s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8를 모두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다(9uLY Pt LW(& 

,00,)( 상하이시의 조사한 바와 l이 학교급식’서 실제 영양소 제공량과 섭취

량 h의 차이f 큰 것으로 나타나(TLYR Pt LW(& ,0+-M)& 학생은 학교급식’서 실

제 영양소 섭취 실태f 좋지 않다( 또한 일부 연구’서& 지방의 섭취과다 문제와 

칼슘의 섭취부족 문제f 지적되어 있‘다(9uLY Pt LW(& ,00,& Ju&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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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ok영양조사 

 

중국 질병예방관리센터 영양식품안전소f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인구센

터와 협력하여 +323년부터 중국ok영양조사(�������� ， 8STYL 

HPLWtS LYd AutrTtTZY DurvPb& 8HAD)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중국의 t제구

조 전환과 산아제한정책 실시로 인한 국민 ok 영양의 변화를 탐구하는 목적으

로 실시된 코호트 연구이다( 조사는 지금까지 총 여덟 번 실시되‘다(+323년& 

+33+년& +33-년& +331년& ,000년& ,00.년& ,000년& ,003년& ,0++년)( ,0++년 

조사는 단순임의표본설u로 전국 북방& 남방& 중부 지역’ 있는 아홉 m 성(도)과 

세 m 직할시(특별시)’서 이루어졌다(HP Pt LW(& ,0++& ZSLYR Pt LW(& ,0+.L)(  

중국ok영양조사 자료는 중국공중보o과학자료센터 사이트( 

,  & 9LtL-NPYtPr Zf 8STYL BuMWTN HPLWtS DNTPNP& 

aaa(pSsNTPYNPdLtL(NY)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인구센터 중국사업 사이트      

(8LrZWTYL BZpuWLtTZY 8PYtPr Zf FYTvPrsTtb Zf AZrtS 8LrZWTYL， 

aaa(NpN(uYN(Pdu)prZUPNts) NSTYL)’서 동시 공m되어 있다( 중국ok영양조사 

자료는 주로 사회t제변화& 정책 수행’ 따른 국민 ok 변화와 식생활 습관 변

화 추이’ 대한 연구’서 활발하r 이용되v 있다( 최근’는 과체중c비만 등을 

비롯한 질환 발생 상황’ 대한 연구’서도 이용되v 있다( 

중국ok영양조사 자료는 ok조사 및 영양조사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o

k조사는 주로 신체u측& 혈액p사& 의료서비스’ 대한 내용이 조사되‘v 영양

조사는 연속된 -일 ,.시h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섭취실태f 조사되‘다( 그러나 

식품섭취조사 중’ 사용된 식품성분표 ,00, & ,00.(JLYR& ,00/& JLYR Pt LW(& 

,00,)는 책으로 출판되어 공m되‘지만 영양성분의 컴퓨터 파일은 ,0+0년 내’ 

공m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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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및 방법 

 

+( 분석자료 

 

본 연구는 ,0++ 년 중국ok영양조사 자료의 일부를 분석하였다( ,0++ 년 중

국ok영양조사는 전국 아홉 m 성(도)과 세 m 직할시(특별시)’ 있는 /&3,3 f

구& 0 세 이상 대상자 ,-&+.3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서는 중국o

k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 참여한 0-+1 세 초·중 v등학생 +&.2- 명의 식사 

자료를 추출하였다( 

+&.2-명의 자료 중’서 연속된 -일의 식품섭취조사를 완성하지 않은 +0명& 연

속 -일 조사를 완성하였으나 지나h 이틀 내지 사흘의 식사 내용을 한번’ 조사

한 t우와 하루의 식사 내용을 한번’ 조사하지 않v 몇일의 식사 내용을 하루 

식사 내용으로 조합한 t우’ 해당되는 0+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나머지 +&.+,

명의 자료는 다음의 세 f지 t우로 나눌 수 있다( -일 모두 주중’ 식사를 한 t

우(Y5+&0,/)& 이틀은 주중& 하루는 주말’ 식사한 t우(Y5+/.)와 -일 중 단 하

루만 주중’ 식사한 t우(Y5,--)f 있‘다( 본 연구’서는 주 중 첫 번째 하루의 

점심식사’ 대한 학교급식군과 f정식군의 식사의 질을 분석하v자& 점심 식사

를 s식하지 않은 +&-2-명의 자료 중， 여러 곳’서 점심 식사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명의 식사섭취장소와 식사준비장소 자료를 TLMWP ,와 l이 정리하

였다( 

,.시h 회상법’ 의한 식품섭취조사 설문지 내용 중 섭취장소와 식사준비장

소를 묻는 질문’ 대한 답변은 +) f정& ,) 학교& -) 레스토랑& .) 친척 f정& 친구 

f정& /) 유치원& 0) 명절)행사& 1) 기타 총 일y f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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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paration and dining sites of lunch consumed by Chinese students  

 

 

Dining  
site 

Preparation  
site 

Home School Restaurant 
Relative’s 
or friend’s 

house 

Nursery 
school 

Festival/ 
celebration Others 

Home  801 11 1 0 0 0 0 

School  3 334 0 0 0 0 0 

Restaurant  79 32 28 2 0 0 0 

Relative’s  
or friend’s house  2 3 0 19 0 0 0 

Nursery school  0 0 1 0 6 0 0 

Festival/celebration  0 0 0 0 0 0 0 

Others  20 9 1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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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점심식사의 식사준비장소와 식사섭취장소g 모두 학교이p나 두 장소g 

모두 g정(친척 g정% 친구 g정 포함)인 1%1.-명의 자료를 학교급식군과 g정식

군으로 구분하y자 하였다. 이 중에 주요변수(나이% 신장% 체중% g구소득 기준% 

p주지)에 대한 v측k이 없는 1%)1-명의 자료를 /&11세(학교급식군3 100명% g

정식군3 -.0명)와 12&10세(학교급식군3 1--명% g정식군3 ,)/명) 집단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의 선정 과정을 :SguZO 1에서 제시하였다. 

Figure 1. Selection proces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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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1)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g구소득 수준% p주지

였다. 이 중 g구소득 수준은 2)11· 중국건l영양조사 자료 중 g구 연소득 자

료를 2)12 c중국통x연id(BKtSoWKl 7uZOKu oP StKtSstSMs oP 8hSWK% 2)12)을 ‘

y하여 저(도시3 11%0.1위안 이하% 농촌3 -%-2)위안 이하)% 중등(도시3 11%0.1&

,2%21.위안% 농촌3 -%-2)&22%201위안)% y등(도시3 ,2%21.위안 이상% 농촌3 

22%201위안 이상) g구소득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p주지는 도시 지역% 시 

외곽 지역% 향진(군수) 지역% 마을 지역으로 총 네 n의 행정구역으로 구분 되어 

있었다. 보통 이 네 n 행정구역의 도시화 정도 및 생활 수준은 도시 지역% 향진

(군수) 지역% 시 외곽 지역% 마을 지역의 순으로 감소하였다(LSu% 2)11). 

 

2)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의 식사섭취 

 

식사섭취를 비교하기 위하여 식사 자료 중의 ,.2g지 식품 코드에 대해 m은 

식품 재료를 사용했지만 식품상태% 조리 방법% g공 상태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는 식품 코드를 식품성분표 2))2 & 2))- (IKWg Ot Kl.% 2))2% IKWg% 2)).)에 

따라 한 식품 코드로 재분류 하였다. 또한 식품 코드 네 n를 식품성분표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n 식품 코드에 

해당하는 식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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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다소비 식품 

다소비 식품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와 m이 재분류된 식품을 섭취 빈도g 제일 

높은 식품부터 1.위까지 다소비 식품 섭취 빈도표를 작성하였다. 

 

f2  식품군별 섭취실태 

c중국국민식사지침d( % 8hSWOsO 9SOtKZa GuSNOlSWOs)의 c중국

국민식품균형구성탑d(��	
�����% 8hSWOsO :ooN GuSNO DKgoNK)

(:SguZO 2)에서 제시된 열 n 식품군 중% 소금% 식용유를 제외하y 곡류b서류b콩류

(대두 제외)% 과일류% ’소류% 육류% 생선류% 달o류% 우유b유제품류% 대두bu과류

의 여덟 g지로 구분하여 식품군별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Figure 2. Chinese Food Guide Pagoda 2016 

Source: Chinese Nutrition Society. (2016) Chinese Dietary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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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식품군별 섭취량을 점심 권장섭취량과 비교하여 충분 섭취 여부를 판단하

였다. 점심권장섭취량 기준은 구성탑에서 제시한 1일 에너지 권장섭취량이 

1/))&2-)) TMKl에 해당하는 사람의 하루 권장섭취량의 -)%(ASWSstOZ oP 

<OKlth% 1221)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학생영양점심영양공급량(1221)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학교급식기준에 의p한 영양소 권장 섭취량이 1211·의 기준이라 

최신의 권장량과 차이g 존재한 s으로 y려하기 때문이다. 

 

f,  식품군 식사패턴 

대상자들이 섭취한 모든 식품을 KKWt 등(1221K% 1221L)의 방법에 따라 다섯 

g지 식품군(곡류군% 육류군% 유제품군% ’소군% 과일군)으로 구분하였다. 곡류군

에는 케이크% 과자% 파이 등을 제외한 모든 곡류 식품이 포함되었다. 육류군에는 

모든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원 식품(y기류% 생선류% 콩류% u과류 및 종자류)

이 포함되었다. 유제품군에는 우유와 유제품 식품이 포함되지만 버터% 크림 제품

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군에는 생’소% 익힌 ’소% 냉동 ’소% 건조 ’소% 통조

림 및 ’소 주스g 포함되며 과일군에서는 과일 음료수를 제외한 생과일% 건조 

과일% 과일 통조림% 과일 주스g 포함되었다. 소량 섭취하y도 점수x산에 포함

되는 s을 막기 위하여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한 w우는 제외 시켰다. KKWt 등의 

방법에 따르면 최소량 기준은 육류군% ’소군% 과일군의 w우 y형 식품은 ,) g% 

액체 식품은 /) g이며% 곡류군과 유제품군의 w우 y형 식품은 1. g% 액체 식품

은 ,) g이다. 점심식사만 분석하기 때문에 KKWt 등이 제시한 기준 수치의 1(,을 

본 연구에서 최소량으로 취급하였다.  

h 식품군의 섭취 여부를 평g하기 위하여 KKWt 등(1221L)의 방법에 따라 식

품군을 9AG:G(NKSZa% VOKt% gKSW% PZuSt% vOgOtKLlO)라y 표시하였다. h 식품군

을 섭취하면 1로 표시하였y% 섭취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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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G:G51111)는 다섯 g지 식품군 중에 ’소군을 제외하y 모든 식품군을 섭

취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조합을 식품군 식사패턴이라y 한다. 

 

f-  식품군점수(9SOtKZa 9SvOZsSta SMoZO% 99S) 

위와 m이 섭취한 식품들을 다섯 g지 식품군으로 분류하y 나서 섭취한 

식품군의 수를 x산하였다. 중복되지 않은 식품군을 추g로 하나씩 섭취할 

때마다 1점씩 증g하t 되y 모든 식품군을 다 섭취한 최대 식품군점수는 

.점이다(KKWt Ot Kl.% 1221K). 

 

f. 총식품점수(9SOtKZa GKZSOta SMoZO% 9GS) 

총식품점수는 점심에 섭취하였다y 보y된 식품 중 다른 종류의 모든 식품 

수를 x산하였으며% 다른 식품을 한g지씩 섭취할 때마다 1점씩 증g하t 

된다(9ZOwWowsTS Ot Kl.% 1220).  

 

,)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의 체중상태 

 

학교급식의 영양n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의 체

중상태를 추g적으로 비교하였다. 체중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2)11· 중국건

l영양조사 자료 중 건l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 혈액r

사에 ‘여한 학생이 불과 ,)/명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혈액r사자료를 분석

하지 않았y 체중상태만 분석하였다.  

 

e 만성영양장애 여부 

나이에 비하여 신장이 작은 발육부진을 보이는 만성영양장애(StuWtSWg) 여부

를 판정하기 위하여 중국 국g위생 및 산아제한위원회에서 2)1-·에 발표된 c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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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아동청소·영양불량판별표준d(�������������% SMZOOWSWg 

stKWNKZN PoZ VKlWutZStSoW oP sMhool&KgO MhSlNZOW KWN KNolOsMOWts)을 이용하

였다. 학령아동청소·영양불량판별표준에서는 /&11세 청소· 및 아동을 대상

으로 h 나이별 해당된 만성영양장애에 대한 작은 신장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의 

만성영양장애판정은 H<C기준(<6J4x ̄－2s)과 미국보건통x센터에서 제정한 

성장 도표(GZowth MhKZt)를 ‘y하여 제정되었다(JS% 2)11).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신장 수치를 판별표준과 비교하여 만성영양장애 여부를 

확인하였다. 

 

f2  체질량지수(7A=)에 따른 체중상태 

2)1/·에 출판된 중국국민식사지침(8hSWOsO ButZStSoW SoMSOta% 2)1/)에서 청

소·의 나이에 따른 체질량지수를 급성영양장애(  HKstSWg% 7A=4 x ̄－2s )% 

정상（  BoZVKl）% 과체중(,  CvOZwOSght% 7A= 산포의 1.백분위수)% 

비만(  CLOsSta% 7A= 산포의 2.백분위수)으로 구분하였다(JS% 2))-% JS% 

2)11% BKtSoWKl <OKlth KWN DlKWWSWg 8oVVSssSoW% 2)1-). 본 연구에서 분석 대

상자의 체질량지수를 위의 언급된 네 g지 체중상태로 구분하y 분석하였다. 

 

,. 통x분석 

	
모든 분석은 S6S YZogZKV GOZ 2.-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이산변수는 빈도

나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연속변수의 w우 평균k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대상자는 /&11세% 12&10세 두 n의 연령집단으로 나눠서 hh 집단에서 별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의 h 식품군별 섭취에 대한 차이의 유의성은 성별% 

g구소득 수준% p주지의 영향을 y려하여서 공분산분석으로 r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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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군과 g정식군i의 식품군점수 및 총식품점수의 차이를 r증하기 

위하여 성별% g구소득 수준% p주지를 공변수로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식품군점수 및 총식품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i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 g구소득 수준% p주지를 

공변량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g구소득 수준% p주지를 

독립변수로 다항 로직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식사장소와 체질량지수i 

관x의 통x적 유의성을 r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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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을 /&11세% 12&10세 두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FKLlO ,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11세 학생의 

약 21%% 12&10세 학생의 ,2%g 학교급식을 이용하였다. 

g구소득 수준을 보면%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에서 중등소득 g구의 학생이 

g장 많았y%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 g구% y소득 g구의 순이었다. 두 연령집단

의 학교급식군에서 저소득 g구의 학생은 hh ,2.2%(/&11세)% 2-.,%(12&10

세)% 중등 소득 g구의 학생은 .0./%(/&11세)% /1.1%(12&10세)를 차지하였다. 

g정식군에서 저소득 g구의 학생은 -,.1%(/&11세)% ,/.)%(12&10세)% 중등소

득 g구의 학생은 .2.,%(/&11세)% ./.2%(12&10세)를 차지한 s으로 나타났다. 

p주지에 따른 학교급식과 g정식의 이용률을 살펴 본 v과% 학교급식군에서는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도시학생이 차지한 비율(/&11세3 -).1%% 12&10세3 

.2.1%)이 g장 높았y 그 다음으로는 마을학생(/&11세3 2..-% %12&10세3 

1/.0%)% 향진(군수)학생(/&11세3 2).,%% 12&10세3 1/.)%)% 시 외곽 학생(/&

11세3 1-.1%% 12&10세3 1..,%)의 순이었다. g정식군에서는 마을학생이 차지

한 비율(/&11세3 .2.,%% 12&10세3 .,.,%)이 g장 높았y% 도시학생은 차지한 

비율(/&11세3 2.2%% 12&10세3 11.-%)이 g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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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sitics of subjects by lunch source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p1)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p  

 

 %  %  

Gender 0.4864   0.7989 

Male 45.8 49.2  52.8 51.0  

Female 54.2 50.8  47.2 49.0  

Household income2) 0.0011   0.0406 

Low 32.2 43.8  24.3 36.0  

Middle 57.6 52.3  68.8 56.9  

High 10.2 3.9  6.9 7.2  
Place of residence3) <0.0001   <0.0001 

City 40.1 9.2  52.1 11.4  
Suburban 14.1 16.6  15.3 14.7  
Town 20.3 14.9  16.0 20.6  
Village 25.4 59.3  16.7 53.3  

Total 27.9 72.1  32.0 68.0  

1) analyzed by χ2 test 
2)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e 2012 China statistical yearbook’ 
3) categorized into four administrative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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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의 식사섭취 

 

1) 다소비 식품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이 섭취한 식품 중 섭취 빈도g 높은 식품 순으로 1 위

부터 1. 위까지 FKLlO - 에 제시하였다. 다소비 식품을 비교한 v과% 두 연령집단

에서 학교급식군과 g정식군 모두에서 g장 많이 섭취한 식품은 쌀(1 위)과 돼지

y기(2 위)였y% g장 많이 섭취한 ’소는 배추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학교급식군(/&11 세3 / g지% 12&10 세3 0 g지)이 g정식군(/&11 세3 2 g지% 

12&10 세3 1 g지)보다 ’소류로 섭취한 식품의 종류g 적었다. 육류 식품의 섭

취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급식군에서는 돼지y기와 닭y기를 많이 섭취한 반면% 

g정식군에서는 돼지y기만 주요 육류 식품으로 섭취한 s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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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s frequently included in lunches consumed by Chinese students by lunch source 

 
Rank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Food n % Food n % Food n % Food n % 
1    Rice 162 91.5 Rice 390 85.3 Rice  121 84.0 Rice 262 85.6 

2 Pork 76 42.9 Pork 186 40.7 Pork 79 54.9 Pork 130 42.5 

3 Chinese cabbage 62 35.0 Chinese cabbage 117 25.6 Egg and egg products 36 25.0 Chinese cabbage 69 22.5 

4 Potato 48 27.1 Wheat flour 79 17.3 Potato 35 24.3 Egg and egg products 57 18.6 

5 Egg and egg 
products 

42 23.7 Potato 74 16.2 Chicken 34 23.6 Wheat flour 48 15.7 

6 Toufu 28 15.8 Egg and egg products 71 15.5 Chinese cabbage 32 22.2 Toufu 44 14.4 

7 Chicken 23 13.0 Green pepper 68 14.9 Tomato 18 12.5 Green pepper 39 12.7 

8 Tomato 20 11.3 Toufu 43 9.4 Wheat flour 14 9.7 Potato 38 12.4 

9 Starches 15 8.5 Tomato 39 8.5 Toufu 14 9.7 Tomato 38 12.4 

10 Wheat flour 13 7.3 Water spinach 34 7.4 Carrot 11 7.6 Water spinach 37 12.1 

11 Winter melon 12 6.8 Eggplant 30 6.6 Green pepper 11 7.6 Eggplant 28 9.2 

12 Cabbage 11 6.2 Pumpkin 29 6.3 Cabbage 11 7.6 Cowpea 20 6.5 

13 Laver 11 6.2 Kidney bean 27 5.9 Starches 9 6.3 Pumpkin 20 6.5 

14 Beef 9 5.1 Daikon 22 4.8 Celery 9 6.3 Cucumber 15 4.9 

15 Carrot 8 4.5 Cowpea 22 4.8 Rape 8 5.6 Chicken 1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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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군별 섭취 실태 

 

·국국민식품균형구성탑에 따라 섭취한 식품을 곡b8pb8콩b(대두 제외), 과

일b, 채소b, 육b, 생선b, 달걀b, 우유8유제품, 대두8견과b의 여T 9지 식품

군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식품군별 평균 섭취량이 12b64 5과 같이 나타났다. 

·국국민식품균형구성탑에p 제시한 하a 권장섭취량의 40%를 기준으로 하

였을 때, 학교급식군과 9정식군의 g든 연령집단에p 육b의 평균 섭취량이 과

다하였고, 학교급식군은 권장섭취량의 (.5배인 =으로 육b를 섭취한 =으로 나

타났으나 학교급식군과 9정식군에p g두 생선b의 평균 섭취량이 부족하였다. 

또한 학교급식군과 9정식군 g두 점심에 과일과 우유를 섭취하지 않은 =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군과 9정식군은 g두 채소 이외의 g든 식품군에p 평균 섭취량 간

에 유의한 차이9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집단별로 l면, ,%((세의 경우, 두 군 

g두에p 채소b의 평균 섭취량이 부족하였으나 그 ·에p도 학교급식군(.-.4 

5)이 9정식군(99., 5)l다 채소b를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한 =으로 나타났다

(700.04,). ()%(-세의 경우, 학교급식군만 채소b(9,.) 5)를 권장섭취량 미만

으로 섭취하였으e 9정식군(()(.) 5)l다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였다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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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inese students’ food group intake by lunch source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Recommended 
values 3) 

Food group1)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p2)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p 

Cereals/tubers/legumes 
excluding soybean 

g, mean±SE  g, mean±SE g 

111.60±5.26 120.30±3.25 0.873 135.60±6.88 152.20±5.89 0.921 100~160 

Vegetables 87.44±5.73 99.60±4.27 0.046 96.20±7.78 121.20±5.32 0.006 120~200 

Fruits 1.19±1.19 0.00 0.109 0.00 0.00 - 80~140 

Meats 47.34±4.01 30.93±2.18 0.347 60.59±4.40 40.65±3.84 0.722 16~30 

Fish 4.38±1.80 6.39±1.19 0.449 2.60±1.20 9.40±2.16 0.074 16~30 

Eggs 12.06±2.31 8.91±1.03 0.944 13.83±2.62 11.73±1.68 0.782 10~20 

Milk/dairy products 0.28±0.28 0.00 0.055 0.00 0.00 - 120 

Soybean/nuts 9.15±1.76 7.17±1.07 0.155 9.62±2.42 12.10±1.70 0.661 10~14 

1)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inese Food Guide Pagoda’ excluding salt and oil 
2) analyzed by ANCOVA with gender, household income and place of residence as covariates 
3) based on 40% of the daily recommended intakes which are presented ‘Chinese Food Guide Pagoda’ for those whose energy  

 requirement is 1600~2400 kcal as recommended in ‘The 2016 Chinese Dietary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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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a 식사패턴 

 

식품a(유제품a, 육류a, 곡류a, 과일a, 채소a) 식사패턴을 살펴본 V과를 

:=ble - 에 제시하였o. 유제품a과 과일a을 제외한 육류aO곡류aO채소a의 세 

가지 식품a을 섭취한 식사패턴(3654V20((0()은 w 연령집p의 학교e식a

에서 모w .0% 이상으로, 가정식a의 W우 w 연령집p에서 각각 ,4%, ,8%로 

가장 l은 비율을 차지하였o. 학교e식a에서 육류aO곡류aO채소a 세 가지 식

품a을 섭취한 학생이 가정식a보o 많은 T으로 나타ho. ·면, w가지 식품a

(3654V200(0( 혹은 3654V20((00)만 섭취한 학생이 학교e식a에서m 

약 (8%에 그친s 비해 가정식a에서m 약 40%를 차지하여 학교e식a에서의 

비율이 가정식a보o i은 T으로 나타ho. 또한 육류a이 포함v 식사를 섭취

한 학생은 연령집p별로 학교e식a에서m 각각 .-%(-%((세), 84%(()%(.세)

를 차지한 T으로 나타h고, 가정식a에서m 각각 -3%(-%((세), -8%(()%(.세)

를 차지하여, 학교e식a에 차지한 비율이 가정식a에보o l았o. o섯 가지 식

품a을 모w 골고루(3654V2((((() 섭취한 대상자m 없었o. ·면, o섯 가지 

식품a에 포함v 식품을 모w 섭취하지 않고 o른 식품a을 섭취한 식사패턴

(3654V200000)은 연령집p에 따라 학교e식a에서 각각 (..%(-%((세), 

4.0%(()%(.세)로 나타나, 가정식a(-%((세1 (.,%, ()%(.세1 ).0%)보o 차지

한 비율이 l은 T으로 나타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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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inese students’ food group intake patterns by lunch source 
	

DMGFV1)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n % n % n % n % 

01101(M+G+V) 126 71.2 247 54.1 105 72.9 177 57.8 

00101(G+V) 24 13.6 138 30.2 16 6.9 78 25.5 

01100(M+G) 9 5.1 39 8.5 10 11.1 31 10.1 

00100(G) 10 5.6 24 5.3 4 2.8 11 3.6 

00000 3 1.7 7 1.5 7 4.9 6 2.0 

Others 5 2.9 2 0.4 2 1.4 3 1.0 

1) DMGFV= dairy, meat, grain, fruit and vegetable groups. 1= food group was consumed,  
 0=food group was not consumed 

 
 
 
 
 
 
 
 
 
 
 
 
 
 
 
 
 
 
 
 



	-	28	-	

4)식품a점수(339) 및 영향요인 

 

:=ble .은 식품a(유제품a, 육류a, 곡류a, 과일a, 채소a)의 섭취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식품a점수(339)표이o. 학교e식a과 가정식a의 모든 연

령집p에서 식품a점수가 3점인 W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o음으로 )점, )점 미

만의 순이었o. 학교e식a에서 연령집p에 따른 식품a점수가 )점인 비율(-%

((세1 (0.8%, ()%(.세1 (0.4%)은 가정식a(-%((세1 30.)%, ()%(.세1 3-.0%)

보o i았지만 )점 미만(-%((세1 ..0%,()%(.세1 ..-%), 3점인 비율(-%((세1 

.(.8%, ()%(.세1 .).8%)은 가정식a보o l았o. 식품a점수의 평b을 보면, 

성별, 가구소y 수준, S주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e식a과 가정식a의 평b 

식품a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u지 않았o. 

식품a점수를 분포에 따라 )점 이하, 3점 이상으로 구분하고 식사장소, 성별, 

가구소y 수준, S주지 등 변수m 식품a점수에 미치m 영향을 :=ble 8에 제시하

였o. w 연령집p에서 학교e식a과 가정식a 간에 유의한 식품a점수 차이가 

관찰u지 않아, 식사장소m 식품a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T으로 드러ho. 

그러나 학생의 식품a점수에 영향을 미치m 주요 요인은 S주지인 T으로 나타

ho. S주지를 보면, -%((세 학생 중, t시학생이 시 외곽, 향진(a수), 마을에

서 S주하m 학생보o 모w 식품a점수 3점 이상일 가n성이 l은 T으로 관찰

u었o. ()%(.세의 마을학생이 t시학생보o 식품a점수 3점 이상일 가n성이 

,.% i은 T으로 나타ho. t시학생의 식품a점수m 농촌학생보o l은 T으

로 보인o. 그 외에m -%((세 학생 중, 고소y 가구의 학생이 저소y 가구의 학

생보o 식품a점수 3점 이상일 가n성이 ).,(배인 T으로 나타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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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etary Diversity Score (DDS) of lunches consumed by Chinese students by lunch 
source 

	

Dietary 
Diversity 
Score1)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p2)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p  

 %  %  

0-1 7.9 6.8 

<0.0001 

7.6 6.2 

0.0019 
2 19.8 39.2 19.4 36.0 

3 71.8 54.0 72.8 57.8 

4-5 0.6 0 0 0 

DDS 
Mean±SE  Mean±SE  

2.63±0.05 2.46±0.03 0.7384 2.60±0.06 2.50±0.04 0.8178 

1) For meat, fruit and vegetable group, a minimum standard amount for inclusion in the diversity score 
 is 10 g for all solid foods with a single ingredient and 20 g for all liquids and mixed dishes. For the  
 dairy and grain group 5 g for all mixed dishes, and 10 g for all solid foods with a single ingredient 

2) analyzed by χ2 test or ANCOVA with gender, household income and place of residence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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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on of Dietary Diversity Score (DDS) to lunch source, gender, household 
income, place of residence1) 

	

Independent variables 

6-11 year old students 
(n=634) 

12-17 year old students 
(n=450) 

DDS≥3 
OR (95% CI) 2) 

DDS≥3 
OR (95% CI) 

Lunch source  
 
  

 Home lunch group (Reference) 

School lunch group 
1.24 

(0.83-1.88) 
1.30 

(0.80-2.10) 

Gender   
 

 
Male(Reference) 

Female 
0.88 

(0.64-1.22) 
0.76 

(0.51-1.12) 

Household income3)  
  

Low(Reference) 

Middle 
1.41 

(0.99-1.99) 
1.35 

(0.88-2.07) 

High 
2.51 

(1.10-5.72) 
2.10 

(0.87-5.06) 

Place of residence4)  
 

 
City(Reference) 

Suburban 
0.34 

(0.18-0.65) 
0.57 

(0.29-1.13) 

Town 
0.43 

(0.23-0.83) 
0.75 

(0.39-1.47) 

Village 
0.22 

(0.12-0.39) 
0.43 

(0.24-0.76) 

1)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lunch source, gender, household 
 income and place of resid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Max-rescaled R-Square= 0.10 (6- 
 11 year old group model), 0.07(12-17 year old group model) 

2) OR: od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3)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e 2012 China statistical yearbook’ 
4) categorized into four administrative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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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식품점수(3V9) 및 영향요인 

 

점심에 섭취하m 식품의 총 가짓수를 총식품점수로 :=ble 0에 제시하였o. 학

생들은 점심으로 많게m 아홉 가지 o른 식품을 섭취하m T으로 나타ho. 약 

,0%의 학생이 점심 식사에서 세네 가지 o른 식품을 섭취하였o. 모든 연령집p

에서 w 가지 식품만 섭취한 학생은 학교e식a에 차지한 비율(-%((세1 ..0%, 

()%(.세1 ((.(%)이 가정식a(-%((세1 (0.0%, ()%(.세1 (..0%)보o i은 ·

면, 네%여섯 가지 식품을 섭취한 학생은 학교e식a에 조금 r 많았o. 또한 점

심식사에 섭취한 평b 식품 가짓수에 대하여, 성별, 가구소y 수준, S주지의 영

향을 고려하고 비교한 V과, w 연령집p에서 학교e식a과 가정식a 간에 유의

한 차이가 관찰u지 않았o. 

식사장소, 성별, 가구소y 수준, S주지가 총식품점수에 미치m 영향을 :=ble 

(0에 제시하였으며, 점심 식사에서 섭취한 식품 가짓수m 학교e식a과 가정식

a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시화 정t가 i아질 수록 섭취한 식품 가짓수

m 적어진 T으로 나타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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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etary Variety Score (DVS) of lunches consumed by Chinese students by lunch 
source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p1)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p  

  %  %  

Dietary 
Variety 
Score 

0 0.6 0.0 

0.0204 

0.0 0.0 

0.7868 

1 2.3 4.2 5.6 3.6 

2 7.9 19.0 11.1 17.0 

3 31.1 32.0 29.2 30.1 

4 30.5 22.3 23.6 22.9 

5 19.2 14.7 17.4 13.7 

6 6.2 5.3 9.0 7.2 

7 1.7 2.0 4.2 4.3 

8 0.0 0.2 0.0 1.0 

9 0.6 0.4 0.0 0.3 

 Mean±SE  Mean±SE  

 3.84±0.10 3.52±0.06 0.5507 3.80±0.12 3.72±0.09 0.4215 

1) analyzed by χ2 test or ANCOVA with gender, household income and place of residence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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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lation of Dietary Variety Score (DVS) to lunch source, gender, household 
income, place of residence1) 

	

Independent variables 

6-11 year old students 
(n=634) 

12-17 year old students 
(n=450) 

β p  β p  

Lunch source   
   

Home lunch group (Reference) 

School lunch group 0.07 0.5507 -0.14 0.4215 

Gender  
    

Male(Reference) 

Female 0.14 0.1934 0.03 0.8561 

Household income2)  
    

Low(Reference) 

Middle 0.05 0.6508 0.03 0.8404 

High 0.19 0.4302 0.52 0.0800 

Place of residence3) 
    

City(Reference) 

Suburban -0.57 0.0027 -0.53 0.0281 

Town -0.15 0.4388 -0.27 0.2298 

Village -0.64 <0.0001 -0.57 0.0049 

 R2= 0.047, Wald F=4.40 R2=0.030, Wald F= 1.92 

 (p<0.0001) (p=0.0649) 

1) analyzed using multi-regression model with lunch source, gender, household income and 
 place of resid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2)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e 2012 China statistical yearbook’ 
3) categorized into four administrative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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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e식a과 가정식a의 체중상태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를 성별, 가구소y 수준, S주지가 미치m 영향을 고려

하여 비교한 V과m :=ble ((에 제시하였o. -%((세 학생의 W우, 학교e식a과 

가정식a 간에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모w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세의 

W우, 학교e식a이 가정식a보o 체중(G20.00)), 신장(G20.00)), 체질량지수

(G20.040) 모w 유의하게 l은 T으로 나타ho. 

 

Table 11. Chinese students’ anthropometric charactersitics by lunch source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p1)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p  

Weight (kg) 32.70±0.82 29.40±0.45 0.0835 54.33±1.00 47.69±0.61 0.0018 

Height (cm) 134.70±1.04 131.40±0.58 0.3824 163.40±0.79 157.60±0.56 0.0023 

BMI 17.65±0.27 16.91±0.27 0.4046 20.21±0.28 19.03±0.17 0.0487 

1) analyzed by ANCOVA with gender, household income and place of residence as covariates 
 

w 연령집p의 학교e식a과 가정식a의 만성영양장애(9tunting) 실태를 

:=ble ()에 제시하였o. 본 연구 대상자인 -%((세 학생 중 약 ,%, ()%(.세 학

생 중 3%가 만성영양장애인 T으로 나타ho. 

-%((세의 W우, 학교e식a 중에 만성영양장애 학생이 4.0%로 가정식a

(,.3%)에 비하여 i은 T으로 나타ho. ()%(.세 학생 중 학교e식a의 만성영

양장애 학생은 0..%로, 가정식a(4.-%)보o 적었o. 그러나 식사장소와 만성영

양장애여부 간의 유의적인 관계m 관찰u지 않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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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ate of stunting among Chinese students by lunch source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p2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p  

 %   %  

Stunting1) 4.0 5.3 0.6355  0.7 4.6 0.0632 

1) classified according to ‘Screening standard for malnutrition of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2) analyzed by χ2 test 

 

체질량지수를 e성영양장애(��, W=sting), 정상(��, 7FrD=l), 과체중(�

�, 8verMeight), 비만(��, 8besitN)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집p의 학교e식a

과 가정식a의 체중상태를 :=ble (3 에 제시하였o. 

학교e식a과 가정식a은 모w w 연령집p에서 유의한 체질량지수 차이를 보

였o. 모든 연령집p에서 학교e식a의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학생과 e성영양장

애 학생이 가정식a보o 적은 T으로 나타ho. ·면, -%(( 세 W우, 과체중 학

생과 비만 학생, ()%(. 세 W우, 과체중 학생은 학교e식a에서 가정식a보o 많

은 T으로 나타ho. 

Table 13. Correlation among Chinese students’ weight status by lunch source 
	

 6-11 year old students 12-17 year old students 

Weight 
status1) 

School lunch  
group 

(n=177) 

Home lunch  
group 

(n=457) 
p2  

School lunch  
group 

(n=144) 

Home lunch  
group 

(n=306) 
p  

 %  %  

Wasting 7.3 17.9 

<0.001 

7.6 12.1 

0.0065 
Normal 61.6 66.1 70.8 76.8 

Overweight 18.1 6.4 18.1 7.5 
Obesity 13.0 9.6 3.5 3.6 

1) classified according to ‘The 2016 Chinese Dietary Guidelines’ 
2) analyzed by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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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성영양장애, 정상, 과체중, 비만에 미치m 영향을 :=ble (4 에 제시하였o.학

교e식a은 가정식a보o 과체중일 가n성이 -%(( 세의 W우, ).-) 배, ()%(.

세의 W우 ).3) 배인 T으로 나타나 학교e식a의 과체중 학생이 가정식a보o 

많은 T으로 나타ho. 하지만 e성영양장애와 비만은 학교e식a과 가정식a에

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u지 않았o. 

-%(( 세 학생의 W우, 성별과 S주지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살펴본 V

과, 여학생은 g학생보o 과체중일 가n성이 ,-%i은 T으로 나타h으며, 향진

(a수)학생은 t시학생보o 비만일 가n성이 )., 배인 T으로 나타ho. 

()%(. 세 학생들의 W우, 여학생은 g학생보o 과체중 및 e성영양장애일 가

n성이 각각 -(%, -,% i은 T으로 나타h고, 고소y 가정 학생이 저소y 가정 

학생보o 과체중일 가n성이 3.0, 배, 마을학생이 t시학생보o e성영양장애일 

가n성이 3.48 배인 T으로 나타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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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elation of weight status to lunch source, gender, household income, place of residence1) 

	

	

	

	

	

	

	

	

	

	
 

1) analyzed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lunch source, gender, household income and place of resid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Max-rescaled R-Square= 0.11 (6-11 year old group model), 0.13(12-17 year old group model). 

2) classified according to ‘The 2016 Chinese Dietary Guidelines’ 
3) OR: od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4)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e 2012 China statistical yearbook’ 
5) categorized into four administrative divisions 

Independent variables 

6-11 year old students 
                 (n=634) 

12-17 year old students 
(n=450) 

Wasting2)/ 
Normal  

OR (95% CI) 3) 

Overweight2)/ 
Normal  

OR (95% CI) 

Obesity2)/ 
Normal  

OR (95% CI) 

Wasting/ 
Normal 

OR (95% CI) 

Overweight/ 
Normal 

OR (95% CI) 

Obesity/ 
Normal  

 OR (95% CI) 
Lunch source (ref: Home lunch group)      

School lunch group 0.58  
(0.30-1.14) 

2.62 
(1.41-4.86) 

1.45 
(0.79-2.67) 

1.09 
(0.49-2.43) 

2.32 
(1.13-4.77) 

0.77 
(0.22-2.71) 

Gender (ref: Male)     

Female 0.70 
(0.44-1.10) 

0.44 
(0.25-0.78) 

0.68 
(0.40-1.16) 

0.35 
(0.18-0.69) 

0.39 
(0.20-0.75) 

0.75 
(0.27-2.08) 

Household income4)(ref: Low)     

Middle 1.01 
(0.62-1.64) 

1.58 
(0.84-2.96) 

1.36 
(0.76-2.44) 

0.70 
(0.36-1.40) 

1.24 
(0.58-2.69) 

2.78 
(0.58-13.26) 

High 0.33 
(0.07-1.49) 

1.16 
(0.35-3.93) 

0.64 
(0.17-2.40) 

0.73 
(0.19-2.83) 

3.05 
(1.01-9.24) 

4.52 
(0.57-35.59) 

Place of residence5) (ref: City)     

Suburban 1.48 
(0.56-3.92) 

1.11 
(0.47-2.59) 

1.38 
(0.52-3.65) 

1.43 
(0.38-5.40) 

0.70 
(0.25-1.99) 

0.36 
(0.04-3.36) 

Town 1.67 
(0.63-4.41) 

0.58 
(0.24-1.44) 

2.50 
(1.05-5.91) 

2.00 
(0.58-6.84) 

0.66 
(0.25-1.73) 

0.95 
(0.23-3.90) 

Village 2.16 
(0.94-4.94) 

0.52 
(0.24-1.11) 

1.09 
(0.47-2.52) 

3.48 
(1.18-10.30) 

0.77 
(0.33-1.80) 

0.52 
(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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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v의 ms, 균형 있는 식사의 측면에서 학u급식군s 가정식군에서는 r

통적으로 모두 육류의 평균 섭취량이 s다한 h으로 나타났다. 이 ms는 중국 

국내에서 수행한 조사 ms와 일치한다. 중국국민영양⋅성인병상황보p에 따르면

)0() 년 중국 국민 일인당 매일 육류 소비량은 80.. I 이p )00) 년 대비 ((.( I 

증가하였다(3TrGDT oH 5KsGDsG PrGvGNSKoN DNF 4oNSroL, )0(,). 중국e강영양조

사를 분석한 ms, (00( 년부터 )0(( 년까지 가금을 비롯한 육류 식품을 y장량 

이상으로 s다 섭취한 청소년은 (00( 년 3).0%에서 )0(( 년 ,0.8%로 증가한 

h으로 분석되었다(BDNI GS DL., )0(3). 학u급식군s 가정식군 모두 육류를 s

다 섭취한다는 h은 중국인의 식사 습t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전통적 식습t

에서 저탄수화물, p지방을 섭취하는 서양적 식습t으로 변한 h(BDNI GS DL., 

)0(3)에 기인한 h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v에서는 육류를 s다 섭취한 반면, 학u급식군s 가정식군에서 모

두 생선류에 대한 섭취는 부족한 h으로 나타났다. )0(( 년 중국e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생선 식품 섭취량을 분석한 ms에서도 불s 8.8%의 청

소년만이 충분히 생선류 식품을 섭취한 h으로 나타났다(BDNI GS DL., )0(3).이

는 본 연v의 ms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v의 ms와 달리 하문시의 n우, 청

소년s 성인 간에 차이없이 일인당 평균 생선류 식품의 섭취량이 ...,4 I 으로, 

y장량에 도달한 h으로 나타났다(CDN GS DL., )0(,). 청소년뿐만 아니라 상하이

시 세살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인당 평균 생선류 식품의 섭취량

이 y장량의 ,0% 이상으로 충분히 섭취한 h으로 조사되었다(LTo GS DL., )0()). 

이는 중국e강영양조사 지역의 대부분을 내륙지역이 차지하여, 하문s 상하이 

등을 비롯한 해안도시보다 생선을 적i 섭취한 h으로 나타난 h이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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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섭취의 n우, 본 연v 중, 두 연령집단에서 학u급식군의 채소류 섭취량이 

모두 부족하였다. 청소년 채소섭취 부족 문제는 중국(TDNI GS DL., )0(3D)뿐 아니

라 여러 나라의 r통적인 문제이다(MGrLo GS DL., )0(,, CNIvG GS DL., )00,). 다

른 나라에 비하여 중국은 농업강국이자 전통 농n사회부터 발전해 왔기 때문에 

중국인의 식사 패턴이 주로 곡물, 채소, 소량의 육류로 v성된다(PDNI, )0((). 그

러나 본 연v의 ms, 중국학생들은 점심식사로 특히 학u급식에서 채소류를 부

족하i 섭취하였는데 이는 가정식에서보다 섭취량이 더 적은 h으로 나타나, 학

u급식으로부터의 채소류 섭취 부족한 h으로 평가되었다. 선행연v에서 학생들

은 가장 싫‘하는 식품이 채소인 h으로 나타났p(LKN GS DL., )00,), 급식에서 제

r된 채소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p 모두 남긴 학생이 많은 h으로도 조사되었

다(CG GS DL., )000). 학생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식품을 선택하p 싫은 식품을 

d부한 h은 장기적으로 영양소 m핍 등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중국

의 학u급식 현장에서 학생의 채소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메뉴를 v성

할 hs 영양사, 혹은 영양u사를 도입하여 영양u육을 진행하는 시스템의 도입

이 시급하겠다. 

식품군점수와 총식품점수에 대하여 학u급식군s 가정식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t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군 식사패턴을 보면, 육류군W곡류군W채소군 세 

가지 식품군만을 섭취한 식사패턴(5M76V20((0()은 두 연령집단의 학u급식

군에서 모두 .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식군의 n우 두 연령집단에서 각각 

,4%, ,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h으로 나타났다. 이 ms는 중국사람의 

식사v성에 s일, 우유⋅유제품이 포함되지 않p 주로 곡류W채소류W육류로 v성된 

h(PDNI, )0(()s 일치하다. 또한 학u급식군에서 육류군W곡류군W채소군 세 가

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정식군보다 높은 h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가지 식품군만 섭취한 학생이 학u급식군에서는 약 (8%에 그친데 비해 

가정식군에서는 약 40%를 차지하여 학u급식군에서의 비율이 가정식군보다 낮



	-	40	-	

은 h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학u급식의 질이 가정식보다 

높은 h으로 평가되었다. 

8DSLoV 등((008)의 연v에 따르면 (, 종 식품, 최소 다섯 개 식품군을 섭취하

여야 .,%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영양학회에서도 

‘)0(- 중국국민식품균형식판Y(�������	
�, 4hKNGsG 6ooF 7TKFG 

PLDSG)을 제시하였p 한 끼의 식사를 곡⋅서류, 채소류, s일류, 육⋅생선⋅달c⋅콩류, 

우유⋅유제품으로 v성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4hKNGsG =TSrKSKoN SocKGSV, )0(-). 

향후 학u급식에서 학생이 보다 영양학적 질이 확보된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s일s 우유⋅유제품을 간식으로 제r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학u급식 영양

기준(MKNKsSGr oH 8GDLSh, (008)에서도 학생에i 다양한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

록 주식류, 동물성 식품, 우유⋅유제품, 대두류, 채소류, 식물유지의 제r량이 명시

되‘있다. 아직 급식현장에서 학u급식 영양기준은 강제로 집행하는 기준이 아

니라 점심식사를 제r하는 기t이나 업체가 스스로 참p할 수 있도록 y장하는 

기준이다(CT, )0()). 물론 중국은 국토가 넓p 인v가 많아 지역 간에 다양한 식

재료, 특유의 식습t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식품 r급 표준을 지키는 h이 

‘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e강 및 성장발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

양소기준s 식품군기준을 법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의 주요나라 및 지역(한국, 일본, 대만지역)에서 모두 학u급식영양기준이 법으

로 제정되‘ 있다(:KM GS DL., )0(3). 향후 중국 급식현장에서도 학u급식영양표

준을 법으로 제정하는 h은 시급하겠다p 생각된다. 

또한 본 연v 중에 식사 다양성의 측면의 학생의 식사의 질에 식사장소보다 d

주지의 영향이 큰 h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학생은 농촌학생보다 식품군점수 

및 총식품점수가 모두 높은 h으로 나타나, 도시학생의 식사의 질이 농촌학생보

다 좋은 h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중국의 학u급식의 운영은 지역 간의 차이 해

소에 초점을 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의 학u급식에 더 많은 자원s 예

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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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v에서 학u급식군은 가정식군보다 s체중일 가능성이 -%(( 세의 n우, 

).-) 배, ()%(. 세의 n우, ).3) 배인 h으로 나타났다. 학u급식은 원래 학생의 

영양불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지만, 본 연v를 통해 학u급식군이 

오히려 가정식군보다 s체중 문제와 접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학u급식군의 s

다한 육류섭취와 t련성이 있는 h으로 생각된다. 본 연v의 ms, 학u급식군은 

육류를 y장섭취량의 (., 배 이상으로 섭취하였p, 두 연령집단에서 각각 학u급

식군의 .-%, 84%가 육류가 포함된 식사를 섭취하였는데, 이는 가정식군(-3%, 

-8%)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중국e강영양조사 자료는 학생의 섭취량을 조사하

였지만 학u급식에서 육류를 s다하i 섭취한 h은 학u급식의 s다한 육류 제

r이 주 원인으로 생각된다. 선행연v에서도 대부분의 학u급식에서 제r된 식

품 중 육류가 차지한 비율이 높은 문제를 지적하였다(8T GS DL., )0(), CT, )000). 

육류 제r량의 s다에 대하여 LKDN 등()0(4)은 육류를 주 식품으로 하는 메뉴와 

육류를 첨가하여 요리한 채소 메뉴로 급식메뉴가 v성되는 h을 학u급식에서의 

육류s다 섭취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학u급식에서 육류의 

제r량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v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p 있다. 중국e강영양조사는 보통 (0%(( 월

에 이루‘지기 때문에 o절 특성으로 인하여 학생의 일상 섭취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p 중국e강영양조사는 전국 34 개 행정 v역 중 () 개 v역에

서 조사를 이루‘지기 때문에 전국의 상황이 잘 반영 안 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

e강영양조사는 종단연v이지만 본 연v에서 )0(( 년의 조사 자료만 분석하였

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s to를 밝히기 힘든다. 또한 본 연v에서 중요 식품군

의 충분 섭취여부에 대하여 평균값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상값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향후 학u급식에서 충분섭취율을 분석할 h도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v는 처음으로 학u급식s 가정식의 질을 비u하여 학u급식의 상대적 질을 

g증하는 연v여서 앞으로 중국의 학u급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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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약 및 결론 

 

본 연v는 중국 초·중·p등학u 학생 중 점심식사로 학u급식을 먹은 학생들의 

식사의 질s 체중상태를 가정식을 먹은 학생들s 비u, 평가하는 h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0(( ‘중국e강영양조사Y 자료 중 )4 시간 회상법을 이용하

여 실시된 연속된 3 일의 식품섭취조사에 참여한 -%(. 세 초W중Wp등학생 (,4()

명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 중, 주 중 첫 번째 하루의 점심식사의 준비장소와 식

사장소가 모두 학u(학u급식군)이d나 가정(가정식군)인 (,(,4 명의 자료 중에

서 주요 변수에 대한 m측값이 없는 (,084 명의 자료를 -%(( 세(학u급식군1 (..

명, 가정식군1 4,. 명)와 ()%(. 세(학u급식군1 (44 명, 가정식군1 30- 명) 집단

으로 v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ms를 요약하면 다음s a다. 

 

() 학u급식군s 가정식군 r통적으로 두 연령집단에서 가장 많이 섭취한 식품

은 쌀(( 위)s 돼지p기() 위)로 나타났다. 

)) 두 연령집단에서 학u급식군s 가정식군에서 r통적으로 육류의 평균 섭취량

이 s다하였p, 생선류의 평균 섭취량이 부족하였다. -%(( 세의 n우, 두 군 모

두에서 채소류의 평균 섭취량이 부족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학u급식군(8..4 

I)이 가정식군(00.- I)보다 채소류를 유의적으로 적i 섭취한 h으로 나타났

다(P20.04-). ()%(. 세의 n우, 학u급식군만 채소류(0-.) I)를 y장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하였으며 가정식군(()(.) I)보다 유의적으로 적i 섭취하였다

(P20.00-). 

3) 육류군W곡류군W채소군의 세 가지 식품군만을 섭취한 패턴은 두 연령집단의 학

u급식군에서 모두 .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식군에서 각각 ,4%, ,8%

로 나타나, 학u급식군이 가정식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u급식군에서 

육류군W곡류군W채소군 세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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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다 높은 h으로 나타나 학u급식의 질이 가정식보다 높은 h으로 평가되

었다. 

4) 식품군점수(55S)를 ) 점 이하, 3 점 이상으로 v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ms, 학u급식군s 가정식군 간에 유의한 식품군점수의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도시학생의 식품군점수는 농촌학생보다 높은 h으로 보인다.. 

,) 총식품점수(5VS)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ms, 점심 식사에서 섭취한 

식품 가짓수는 학u급식군s 가정식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도

시화 정도가 낮아질 수록 섭취한 식품 가짓수는 적‘진 h으로 나타났다. 

-) -%(( 세 학생의 n우, 학u급식군s 가정식군 간에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모

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 세의 n우, 학u급식군이 가정식군보

다 체중(P20.00)), 신장(P20.00)), 체질량지수(P20.040) 모두 유의하i 높은 

h으로 나타났다. 

.) 학u급식군은 가정식군보다 s체중일 가능성이 -%(( 세의 n우, ).-) 배(0,% 

49, (.4(%4.8-), ()%(. 세의 n우 ).3) 배(0,% 49, (.(3%4...)인 h으로 나타

나 가정식군보다 학u급식군의 s체중 학생이 많은 h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성영양장애와 비만은 학u급식군s 가정식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t찰되지 

않았다. 

 

m론적으로 중국 학생들이 학u급식s 가정식 모두에서 육류를 s다하i 섭취

하p 생선류를 부족하i 섭취한 h으로 나타나 균형 있는 식사의 측면에서 학u

급식s 가정식이 모두 적절치 않은 h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중국학생들은 점심

식사로 특히 학u급식에서 채소류를 부족하i 섭취하였는데 이는 가정식에서보

다 섭취량이 더 적은 h으로 평가되었다. 식사 다양성의 측면에서 학u급식군s 

가정식군 간에 식품군점수 및 총식품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h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학u급식군에서 육류군W곡류군W채소군 세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하

는 학생의 비율이 가정식군보다 높은 h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사의 다양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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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u급식의 질이 가정식보다 높은 h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학생의 식사의 

질에 식사장소보다 d주지의 영향이 큰 h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학생은 농촌

학생보다 식품군점수 및 총식품점수가 모두 높은 h으로 나타나, 도시학생의 식

사의 질이 농촌학생보다 좋은 h으로 평가되었다. 체중상태의 측면에서 급성영

양장애와 비만은 학u급식군s 가정식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t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u급식군은 가정식군보다 s체중일 가능성이 큰 h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ms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자면 다음s a다. 향후 중국 학u급식을 질

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사의 균형성s 다양성 측면을 동시에 p려한 방

안이 마련되‘야 할 h이다. 특히 학u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육류 섭취량을 줄이

p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메뉴를 v성할 필요가 있다. 식사의 다

양성 측면에서는 학u급식에서 우유⋅유제품s s일을 간식으로 제r하는 방향으

로 학u급식의 식사o획을 개선해야 할 h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학u급식에

서 학생에i 보다 영양학적 질이 확보된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 배치 

및 영양기준 입법의 방향으로 학u급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h

이다. 또한 중국의 학u급식의 운영은 지역 간의 차이 해소에 초점을 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농촌의 학u급식에 더 많은 자원s 예산의 투입이 시급

하다. 

중국의 학u급식은 시작된지 불s )0년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문제가 많은 편이지만 문제를 직시하p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향후 

중국의 학u급식은 ‘린이와 청소년의 영양 및 e강상태 개선을 위한 원동력이 

될 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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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diet quality between school lunch and  

home lunch among Chinese students: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2011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ZHANG Cheng Yu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et quality and weight status 

between Chinese students having eaten school lunches and home lunches. The data 

of 1,41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6 to 17 years old and 

having participated in 3-day dietary recalls, were abstracted from the data set of the 

2011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ccording to the first weekday recall data, 

1,154 subjects were grouped into the school lunch group or the home lunch group. 

Excluding those having missing values in key variables, a total of 1,084 subjects 

were analyzed by the age group; the 6-11 year old group (school lunch group: 177 

subjects, home lunch group: 457 subjects) and the 12-17 year old group (school 

lunch group: 144 subjects, home lunch group: 306 subjects) were respective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food in bo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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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groups was rice, followed by pork. When 40% of the daily recommended 

intake according to the Chinese Food Pagoda for which energy requirement was 

1600~2400 kcal was taken as reference, over intake of meat and insufficient intake 

of seafood were found for both the lunch groups. The school lunch groups (6-11 year 

old group: 87.4 g, 12-17 year old group: 96.2 g) showed insufficient intake of 

vegetables and a significantly (6-11 age group: p=0.046, 12-17 age group: p=0.006) 

lower level of vegetable consumption than the home lunch group (6-11 year old 

group: 99.6 g, 12-17 year old group: 121.2 g). Among food group intake patterns, 

the one with meats, grains, and vegetables (DMGFV=01101), accounted for more 

than 70% for both the two age groups in school lunch group, higher than 54% and 

58% for the 6-11 year old group and the 12-17 year old group in the home lunch 

group, respectively. The result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ietary 

Diversity Score (DDS) and Dietary Variety Score (DVS) between the school lunch 

group and the home lunch group.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rce of lunch (either school lunch or 

home lunch) and weight status (wasting, normal, overweight, obesity) as classified 

by the 2016 Chinese Dietary Guidelin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odds of being overweight to being normal in the school lunch group compared to the 

home lunch group was 2.62 times in the 6-11 year old group and 2.32 times in the 

12-17 year old group. In conclusion, over intake of meat and insufficient intake of 

seafood in both the lunch groups indicated low diet quality in terms of diet balance. 

The school lunch group showed a lower level of vegetable consumption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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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lunch group. Although there were more students having eaten meals consisting 

of meats, grains, and vegetables in the school lunch group than the home lunch group,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DS and DVS between the two lunch groups.  

In addition, the odds of being overweight to being normal was over 2 times in the 

school lunch group compared to the home lunch group. Therefore Chinese schools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lunches by improving balance and diversity. 

School lunch menus should be planned to reduce the amount of meats, increase the 

amount of vegetables, and include dairy products and fruits. 

 
 

Key words: 2011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school lunch, home lunch, 

diet quality, weigh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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