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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and factors affecting
them to improve their dietary health. Data from 1,172 elderly subjects (over 65 years old) from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Ⅴ-1) were used in ou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es of food consumption frequency allowed the identification of seven factors: fruits, foods for
Korean style meal, instant foods, alcohols, carbohydrate-rich snacks, vegetables, and legumes/mixed grains.
Food consumption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food consumption frequency) using
cluster analysis. Cluster 4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food consumption frequency and Cluster 3 had a rela-
tively high overall food consumption frequency but lowe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compared to the other
clusters. Cluster 2 was characterized by a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y but a significantly highe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Cluster 1 showed a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y; however, the
consumption frequency of legumes/mixed grains was higher than Cluster 2. Further analysis showed that the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were affected by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town, 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family type, and frequency of eating out. We conclude that a proper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conducted to address specific dietary problems for each elderly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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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성장,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980년 3.8%에서 2010년 11.0

%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비율

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쇠약에 의한 식욕감퇴와 생활의욕저

하, 경제적 문제, 심리적 소외감 등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2-4),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과 같

은 생리적 노화 현상으로 영양소의 체내 이용이 저하되므로

영양결핍이 되기 쉽다(4-6). 이러한 노인의 영양 문제는 사

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건강보

험 진료비는 1990년과 2010년 각각 8.2%와 32.4%로 20년

동안 약 4배로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노

인 의료비 증가가 더욱 빠른 것을 알 수 있다(7,8). 이는 노령

인구집단 구성원들의 단순한 장수보다는 건강한 여생을 보

낼 수 있도록 건강위험요인들을 미리 차단하고 건강유지에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9).

또한 최근 노인 대상 연구들에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

은 경우 영양문제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0-13), 가족

과 식사여부, 거주 지역도 노인의 식품 섭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4-17) 노인들의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태 개

선을 위해서는 식품섭취와 관련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

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각각의 변수가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그치고 각 변수 간 관련성을 고려한 세부 인구집단별

분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있는 식생활이다(18,19). 식생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 영양소가 아닌 일상적으로 섭취하

는 전반적인 식품섭취 패턴의 파악이 중요하다(20). 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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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mily type by household structure

Group Family type Household structure

1 Living alone Single-person household

2 1 generation with others

Couple (respondent with spouse)
Respondent with unmarried siblings
Respondent with relatives
Other 1 generation household

3
2 or 3 generations with
unmarried children

Couple with unmarried children
Single parent with unmarried children
Couple with unmarried children and parents/single parent

4 2 generations etc.

Couple with parents/single parent
Grandparents with unmarried grandchildren
Single grandparent with unmarried grandchildren
Other 2 generation household

5 3 generations etc. Other 3 generation household

강상태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품섭취 패턴은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21). 최근 수년간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식품섭취 패턴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0,22-25). Kang 등(20)은 1998, 2001, 2005년

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식 패턴’, ‘혼합

식 패턴’ 2개의 식사패턴을 추출한 후 식사패턴별 인구사회

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혼합식 패턴은 나이가 젊고 대도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교육을 받거나

월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중학생

을 대상으로 식사패턴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통식 그룹’이

‘서구식 그룹’보다 대체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에너지를 섭취

하고 있었고 결식율도 낮게 나타났다(25). 이와 같이 식품섭

취 패턴에 대한 연구는 조사 대상들의 전반적인 식생활 양상

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세부인구집단별 영양문제의 파악과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소득수준, 교육수

준(10-13), 식생활 환경(14-17) 등에 따라 식품 섭취가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대상과 표본수

로 인해 노인들의 전반적인 식품섭취 패턴에 대한 분석과

그와 관련되는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식생활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2010) 자료(26) 중 만 65세 이상 성인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들의 식품섭취 패턴을 도출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 식생활 지도와 건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실시

된 제5기 1차년도(2010)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자료 중에서 식품섭취 빈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표

본 8,958명 중 만 65세 이상 성인 총 1,478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그중 식품섭취 빈도 조사 및 인구사회학적 문항에 응

답한 총 1,172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관련 변수 선정은 선행연구(10,11,16,27-30)를 참고하였

고, 전체 자료 중 ‘사회경제적지표’의 성별, 거주지, 교육 수

준, 연령, 가구 소득, 직업과 ‘가구공통설문표’의 세대구성,

‘식생활 조사’의 지난 이틀 동안 매끼 식사 여부, 외식횟수,

최근 1년 동안 가족과의 매끼 식사여부, 식생활 지원 프로그

램 수혜 여부와 ‘식품섭취 빈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식

품섭취 빈도 조사는 총 11개 군, 63가지 식품 항목(곡류 7가

지, 두류 및 서류 5가지, 육류 및 난류 5가지, 생선류 9가지,

채소류 12가지, 해조류 2가지, 과일류 11가지, 우유 및 유제

품류 3가지, 음료 3가지, 주류 3가지, 기타 3가지)에 대해 이

루어졌다. 훈련된 조사원들의 가구 방문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자가 지난 1년 동안 각 식품 항목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9점(0, 거의 안 먹음; 1, 일 년에 6∼7번; 2,

한 달에 1번; 3, 한 달에 2∼3번; 4, 일주일에 1번; 5, 일주일에

2∼3번; 6, 일주일에 4∼6번; 7, 하루에 1번; 8, 하루에 2번;

9, 하루에 3번)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직업은 유무로 단순화하였고, 세대구성 구

분은 Table 1과 같이 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20.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먼저 식품섭취 패턴 도출을 위해 식품섭취 빈도

조사에서 나타난 식품항목들의 1일 평균 섭취 횟수를 이용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

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

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음수이거나 0.4

미만인 식품, 한 가지 식품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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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Female

523 (44.6)
649 (55.4)

Town
Urban
Rural

772 (65.9)
400 (34.1)

Economic
status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293 (25.0)
284 (24.2)
301 (25.7)
294 (25.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788 (67.2)
148 (12.6)
157 (13.4)
79 (6.7)

Family type

Living alone
1 generation with others
2 or 3 generations with
unmarried children
2 generations etc
3 generations etc

173 (14.8)
574 (49.0)
285 (24.3)

61 (5.2)
79 (6.7)

Employment
status

Employed (including
self-employed)
Unemployed

408 (34.8)

764 (65.2)

Age (years) 71.94±5.051)
Total 1,172 (100)
1)
Mean±SD.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크론바하 알

파(Cronbach's alpha)가 0.5 이상인 7개 요인 총 35개 식품을

추가 분석에 이용하였다. 식품섭취 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 수를 결정한 후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총 4개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그

룹 간 차이 비교를 위해서는 교차분석(chi-square값 이용)

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유

의적 차이가 나타난 경우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의 다중범

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성별

은 남성(44.6%)보다 여성(55.4%)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평균연령은 71.94세였다. 거주 지역은 도시(65.9%)가 농촌

(34.1%)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제수준은 ‘하’ 25.0%, ‘중하’

24.2%, ‘중상’ 25.7%, ‘상’ 25.1%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가 788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세대구성은 ‘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1세대’가 574명(49.0%)

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 또는 3세

대’가 285명(24.3%), ‘혼자 사는 사람’이 173명(14.8%), ‘3세

대 기타’ 79명(6.7%), ‘2세대 기타’ 61명(5.2%) 순으로 나타났

다. Kim 등(27)의 연구에서도 도시 거주 노인과 농촌 거주

노인 모두 배우자와 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유

사한 결과이다. 직업 상태를 살펴보면 직장을 가진 대상자

(34.8%)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65.2%)가 많았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노인생활실태 결과(31)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직업을 가진 노인이 34.0%, 직업을 가

지고 있지 않은 노인이 66.0%로 본 연구의 대상자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1994년 직업을 가진 비율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각각 28.5%, 71.5%로 나타났던 것(32)을

고려할 때 최근 직업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있기(33)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관련 사항

Table 3은 조사대상자의 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이틀 동안 매끼 식사여부에 관한 질문에 응답

자의 약 97%가 매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hn과 Kang(11)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매일 3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약 91%로

나타났고, Ha와 Ryu(34)가 연구한 결과에서도 규칙적인 식

사를 하는 비율이 30대 미만에서 44.5%, 30대에서 54.6%,

40대에서 65.1%, 50대에서 67.6%, 60대에서 65.1%, 70대 이

상에서 73.6%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인들의 외식 빈도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33.8%)과 한

달에 1∼3번 하는 사람(33.5%)의 비율이 높았고, 일주일에

1∼2번 하는 사람이 228명(19.5%), 일주일에 3∼4번 하는

사람 62명(5.3%), 일주일에 5∼6번 하는 사람 47명(4.0%),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사람 46명(3.9%)으로 나타났다. Kim

등(27)이 도시와 농촌노인의 식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도

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한 달에 2∼3번으로 외식 빈도가

높았고, 농촌은 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거주 지역에 따라 외식 빈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외식 빈도는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35),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월수입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높기(27)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가족과의 식사여부는 가족과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이 842

명(71.8%),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사람이 863명(73.6%)으

로 과반수가 아침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심식사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대상자

가 597명(50.9%)으로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는 Hong과 Choi

(36)가 울산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서 점심은 친구와 함께 먹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것과 유사하다.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수혜 경험이 있는 사

람은 53명(4.5%)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Table 4는 식품섭취 빈도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Table 3. Dietary life related factor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Meal consumption yesterday

Breakfast
Yes
No

1,141 (97.4)
31 ( 2.6)

Lunch
Yes
No

1,139(97.2)
33 ( 2.8)

Dinner
Yes
No

1,158 (98.8)
14 ( 1.2)

Meal consumption the day before yesterday

Breakfast
Yes
No

1,133 (96.7)
39 ( 3.3)

Lunch
Yes
No

1,123 (95.8)
49 ( 4.2)

Dinner
Yes
No

1,115 (95.1)
57 ( 4.9)

Frequency of eating out

Rarely (under once a month)
1∼3 times a month
1∼2 times a week
3∼4 times a week
5∼6 times a week
Over once a day

396 (33.8)
393 (33.5)
228 (19.5)
62 ( 5.3)
47 ( 4.0)
46 ( 3.9)

Whether or not having breakfast with family members in the past year
Yes
No

842 (71.8)
330 (28.2)

Whether or not having lunch with family members in the past year
Yes
No

597 (50.9)
575 (49.1)

Whether or not having dinner with family members in the past year
Yes
No

863 (73.6)
309 (26.4)

Experience of meal support program
Yes
No

53 ( 4.5)
1,119 (95.5)

Total 1,172 ( 100)

Tables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ood consumption frequency measur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of variance

Cronbach's
alpha

Fruits

Grape
Strawberry
Water melon
Melon
Peach
Tangerine
Persimmon
Pear
Apple
Tomato

0.735
0.708
0.704
0.691
0.653
0.616
0.602
0.597
0.556
0.522

8.017 22.905 22.905 0.869

Foods for Korean style meal

Bean curd
Mushroom
Pollack
Shellfish
Spinach
Cabbage
Soybean sprout
Brown seaweed
Fish paste

0.628
0.616
0.559
0.553
0.531
0.526
0.515
0.514
0.476

2.178 6.223 29.128 0.799

Instant foods

Hamburger
Pizza
Ham
Fried food

0.753
0.735
0.521
0.493

1.898 5.424 34.552 0.673

Alcohols
Soju
Beer
Rice wine

0.817
0.772
0.734

1.608 4.595 39.147 0.535

Carbohydrate-rich snacks

Rice cake
Bread
Sweet potato
Cracker

0.693
0.660
0.570
0.563

1.315 3.757 42.904 0.599

Vegetables
Radish leaves
Radish
Cucumber

0.698
0.690
0.520

1.260 3.600 46.504 0.543

Legumes/mixed grains
Mixed grains
Legumes

0.756
0.735

1.130 3.227 49.732 0.523

노인들의 식품섭취 패턴 분석 821



822 김은미․최미경

Table 5. Food consumption frequency by clusters

Cluster 1 (n=239) Cluster 2 (n=216) Cluster 3 (n=526) Cluster 4 (n=191) F-value

Fruits
Foods for Korean style meal
Instant foods
Alcohols
Carbohydrate-rich snacks
Vegetables
Legumes/mixed grains

1.47±0.851)c2)
1.48±0.74d
0.23±0.38c
0.49±0.99c
1.41±0.94c
2.70±1.23c
4.57±1.21c

1.86±0.91b
1.89±0.89c
0.33±0.47bc
1.22±1.51b
1.76±1.07b
4.27±1.40ab
2.08±1.65d

2.32±1.04a
2.29±0.97b
0.37±0.54ab
0.22±0.48d
2.00±1.08ab
4.07±1.29b
8.18±1.00a

2.45±0.88a
2.55±0.97a
0.49±0.58a
3.02±1.01a
2.10±1.14a
4.41±1.13a
7.44±1.44b

57.707
***

63.683***

9.453
***

436.837***

21.100
***

90.183***

1393.716
***

***
p<0.001.

1)Mean±SD (0, rarely eat; 1, 6∼7 times/year; 2, 1 time/month; 3, 2∼3 times/month; 4, 1 time/week; 5, 2∼3 times/week; 6, 4∼6
times/week; 7, 1 time/day; 8, 2 times/day; 9, 3 times/day).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fle range test (p<0.05).

Table 6.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clusters

Cluster Food consumption patterns

Cluster 1
Cluster 1 had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ies including alcohols, but showed a higher consumption
frequency for 'legumes/mixed grains' than Cluster 2.

Cluster 2
Cluster 2 had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ies (but slightly higher than Cluster 1) except fo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The consumption frequency for 'legumes/mixed grains' was the lowest among 4
clusters.

Cluster 3
Cluster 3 had generally high food consumption frequencies (but slightly lower than Cluster 4) except fo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The consumption frequency for 'legumes/mixed grains' was the highest among 4
clusters.

Cluster 4 Cluster 4 had generally high food consumption frequencies including alcohols.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과일류(0.869)’, ‘한식류(0.799)’,

‘인스턴트 식품류(0.673)’, ‘주류(0.535)’ ‘탄수화물 간식류

(0.599)’, ‘채소류(0.543)’, ‘두류 및 잡곡류(0.523)’ 등 고유값

1 이상인 7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7개 요

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누적 분산은 49.732%이었다. 또한

모든 요인에 있어 Cronbach's alpha는 0.5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도 검증되었다.

식품섭취 빈도에 따른 군집분석

노인들의 식품섭취 패턴 분석을 위해 식품군별 섭취빈도

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4개의 군집이 추출되

었다(Table 5). 군집에 따른 식품군별 섭취 빈도 차이는 모든

식품군에 있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01). 군집 1은 전

체의 20.4%(239명)에 해당하며, 4개 군집 중 과일(1.47± 
0.85), 한식류(1.48±0.74), 인스턴트 식품류(0.23±0.38), 탄
수화물 간식류(1.41±0.94), 채소류(2.70±1.23)의 섭취가 가

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p<0.001). 주류(0.49±0.99)의 경

우 군집 2와 4에 비해 섭취 빈도가 낮았지만, 군집 3에 비해

높았고(p<0.001), 두류 및 잡곡류(4.57±1.21)는 군집 3, 4에

비해 낮았으나 군집 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01). 군집

2는 전체의 18.4%(216명)에 해당하고 과일(1.86±0.91), 한
식류(1.89±0.89), 인스턴트 식품류(0.33±0.47), 탄수화물 간

식류(1.76±1.07)의 섭취 빈도는 군집 1 다음으로 낮았으나

(p<0.001), 채소류(4.27±1.40), 주류(1.22±1.51)의 섭취빈도

는 군집 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p<0.001), 두류 및 잡곡류

(2.08±1.65)는 군집 1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p<0.001).

군집 3은 전체의 44.8%(526명)에 해당하며 4개 군집 중 두류

및 잡곡류(8.18±1.00) 섭취 빈도가 가장 높고(p<0.001) 주류

(0.22±0.48) 섭취 빈도는 가장 낮았다(p<0.001). 과일류

(2.32±1.04), 인스턴트 식품류(0.37±0.54), 탄수화물 간식류

(2.00±1.08)는 군집 4와 함께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p<0.001), 한식류(2.29±0.97), 채소류(4.07±1.29)는 군집 4

다음으로 높은 집단에 속했다(p<0.001). 군집 4는 전체

16.3%(191명)로 두류 및 잡곡류(7.44±1.44)만 군집 3에 비

해 섭취 빈도가 낮고(p<0.001), 그 외 모든 식품군(과일류

2.45±0.88, 한식류 2.55±0.97, 인스턴트 식품류 0.49±0.58,
주류 3.02±1.01, 탄수화물 간식류 2.10±1.14, 채소류 4.41

±1.13)의 섭취 빈도가 전체 군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01). 선행 연구들(19,37)에서 식품섭취 빈도는 각종 질

환과 관련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버터와 같이 동물성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한 노인들의 경우 혈중 총 콜

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19), 주류 섭취량이

고혈압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37). 따

라서 군집별로 나타난 식품 섭취 패턴에 따라 적절한 영양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별 전반적인 식품섭취

패턴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식품섭취 패턴 군집별 일반사항

식품섭취 패턴 군집별 일반사항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일반사항 모든 변수들에 있어 식품섭취 패턴 군집별로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군집 4가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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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 consumption pattern groups

Variable
Cluster 1

1)

(n=239)
Cluster 2

2)

(n=216)
Cluster 3

3)

(n=526)
Cluster 4

4)

(n=191)
Total
(n=1,172)

χ²-value

Age (years) 72.88±5.155)a6) 72.57±5.04a 71.81±5.02a 70.40±4.63b 71.94±5.05 10.223
7)***

Gender
Male
Female

86 (36.0)
8)

153 (64.0)
111 (51.4)
105 (48.6)

176 (33.5)
350 (66.5)

150 (78.5)
41 (21.5)

523 (44.6)
649 (55.4)

126.630***

Town
Urban
Rural

135 (56.5)
104 (43.5)

102 (47.2)
114 (52.8)

394 (74.9)
132 (25.1)

141 (73.8)
50 (26.2)

772 (65.9)
400 (34.1)

67.245
***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95 (81.6)
22 ( 9.2)
15 ( 6.3)
7 ( 2.9)

159 (73.6)
21 ( 9.7)
30 (13.9)
6 ( 2.8)

343 (65.2)
78 (14.8)
71 (13.5)
34 ( 6.5)

91 (47.6)
27 (14.1)
41 (21.5)
32 (16.8)

788 (67.2)
148 (12.6)
157 (13.4)
79 ( 6.7)

82.906***

Economic
status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82 (34.3)
60 (25.1)
61 (25.5)
36 (15.1)

55 (25.5)
60 (27.8)
54 (25.0)
47 (21.8)

117 (22.2)
126 (24.0)
128 (24.3)
155 (29.5)

39 (20.4)
38 (19.9)
58 (30.4)
56 (29.3)

293 (25.0)
284 (24.2)
301 (25.7)
294 (25.1)

32.162***

Family type

1
9)

2
3
4
5

56 (23.4)
98 (41.0)
52 (21.8)
19 ( 7.9)
14 ( 5.9)

24 (11.1)
118 (54.6)
48 (22.2)
10 ( 4.6)
16 ( 7.4)

78 (14.8)
255 (48.5)
133 (25.3)
23 ( 4.4)
37 ( 7.0)

15 ( 7.9)
103 (53.9)
52 (27.2)
9 ( 4.7)
12 ( 6.3)

173 (14.8)
574 (49.0)
285 (24.3)
61 ( 5.2)
79 ( 6.7)

32.621
**

Employment
status

Employed (including
self-employed)
Unemployed

73 (30.5)

166 (69.5)

100 (46.3)

116 (53.7)

151 (28.7)

375 (71.3)

84 (44.0)

107 (56.0)

408 (34.8)

764 (65.2)
30.183

***

Total 239 ( 100) 216 ( 100) 526 ( 100) 191 ( 100) 1,172 ( 100)
**p<0.01, ***p<0.001.
1)
Cluster which had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y.
2)Cluster which had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y except fo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3)
Cluster which had generally high food consumption frequency except fo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4)Cluster which had generally high food consumption frequency.
5)
Mean±SD. 6)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fle range test (p<0.05).
7)F-value. 8)N (%).
9)
1, living alone; 2, 1 generation with others; 3, 2 or 3 generations with unmarried children; 4, 2 generation etc; 5, 3 generation etc.

세로 다른 군집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

0.001). 노년기에 있어 나이는 식품 섭취빈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데, Yon 등(38)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군일수록 식품 섭취량 및 식품 다양성이 감소하였고,

75세 이상 여자노인의 경우 밥과 김치에 의존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군집 1과

군집 2가 영양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은 군집 4(78.5%)가 남자 비율이 높은 반면, 군집 1

(64.0%)과 군집 3(66.5%)은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p<0.001).

이는 Baek 등(39)의 연구에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주

류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

과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군집 4에서 주류의 섭취량이 다른

군집들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Koo 등(40)이 2007∼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고혈압 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어 노년기에 과다한 주류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절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 지역은 군집 3(74.9%)과 군집 4(73.8%)가 도시에 거

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군집 1(56.5%)과 군집 2(47.2%)는 상

대적으로 도시 거주 비율이 낮았다(p<0.001). 선행연구들에

서 노인들의 식품섭취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 차이에 의한

생활습관 및 지역환경 차이에 의한 식생활의 차이도 나타난

다고 보고되었다(4,6,14). Kim 등(27)의 연구결과에서는 도

시 거주 노인들이 농촌 거주 노인들에 비해 다양한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었고, 농촌 거주 노인들은 채소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Lim 등(4)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일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노인은 영양소 섭취 및 식품

군 섭취빈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영양소 섭취가 권장량에 부족하고 특히 칼슘과 열량섭

취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저소득층 노인의

영양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분포가 군집 1에서 81.6%, 군집 2에서 73.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분포는 군집 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소

득 수준은 군집 1에서 ‘하’ 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4.3%), ‘상’ 집단은 군집 3(29.5%)과 4(29.3%)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 군집 1보다 군집 3, 4가 경제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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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etary-related factors of food consumption pattern groups

Variable
Cluster 1

1)

(n=492)
Cluster 2

2)

(n=183)
Cluster 3

3)

(n=102)
Cluster 4

4)

(n=284)
Total χ²-value

Whether or not having breakfast with
family members in the past year

Yes
No

149 (62.3)
5)

90 (37.7)
163 (75.5)
53 (24.5)

377 (71.7)
149 (28.3)

153 (80.1)
38 (19.9)

842 (71.8)
330 (28.2)

18.514***

Whether or not having lunch with
family members in the past year

Yes
No

111 (46.4)
128 (53.6)

133 (61.6)
83 (38.4)

256 (48.7)
270 (51.3)

97 (50.8)
94 (49.2)

597 (50.9)
575 (49.1)

12.795
**

Whether or not having dinner with
family members in the past year

Yes
No

155 (64.9)
84 (35.1)

173 (80.1)
43 (19.9)

387 (73.6)
139 (26.4)

148 (77.5)
43 (22.5)

863 (73.6)
309 (26.4)

15.594
**

Frequency of eating
out

Rarely (under once
a month)
1∼3 times a month
1∼2 times a week
3∼4 times a week
5∼6 times a week
Over once a day

108 (45.2)

70 (29.3)
45 (18.8)
3 ( 1.3)
7 ( 2.9)
6 ( 2.5)

85 (39.4)

72 (33.3)
35 (16.2)
14 ( 6.5)
4 ( 1.9)
6 ( 2.8)

171 (32.5)

182 (34.6)
105 (20.0)
26 ( 4.9)
24 ( 4.6)
18 ( 3.4)

32 (16.8)

69 (36.1)
43 (22.5)
19 ( 9.9)
12 ( 6.3)
16 ( 8.4)

396 (33.8)

393 (33.5)
228 (19.5)
62 ( 5.3)
47 ( 4.0)
46 ( 3.9)

65.766
***

Experience of meal
support program

Yes
No

25 (10.5)
214 (89.5)

6 ( 2.8)
210 (97.2)

19 ( 3.6)
507 (96.4)

3 ( 1.6)
188 (98.4)

53 ( 4.5)
1,119 (95.5)

25.903
***

Total 239 ( 100) 216 ( 100) 526 ( 100) 191 ( 100) 1,172 ( 100)
*p<0.05, **p<0.01, ***p<0.001.
1)
Cluster which had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y.
2)Cluster which had generally low food consumption frequency except fo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3)
Cluster which had generally high food consumption frequency except for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4)Cluster which had generally high food consumption frequency.
5)
N (%).

높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p<0.001).

Kim(41)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열량공급에서 당질 의존도가 높으며 다른 영양소의 섭취 수

준은 낮은 영양 불균형 양상을 보여준 반면 고소득 집단에서

는 건강 지향적 식품섭취를 보여준다고 나타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식품 섭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m 등(42)이 청주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식행동 및 영양섭

취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고, 월 용돈이

많을수록 영양소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lausen

등(15)의 연구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식품군별 섭

취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집 1에

대한 영양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족 유형에 있어서 군집 1이 혼자 사는 비율이 23.4

%로 다른 군집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군집에서는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Yim과 Lee(10)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1인 가구 여성들의 식품섭취가 동거

가족이 있는 노인들보다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등의 전

체적인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Shin 등

(43)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독거노인이 과일류, 채소류, 우유

및 유제품을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을 기준으로 결식빈도를 살펴봤을

때도 역시 독거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여성 비율과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같은

집단이 영양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양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 상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군집 2(46.3%)와 군집 4(44.0%)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

사한 전국노인생활실태(31) 결과에서도 남자노인(42.7%)이

여자노인(26.8%)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는데, 위의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남자 비율이 높은

군집 2와 군집 4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남자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섭취 패턴 군집별 식생활 관련 요인

식품섭취 패턴 군집별 식생활 현황은 Table 8에 제시되었

다. 가족과의 식사여부에 있어서는 아침(p<0.001), 점심(p<

0.01), 저녁(p<0.01)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

1이 나머지 3개 군집에 비해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

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군집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Lee 등(44)의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었으나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이하의 음식으로 부실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족과의 식사 여부가 식품섭취와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 1의 이러한 특성이

건전하지 못한 식품 섭취를 유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군집별 외식 빈도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는데(p<0.001) 군집 1과 군집 2는 ‘거의 하지 않는다(한 달에

1번 미만)’가 높게 나타났고, 군집 3과 군집 4는 ‘한 달에 1∼3

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 등(45)의 연구결과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외식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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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나 군집 1과 군집 2가 군집 3과 군집 4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비율이 높아 경제적 수준은 실질적으로

외식 횟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oi(35)의

연구에서 외식을 가끔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들이 외

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곡류, 채소·과일류, 어육류, 유제

품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노인들에게

있어서 외식은 영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노인 무

료 급식소 이용 활성화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ho와 Han(29)의 연구 결과 외식을 하는 노인들이 가

장 선호하는 음식이 한식으로 보고되어 외식빈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군집 3과 군집 4는 한식류 식품 섭취빈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수혜 경험은

군집 1이 10.5%로 4개의 군집들 중 수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성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세대 등에

따라 노인들의 식품섭취 패턴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으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전체 식품군의 섭취빈도가 낮아 영양 결핍의 우려

가 있었으므로, 무료 급식을 농촌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이들의 식품안정성 향상을 위한 영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고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남자 노인이 주류 및 인스턴

트 식품류의 섭취빈도가 높아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대사증

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의 식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소나 노인대학 등에

서 이에 맞는 적절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지도가 실시되어져

야 하겠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표본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

기 1차년도(2010) 자료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섭취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 식생활 지도와 건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노인들의 식품섭취 빈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과일류’,

‘한식류’, ‘인스턴트 식품류’, ‘주류’, ‘탄수화물 간식류’, ‘채소

류’, ‘두류 및 잡곡류’로 명명하였다. 식품군별 섭취빈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이 추출되었고, 모

든 식품군의 섭취빈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각

식품군 p<0.001). 군집 4는 전체 식품군(과일류, 한식류, 인

스턴트 식품류, 주류, 탄수화물 간식류, 채소류)의 섭취빈도

가 높고, 군집 3은 전반적으로 식품군별 섭취 빈도는 높은

경향이었으나 주류의 섭취 빈도가 집단 4개 중에서 가장 낮

고 두류 및 잡곡류의 섭취 빈도는 군집 4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집 2는 전체 식품섭취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주류의 섭취

빈도는 높게 나타났고, 군집 1은 두류 및 잡곡류를 제외한

식품군별 섭취 빈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식품섭

취 패턴 군집별 일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일반사항 모든 변

수들이 식품섭취 패턴 군집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p<0.001). 성별은 군집 4가 남자 비율이 높은 반면, 군집

1과 군집 3은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01). 거주

지역은 군집 3과 군집 4가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군집 1과 군집 2는 상대적으로 도시 거주 비율이 낮았다

(p<0.001).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의 분포가 군집 1과 군집 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

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분포는 군집 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소득 수준은 군집 1에

서 ‘하’ 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상’ 집단은 군집

3과 군집 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또한

가족 유형에 있어서는 군집 1이 혼자 사는 비율이 다른 군집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직업 상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군집 2와 군집 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01). 식품섭취 패턴 군집별 식생활 현황을 살펴본 결

과에서는 가족과의 식사여부에 있어서 아침(p<0.001), 점심

(p<0.01), 저녁(p<0.01)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군

집 1이 나머지 3개 군집에 비해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각 군집별 외식 빈도에서도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군집 1과 군집 2는 ‘거의

하지 않는다(한 달에 1번 미만)’가 높게 나타났고, 군집 3과

군집 4는 ‘한 달에 1∼3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에서 노인들의 식품섭취 패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인구집단별 식품섭취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노

인들의 영양교육과 식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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