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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al health is a critical factor for diagnosing overall health, as poor oral health has a negative impact 
on food intake and results in deterioration of nutritional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needs 
for food developments for the elderly based on their oral and overall health status. Oral statu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health status, and dry mouth (lack of saliva) especially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negative 
self-perception of both oral and overall health. For both elderly men and women, fish and leafy vegetables were 
the most preferred side dishes. Bread, rice cake, and beverage-type foods were also preferred for snack development. 
Disease status of the elderly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ir preference for food development. For instance, those 
with diabetes were more likely to ask for anti-diabetic diet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elderly in choosing 
food was nutritional balance, and less than 3,000 won was cited as an affordable price. The results c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develop food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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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년기는 노화의 진행에 따른 소화 및 흡수 기능의 저하,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 등에 의한 영양소의 체내 이용률 

감소 등의 신체적인 변화로 영양불량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

로 지적되고 있다(1).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식이와 관련

된 것으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초래하는 영양결

핍과 적절하지 않은 식생활로 인한 영양불균형에서 초래하

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있으며, 그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을 조사한 논문에서 규칙적이고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경우 

영양상태가 좋으나 혼자서 먹거나 편식을 하는 경우는 영양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3),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

할수록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식습관이 나쁠수록 

건강상태 또한 양호하지 못했다(4).

고령자들의 경우 신체 기능뿐 아니라 구강건강이 악화되

면 직접적으로 식품섭취에 제한을 받게 된다. Walls와 Steele 

(5)은 노인들의 음식저작상태와 구강건강상태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제시하면서 치아 상태에 따라 저작이 불편한 노인

들이 씹기 편한 음식을 주로 섭취하게 되면서 식단에 변화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과일 및 채소의 섭취가 줄어들면서 영

양상태가 균형을 잃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Lee(6) 

및 Choi 등(7)의 연구에서도 저작불능이나 치아탈락군이 그

렇지 않은 군보다 곡류와 채소류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적

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섭

취가 부족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Park 등(8)의 연구에 

의하면 저작불편군은 저작용이군에 비해 비타민 A를 제외

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칼슘과 칼륨, 리보플라빈은 권장섭취기준의 49~59% 수준

이라고 보고하였다. Kim 등(9)의 2009 국민영양조사를 바

탕으로 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다른 연령에 

비해 영양섭취기준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무치악집

단은 자연치아 1~19개군 또는 자연치아 20개 이상 보유군

에 비해 3대 영양소의 에너지 섭취 비율 중 탄수화물이 가장 

많고 단백질이 가장 적어 평균 영양소 적정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들의 구강건강이 영양섭취 및 전신건강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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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Female

 76 
102 

42.9
57.1

Age

65∼69
70∼74
75∼79
80∼84
>85

 36 
 45 
 46 
 37 
 14 

19.8
25.4
26.0
20.9
 7.9

Spouse With 
Without

 88 
 90 

49.7
50.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61 
 26 
 55 
 36 

34.5
14.4
31.6
20.0

Income
(1,000 won)

<500
500∼<1,000
1,000∼<2,000
2,000∼<3,000
3,000≤

 99 
 24 
 27 
 15 
 13 

55.2
13.5
15.3
 8.6
 7.4

Overall health
condition

Very unhealthy
Unhealthy
Moderate
Healthy
Very healthy

 15 
 35 
 63 
 55 
 10 

 8.5
19.9
35.2
30.7
 5.7

미침에도 불구하고 저작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만

들어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저작이 불편하더라도 저작이 용

이한 노인들과는 다른 음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으며(8), 저

작기능의 저하는 영양상태뿐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저작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우울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병원이

나 요양원 등에서도 저작이 곤란한 고령자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일반식을 갈거나 다진 형태로 제공

하다 보니(11) 시각적으로 식욕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결과

적으로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한 식품섭취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

본에서는 저작능력을 중심으로 개발된 개호식품(유니버설

디자인푸드, UDF)을 통해 연하와 저작 문제를 4단계로 구

분하여 식품 제조 및 사용 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12), 2026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나라의 경우(13) 노인대상 식품의 기

호도 및 편의식품에 대해 발표한 논문들(11,14-16)은 있으

나 고령자들의 구강 및 전신 건강상태와 관련되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서울시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

으로 구강 및 전신 건강상태와 고령자들의 식품 개발 요구도

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

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서울시의 65세 이상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먼저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의 항목

을 결정하였다. 대상은 서울 소재 6개 구의 노인종합복지관

의 도움을 받아 65세 이상 노인 18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2014년 6월~9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답변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8부를 결과분석에 활

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은 훈련된 연구원이 직접 노인 

분들과 1:1 대면 조사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중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

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과 월 가구소득 수준으로 구성되

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

다. 식행동과 관계된 내용으로는 하루 식사횟수, 식사시간의 

규칙성 및 식사량, 국물 섭취 여부, 선호하는 맛 등을 조사하

였다. 구강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보유치아 개수, 전체 

및 부분 틀니 사용 여부, 구강 건조로 인한 불편함 여부 그리

고 구강 내 침의 양과 전체적 구강건강에 관한 내용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개발을 원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국물류, 

반찬류 그리고 간식류로 구분하여 제시된 종류 중에 선택하

도록 하였고 현재의 질병상태에 관해서는 변비, 비만, 고혈

압, 당뇨,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사항 모두를 선

택하도록 하였으며, 질병상태를 고려한 개발요구 식이로는 

변비식, 체중조절식, 저염식, 저콜레스테롤식, 당뇨식, 기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을 원하는 식품의 물성

은 4단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외 고령자용 한 끼 편의

식품의 구매의지와 선택요인 그리고 구매적정 가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IBM, New York, NY, USA) PC package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식행동 및 구

강건강 그리고 식품선호도 등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적 특성 및 식행동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57.1%(102명), 남자가 42.9%(76

명)였고 대상자의 연령은 65~69세 19.8%(36명), 70~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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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ary behavior of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

No. of meal/day
1
2
3

  4 
 28 
146 

 2.3
15.5
82.2

Meal time 
regularity/week

Very regular 
(over 6 days) 

Regular (3∼4 days)
Irregular (2∼3 days)
Very irregular 

(less than 1 day)

 97 

 60 
 20 
  2 

54.3

33.5
11.0
 1.2

Meal amount

Very regular 
Regular 
Irregular 
Very irregular 

 86 
 70 
 19 
  3 

48.5
39.6
10.4
 1.5

With/without 
soup

Meal without soup
Meal with soup 

(separate)
Meal in soup

 30 
104 

 43 

17.0
58.7

24.3

Taste preference

Saltish
Sweety
Sour
Spicy
Plain
Oliy

 46 
 21 
 12 
  6 
 92 
  1 

25.7
12.0
 6.6
 3.6
51.5
 0.6

Table 3. Oral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

No. of natural teeth

0
1∼10 
11∼20 
Over 21 

 37 
 52 
 34 
 56 

20.6
29.0
19.1
31.3

Denture status
Not use
Partial dentures
Complete dentures 

 52
 86
 40

29.3
48.1
22.6

Saliva amount

Very insufficient
Insufficient
Moderate
Sufficient
Very sufficient

 13 
 29 
105
 26 
  5 

 7.5
16.1
59.2
14.4
 2.8

Uncomfortableness
by dry mouth

Yes
No

 43
135

24.2
75.8

Overall oral health

Very unhealthy
Generally unhealthy
Moderate
Generally healthy
Very healthy

 32 
 50 
 55 
 32 
  9 

17.8
28.2
31.0
17.8
 5.2

가 25.4%(45명)였으며, 75~79세가 26.0%(46명), 80세 이

상은 28.8%인 51명이었다. 배우자의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는 ‘있다’가 49.7%(88명), ‘없다’가 50.3%(90명)였다. 응답

자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4.5% 

(61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20.0%(36명)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관한 응답으로는 월 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5.2%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이 7.4%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본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는 보통이다가 35.2%로 가장 많았고, 건강

하다(30.7%), 건강하지 않다(19.9%), 매우 건강하지 않다

(8.5%), 매우 건강하다(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규

칙적인 식사는 정상적인 활력을 유지해주고 식사량을 일정

하게 해주므로 비만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

기에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식습관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Kim 등(17)은 65세 이상 노인의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 아침식사를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 노인은 

86%, 하루 세 끼 식사 모두 섭취하는 노인들은 90%라고 

보고하였으며, Choi 등(18)의 연구에서도 74.6%의 노인들

이 세 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하루 

세 끼 식사하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82.2%였고 한 끼만 

식사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였으며, 식사시간도 대체로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나 87.8%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노인의 비율이 

응답자의 57%라고 보고한 Kim 등(17)의 결과보다 높은 수

치였다. 또한 조사대상 노인들의 83%는 식사 시 국과 함께 

먹는다고 응답하여 국 없이 밥과 반찬만을 먹는 노인(17%)

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이 중 24.3%는 국에 

말아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선호하는 맛에 관한 조사에서 고령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 담백한 맛(51.5%)이었고 다음으로 짭짤한 맛(25.7%), 

달콤한 맛(12.0%), 새콤한 맛(6.6%)의 순으로 응답하였으

며, 맵거나 기름진 맛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자들의 짠맛에 대한 선호는 Lee(16)의 연구와 같은 경

향을 보였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Lee(19)와 

Kwak 등(20)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Lee 등

(21)은 맛의 역치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네 가지 기본 맛에 대한 역치가 모두 증가하였지만 그중에서

도 짠맛의 역치의 증가가 고령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졌음

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많은 수의 노인들은 의치를 장착함

으로써 미각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여 맛을 감별하는 데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22). 실제 Kwak 등(20)의 연구는 노

인들이 간이 센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염분 

농도를 달리하여 제공한 음식 중에서 짠맛이 더 강한 식품을 

선호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짠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짐

으로 인해 고령자들이 담백한 맛으로 느끼는 음식이 실제로

는 많은 염분을 함유할 수 있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및 증상 악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강건강 특성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노인의 치아 상태나 자연치아 수는 저작능력과 관계되어 적

절한 영양섭취 수준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저작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완전히 씹지 못하고 삼키게 되며 이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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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부담(23) 및 소화 장애(24) 등이 일어날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보건복지부 구강건강 실태조사(25)에 의

하면 65세에서 74세 노인의 자연치아 수는 17.2개로 조사

되었으며, Kim과 Lee(26)의 보고에서도 65세에서 69세 노

인의 잔존 치아 수는 11~20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잔

존 자연치아 수에 관한 질문에서 21개 이상(31.3%)이 가장 

많았고 1~10개(29.0%), 11~20개(19.1%)로 나타났으나 

자연치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수도 20.6%에 달했다. 의치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노인은 29.3%였고 부분의치 사용은 

48.1%, 전체의치 사용은 22.6%로 조사되었다. 

구강 건조증은 입안이 마르는 느낌의 주관적 증상을 의미

하는데, 특히 만성 구강 건조증은 말하거나 의치장착 시 불

편함을 주며(27), 음식의 저작과 연하 시의 불편감뿐 아니라 

설태의 증가로 인한 구취의 증가, 치주 질환의 증가가 동반

되기도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28,29). 

Ikebe 등(30)은 노인들이 구강 건조증을 겪고 있는 경우 구

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4배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Ship(31)에 의하면 65세 노인의 약 30%가 구강 건조

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구강 건조증

으로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4.2%로 조사되었다. 잔존 자연 치아 수, 의치사용 여부, 

구강 내 침의 양 등에 기반 하여 구강건강을 판단한 결과 

구강건강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1.0%로 가장 많

았으며,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음(28.2%)이 다음 순이었

다. 매우 나쁨과 대체적으로 건강함은 같은 수치를 보였고

(17.8%)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 변인들 간 관련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 변인들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전체적 구강건강

과 틀니 사용 여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적 구강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남성이 25.0%, 

여성이 75.0%로 여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P<0.05). 틀

니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64.6%인 

반면에 남성은 35.4%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틀니 

사용 비율은 남성(59.5%)이 여성(40.5%)보다 높게 조사되

었다(P<0.05). 

연령과 자연치아 수, 연령과 틀니사용 또한 유의미한 관

련성을 보였다.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들 중 55.6%가 

80대 이상이고, 70대는 40.7%인데 비해 60대는 3.7%에 불

과했다. 반면에 21개 이상의 자연치아를 가진 노인들의 비

율은 70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4.1%였으며, 

80대는 14.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P<0.001). 틀니

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은 70대가 53.2%로 가장 많았고 60

대 29.1%, 80대 17.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틀니 

사용은 70대 58.3%에 이어 80대가 37.9%로 60대(18.8%)

보다 많았으며, 전체틀니 사용은 80대가 59.5%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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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dietary behavior characteristics with oral health of the elderly 
Variables for oral health Variables for eating habits Overall health

condition (8)Overall oral 
health (1)

No. of natural 
teeth (2)

Denture 
status (3)

Saliva 
amount (4)

No. of meals/ 
day (5)

Meal time 
regularity (6)

Meal amount 
(7)

1
2
3
4
5
6
7
8

1
 0.486**

-0.418**

 0.138
 0.213**

 0.302**

-0.140
 0.196**

1
-0.630**

 0.013
 0.001
-0.185*

 0.043
 0.129

1
 0.039
-0.007
 0.172*

-0.108
 0.003

1
 0.117
-0.207**

-0.144
 0.112

1
-0.296**

-0.310**

 0.205**

1
 0.372**

-0.260**
1

-0.070 1
*P<0.05, **P<0.01, ***P<0.001. 

교육 수준은 ‘전반적인 구강건강’, ‘구강 건조로 인한 불편

함’의 두 변수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구강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와 양호한 경우 모두 중학교 졸업 이하인 

노인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구강건강이 보

통이라는 응답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노인들의 비율이 50.0%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32.7%, 대

학교 졸업 이상은 17.3%로 나타났다(P<0.01). 구강 건조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느끼지 않는 노인들 모두 중학

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대학

교 졸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않

는 노인들 중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은 45.0%, 대학교 

졸업 이상은 21.4%였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73.9%로 매우 높은 반면에 대학교 졸업 

이상은 8.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P<0.05). Kim과 Lee 

(26)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노인의 74.7%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 이상은 36.0%가 건강하

지 않다고 응답하여 교육 수준과 건강 판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월 가

구소득 수준’은 구강건강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행동 변인들과 구강건강 변인들 간의 관계

고령자의 식행동 변인들(하루 식사횟수, 일정한 식사시

간, 일정한 식사량)과 구강건강 평가 변인들(주관적 구강건

강, 자연치아 보유 수, 틀니 사용 여부, 침의 양) 그리고 주관

적 건강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자연치아 보유 수(P<0.01), 

틀니 사용 여부(P<0.01)가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식행동 변인에서는 하루 식사횟수(P<0.01), 일정한 식사시

간(P<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보유

하고 있는 치아의 수가 많고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구

강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하루에 세 끼를 일정

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의 변인들 

중에서는 자연치아 보유 수가 적을수록 부분이나 전체 틀니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P<0.01),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사습관 변인들 중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노인일

수록 식사시간이 규칙적이고(P<0.01) 식사량이 일정한 것

(P<0.01)으로 조사되었다. 식사습관 변인과 관련 있는 구강

건강 변인을 살펴보면 하루 식사횟수는 주관적 구강건강 판

단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P<0.01). 또한 식사시간

의 규칙성은 구강건강의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

타내는 반면, 일정한 식사량은 구강건강 변인과 아무런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다. Won과 Jin(32)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

이 양호할수록 규칙적으로 식사하며(P<0.01) 하루에 세 끼

를 모두 먹는 것으로(P<0.001) 보고한 바 있어, 식사횟수와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구강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전신건강상태는 구강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본인의 구강건강이 좋을수록 전신건강 또한 양호

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식사습관 변인 중

에서는 하루 식사횟수와 일정한 식사시간이 전신건강상태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하루 식사를 세 번씩 

할수록(P<0.01), 식사시간이 규칙적일수록(P<0.01) 본인

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종류별 개발 요구도  

고령자용 식이 관련, 식품 종류에 따른 개발 요구도 조사

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고령자용 식품으로 가장 개발을 

원하는 품목은 부식류라는 연구 결과(20)를 바탕으로 부식

류의 개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죽이나 국, 찌개를 만

들 때 기본이 되는 국물 맛에 대해 남성은 멸치 국물과 된장 

국물을 가장 요구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소고기 국물이 3위

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멸치 국

물, 된장 국물, 소고기 국물의 순서로 요구하였으며 각 군 

당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반찬 품목들 

중 남성은 생선류의 개발을 가장 요구하였고 다음이 고기류, 

나물류의 순이었다. 여성은 나물류, 생선류, 김치류의 순으

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이나 나물류는 남성, 여

성 모두 개발을 요구하는 반찬류로 나타났으나 고기류는 남

성이, 김치류는 여성이 특히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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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mand for development according to food groups by gender
Food Male [N (%)] Female [N (%)] χ2 value

Broth taste

Anchovy (with kelp)
Beef
Chicken
Soybean paste
Water 
Etc

23 (30.0)
19 (25.4)
 2 (3.2)
23 (30.0)
 5 (7.1)
 3 (4.3)

 47 (45.8)
 15 (14.6)
  2 (2.1)
 33 (32.3)
  3 (3.1)
  2 (2.1)

 9.99*

Total 76 (100.0) 102 (100.0)

Side dish

Meats
Eggs
Fishes
Leaf vegetables (namul)
Beans (including tofu)
Root vegetables (potatoes, burdock, lotus root etc.)
Shell fishes/shrimp
Kimchies

 7 (21.9)
 5 (6.3)
28 (37.4)
14 (18.8)
 2 (3.1)
 2 (3.1)
 1 (1.6)
 6 (7.8)

  5 (4.9)
  5 (4.9)
 24 (23.2)
 27 (26.7)
  7 (7.3)
 12 (12.2)
  4 (3.7)
 17 (17.1)

19.76**

Total 76 (100.0) 102 (100.0)

Snack

Bread/rice cake
Cookies
Candy/chocolate/jellys
Beverages (juice, milk etc) 
Fruits 

29 (38.4)
 3 (4.1)
 8 (11)
29 (38.4)
 6 (8.2)

 25 (24.2)
  2 (2.1)
 13 (12.7)
 25 (24.3)
 38 (36.8)

 9.65*

Total 76 (100.0) 102 (100.0)
*P<0.05, **P<0.01, ***P<0.001. 

Table 7. Comparison between number of natural teeth and texture demanding for development

           Variables N (%) No. of natural teeth
Mean (±SD)

Statistical value
F value Duncan test

Chewable (a)
Crushable by gum and tongue (b)
Drinkable (c)
Meltable (d)

136 (76.2)
 26 (14.5)
 14 (7.6)
  2 (1.2)

14.01 (±10.92)
 6.53 (±8.02)
16.44 (±8.29)
 2.50 (±3.54)

3.80** cab/abd

*P<0.05, **P<0.01, ***P<0.001. 

이는 앞으로 고령자용 부식류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Kwak 등(20)에 의하면 고령자들은 김치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연구 조사대상자

의 6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고령자가 남성보

다 김치류의 개발을 원하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라고 볼 수 있다. 나물류(채소류)는 중요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급원식품이나 노인들은 채소류가 씹기 어려운 식

품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33), 실제 채소류의 섭취량이 부

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쉽게 섭취할 있는 채소류 제품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wasaki 등(33)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자들의 첫 번째 에

너지 급원 식품은 쌀(밥)이며 두 번째는 간식류로,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각각 20, 13%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하루에 약 2.8끼

의 식사와 약 1.5회의 간식을 섭취한다고 하였으며, 저작불

편 여부에 따른 간식섭취 횟수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구강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칼로리가 높고 씹기 

쉬운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34) 영양보충을 위한 고령자

용 간식류의 개발은 주식 및 부식류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개발을 원하는 간식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빵･떡류와 음료류 개발을 가장 원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캔디나 젤리류였으며, 과일이

나 쿠키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낮았다. 반면 여성이 가장 

개발을 원하는 간식 품목은 과일류였고 다음으로 빵･떡류와 

음료류가 동일한 요구 비율을 보였다. 고령자용 간식 유형으

로 남녀 모두 빵･떡류와 음료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고령자의 구강건강이나 영양균형을 고려하여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개발요구 식품의 물성과의 관계

고령자의 개발 물성 요구도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치아로 씹을 수 있는 정도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다음으로는 잇몸과 혀로 쉽게 뭉개지는 정도(14.5 

%), 마실 수 있는 정도(7.6%), 녹여 먹을 수 있는 정도(1.2%)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 변인들 중에서 자연치아 보유 

수는 개발을 원하는 식품의 물성 형태와 유의미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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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ir demand for food development

  Disease status
Demand for dietary development

Total χ2 valueAnti-constipation
N (%)

Anti-obesity
N (%)

Low-salt 
N (%)

Low-cholesterol 
N (%)

Anti-diabetes
N (%)

Etc.
N (%)

Constipation Yes
No

10 (36.8)
10 (6.8)

 3 (10.5)
46 (30.1)

 5 (21.1)
29 (19.2)

 1 (5.3)
29 (19.2)

 3 (10.5)
24 (15.8)

 4 (15.8)
14 (8.9)

 26 (100.0)
152 (100.0) 20.0***

Obesity Yes
No

 0 (0.0)
18 (12.1)

23 (72.0)
29 (20.0)

 5 (16.0)
29 (20.0)

 3 (8.0)
28 (19.3)

 1 (4.0)
25 (17.1)

 0 (0.0)
17 (11.4)

 32 (100.0)
146 (100.0) 30.6***

Hypertension Yes
No

 5 (6.3)
13 (14.1)

29 (33.8)
20 (22.4)

23 (26.3)
12 (12.9)

 9 (10.0)
22 (24.7)

19 (21.3)
 9 (9.4)

 2 (2.5)
15 (16.5)

 87 (100.0)
 91 (100.0) 25.3***

Diabetes Yes
No

 1 (3.3)
17 (11.9)

 7 (20.0)
42 (29.6)

 4 (10.0)
30 (21.5)

 1 (3.3)
29 (20.7)

23 (63.3)
 6 (4.4)

 0 (0.0)
17 (11.9)

 37 (100.0)
141 (100.0) 68.2***

*P<0.05, **P<0.01, ***P<0.001. 

Table 9. General recognition about elderly food development 
  Variables    Classification N %

Intention of 
purchase

Definitely purchase 
regardless of price

Purchase if price is 
proper

Unnecessary

 27 

129 

 22 

14.9

72.6

12.5

Choice factor

Taste
Texture
Nutritional balance
Price
Convenience 

 27 
 33 
 92 
 20 
  5 

15.4
18.5
51.8
11.3
 3.0

보이고 있다(F=3.80, P<0.01). 가장 많은 수(16.44)의 자연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물성을 

가진 제품 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

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형태인 음료개발 요구도가 높기 

때문인 것(Table 6)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료류 다음으로 

고령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저작능력을 고려한 물성을 가진 

식품 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구강건강이 식품선

택에 영향을 준다는 Iwasaki 등(3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치아로 씹을 수 있는 정도의 물성을 요구하

는 집단은 평균 14.01개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치아 

보유 수가 적을수록 씹지 않아도 되는 물성을 가진 식품 개

발을 요구하였다. 즉 잇몸과 혀로 쉽게 뭉개지는 정도의 물

성을 요구하는 집단은 평균 6.53개 그리고 녹여 먹을 수 있

는 정도의 물성을 요구하는 집단은 가장 적은 평균 2.50개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연치아 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부드럽고 씹기 쉬운 상태의 식품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품들은 영양밀도가 낮아 결과적으로는 영양결핍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34,35) 물성을 고려하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개발이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정이다. 

질병상태에 따른 개발 요구 식품 

고령자들의 질병상태와 개발요구 식품 간 교차분석 결과

를 제시한 Table 8에 따르면 두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 중 고혈압이 있는 노

인은 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당뇨(37명), 비만

(32명), 변비(26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변비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36.8%)로 변비 치료 식품의 개

발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저염식(21.1%) 개발을 원하

고 있었다. 비만 노인의 경우에도 체중조절식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였으며 고혈압을 앓고 있

는 노인은 체중조절식(33.8%), 저염식(26.3%), 당뇨식(21.3 

%)의 비율로 개발요구도를 보였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

인들은 당뇨식이 가장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3.3%) 그다음으로 체중조절식(20.0%)을 요구하였다. 즉 

노인들은 본인들의 질병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의 증상 완화 및 회복을 위한 질병맞춤형 식이의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조사에서 고령자들의 질병상

태는 고혈압이 가장 많은 비율(87명, 47.7%)을 보이고 있으

므로 일상식에서 실제 저염 식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식사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대한 인식과 적정 요구가격

고령자용 식품에 관한 구입의지와 선택요인에 대한 내용

은 Table 9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고령자용 

식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개발된다면 반드시 

구입하겠다’는 전체 응답자의 14.9%, ‘가격이 맞으면 구입

하겠다’는 72.6%, ‘고령자용 식품 개발이 개발되더라도 구

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5%로 조사

되어 대체로 구입희망의사를 보였다. 고령자들이 식품을 선

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영양균형이었다

(51.8%). 이는 Kim(14)의 연구에서 고령자용 식품구입의 

가장 큰 이유가 ‘건강’이라고 조사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보

인다. 즉 고령자들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영

양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식품기업에서 고령자용 식품을 만들 경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양균형 다음으로는 물성(18.5%), 맛

(15.4%), 가격(1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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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ppropriate purchase price of developed elderly food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Reasonable purchase price 
(won)

Average monthly income (1,000 won)
χ2

<500 500∼<1,000 1,000∼<2,000 Over 2,000
1,500∼<2,000
2,000∼<2,500
2,500∼<3,000
3,000∼<3,500
3,500∼<4,000

4,000≤ 

52 (52.3)
21 (21.6)
16 (15.9)
 3 (3.4)
 3 (3.4)
 3 (3.4)

 8 (31.8)
 9 (36.4)
 3 (13.6)
 2 (9.1)
 2 (9.1)
 0

 8 (29.2)
 6 (20.8)
10 (37.5)
 2 (8.3)
 0
 1 (4.2)

 2 (7.7)
 8 (26.9)
 9 (30.8)
 4 (15.4)
 4 (15.4)
 1 (3.8)

37.9***

Total 99 (100.0) 24 (100.0) 27 (100.0) 28 (100.0)
*P<0.05, **P<0.01, ***P<0.001.

월평균 가구소득과 한 끼 편의식 적정 구매가격 간 교차분

석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었다.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

인 노인들은 1,500~2,000원대가 구매적정금액이라고 생각

하는 반면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구매적정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노인들은 개발

식품이 2,500~3,000원 사이가 적정구매가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으나 3,000원 이상부터는 응답율

이 감소하였고 4,000원 이상을 적정가격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3.8%에 불과했다. 앞으로 고령자용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고

려할 때 본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식 개발에 앞서 노인들의 구강 및 전신 건강

상태에 기반을 둔 노인식 개발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 상관관

계를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본인의 전신건강에 

관한 평가로는 보통이다(35.2%), 건강하다(30.7%), 건강하

지 않다(19.9%), 매우 건강하지 않다(8.5%), 매우 건강하다

(5.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강건강에 관해서는 보통이

다(31%), 건강하지 않다(28.2%), 대체로 건강하다(17.8%), 

매우 건강하지 않다(17.8%), 매우 건강하다(5.2%)의 순으

로 대답하여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간에 유의적 상관관계

(P<0.01)를 보였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맛은 담백한 맛

(51.5%), 짭짤한 맛(25.7%), 달콤한 맛(12.0%), 새콤한 맛

(6.6%)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죽이나 국 종류 개발 시 원

하는 국물 맛으로는 남성은 멸치 국물과 된장 국물, 여성은 

멸치 국물, 된장 국물, 소고기 국물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

찬류로 남성은 생선류, 고기류, 나물류의 순으로, 여성은 나

물류, 생선류, 김치류의 순으로 요구하였다. 남녀 고령자 모

두가 개발을 원하는 간식 품목은 빵･떡류와 음료류였으며 대

체로 자신의 저작능력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은 본인들의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증상 

완화 및 회복을 위한 질병맞춤형 식이의 개발을 원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식품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인은 영양균형이었고 고령자용 식품의 적정구입가는 3,000

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

령자용 식품을 개발할 때 고령자들의 저작능력을 고려하여 

물성을 다양화한 생선류와 나물류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

하여 물성이 조절된 저염 및 항당뇨식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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