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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보유정도에 따른 여름, 겨울 농촌 노인의 식이섭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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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aging population has been remarkably increased. They want to have not only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but
also improving quality of life. To maintain the quality of life, it is essential to have good nutrition. However, nutritional
status of elderly in Korea has problem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Risk factors for poor nutrition are advanced age,
woman, living alone and low economic status. Another risk factor in rural area is season because seasonal changes can
affect food intake of elderly. Thus this study surveyed the health status and dietary intakes of elderly by season in rural
area. In this study, the elderly were grouped as group 1 {elderly who have one risk factor for chronic diseases (obesity,
hypertension, dyslipidemia, diabetes)} and group 2 (elderly who have more than 2 risk factors). Can-Pro 3.0 was used
for dietary data analysis and SPSS 12.0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besity had the highest percentage
62%, followed by hypertension 59.5%, dyslipidemia 21.5% and diabetes 11.6%. Obesity,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were high in winter and WHR, diabetes and anemia were high in summer. Mean intakes of energy and nutrients were
less than RI. Nutrients which were changed most by season were vitamin A and Vitamin C. Intakes of calcium and folic
acid were less than recommended in summer. The ratio of CPF for carbohydrate was higher and fat was lower than
recommended. In conclusion, the nutrient intake of Group 2 was better in quality but Group 1 was better in quantity.
Nutrient intakes were poor in summer. In rural area, more careful nutritional assesment and management are needed for
aged population, especially in summer. (Korean J Nutr 2009; 42(3): 221 ~ 233)
KEY WORDS : chronic disease risk factor, dietary intake, season, elderly in rural area.

촌 15.7%)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에 19.4% (농촌 38.3%),

서

론

2000년에 35.0% (농촌 78.7%), 2005년도에는 48.6% (농
촌 108.2%)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의 9.3%를 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

지하는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도시의

노인기의 삶이 연장됨에 따라 단지 오래 사는 것, 즉 평균

고령화비율 7.2%에 비해 농촌의 고령화비율은 18.6%로 현

수명이 길어지는 것 보다는 사는 동안 좀 더 나은 신체적 기

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능을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1)

고령화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 미

즉 건강수명의 연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3) 노인의 삶

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 또

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상태가 중요하며,

한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 전체 11.4% (농

노인기 건강문제의 특성은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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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인의 5대 사망원인이 모
두 만성퇴행성질환이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선진국의 경우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 질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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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79%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식이섭취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및 생활습관의 급격한 변화와

연구방법

과거의 경제여건이 좋지 못해 영양결핍 문제가 있던 사람
들이 성인이 됨으로써 만성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5) 이러한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는 영양섭취나 사

조사대상 및 기간

회·심리·경제적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2,6) 특히 식

본 연구는 장수마을로 지정된 충청남도 연기군과 강원도

생활을 포함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홍천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안동시 4곳의 노인정이

타나면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식생활이 중요하게 대두되었

나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

7)

다. 노인의 식생활은 고령일수록 경제적 여건과 식욕저하,

사하였다. 여름 (농번기)조사는 2007년 6월 16일부터 7월

소화능력 약화 등으로 영양결핍이 심화되며, 여자노인, 독거

5일까지 157명 (충남: 37명, 강원: 47명, 전남: 39명, 경북:

노인, 사회적 고립상태가 식욕감퇴와 식품섭취량감소 등 영

34명)을 조사하였고, 겨울 (농한기)조사는 2008년 1월 20

8-11)

또한 만성

일부터 24일까지 162 (충남: 43명, 강원: 42명, 전남: 35명,

질환의 발병으로 인한 건강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식료품비

경북: 42명)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름과 겨울조

지출 감소와 영양소의 체내이용률 저하가 영양불량이 되는

사에 모두 참여한 동일인 121명 (충남: 32명, 강원: 37명,

양부족이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남: 29명, 경북: 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듯 노인의 영양섭취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한 많
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영양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전반적인 영양상
태 향상과 함께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연
령 증가에 따라 식품의 섭취가 저조하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향으로 양적,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12,13) 2005년 국
민건강·영양조사자료14,15)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열량섭
취 정도는 영양섭취기준의 93%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
의 경우 칼슘,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
민C 등은 영양섭취기준의 권장 영양섭취량 이하로 섭취하
였다. 노인의 영양불량 문제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적으
로 증가되는 농촌지역에서 심화되며, 농촌지역의 식품섭취
16-18)

양상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계

절별로 수확한 식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식품가짓수 및 식

식이섭취조사 및 설문조사
식이섭취 조사는 여름과 겨울에 각 1회씩 24시간 회상법
을 이용하여 식기와 음식모형을 제시하면서 직접면담을 통
해 조사하였다. 본 조사 전 24시간동안 섭취한 식사와 간식
을 시간과 장소, 식사동반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음식에 사
용된 재료와 분량 (눈대중량)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다수가 고령이므로 설문지를 통하
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연령, 성별, 독거여부, 경제수준)만을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조사
신체계측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였
으며, 혈압측정은 전자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품소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농촌지역 노인들의 영

생화학적 검사는 아침 공복상태에서 혈액, 소변검사를 통

양섭취상태 조사 시 계절에 따른 식생활특성을 파악하여야

해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헤모

한다. 또한 농촌지역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건강

글로빈, 알부민, 공복시혈당, 뇨당, 뇨단백, 크레아티닌 등을

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

조사지역의 건강관리협회나 보건소를 통하여 검진하였다.

해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9,20)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영양복지서비스의 기회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
이며, 식품영양 지원정책이 활발히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2,7)
이에 지역별 농촌 노인의 생활양식과 식생활 등에 관한 현
황파악으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며, 식이 섭취량 분석과 건강상태에 연계분석은 농
촌노인들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계절별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만

만성질환 군 분류
만성질환을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4개 질환으로
구분하였으며, 진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검진부분에
서 사용한 기준과 동일하게 하였다. 노인의 특성상 1개 이
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개 만성질
환 중 만성질환위험요인이나 만성질환이 없거나 1개 있는
군을 그룹‘1’
로 하였고, 만성질환위험요인이나 질환을 2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룹을‘2’
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만
성질환 위험요인 진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논문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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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전기를 고혈압으로 공복혈당장애도 당뇨병으로 묶어서

고 상한치로 설정하여 1이 넘는 경우에는 1로 간주한다. 또

표현하였으며, 각 군을 위험요인으로 묶어서 표시하였다.

한 각 대상자별로 전체적인 영양소 적정섭취비 (NAR)의 평

Risk factor

균을 구하면,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 (MAR, mean adequa-

Criteria
2

Obesity

BMI (body mass index): 25 kg/m over or
Waist: male 90 cm, female 85 cm over

Hypertension

140 mmHg/90 mmHg over

Hypertension
first stage
Dyslipidemia

Systolic 120-139 mmHg Or Diastolic 80-89 mmHg
among none hypertension
Total Cholesterol 240 mg/dL over or
LDL-Cholesterol 160 mg/dL over or
HDL-Cholesterol 40 mg/dL less

Diabetes

Fasting blood sugar 126 mg/dL over

Impaired fasting Fasting blood sugar 100-125 mg/dL
glucose

cy ratio)로써 식사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한다.22,23)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NAR =
특정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
MAR =

n개의 영양소에 대한 NAR의 합
영양소의 수 (n)

영양의 질적 지수 (INQ)
영양의 질적지수 (INQ, index of nutritional quality)는
개인 식사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이 내 영양소의 함량을 1,000 kcal당 그 영양소

영양소 섭취 평가

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KDRIs)과 개인섭취량 비교

다. 이는 열량의 영향을 배제하고 각 영양소의 질을 판단하

대상자의 열량 및 영양소 섭취상태를 한국인 영양섭취기

는 방법으로 INQ가 1 미만이라고 하면 에너지에 비해 영양

준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21)

소섭취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양소 기준치만큼 섭

과 비교하였다. 열량은 필요추정량 (EER)을 이용하여 75%

취하려면 에너지를 과하게 섭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22,23)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이내 영양소 섭취량
INQ =
1,000 kcal당 그 영양소 권장 섭취량

이하와 125%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을 비교하였다. 각 영양
소 평가는 평균필요량 (EAR) 이하, 평균필요량 (EAR)에서
권장섭취량 (RI), 권장섭취량 (RI)에서 상한섭취량 (UL), 상

식품섭취평가

한섭취량 (UL) 이상으로 분류하여 대상자들의 섭취비율을
비교하였다. 상한섭취량 (UL)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소는 평

주요 식품군 섭취 패턴

균필요량 (EAR) 이하, 평균필요량 (EAR)에서 권장섭취량

주요 식품군 섭취패턴 (food group intake pattern)은 곡

(RI), 권장섭취량 (RI) 이상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의 섭취

류 및 감자류, 육류 (육류, 어패류, 난류, 두류), 과일류, 채

비율을 비교하였다.

소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5가지 식품군으로 나눈 뒤 너무
적게 섭취했을 경우를 감안하여, 고체형태인 육류, 과일, 채

CPF 섭취비율 및 CPF 비율 평가

소는 30 g, 고형유제품 (치즈) 등은 15 g, 곡류 및 감자류,

CPF 섭취비율은 총 열량 중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액체형태의 유제품, 과일, 채소군은 60 g을 기준으로 하여

섭취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CPF 비율 평가는 각각의 섭취

하루 섭취한 식품의 중량이 각 군에서 기준량 이상을 섭취

비율 수준을‘부족’
,‘적정’
,‘과잉’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

하였을 때 1, 섭취하지 못하였으면 0으로 표시하여 식품섭

다. 열량영양소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인 영양

취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요 식품군 섭

섭취 기준을 이용하였다.21)

취패턴은 GMDFV (Grain, Meat, Fruit, Vegetable, Dairy

Class

Evaluation basis.

Under
< 55%, Carbohydrate: < 7%, Protein: < 15% Lipid
Adequate ≤ 55-≤ 70%, Carbohydrate: ≤ 7-≤ 20%, Protein:
≤ 15-≤ 25%, Lipid
Over
> 70%, Carbohydrate: > 20%, Protein: > 25% Lipid

product)로 표시한다.22,23)

주요 식품군 점수 (DDS)
주요 식품군 섭취 패턴을 섭취한 식품군 (곡류 및 감자
류, 육류, 과일류, 채소류, 우유 및 유제품류)이 하나 첨가
될 때마다 1점씩 더하여 최고점 5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가

영양소 적정섭취비 (NAR) 및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
비 (MAR)
영양소 적정섭취비 (NAR, nutrient adequacy ratio)는
각 영양소 섭취량을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과 비교한
비로써 영양소의 적정성을 나타낸다. NAR 수치의 1을 최

한다.22,23)

통계분석
식이섭취상태조사는 Can-pro 3.0을 이용하여 열량과 영
양소 섭취량, 식품군별 섭취량 결과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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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각 만성질환위험요인과 계절별간의 평균치 차이는 ttest와 paired t-test로 검증하였고, 각 집단 간의 빈도차
이는 χ2-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α = 0.05

병 11.6%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보유와 계절에 따른 식이섭취상태 비교
열량 및 영양소 섭취상태
조사대상자의 1일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3과 같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다. 조사대상자의 열량은 만성질환이 1개 이하에서 여름섭취

결

과

량은 1,436.8 kcal/d, 겨울은 1,516.8 kcal/d이며, 만성질환
이 2개 이상인 그룹에서 여름 1,525.3 kcal/d, 겨울 1,557.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kcal/d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필요추정량 (64세이상 남자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121명 중 65~74세는 63.6%, 75

2,000 kcal/d, 여자 1,600 kcal/d)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 이상은 36.4%로 나타났고, 남자는 48.8%, 여자는 52.1%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되어있는 필요추정량 (열량),

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Table 1)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이하로 섭취한 영양소는 열량과

Table 2는 만성질환 보유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만성질환

비타민A (겨울), 비타민E, 비타민C (여름), 비타민B1, 비타

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4가지 만성질환 중

민B2, 나이아신, 엽산, 칼슘, 철분으로 농촌노인의 영양섭취

만성질환이 없거나 1개 있는 비율이 47.9%이고, 만성질환

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2.1%이다. 만성질환

만성질환을 1개 이하 보유한 그룹에서 엽산, 칼슘의 섭

을 1개 또는 2개를 보유한 사람이 81.0%로 1개 이상 보유

취량은 여름의 섭취량이 겨울보다 유의적으로 적었고, 만성

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65~74세의 연

질환을 2개이상 보유한 그룹에서 여름보다 겨울에 비타민

령에서는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인 노인의 비율이 71.4%로

A의 섭취가 적었다 (p < 0.05). 비타민 C의 섭취량은 만성

높음을 보였다. 조사된 만성질환중 비만 비율이 62.0%로 가

질환 보유정도와 관계없이 겨울의 섭취량이 더 높았다 (p <

장 높으며, 그 다음이 고혈압 59.5%, 고지혈증 21.5%, 당뇨

0.001). 비타민A의 경우에는 겨울섭취량이 여름보다 유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N (%)

적으로 부족하고, 비타민C, 칼슘, 엽산은 여름섭취량이 부

1)

1

121 (100.0)

58 (47.9)

63 (52.1)

65-74

077 (063.6)

32 (55.2)

45 (71.4)

으로 높고, 2개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75+

044 (036.4)

26 (44.8)

18 (28.6)

겨울에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만성질환 보유정도에 따

Male

059 (048.8)

34 (58.6)

25 (39.7)

Female

062 (052.1)

24 (41.4)

38 (60.3)

Total

2

족하게 나타났다.

Total
Age

Sex

본 조사대상자의 나트륨섭취는 기준량보다 매우 높으며,
만성질환을 1개 이하로 보유한 경우 겨울섭취량이 유의적

른 영양소섭취상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1)

영양소 섭취 평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KDRIs)과 개인 에너지 및 영양
소섭취량비교

Table 2. Percent of subject with chronic diseases
Total
Risk factor
Obesity

Total

1

1)

N (%)
2

121 (100.0) 58 (47.9) 63 (52.1)

Normal

046 (038.0) 38 (65.5) 08 (12.7)

Obesity

075 (062.0) 20 (34.5) 55 (87.3)

049 (040.5) 37 (63.8) 12 (19.0)
Hypertension Normal
Hypertension 072 (059.5) 21 (36.2) 51 (81.0)
Dyslipidemia
Diabetes

Normal

5에 제시하였다. 본 조사의 경우 1일간의 조사로 조사대상
의 평소섭취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분포의 비교는 가능하
므로 평가가 시도되었다. 에너지섭취를 살펴보면, 만성질환
을 1개 이하 보유한 그룹에서 여름에는 에너지 필요추정량

095 (078.5) 55 (94.8) 40 (63.5)

에 75%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51.7%로 가장 많은 반

Dyslipidemia 026 (021.5) 03 (05.2) 23 (36.5)

면 겨울에는 필요추정량에 75~125% 수준이 51.7%로 가

Normal

107 (088.4) 54 (93.1) 53 (84.1)

Diabetes

014 (011.6) 04 (06.9) 10 (15.9)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1)

만성질환에 따른 계절별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을 한국
인 영양섭취기준 (KDRIs)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4,

장 많았다.
겨울에 에너지섭취량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만성질
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필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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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ergy and Nutrient intakes of subjects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and season
Summer
1

1)

Winter
2

1

2

Energy (kcal/d)

1436.85±472.75

01525.32 ± 507.53

1516.82 ± 461.08

1557.17 ± 635.92

Carbohydrate (g/d)

0243.49 ±76.33

00252.79 ± 82.52

0259.31 ± 77.57

0268.42 ± 111.83

Fat (g/d)

0023.73 ±17.39

0028.91 ± 23.50

0023.33 ± 16.47

0026.48 ± 24.54

Protein (g/d)

0053.85 ±26.23

0057.99 ± 26.24

0056.23 ± 28.37

0060.07 ± 30.81

Fiber (g/d)

0019.58 ±12.84

0020.06 ± 9.29

0022.57 ± 14.44

0023.52 ± 14.55

Vitamin A (μgRE/d)

0657.97 ±685.53

0774.53 ± 806.03*

0596.76 ± 774.17

0485.01 ± 693.04

Vitamin E (mgTE/d)

0007.00 ±4.73

0008.06 ± 4.78

0007.67 ± 6.22

0008.47 ± 7.88

Vitamin C (mg/d)

0080.21 ±58.17***

0083.74 ± 54.29***

0152.14 ± 117.16

0139.79 ± 119.50

Vitamin B1 (mg/d)

0000.87 ± 0.43

0000.91 ± 0.42

0000.97 ± 0.48

0000.96 ± 0.55

Vitamin B2 (mg/d)

0000.72 ± 0.41

0000.78 ± 0.42

0000.79 ± 0.57

0000.78 ± 0.45

Niacin (mgNE/d)

0012.49 ± 6.97

0012.95 ± 6.11

0013.10 ± 6.70

0013.45 ± 7.45

Vitamin B6 (mg/d)

0001.64 ± 0.90

0001.64 ± 0.72

0001.79 ± 1.14

0001.86 ± 1.34

Folate (μgDFE/d)

0229.76 ±152.67*

0225.77 ± 143.90

0235.68 ± 167.91

0229.78 ± 166.14

Ca (mg/d)

0407.53 ±235.17*

0467.76 ± 285.43

0529.33 ± 370.49

0528.26 ± 305.12

P (mg/d)

0810.35 ± 417.90

0838.88 ± 364.20

0844.33 ± 443.57

0878.48 ± 488.89

Na (mg/d)

3572.12 ± 1733.70*

4068.01 ± 1912.65

4397.23 ± 2905.83

4620.84 ± 2807.52

K (g/d)

0000.48 ±0.25

0000.49 ± 0.22

0000.53 ± 0.25

0000.54 ± 0.23

Fe (mg/d)

0000.88 ±0.19

0000.91 ± 0.17

0000.89 ± 0.16

0000.90 ± 0.19

Zn (mg/d)

0000.82 ±0.19

0000.87 ± 017

0000.84 ± 0.16

0000.85 ± 0.19

Mean ± SD
*: p < 0.05, **: p < 0.01, ***: p < 0.001 by paired t-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1)

Table 4. Evaluation of energy intake using EER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season
Summer
1
2)

EER

Energy

1)

< 75%

75-125%

30 (51.7)

26 (44.8)

2
> 125%

N (%)
Winter

< 75%

1

75-125% > 125%

< 75%

75-125% > 125%

2
< 75%

75-125% > 125%

2 (3.4)*** 21 (33.3) 38 (60.3) 4 (6.3) 24 (41.4) 30 (51.7) 4 (6.9) 18 (28.6) 38 (60.3) 7 (11.1)

2

***: p < 0.001 by χ -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1)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2)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정량에 75~125% 수준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으로 적절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단백질의 경우 RI에서 UL

났다. 반면 비타민 B6의 경우 RI 이상 섭취비율이 계절에 상

사이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RI 이상 섭취하는 비

관없이 48.3%로 동일했으나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

율이 겨울보다 여름에 더 높아 여름섭취가 더 적절한 것으

이 여름에 더 높았다. 만성질환 이 2개 이상이 그룹에서는 비

로 나타났다.

타민B6, 아연이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여름보다 겨

만성질환 보유정도와 계절에 상관없이 비타민B1, 비타민
B2, 엽산, 칼슘의 섭취는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50%
를 넘어 이들 영양소의 섭취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만
성질환을 1개 이하로 보유한 그룹에서 비타민A는 평균필요
량 (EAR) 이하로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여름 48.3%,
겨울 67.2%로 나타났고, 권장섭취량 (RI) 이상으로 충분하
게 섭취하는 비율은 여름 31.0%, 겨울 22.4%로 여름섭취
비율이 높았다 (p < 0.001). 또한 만성질환이 1개 이하인 그
룹에서 나이아신, 칼슘, 인의 섭취는 여름보다 겨울에 RI

울에 더 높았다.

에너지 구성비율 (CPF, 탄수화물：단백질：지방) 섭취
비율 및 평가
Table 6은 총 에너지 섭취에 대한 열량 영양소 구성비율
을 알아보기 위해 만성질환 보유정도와 계절에 따른 에너지
구성비율 (CPF ratio)을 나타낸 표이다. 한국인 영양섭취기
준 (KDRIs)의 성인의 에너지 적정비율 (%)인 55~70%：
7~20%：15~25%와 비교해보면, 조사대상자들은 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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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valuation of nutrient intake using DRI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season

(%)

Summer
1
2)

DRI

Winter

1)

2

< EAR EAR-RI RI-UL

> UL

Protein

31.0

19.0

50.0

Vitamin A

48.3

19.0

31.0

-*
1.7***

1

< EAR EAR-RI RI-UL

> UL

2

< EAR EAR-RI RI-UL

> UL

< EAR EAR-RI RI-UL

> UL

29.3

22.4

48.3

-

22.2

22.2

55.6

-

31.7

-***
3.2***

67.2

08.6

22.4

1.7

65.1

19.0

14.3

1.6

19.0

19.0

61.9

41.3

23.8

Vitamin C

50.0

24.1

25.9

0.0***

49.2

19.0

31.7

0.0***

31.0

06.9

62.1

0.0

38.1

03.2

58.7

0.0

Vitamin B1

67.2

15.5

17.2

-

65.1

17.5

17.5

-

60.3

15.5

24.1

-

54.0

27.0

19.0

-

Vitamin B2

84.5

12.1

03.4

0.0***

84.1

07.9

07.9

1.6***

82.8

01.7

15.5

-

81.0

09.5

09.5

-

Niacin

60.3

12.1

27.6

Vitamin B6

39.7

12.1

48.3

74.1

19.0

06.9

Ca

81.0

06.9

12.1

P

27.6

20.7

Folate

+

44.4

20.6

33.3

0.0***
0.0***

28.6

12.7

58.7

84.1

03.2

12.7

74.6

11.1

14.3

51.7

0.0***
0.0***

23.8

09.5

15.9
34.9

Fe

25.9

10.3

63.8

0.0***

Zn

48.3

19.0

32.8

0.0***

56.9

12.1

31.0

0.0

42.9

28.6

27.0

1.6

0.0***
0.0***

36.2

15.5

48.3

0.0

30.2

11.1

58.7

0.0

75.9

08.6

15.5

0.0

82.5

04.8

11.1

1.6

63.8

10.3

25.9

0.0

63.5

23.8

12.7

0.0

66.7

0.0***
0.0***

34.5

12.1

53.4

0.0

20.6

20.6

56.2

0.0

15.9

68.3

0.0***

24.1

17.2

58.6

0.0

20.6

07.9

71.4

0.0

19.0

46.0

0.0***

46.6

24.1

29.3

0.0

36.5

20.6

42.9

0.0

2

*: p < 0.05, **: p < 0.01, ***: p < 0.001 by χ -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2
+: p < 0.05 by χ -test between group1 and group2
1)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2)
DRI: dietary reference intakes
Table 6. Percent of Energy intake from macronutrient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and season

(g/day/person)

Summer
1
Carbohydrate (%)

Winter

2)

69.05 ± 11.59

1)

2

1

2

68.05 ± 12.08

69.41 ± 12.58

70.27 ± 10.91

Protein (%)

14.67 ± 4.04

14.90 ± 3.62

14.36 ± 3.93

15.03 ± 3.78

Fat (%)

14.20 ± 7.98

15.89 ± 10.33

13.25 ± 7.97

14.21 ± 9.57

1)
2)

Mean ± SD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Table 7. Evaluation of percent of energy intake from macronutrient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season
Summer
1)

1

under adequate

2
over

(%)

Winter

under adequate

1
over

under adequate

2
over

under adequate

over

Carbohydrate 08 (13.8) 23 (39.7) 27 (46.6) 07 (11.1) 31 (49.2) 25 (39.7)** 10 (17.2) 19 (32.8) 29 (50.0) 05 (07.9) 26 (41.3) 32 (50.8)
Protein
00 (00.0) 54 (93.1) 04 (06.9) 00 (00.0) 60 (95.2) 03 (04.8)** 01 (01.7) 53 (91.4) 04 (06.9) 00 (00.0) 56 (88.9) 07 (11.1)
Fat
34 (58.6) 18 (31.0) 06 (10.3) 33 (52.4) 23 (36.5) 7 (11.1)** 35 (60.3) 20 (34.5) 03 (05.2) 41 (65.1) 17 (27.0) 05 (07.9)
2

**: p < 0.01 by χ -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1)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물 섭취는 다소 높았고 지방의 섭취는 적정비율에 못미치는

영양소 적정도 (NAR) 및 평균 영양소 적정도 (MAR)

수준이다.

평가

열량영양소의 섭취비율을 부족, 적정, 과잉으로 나누어 평

개인의 영양소 섭취량을 NAR (권장섭취량이나 충분섭취

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량과 비교한 영양소 적정도)과 MAR (각 영양소의 전반적

그룹에서는 탄수화물은 과잉으로 섭취하는 경향을 나타냈는

인 질을 알기 위해 NAR의 평균을 구한 평균적정도)를 구

데, 과잉 섭취 비율이 여름에는 39.7%, 겨울에는 50.8%로

하여 Table 8에 제시하였다.

겨울에 과잉섭취비율이 더 높았다 (p < 0.01). 반면 지방의

대부분의 영양소의 적정도는 0.6~0.8범위에 있었으며 만

경우 여름보다 겨울에 부족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p <

성질환 정도와 관계없이 칼슘은 여름에, 비타민A는 겨울, 비

0.01). 이처럼 에너지 구성비율이 계절별로 차이가 나타남

타민B2, 엽산, 칼륨은 여름,겨울 모두에서 0.6 이하로 낮은 적

을 알 수 있었다.

정도를 나타냈다.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인 그룹에서 비타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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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utrient adequacy ratio (NAR) and mean adequacy ratio (MAR) of the subjects by the nmuber of chronic disease and
season
Summer
1

2)

Energy

0.75 ± 0.19

1)

Winter
2

1

2

0.81 ± 0.18

0.78 ± 0.15

0.80 ± 0.19

Protein

0.85 ± 0.20

0.90 ± 0.18

0.87 ± 0.16

0.88 ± 0.18

Vitamin A

0.62 ± 0.36

0.70 ± 0.30*

0.56 ± 0.32

0.56 ± 0.30
0.64 ± 0.29

Vitamin E

0.60 ± 0.30

0.67 ± 0.27

0.61 ± 0.28

Vitamin C

0.64 ± 0.31**

0.68 ± 0.30

0.80 ± 0.29

0.76 ± 0.32

Vitamin B1

0.68 ± 0.25

0.73 ± 0.22

0.73 ± 0.22

0.73 ± 0.23

Vitamin B2

0.51 ± 0.27

0.56 ± 0.26

0.51 ± 0.27

0.56 ± 0.26

Niacin

0.70 ± 0.24

0.77 ± 0.23

0.73 ± 0.22

0.75 ± 0.24

Vitamin B6

0.83 ± 0.21

0.87 ± 0.20

0.84 ± 0.21

0.86 ± 0.22

Folate

0.54 ± 0.30

0.52 ± 0.25

0.53 ± 0.29

0.52 ± 0.27

Ca

0.53 ± 0.27*

0.56 ± 0.26

0.61 ± 0.29

0.64 ± 0.27

P

0.85 ± 0.21

0.89 ± 0.20

0.86 ± 0.18

0.88 ± 0.19

K

0.48 ± 0.25

0.49 ± 0.22

0.53 ± 0.25

0.54 ± 0.23

Fe

0.88 ± 0.19

0.91 ± 0.17

0.89 ± 0.16

0.90 ± 0.19

Zn

0.82 ± 0.19

0.87 ± 017

0.84 ± 0.16

0.85 ± 0.19

MAR

0.70 ± 0.19

0.74 ± 0.17

0.73 ± 0.18

0.74 ± 0.18

*: p < 0.05, **: p < 0.01 by paired t-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1)
Mean ± SD
2)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의 적정도가 여름에 높았고, 만성질환이 1개 이하인 그룹에

은데 반해 열량을 배제한 영양소의 질은 1개 이하 보유한

서는 비타민C (p < 0.05)와 칼슘 (p < 0.01)이 여름보다 겨

그룹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울에 적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아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났다. 평균 영양소 적정도 (MAR)는 만성질환 보유정도가
1개 이하인 그룹보다 2개 이상인 그룹이 높은 경향을 나타
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식품군별 섭취상태 분석
만성질환 보유정도와 계절에 따른 식품 섭취량은 Table
10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1일 1일당 총 식품섭취량의 평균
은 만성질환을 1개 이하 보유한 경우 여름 1016.3 g, 겨울

영양의 질적지수 (INQ)

1102.7 g이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여름 986.6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이 대상이며, 앞서 결과에서 열량

g, 겨울 1162.0 g이다.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2개 이상 보유

섭취가 낮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열량의 영향을 배제하

한 그룹에서 겨울의 채소 섭취량 (366.72 g)이 여름 채소섭

고 각 영양소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 만성질환 보유정도와

취량 (250.58 g)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01)

계절별로 구분하여 식이의 영양밀도지수 (INQ)를 알아보
았다(Table 9).
만성질환 보유정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비타민E, 비타민
B1, 비타민B2, 엽산, 칼슘, 칼륨의 INQ는 1을 넘지 않아 에
너지 필요추정량을 충족시켜도 이들 영양소의 권장량을 만
족시킬 수 없다. 비타민A의 경우 겨울에, 나이아신은 만성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이 1개 이하 보유한 그
룹보다 곡류, 감자 및 전분류를 많이 섭취하였고, 대부분의
식품군에서 만성질환을 1개 이하 보유한 그룹이 높게 섭취
하고 있었다.

식품섭취평가

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에서 1을 넘지 않음을 볼 수

주요 식품군 섭취패턴 (GMFVD)

있었다. 비타민C의 경우 만성질환에 관계없이 여름보다 겨

식품섭취평가를 위해 만성질환 보유정도와 계절에 따른

울에 INQ 수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주요 식품군 섭취패턴 (GMFVD: 곡류 및 감자류, 육류, 과

만성질환을 1개 이하 보유한 그룹에서는 비타민B1, 비타

일류, 채소류, 우유류)은 Table 11에 5가지 많은 유형을 군

민B2, 나이아신, 비타민B6, 엽산, 칼슘 (겨울), 철분 등의 INQ

별로 제시하였다.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패턴 (11111)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적인 평가와 상이한 결과이다.

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1개 이하 보유한 그룹이 2개 이상

영양소의 섭취량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이 높

보유한 그룹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겨울보다 여름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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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of the subjects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and season
Summer
1

2)

Winter
2

1)

1

2

1.39 ± 0.36

1.37 ± 0.39

1.40 ± 0.36

Protein

1.40 ± 0.40

Vitamin A

1.23 ± 1.29

1.44 ± 1.50

0.96 ± 0.91

0.92 ± 1.71

Fiber

0.99 ± 0.51

1.00 ± 0.38

1.07 ± 0.46

1.11 ± 0.40

Vitamin E

0.88 ± 0.56

0.93 ± 0.56

0.88 ± 0.58

0.87 ± 0.57

Vitamin C

1.00 ± 0.63***

0.99 ± 0.61***

1.82 ± 1.38

1.58 ± 1.14

Vitamin B1

0.94 ± 0.29

0.92 ± 0.34

0.99 ± 0.32

0.92 ± 0.25

Vitamin B2

0.65 ± 0.26

0.66 ± 0.27

0.65 ± 0.33

0.65 ± 0.24

Niacin

1.04 ± 0.46

0.99 ± 0.27

1.01 ± 0.34

0.99 ± 0.35

Vitamin B6

1.40 ± 0.49

1.31 ± 0.45

1.41 ± 0.63

1.38 ± 0.56

Folate

0.72 ± 0.47

0.65 ± 0.36

0.67 ± 0.37

0.63 ± 0.31

Ca

0.70 ± 0.35

0.73 ± 0.44

0.84 ± 0.47

0.79 ± 0.37

P

1.43 ± 0.47

1.37 ± 0.44

1.41 ± 0.47

1.38 ± 0.38

K

0.60 ± 0.22

0.58 ± 0.23

0.66 ± 0.25

0.62 ± 0.19

Fe

1.55 ± 0.61

1.51 ± 0.50

1.51 ± 0.48

1.46 ± 0.36

Zn

1.12 ± 0.24

1.15 ± 0.22

1.09 ± 0.19

1.13 ± 0.25

*: p < 0.05, ***: p < 0.001 by paired t-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Mean ± SD
2)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1)

Table 10. Quantity of food group intake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season

(g/day/person)

Summer
1

Winter

2)

2
1)

1

2

Cereals

247.19 ± 88.49

275.95 ± 104.41

.269.18 ± 88.60

274.84 ± 110.87

Potatoes

041.11 ± 81.32

043.08 ± 106.15

0.28.60 ± 73.61

053.46 ± 178.40

Sugars

007.04 ± 9.66

006.36 ± 7.18

0.08.18 ± 15.83

007.45 ± 11.60

Legumes

049.32 ± 88.81

046.64 ± 102.50

0.33.94 ± 36.06

030.81 ± 41.51

Seeds

001.50 ± 5.60

001.33 ± 3.77

0.12.57 ± 58.94

003.31 ± 10.80

Vegetables

254.03 ± 154.17

250.58 ± 145.21***

.311.06 ± 213.99

366.72 ± 248.86

Mushrooms

002.38 ± 11.04

001.31 ± 7.92

00.0.95 ± 3.48

000.44 ± 2.77

Fruits

125.42 ± 202.45

102.22 ± 195.78

.183.62 ± 206.14

154.61 ± 209.84

Meats

037.35 ± 66.59

035.45 ± 74.15

0.38.51 ± 53.22

035.37 ± 72.39

Eggs

004.66 ± 13.06

016.90 ± 49.33*

0.0.2.41 ± 9.04

002.22 ± 8.12

Fishes

044.50 ± 85.49

039.45 ± 77.26

+

35.99 ± 54.63

064.58 ± 89.70

Seaweeds

001.06 ± 3.07

002.55 ± 6.55

00.4.45 ± 19.11

002.95 ± 9.58

Milks

036.13 ± 80.52

027.46 ± 70.45

0.49.28 ± 117.62

026.35 ± 59.92

Fats

003.20 ± 4.00

003.94 ± 5.53

0.07.11 ± 32.06

003.70 ± 4.85

Beverage & drinks

122.19 ± 343.77

096.36 ± 134.61

0.94.48 ± 142.22

097.16 ± 117.18

Spices

038.15 ± 28.37

036.63 ± 34.50

0.28.43 ± 29.50

037.68 ± 44.45

The others

001.09 ± 6.65

000.44 ± 2.69

0.00.35 ± 2.64

000.34 ± 2.68

*: p < 0.05, ***: p < 0.001 by paired t-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Mean ± SD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1)
2)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가지 식품군 모두 섭취하는 비

38.1%로 가장 높았고, 겨울에는 우유류만 섭취하지 않은

율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섭취패턴 (11110)이 각각 39.7%, 36.5%로 높았다. 즉 여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과일류와 우유류를 섭취하지 않
은 식사형태 (11010)가 만성질환 보유정도에 따라 43.1%,

름에 과일섭취가 더 부족하며 우유는 계절에 관계없이 모
두 부족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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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ble 11. Evaluation of food group intake pattern (GMFVD )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season
Winter

Summer
1
Rank

GMFVD

1

2**

1)

2)

1

2

N (%)

GMFVD

N (%)

GMFVD

N (%)

GMFVD

N (%)

11010

25 (43.1)

11010

24 (38.1)

11110

23 (39.7)

11110

23 (36.5)

2

11110

14 (24.1)

11110

16 (25.4)

11010

13 (22.4)

11010

19 (30.2)

3

11111

06 (10.3)

10010

11 (17.5)

10110

05 (08.6)

10010

07 (11.1)

4

11010

05 (08.6)

11111

04 (06.3)

11111

05 (08.6)

10110

06 (09.5)

5

10110

03 (05.2)

10110

03 (04.8)

11011

04 (06.9)

11111

04 (06.3)

2

**: p < 0.01 by χ -test between summer and winter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2)
GMFVD: Grain, Meat, Fruit, Vegetable, Dairy product
1)

Table 12. Dietary diversity score (DDS) by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and season
N(%)
Score

Summer
1

1)

Winter
2

1

2

명이 연장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만성질
환에 의한 사망이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
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1

00 (00.0)

01 (01.6)

02 (03.4)

01 (01.6)

계절별 영양상태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식

2

05 (08.6)

13 (20.6)

04 (06.9)

8 (12.7)

이섭취를 분석해보았다.

3

31 (53.4)

26 (41.3)

18 (31.0)

25 (39.7)

만성질환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4가지 만성질

4

16 (27.6)

19 (30.2)

29 (50.0)

25 (39.7)

환 보유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

5

06 (10.3)

04 (06.3)

05 (08.6)

04 (06.3)

Group 1: having 0 or 1 chronic disease, Group 2: having more
than 2 chronic disease

1)

율이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광주지역 노인 연구13)에
서도 BMI 25 kg/m2 이상,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질환 중 1
개 이상 질병을 보유한 노인을 조사한 결과 53.3%로 우리

주요 식품군 점수 (DDS)

나라 농촌노인의 만성질환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섭취한 식품군 (곡류및감자류, 육류, 과일류, 채소류, 우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14,15)의 70세 이상 노인에서

유류)이 하나 첨가될 때 마다 1점씩 더한 주요식품군 점수

고혈압 유병률 57.0%, 고지혈증 유병률 51.5%, 비만 유병

(DDS) 결과는 Table 12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여름

률 31.5%, 당뇨병 유병률 17.9%로 조사된 것과 본 조사

에는 만성질환 보유정도에 따라 3점이 53.4%, 41.3%로 가

를 비교해보면, 고혈압은 본 조사와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장 높았고, 겨울에는 4점에서 각각 50.0%, 39.7%으로 가

나타내고 있으며, 본조사자에서 비만의 비율이 더 높게, 고

장 높게 나와 여름보다 겨울에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지혈증과 당뇨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만성질환위

이 만성질환을 가질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험요인에 따라 비교해보면 1개 이하 보유한 그룹은 3점 이

농촌 노인의 열량섭취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필요추정

상 점수가 여름과 겨울에 각각 91.3%, 89.6%이며, 2개 이

량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상 보유한 그룹에서는 3점 이상이 여름과 겨울에 각각 77.8%,

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열량섭취량이 1440.6 kcal/d,19)

85.7%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만성질환이 1개 이하 있는

1313.3 kcal/d,24) 1573.4 kcal/d,25) 1233.2 kcal/d20)로 우

그룹이 만성질환이 2개 이상 있는 그룹보다 점수가 높게 나

리나라 농촌노인의 열량섭취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타났다. 전반적으로는 3가지 식품군 점수와 4가지 식품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되어있는 필요추정량 (열량),

을 섭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가장 바람직한 식품군 섭취 형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이하로 섭취한 영양소를 파악한

태인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하는 경우는 낮았다. 겨울

결과 농촌노인의 영양섭취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과 만성질환이 1개 이하 있는 그룹의 식사의 질이 더 좋음

특히 계절적인 변화가 가장 큰 영양소는 비타민A와 비타민

을 알 수 있다.

C로 2002년 계절별 국민건강영양조사34,35)의 보고와 동일
하다. 이러한 계절별 차이는 계절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고

찰

구25)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성인, 노인의 계절별 연
구24)와는 비타민A와 비타민C, 칼슘은 동일한 차이가 나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및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

났지만 엽산의 경우에는 본 조사와 다르게 겨울섭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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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다. 또한 경북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

거나 노인들에게 영양소 섭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

서는 비타민A의 결과는 본 조사와 달랐고, 비타민C, 엽산,

한 식품의 선택과 조리방법에 대한 영양교육 및 노인급식

칼슘은 여름섭취량이 겨울보다 적어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

타났다. 비타민A의 경우에는 겨울섭취량이 여름보다 유의적

고 있다.27,38)

으로 부족하고, 비타민C, 칼슘, 엽산은 여름섭취량이 부족하

대상자들의 식품군별 섭취상태는 2002년 계절별 국민

게 나타나 계절적인 차이를 고려한 농촌노인의 식생활 대

건강영양조사의 여름 식품섭취량 1,035.6 g과 겨울 섭취량

책과 여름철에 영양섭취를 보충할 수 있는 농촌노인을 위

1,068.6 g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겨울)과 비교하면34,35)

한 식사처방 및 교육이 요구된다.

여름에는 본 조사대상자들이 다소 부족하게 섭취하고 겨울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KDRIs)의 성인의 에너지 적정비

에는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천지역 성

율 (%)인 55~70%：7~20%：15~25%와 비교해보면,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8) 결과에서 총 식품섭취량이 916 g

조사대상자들은 탄수화물 섭취는 다소 높았고 지방의 섭취

으로 나온 것과 비교해보면 본 조사대상자들의 섭취량이

는 적정비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강화지역의 노인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에서

20)

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와 비교해볼 때, 탄수화물은 비슷한

겨울의 채소 섭취량이 여름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

수준이었고 단백질과 지방은 본 연구가 다소 낮은 수준이

데 (p < 0.001), 이는 과일이나 채소의 수확률은 여름에 많

17,26)

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

지만 농촌노인의 특성상 여름에는 농번기로 인한 활동량이

이 탄수화물 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단백질과 지방은 비슷

많아 식사준비 시간이 적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농촌노인의 열량 영양소 비율이

사료된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이 1개 이하 보

지방섭취가 높은 서구화된 식단과는 차이가 있으며, 지방의

유한 그룹보다 곡류, 감자 및 전분류를 많이 섭취하였는데

경우 에너지적정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비타민B1,

이는 만성퇴행성 질병 발생에 고 탄수화물 식이가 오히려

비타민B2, 엽산, 칼슘의 섭취는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를 고려해볼 때 CPF 구성

이 50%를 넘어 이들 영양소의 섭취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비율을 적정비율로 섭취할 수 있도록 식생활 개선이 요구된

있다.

다. 또한 대부분의 식품군에서 만성질환을 1개 이하 보유한

었다. 또 다른 연구

대부분 영양소 적정도 (NAR)는 0.6~0.8사이에 있었으
26)

그룹이 높게 섭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만성질환의 발생 증가

며, 70~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비타민A, 비

가 식품섭취 감소를 나타내며,31) 식품군 가짓수와 식품섭취

타민B2, 엽산, 칼슘, 아연, 비타민B1, 비타민E, 비타민C 8가

가짓수가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위험이 적다32)는 연구와 일

지 영양소에서 적정도가 0.5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

치하였다.

자들이 좀 더 높은 적정도를 나타냈다.

식품섭취 평가를 위해 주요 식품군 섭취패턴을 살펴본 결

농촌노인은 에너지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의 영향

과, 만성질환 보유정도와 계절에 상관없이 5가지 식품군 모

을 배제한 INQ를 살펴보았는데, 비타민E, 비타민 B1, 비타

두 섭취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 반면,

민B2, 엽산, 칼슘, 칼륨의 INQ는 1을 넘지 않아 에너지 필

미국의 NHANES Ⅱ 조사결과로 분석한 결과,33) 5가지 식

요추정량을 충족시켜도 이들 영양소의 권장량을 만족시킬

품군이 모두 포함된 식사가 34%로 본 조사 농촌지역 대상

수 없다. 비타민C가 계절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높은 것은

자에 비해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천지역 성

17)

계절별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e 등 (2004)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는, 과일류와 유제품류가 제외

의 연구와 Choi & Lim (2007)연구18)의 결과와 같았다. 한

된 식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유제품류만 제외된 식사 순

26)

편, Park 등 (2006)의 연구 에서는 단백질, 철분, 비타민

으로 본 조사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과일 및 유제

A, 비타민B6, 나이아신, 비타민C의 INQ가 1 이상으로 본 연

품의 섭취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농촌지역 노인이 모

구의 대상자가 질적으로 조금 높은 영양 상태를 나타내었다.

든 식품군을 적절히 섭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급식방안 및

이처럼 노인의 영양문제는 전반적인 식사의 양이 부족할

영양지도가 필요할 것을 사료된다.

뿐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가 높고, 지방 및 단백질, 비타민

주요 식품군 점수는 전반적으로는 3가지 식품군 점수와

등의 섭취가 부족한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비

4가지 식품군을 섭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가장 바람직한 식

해 국민 전체적으로 식품 공급면에서 향상된 경향이나 우

품군 섭취 형태인 5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하는 경우는 낮

리나라 노인의 영양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았으며, 이는 다른 연구29)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시간적인

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양보급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

여유가 있는 농한기인 겨울과 만성질환이 위험요인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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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있는 그룹의 식사의 질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았다. 또한 비타민A는 겨울에 적정섭취비가 더 낮고, 비타
민C와 칼슘 등은 여름에 낮아 계절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7) 영양의 질적지수 (INQ)는 비타민A (겨울),비타민E,
비타민B1, 비타민B2, 엽산, 칼슘, 칼륨, 식이섬유 (만성질환

본 연구는 2007년 6월 중순부터 2008년 1월 말까지 장

1개 이하), 나이아신 (만성질환 2개 이상)의 INQ가 1을 넘

수마을로 선정된 농촌지역 4곳의 65세 이상 노인 121명을

지 않았다. 비타민C의 경우 여름보다 겨울에 유의적으로 높

표본으로 선정하여, 24시간 회상법과 신체계측 및 생화학

았다. 만성질환에 따라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

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만성질환위험요인 (비만, 고혈압,

민B6, 엽산, 칼슘 (겨울), 철분 등에서 1개 이하 보유한 그

고지혈증, 당뇨병)이 하나도 없거나 1개 보유하고 있는 그

룹의 INQ가 높게 나타나 양적인 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나

룹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타났다. 이는 섭취량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이

또한 계절적인 차이를 알아보고자 계절별 식이섭취상태를

높은데 반해 열량을 배제한 영양소의 질은 1개 이하 보유

평가하였다.

한 그룹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1) 본 연구의 대상자 중 65~74세의 노인은 63.6%, 75세
이상 노인은 36.4%이다.

8) 대부분 식품군에서는 만성질환을 1개 이하 보유한 그
룹에서 높게 섭취하고 있는 반면,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

평가 된 만성질환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4

유한 그룹이 1개 이하 보유한 그룹보다 곡류, 감자 및 전분

가지 만성질환 중 만성질환이 1개 이하인 비율은 47.9%이

류를 많이 섭취하였다. 이는 만성질환 발생에 고 탄수화물

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2.1%이다.

식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에 따라 염려되는

2) 조사대상자의 열량은 만성질환이 1개 이하인 그룹에

결과이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그룹의 식품섭취량

서 여름 1,436.8 kcal/d, 겨울 1,516.8 kcal/d이고, 만성질환

부족은 만성질환의 발생증가가 식품섭취 및 식품가짓수의

이 2개 이상이 그룹에서 여름 1,525.3 kcal/d, 겨울 1.557.1

감소를 나타낸다는 보고와 관계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

kcal/d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필요추정량에 못 미치는 수

에 따라 채소류는 겨울에 높게 섭취하였고, 난류는 여름에

준이다. 또한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이하로 섭취한 영

높게 섭취하였다.

양소는 비타민A (겨울만), 비타민E, 비타민C (여름만), 비

9) 주요 식품군섭취패턴 (GMFVD)을 살펴보면, 여름에

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엽산, 칼슘, 철분으로 본 연구

는 과일과 우유를 제외한 식사패턴 (11010)이 가장 높고,

대상자의 영양섭취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겨울에는 우유만 제외한 식사패턴 (11110)이 가장 높았다.

3) 계절적인 변화가 가장 큰 영양소는 비타민A와 비타

만성질환에 따른 전체 대상별 식품섭취 평가는 유의적인 차

민C로 2002년 계절별 국민건강영양소사의 보고와 동일하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식품군 점수 (DDS)는 여름에

다. 비타민A의 경우에는 여름보다 겨울섭취량이 부족하고,

는 3점이 가장 높고, 겨울에는 4점이 높게 나타났다. 만성

비타민C, 칼슘, 엽산은 여름섭취량이 더 부족하게 나타났다.

질환에 따라 살펴보면, 1개 이하 보유한 그룹의 3점 이상 비

4) 대상자의 섭취량을 영양섭취기준 (DRI)과 비교한 결

율은 여름 91.3%, 겨울 89.6%이고, 2개 이상 보유한 그룹

과, 열량섭취는 기준치 75% 미만으로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

의 3점 이상 비율은 여름 77.8%, 겨울 85.7%로 나타나, 1

율이 겨울보다 여름에 높았다. EAR 미만으로 부족하게 섭

개 이하 보유한 그룹이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는 비율이

취하는 비율이 겨울에는 비타민A가 높은 반면, 여름에는 나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아신과 칼슘이 높았다. 만성질환 보유정도에 따라서는 2

종합해보면,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룹이 영

개 이상 보유한 그룹에서 엽산섭취가 EAR미만로 부족하게

양소섭취의 양적인 상태는 높으나 질적인 영양소섭취 상태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는 만성질환이 없거나 1개있는 그룹이 높게 나타났고, 전반

5) 에너지 구성비율 (CPF)은 평균적으로 약 70%: 15%

적인 식품섭취의 양과 질적인 면도 1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15%로 나타나,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탄수화물섭취는 다소

또한 계절에 따라 살펴보면, 겨울에 비해 여름 영양상태가

높고 지방섭취는 낮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별 만성질환 보

양적, 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만성

유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식생활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계절

6) 조사대상자들의 영양소 적정 섭취비 (NAR)는 대부분

에 따른 식이섭취 분석으로 농촌노인의 영양상태를 이해하

0.6~0.8범위에 있었으며, 비타민A (겨울), 비타민B2, 엽산,

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들의 식생활을 관리하기 위

칼슘 (여름), 칼륨은 0.6 이하로 적정섭취비가 현저하게 낮

해 더욱더 체계적인 영양상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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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진 노인들의 식이 관리를 통해 식사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식이 상담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
요 할 것이며, 여름철에 영양상태가 더 부족한 것을 고려하
여 여름철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및 급식지원 등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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