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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use patterns of nutrition information service of 50-and-older adult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in use patterns of nutrition information service according to their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500 adults aged 50-and-over living in Seoul between March 28 and April 10, 
2007. A total of 40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use rate 80.2%) and the statistical data analyses were com-
pleted using SPSS Win (ver 12.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st respondents (73.3%) 
realized the need for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However, 65.3% of respondents have little experience in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Second, the most preferred methods of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were field 
trips (27.7%), counseling in hospitals/public health centers (23.4%), cooking classes (23.2%). And the most often 
cited sources of nutrition information were TV/radio (66.6%) and newspapers/magazines/books (41.6%). Third, socio-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ethods of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And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often cited 
sources of nutrition information. Also sex,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needs for 
nutrirtion information service. (Korean J Nutr 2008; 41(8): 860 ~ 869) 
 
KEY WORDS : nutrition information service, methods of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sources of nutrition in-

formation, needs for nutrirtion information service. 

 

 

서     론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

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

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노인 인구가 증

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문제,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영양 (Nutrition)은 노

인들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을 향상시

켜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질병 및 질

병관련 장애가 적고, 정상적인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유지

하며 삶에 활발히 참여하는 능력으로 설명되는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영양관리

는 노인의 건강과 기능성 향상을 위한 예방 전략으로 이용

되고 있다.3)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노인들의 만성

질환율은 다른 연령의 만성질환율보다 2.4배 더 높은 것으

로 보여지며, 최근의 연구는 노인의 86.7%가 관절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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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과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을 한개 이상 앓고 있다고 보

고되었다.4) 국내 노인의 사망 주요원인도 심장질환, 고혈

압, 위장질환, 당뇨병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질환

의 대부분은 식사 또는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어서 효율적인 영양 또는 급식 서비스 중재로 관리 

또는 예방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정보 서비스의 내

용은 매우 다양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주고 있다. 노인의 특성에 맞게 노화에 따른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 및 식생활지침, 식품구성탑, 식생

활 관련 질환 등의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MOW (Meals 

on Wheels) program에 대한 정보와 식품영양정보 읽는 

방법, 예산 내에서 올바른 식품 구매하는 방법, 외식시의 

음식선택요령, 영양소와 약물의 상호작용 등 에 대한 노인

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제공

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노인 대상의 영양교육은 주로 보건소, 노인

대학, 병원 등에서 점차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노

인을 위한 영양교육 자료는 부족할 실정이고,6) 자료가 있

더라도 대상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노인들의 관

심과 흥미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

하기가 어렵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및 태도를 조

사한 연구7)에서는 노인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영양에 관한 

지식은 적으나 영양태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

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8)은 노인대상의 영양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교육대

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법 및 자료가 선택될 필요성

을 강조하면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 노화에 따른 변

화에 근거하여 교육방법 및 자료가 수정되어야한다고 하였

다. Kim 등9)은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상의 특

징 즉,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인 수준 등이 고려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Sayhoun 등10)은 영양교육프

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에 대

한 철저한 분석 (thorough descriptions)과 그들의 요구

사항 (needs)과 관심영역 (interests)을 조사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ontento11)는 영양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에게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

로 다른 그룹에서 동기 (motivations), 관심 (concerns), 

그리고 식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세분

화된 대상별로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동일한 영양문제를 지니고 있는 대상집단 내에서

도 대상자 개개인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영양교육 프

로그램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

다. 따라서 대상자들을 유사하고 균일한 특성을 가진 소규

모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영양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12) 

마케팅 개념은 일찍이 보건분야에서 사회마케팅 이론 (so-
cial marketing theory)에 근거하여 시장세분화를 통한 목

표집단 (target audience)을 선택하고 그 집단에 맞는 제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13) 최근 영양

관련 분야에서도 사회마케팅이론 (social marketing theory)

을 적용하여 목표 집단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4-18) 사회마케팅이론 (social marketing 

theory)에 근거하여 재가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대

상으로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 (needs)와 관심주제 (prefe-
rence)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노인과 노인돌봄자들은 

영양적 요구도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5)  

이처럼 목표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 서비

스의 이용 특성 및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

되고 있다. Mckay 등19)은 노인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양

정보원 (nutrition information source)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의사, TV, 이웃

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이 의존하는 정보원

에 대한 영양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Kim 등9)은 5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

정보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결과 일반영양관리정보 또는 

질환관련 정보 중 선호하는 주제는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준,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으며 정보원도 성별, 연령, 가족형태, 결혼상태, 교육수준, 

생활비, 식품구매 또는 준비하는 사람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영양 관련 분야에서도 목표 집단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영양정

보 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Kim 등9)은 노인대상으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평가하

기 위한 연구에서 50~64세를 포함시켜 조사하였으며, 적

절하게 이른 시기에 영양관리가 시작된다면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은 예방되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즉, 

영양정보서비스의 대상은 노인이라기 보다는 노년기 변화 

즉, 노령화로 인한 새로운 영양정보에 대한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에 대

한 연구에서는 노년 소비자층에 대해 50세나 55세 이상의 

보다 낮은 경계의 연령기준이 이용되고 있으며,20) Le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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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21)은 노령화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그에 대응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 소비자들을 실버

소비자라고 정의하고 표면적으로 노령화가 시작된다고 여

겨지는 50세 이상의 소비자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50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조

사하고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중재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

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남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

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본인이 기입하도록 하

였으며, 설문지는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

거나 잘못된 것을 제외한 40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이용율, 80.2%).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5,6,8,9,15,19) 설문지는 조사대

상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행

태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족형태, 월평균 가

구 총소득에 대해 조사하였다.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중 

일반적인 이용특성인 영양정보 필요성 인식, 상담 및 교육

경험, 영양상담 및 교육 선호방법, 영양정보원에 대해서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영양정보 내용 요구도는 영양정

보 내용 12문항에 대해 각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Likert 5점 척도 (1점: 전혀 중요하지않다, 5점: 매우 중요

하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과 영양정보 이용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Statistics)

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

른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검증,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남성은 165명 

(41.1%), 여성은 236명 (58.9%)이었으며, 연령은 50~64

세가 39.7%, 65~74세가 34.6%, 75세 이상이 25.5%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29.7%, 대학원 졸업 

17.0%, 전문대학졸업 12.5%로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졸이하 37.4%, 무학 2.7%로 조

사되었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3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전문직 22.4%, 회사원 12.2%, 자영업 11.0%로 

나타났고 무직이 13.0%로 조사되었다. 가족형태는 2대/3

대 동거 42.1%, 부부단독 41.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독신은 14.5%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 = 401 

  No % 

Gender Male 165 41.1 

 Female 236 58.9 

Age 50-64years 159 39.7 

 65-74years 139 34.6 

 75years and above 102 25.5 

 No response 1 0.2 

Education level No formal education 11 2.7 

 High school 150 37.4 

 Less than 4-year college 50 12.5 

 4-year college 119 29.7 

 Graduate school 68 17.0 

 No response 3 0.7 

Occupation Professional 90 22.4 

 Office worker 49 12.2 

 Self-employed 44 11.0 

 Housewife 135 33.7 

 No job 52 13.0 

 Other 31 7.7 

Family type Joint family 169 42.1 

 Couple 167 41.6 

 Single 58 14.5 

 Other 4 1.0 

 No response 3 0.7 

Household monthly < 100 69 17.2 

income 100~199 88 22.0 

(10,000 won) 200~299 69 17.2 

 300~399 116 28.9 

 > 400 41 10.2 

 No response 18 4.5 

Diseasea Diabetes 43 10.7 

 Hypertension 119 29.7 

 Osteoporosis 40 10.0 

 Heart disease 41 10.2 

 Stomach disease 36 9.0 

 Arthritis 77 19.2 

 No disease 135 33.7 

 etc. 35 8.7 
 
a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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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미만 17.2%, 100~199만원 22.0%, 200~299만원 

17.2%, 300~399만원이 28.9%, 400만원 이상 10.2%로 

비교적 소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앓고 있는 질

환없음이 33.7%로 조사되었고 앓고 있는 질환으로 고혈

압이 29.7%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19.2%, 당뇨병 10.7%, 

심장질환 10.2%, 골다공증 10.0%, 위장질환 9.0%은 비

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질환으로 허리 디스크 등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영양정보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특성 

영양정보 필요성 인식과 상담 및 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영양정보가‘매우 필요하다’ 26.2%,

‘필요하다’ 47.1%,‘보통이다’ 15.7%로 조사되어 많은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영양상담 및 교

육경험은 없다’가 65.3%로 나타나 대부분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담 및 교육 선호방법과 영양정보원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담 및 교육방법으로 견학 (27.7%)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 임상방문상담 

(23.4%), 요리강습 (23.2%), 집단교육 (20.4%), 급식시 

교육 (16.5%), 가정방문상담 (14.7%), 전화상담 (13.7%)

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정보원으로 TV/라디오 (66.6%), 신문/잡지/서적 

(41.6%)이 주 정보원으로 조사되었고, 가족/친지/친구 

(24.9%)로부터도 건강전문인인 의사/간호사 (8.7%), 영

양사 (6.0%)보다 많이 얻고 있었으며 인터넷으로부터 얻

는 응답자가 8.5%이었다.  
 

영양정보 서비스 요구도 분석 

영양정보 항목별 요구도를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모

든 영양정보에 대해 필요성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정보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양정보 항목 12가지 중 가장 필요다고 한 정보는 질

환별 식사지침 (4.23), 성인병예방을 위한 저지방식, 저염

식 등의 식사지침 (4.20), 식품을 상하지 않도록 위생적으

로 보관, 관리하는 방법 (4.18), 건강에 좋은 식품 정보 

(4.08) 순이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올바른 식품 선택하

는 방법 (3.81), 외식시 음식을 선택하는 요령 (3.59), 하

루 식단 및 만드는 법 (3.51), 경로식당 또는 가정배달음

식 제공업체 정보 (3.39)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

타났다.  
  

 

Table 2. Needs and experiences for nutrition information service 

  No % 

Needs for nutrition Very low 008 02.0 

information service Low 027 06.7 

 Neutral 063 15.7 

 High 189 47.1 

 Very high 105 26.2 

 No response 009 02.2 

Experiences for Yes 130 32.4 

nutrition information No 262 65.3 

service No response 009 02.2 
 
 

Table 3. Preferred method for counseling/education and in-
formation source  
  No % 

In-Home counseling 059 14.7 
Counseling in hospitals/public  
health centers 

094 
 

23.4 
 

Telephone counseling 055 13.7 

Preferred  
method of 
counseling/ 
educationa 

Group education 082 20.4 

 Cooking classes 093 23.2 

 Field trips 111 27.7 

 Education during foodservice 066 16.5 

TV/radio 267 66.6 Information  
sourcea Newspapers/magazines/books 167 41.6 

 Doctors/Nurses 035 08.7 

 Dietitians 024 06.0 

 Family/friends/neighbors 100 24.9 

 Internet 034 08.5 

 Other 007 01.7 
 
a Multiple response 

Table 4. Needs for nutrition information contentsa 

Nutrition information contents M ± SD 

Dietary guidelines for older adults 3.89 ± 0.85 

Guide to controling and preventing disease 4.20 ± 0.78 
Maintaining healthy weigh by being active  
to balance calorie intake 

3.93 ± 0.97 
 

Food guide pyramid and recommended food  
amounts each food group 

3.84 ± 0.89 
 

Planning meals (menus) for a day and cooking 
methods 

3.51 ± 0.98 
 

Making choices on a budget at the grocery  
store 

3.81 ± 0.97 

Making healthful choices of foods away from  
home 

3.59 ± 1.01 
 

Handling, cooking and storing foods safely 4.18 ± 0.93 

Reading food (Nutrition Fact) Labels 3.88 ± 0.97 

Healthy food information 4.08 ± 0.75 

Dietary Guidelines for disease 4.23 ± 0.87 
Foodservice program information (e.g.  
congregate or home delivered meal service) 

3.39 ± 1.07 
 

 
a Likert scale: 1- Not important / 5-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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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 서비스 이용행태의 
차이비교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선호방법의 차이 

분석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선호방법의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직

업, 월소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유용한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여자들이‘요

리강습’ (p < 0.001)과‘견학’ (p < 0.05)을 선호하고, 남

자들은‘급식시 교육’ (p < 0.0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5~74세, 75세 이상, 50~64세의 

순으로 견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5). 

학력에 따라서는 임상방문상담에 차이가 있었으며‘고졸이

하’가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직업별로는 요리강습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정주부의 비율

이 가장 높아서 (p < 0.01)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

우 요리강습을 통한 정보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월소득에 있어서는‘급식시 교육’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4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이 높

은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p < 0.05), 

이들은 교육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식사 시간을 통

해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Preferred methods of counseling/educa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Occupation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won) 

  Professional Office  
worker 

Self- 
employed Housewife < 100 100-199 200-299 300-399 Over 400 

y 20 (23.5) 12 (25.5) 12 (27.3) 022 (16.7) 21 (31.3) 18 (20.9) 14 (20.6) 28 (25.2) 07 (17.5) Counseling 
in hospitals n 65 (76.5) 35 (74.5) 32 (72.7) 110 (83.3) 46 (68.7) 68 (79.1) 54 (79.4) 83 (74.8) 33 (82.5) 

  χ2 = 3.363 χ2 = 3.891 

y 23 (27.1) 05 (10.6) 04 (09.1) 044 (33.3) 13 (19.4) 24 (27.9) 13 (19.1) 30 (27.0) 11 (27.5) Cooking 
classes n 62 (72.9) 42 (89.4) 40 (90.9) 088 (66.7) 54 (80.6) 62 (72.1) 55 (80.9) 81 (73.0) 29 (72.5) 

  χ2 = 16.316** χ2 = 3.126 

Field trips y 26 (30.6) 11 (23.4) 09 (20.5) 045 (34.1) 19 (28.4) 30 (34.9) 21 (30.9) 28 (25.2) 05 (12.5) 

 n 59 (69.4) 36 (76.6) 35 (79.5) 087 (65.9) 48 (71.6) 56 (65.1) 47 (69.1) 83 (74.8) 35 (87.5) 

  χ2 = 3.953 χ2 = 7.530 

y 15 (17.6) 10 (21.3) 09 (20.5) 021 (15.9) 13 (19.4) 12 (14.0) 08 (11.8) 16 (14.4) 13 (32.5) 

n 70 (82.4) 37 (78.7) 35 (79.5) 111 (84.1) 54 (80.6) 74 (86.0) 60 (88.2) 95 (85.6) 27 (67.5) 

Education 
during 
foodservice 

 χ2 = .921 χ2 = 9.619* 
 
y: Yes, I prefer. n: No. I do not prefer.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Preferred methods of counseling/educa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le Female 50-64 65-74 75 and  
over 

High  
school and 

below 

Less than  
4-year  

college 

4-year  
college 

Graduate 
school 

y 044 (27.5) 050 (21.8) 041 (26.1) 029 (21.6) 24 (24.7) 049 (31.4) 04 (08.2) 24 (20.5) 16 (25.0) Counseling 
in hospitals n 116 (72.5) 179 (78.2) 116 (73.9) 105 (78.4) 73 (75.3) 107 (68.6) 45 (91.8) 93 (79.5) 48 (75.0) 

  χ2 = 1.650 χ2 = .807* χ2 = 12.215** 

y 024 (15.0) 069 (30.1) 042 (26.8) 034 (25.4) 17 (17.5) 034 (21.8) 17 (34.7) 31 (26.5) 10 (15.6) Cooking 
classes n 136 (85.0) 160 (69.9) 115 (73.2) 100 (74.6) 80 (82.5) 122 (78.2) 32 (65.3) 86 (73.5) 54 (84.4) 

  χ2 = 11.854*** χ2 = 3.022* χ2 = 6.373 

Field trips y 036 (22.5) 075 (32.8) 036 (22.9) 048 (35.8) 26 (26.8) 041 (26.3) 19 (38.8) 37 (31.6) 12 (18.8) 

 n 124 (77.5) 154 (67.2) 121 (77.1) 086 (64.2) 71 (73.2) 115 (73.7) 30 (61.2) 80 (68.4) 52 (81.3) 

  χ2 = 4.854* χ2 = 6.067* χ2 = 6.485 

y 036 (22.5) 030 (13.1) 026 (16.6) 024 (17.9) 16 (16.5) 022 (14.1) 07 (14.3) 20 (17.1) 17 (26.6) 

n 124 (77.5) 199 (86.9) 131 (83.4) 110 (82.1) 81 (83.5) 134 (85.9) 42 (85.7) 97 (82.9) 47 (73.4) 

Education 
during 
foodservice 

 χ2 = 5.907* χ2 = .118* χ2 = 5.305 
 

y: Yes, I prefer. n: No. I do not prefer.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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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원의 차이 

분석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원의 차이를 보

면 Table 6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정보원 활용에 있어

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서

는 75세 이상이 정보원으로‘의사/간호사’의 활용 비율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p < 0.01). 학력에 따라서는‘신

문/잡지/서적’ (p < 0.001)과‘인터넷’ (p < 0.05)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 정보원의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신문/잡지/서

적’과‘가족/친지/친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신

문/잡지/서적’은 전문직인 경우 가장 활용 비율이 높았으

며 (p < 0.001),‘가족/친지/친구’는 회사원, 가정주부의 

순으로 높았다 (p < 0.05). 월소득에 따라서는‘신문/잡지/

Table 6. Information source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le Female 50-64 65-74 75 and  
over 

High  
school  

and below 

Less than  
4-year  

college 

4-year 
college 

Graduate 
school 

TV/radio  107 (67.3) 160 (70.2) 104 (65.4) 095 (71.4) 67 (71.3) 116 (74.8) 33 (68.8) 077 (67.0) 38 (57.6) 

  052 (32.7) 068 (29.8) 055 (34.6) 038 (28.6) 27 (28.7) 039 (25.2) 15 (31.3) 038 (33.0) 28 (42.4) 

  χ2 = .363 χ2 = 1.549 χ2 = 6.683 

y 069 (43.4) 098 (43.0) 074 (46.5) 061 (45.9) 31 (33.0) 047 (30.3) 19 (39.6) 054 (47.0) 46 (69.7) 

n 090 (56.6) 130 (57.0) 085 (53.5) 072 (54.1) 63 (67.0) 108 (69.7) 29 (60.4) 061 (53.0) 20 (30.3) 

Newspapers/ 
magazines/ 
books 

 χ2 = .007 χ2 = 5.110 χ2 = 30.272*** 

y 019 (11.9) 016 (07.0) 009 (05.7) 010 (07.5) 16 (17.0) 021 (13.5) 02 (04.2) 007 (06.1) 05 (07.6) Doctors/ 
nurses n 140 (88.1) 212 (93.0) 150 (94.3) 123 (92.5) 78 (83.0) 134 (86.5) 46 (95.8) 108 (93.9) 61 (92.4) 

  χ2 = 2.770 χ2 = 9.838** χ2 = 6.558 

y 036 (22.6) 064 (28.1) 044 (27.7) 028 (21.1) 28 (29.8) 045 (29.0) 16 (33.3) 028 (24.3) 11 (16.7) 

n 123 (77.4) 164 (71.9) 115 (72.3) 105 (78.9) 66 (70.2) 110 (71.0) 32 (66.7) 087 (75.7) 55 (83.3) 

Family/ 
friends/ 
neighbors 

 χ2 = 1.441 χ2 = 2.628 χ2 = 5.228 

Internet y 015 (09.4) 019 (08.3) 020 (12.6) 009 (06.8) 05 (05.3) 006 (03.9) 06 (12.5) 013 (11.3) 09 (13.6) 

 n 144 (90.6) 209 (91.7) 139 (87.4) 124 (93.2) 89 (94.7) 149 (96.1) 42 (87.5) 102 (88.7) 57 (86.4) 

  χ2 = .142 χ2 = 4.929 χ2 = 8.286* 
 
y: Yes, I prefer. n: No. I do not prefer.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Information source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Occupation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won) 

  Professional Office  
worker 

Self- 
employed 

Housewife < 100 100-199 200-299 300-399 Over 400 

TV/radio y 54 (62.1) 74 (73.9) 33 (75.0) 095 (72.5) 46 (69.7) 63 (73.3) 47 (70.1) 076 (67.9) 26 (65.0) 
 n 33 (37.9) 12 (26.1) 11 (25.0) 036 (27.5) 20 (30.3) 23 (26.7) 20 (29.9) 036 (32.1) 14 (35.0) 

  χ2 = 3.868 χ2 = 1.112 

y 58 (66.7) 14 (30.4) 15 (34.1) 052 (39.7) 23 (34.8) 32 (37.2) 23 (34.3) 055 (49.1) 23 (57.5) 

n 29 (33.3) 32 (69.6) 29 (65.9) 079 (60.3) 43 (65.2) 54 (62.8) 44 (65.7) 057 (50.9) 17 (42.5) 

Newspapers/ 
magazines/ 
books 

 χ2 = 24.036*** χ2 = 10.078* 

y 05 (05.7) 05 (10.9) 07 (15.9) 005 (03.8) 08 (12.1) 10 (11.6) 04 (06.0) 012 (10.7) 01 (02.5) Doctors/ 
nurses n 82 (94.3) 41 (89.1) 37 (84.1) 126 (96.2) 58 (87.9) 76 (88.4) 63 (94.0) 100 (89.3) 39 (97.5) 

  χ2 = 8.502 χ2 = 4.449 

y 16 (18.4) 17 (37.0) 07 (15.9) 040 (30.5) 16 (24.2) 27 (31.4) 15 (22.4) 030 (26.8) 09 (22.5) 

n 71 (81.6) 29 (63.0) 37 (84.1) 091 (69.5) 50 (75.8) 59 (68.6) 52 (77.6) 082 (73.2) 31 (77.5) 

Family/ 
friends/ 
neighbors 

 χ2 = 9.223* χ2 = 2.140 

Internet y 10 (11.5) 02 (04.3) 03 (06.8) 012 (09.2) 03 (04.5) 07 (08.1) 05 (07.5) 013 (11.6) 06 (15.0) 

 n 77 (88.5) 44 (95.7) 41 (93.2) 119 (90.8) 63 (95.5) 79 (91.9) 62 (92.5) 099 (88.4) 34 (85.0) 

  χ2 = 2.167 χ2 = 4.472 
 
y: Yes, I prefer. n: No. I do not prefer.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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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어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들 인쇄매체 정보원의 활용도가 높을 것

으로 조사되었다 (p < 0.05).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서비스 요구

도 차이 분석 

사회인구학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에 대한 요구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7), 성별 (p < 0.05), 연

령 (p < 0.05), 학력 (p < 0.001), 직업 (p < 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요

구도가 높았고, 65~74세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이 영양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이 정

보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주부, 회사원의 순

으로 나타났다.  

 

고     찰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화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는 50세 이상 성인들 대상의 효율적인 영양관리

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많은 응답자들이 영양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제공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응답자

들이 주로 선호하는 상담 및 교육방법이 견학 (27.7%), 임

상방문상담 (23.4%), 요리강습 (23.2%)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Krinke22)의 연구에서는 정보를 얻기위해 선호하

는 방법으로 대면상담, 강의, 그룹토의, 요리강습, 견학, 전

화상담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영양정보원으로는 TV/라디오 (66.6%), 신문/잡지/서적 

(41.6%)이 주 정보원으로 조사되었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도 주요 정보원으로 TV, 신문, 잡지, 의사라고 조사된 바 

있다.19) Lee와 Lee23)도 55세 이상 실버소비자들이 일반적

인 정보 습득을 위해 TV/라디오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im 등9)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들의 

주요 정보원이 TV/라디오 > 의사, 간호사 > 친구 > 가족 > 신

문, 잡지 > 소책자, 포스터 > 기타 (영양사, 인터넷)의 순으

로 조사되어, 대중매체가 주요 정보원으로 조사되었지만 

다른 정보원의 순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Krinke22)의 연구에서는 주요 정보원이 신문/ 잡지 > TV 

> 의사 > 영양사 > 친척 > 이웃/친구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

으며, 이는 Hutchings와 Tinsley2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

과를 보였었는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대중매체

를 통해 많은 영양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과거

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ontento11)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건강캠페인은 영양적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식사로부터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목표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된다면 대중매체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들은 모든 영양정보 내용에 대해 필요성 인식 정

도가 높게 나타나 정보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Krinke22)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모든 영양과 건강에 관

련된 정보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연

구 결과, 영양정보 항목 12가지 중 가장 필요다고 한 정보

Table 7. Needs for nutriton information service by socio-demo-
graphic characteristics                                 M ± SD 

 Needsa 

Gender Male 3.78 ± .68 

 Female 3.95 ± .67 

 T value -2.445* 

Age 50-64 years 3.87 ± .63 

 65-74 years 3.98 ± .68 

 75 years and over 3.73 ± .73 

 F value -4.01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and below 3.70 ± .76 

 Less than 4-year college 4.06 ± .51 

 4-year college 4.00 ± .61 

 Graduate school 3.94 ± .63 

 F value -6.621*** 

Occupation Professional 4.02 ± .65 

 Office worker 3.83 ± .63 

 Self-employed 3.66 ± .66 

 Housewife 3.98 ± .69 

 F value -3.516* 

Family type Joint family 3.85 ± .69 

 Couple 3.94 ± .64 

 Single 3.81 ± .78 

 F value -1.105 

< 100 3.83 ± .72 

100-199 3.87 ± .64 

200-299 4.02 ± .71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won) 

300-399 3.83 ± .66 

 400 and over 3.90 ± .69 

 F value -0.982 
 
a Likert scale : 1-Least important / 5- Very important 
*: p < .05, **: p < .01, ***: p < .001.  

 



 
 
 
 
 

한국영양학회지(Korean J Nutr) 2008; 41(8): 860~869 / 867 

는 질환별 식사지침 (4.23), 성인병예방을 위한 저지방식, 

저염식 등의 식사지침 (4.20), 식품을 상하지 않도록 위생

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방법 (4.18), 건강에 좋은 식품 정

보 (4.08) 순이었다. Kim 등9)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식습

관 (32.1%)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질환별 식사지침인 고혈압 식사지침 

(22.1%), 골다공증 식사지침 (11.4%), 당뇨병 식사지침 

(9.2%)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식품위생 정보의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Goldberg25)는 식품위생 (food safety)

을‘가정에서의 위생정보 (food safety at home)’와‘첨

가제/방부제/환경오염물질정보 (additives, preservatives, 

environmental contaminants)’의 두가지로 나누어 정보 

요구도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들 모두에 대한 요구도가 다

른 건강정보 요구도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Francis 등15)은 

재가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에 대

한 요구 (needs)와 관심주제 (preference)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일반적인 식생활 관련 정보를 노인에게 필요한 

12가지 정보로 구분하여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저염식사

를 위한 지침, 노인대상 영양지침 (Nutrition Guideline), 

예산내에서 식품구매하는 법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Krinke22)

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로 질환 

또는 체중조절과 관련된 식사조절, 식품 성분, 식품 취급, 

일반적인 영양 및 식사 정보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영양적 요구도가 뚜렷

이 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정보를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rockett 등26)은 노인들은 영양적으로 취약한데 

(nutritionally vulnerable) 영양건강 (nutritional well-
being)은 전반적인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절대

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필요한 

영양소 섭취 및 적절한 에너지 섭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

라 콜레스테롤과 지방, 나트륨 섭취 제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교

육기회를 잘 받아들이며, 적절한 정보와 교육환경에 의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면 행동을 변화시

킬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 서비스 이용특

성과 영양정보 요구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이

들 변수가 향후 영양정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회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원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 학

력, 직업, 월소득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Kim 

등9)의 연구에서는 성별 (p < 0.001), 연령 (p < 0.001), 가

족형태 (p < 0.001), 교육수준 (p < 0.001) 등에 따라 영

양 정보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조사되어, 연령을 제외

하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Mckay19)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보다 교육수준이 질병 위험율, 건강관련 

행동양식 그리고 식사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

고 그 이유를 정보원의 차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성인 176명을 대상으로 영양정보원을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사 (p < 0.05), TV 

(p < 0.05), 이웃 (p < 0.05)에 대한 의존도가 교육수준이 

높은 성인들보다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TV, 이웃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교육수

준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Bochantin 등27)은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요구도 (nutritional 

needs)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의성이 있는 변수들을 토대로 향후 영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50세 이상 성인의 영양정보서비스 이

용 행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맞춤형 

영양정보 내용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양정보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응

답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62.8%), 영양상

담 및 교육경험은 없는 것 (65.3%)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상담 및 교육방법은 견학 (27.7%)，임상방문상담 

(23.4%), 요리강습 (23.2%), 집단교육 (20.4%), 급식시 

교육 (16.5%), 가정방문상담 (14.7%), 전화상담 (13.7%)

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정보원으로는 

TV/라디오 (66.6%), 신문/잡지/서적 (41.6%)이 주 정보

원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질

환별 식사지침 (4.23), 성인병예방을 위한 저지방식, 저염

식 등의 식사지침 (4.20), 식품을 상하지 않도록 위생적으

로 보관, 관리하는 방법 (4.18), 건강에 좋은 식품 정보 

(4.08)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영양정보에 대한 요

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선호방법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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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에 있어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이‘요리강습’ 

(p < 0.001)과‘견학’ (p < 0.05)을 선호하는 반면, 남자들

은‘급식시 교육’ (p < 0.0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 연령층이‘견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p < 0.05). 고졸이하는‘임상방문상담’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또한 가정주

부는‘요리강습’을 선호하였으며 (p < 0.01), 400만원 이

상의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급식시 교육’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5).  

다섯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원의 차

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에 따라서 정보원 활용에 있어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5세 이상 연

령층이 정보원으로‘의사/간호사’의 활용 비율이 유의적으

로 가장 높았으며 (p < 0.01), 학력이 높을수록‘신문/잡지

/서적’ (p < 0.001)과‘인터넷’ (p < 0.05) 정보원의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 (p < 0.001)과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 (p < 0.05)인 경우‘신문/잡지/서

적’의 인쇄매체 정보원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회사원, 가

정주부는‘가족/친지/친구’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

었다 (p < 0.05).  

여섯째, 사회인구학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정보서비

스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p < 0.05), 

연령 (p < 0.05), 학력 (p < 0.001), 직업 (p < 0.05)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 65~74세 

이하의 연령층, 대졸이상 그리고 전문직이 영양정보에 대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행태가 사회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50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개

발, 고려할 때 이러한 변수들이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표본이 서울에 거주

하는 5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고 교육수준 및 경제

적 수준이 중상층이상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해 후속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식생활과 영양에 대한 영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므로 사회인구통

계학적 변수 외에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영양정보서비스 이용행태와 관

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목표 

집단의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영양서비스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 대상자

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

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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