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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changes in coffee intak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over 50 and the elderly living in Korea. The data of 2,316 and 3,170 people 
were extracted respectively from the 2001 and 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The data were analyzed by gender, age, region area,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They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by average daily intake of coffee, coffee type, place, cups of coffee a day and amount of coffee intake per 
serving.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IBM PASW Statistics (SPSS) 21.0 which is capable of 
complex sample design by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offee consumption of the elderly was influenced by their economic activity. 
In 2011, elderly men ingested averagely more coffee than elderly women, and they also consumed brewed 
coffee mostly at workplace. Moreover, age groups of over 75 tended to consume a lot of brewed coffee. In 
this respect, the coffee industry should be aware of the elderly as a new consumption group. Also, this study 
provides a variety of coffee shops with basic data for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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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까지만 해도 인구 고령화와 노인 문제는 

일부 선진국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출산인구 감소와 기 수명 증가, 최

첨단 의료기술 발달, 생활환경 개선 등에 따라 우

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격히 증가하면서 선진국

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요한 과제로 인

식하게 되었다(Ahn HI 2009; IAGG 2013).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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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인구의 고령

화 상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 
Kim SH 2012). 최신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사망

률의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여성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반 로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감소(Hwang 
JYㆍChung SE 2009)한 것이 인구 고령화 상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 상에 의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추세

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40년에 고령화 비

율이 32.3%가 되어 일본(34.5%) 다음으로 세계에

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측도 나오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 자녀들

에 의해 부양되어오면서 수동 인 소비와 의존

인 생활을 한 이  노인세 와는 다르게  노

인세 는 국민연  확 , 축 증 , 부동산 수입 

등으로 확보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능동 인 소비

와 독립된 생활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Park YGㆍKim PJ 2002). 이처럼 소비력이 증

된 노인 계층의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

행 속도와 맞물려 산업에서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의 부상을 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소비자

를 겨냥한 국내 고령화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망하고 있다(Ahn HIㆍKim HS 2009). 이
미 체 시장에서 50세 이상 성인  노인소비자

가 차지하는 비 은 2000년 20.4%이며, 2010년에

는 28.7%로 확 될 것이고 본격 으로 노인소비

자를 한 고령화산업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측하 다( 한상공회의소 2006).
이러한 결과, 고령화산업에서 건강은 물론이고 

활기찬 생활 유지와 자존감 회복을 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진 노인소비자에게 

거는 기 가 크다. 특히, 외식산업에서의 소비 트

드를 주도하고 외식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SH et al. 2011; 삼성경

제연구원 2012). 이  외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커피의 소비는 습  성향과 기호식품으로서 소

비재라는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가치 소비 성향

이 강한 노인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일치하는 부

분이 존재한다.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커피 취향

은 인스턴트커피(1회용 커피믹스 포함)의 소비에

서 벗어나 1999년에 스타벅스(Starbucks)의 국내 

진출을 계기로 입  수가 늘어난 커피 문 에 

의해 원두커피 소비로 변화되었다. 2011년 기

으로 연평균 21.6%, 매출액 규모 10배인 2.8조원 

수 으로 커피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커피 산업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세청 2011;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013). 
노인과 련된 연구에 의하면 양에 취약한 

집단으로서 건강상태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해 식습   식이 패턴이 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Kim OSㆍRyu HS 2009). 이와 같이 노인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 부분은 식품섭취(Baek et 
al. 2000; Kim EMㆍChoi MK 2013), 양소 섭취

(Lim YS et al. 2000; Lee KH et al. 2007), 식습

조사(Chung MSㆍKang KJ 1996; Choi HJㆍKim 
SH 2003) 등 건강과 식생활 련 연구가 주로 진

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커피 

소비가 하루 평균 1.5잔 정도로 일상생활에 

한 향(Kim TH et al. 2013)을 주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커피 섭취 행태에 련된 이 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학생의 커피 섭취 실태(Choi MK
ㆍJun YS 1997; Shin SYㆍChung LN 2007; Yeon 
JY et al. 2009; Choi YS et al. 2009; Lim YHㆍ
Kim SH 2012; Lee JH 2013), 라이 스타일 등에 

따른 커피 소비 행동(Kim YJ et al. 2011; Kim TH 
et al. 2013), 성인의 커피 섭취 상태(Choi MKㆍ
Lee YS 2007; Kim EK et al. 2012; Shin JW 2012) 
등 특정 지역 조사와 학생  노인의 연령층을 

포함한 성인을 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노

인의 커피 섭취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

은 실정이며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50세 이상 성인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추이 황에 한 비교ㆍ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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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향후 커피 련업체의 노인소비자 행동분석

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제 2기(2001년)와 제 5기 2차년도(2011년)의 건강

조사와 양조사에 해당하는 식생활조사, 식품섭

취빈도조사, 식품섭취조사(개인별 24시간 회상

법) 자료를 이용하 다(보건복지부 2011). 자료의 

조사 상자는 10년 추이를 비교하는 만큼 UN 
(2013) 기 의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50∼64세 

성인까지 포함하여 선정하 다. 2001년 50∼64세 

성인 자료와 2011년 65∼74세 노인 자료를 비교

하여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2011년 50∼
64세 성인 자료는 15년 후 우리나라가 고령사

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하는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되므로 서로간의 연령별, 연도별 자

료를 비교ㆍ통합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001년과 2011년 원시자료로부터 50세 이상 성

인  노인 각각 2,316명, 3,170명인 총 5,486명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보건복지부 2011).

2. 분석 내용

1) 커피 섭취 횟수 비교

커피 섭취 횟수의 분석을 해 양조사의 식

생활조사에서 ‘커피 섭취 횟수’ 변수를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과 ‘주 1∼6회’, ‘월 1
∼3회’, ‘거의 안 마신다’ 집단으로 분류하 다.

2) 커피 섭취 황 비교

연도별 커피 섭취 황은 크게 ‘유형별 커피 섭

취량’, ‘1일 섭취하는 커피 잔 수’, ‘1회 섭취하는 

커피의 양’, ‘커피 섭취 장소’로 나 고, ‘유형별 

커피 섭취량’의 커피 유형은 다시 인스턴트커피

(Instant coffee), 원두커피(Brewed coffee), 믹스커

피(Mixed coffee), 자 기커피(Vending machine 
coffee), 캔 커피를 포함한 커피음료(Coffee drink)
로, ‘커피 섭취 장소’는 Shin JW(2012)의 연구를 

토 로 ‘식사장소’ 변수를 재설정하여 ‘가정식

(Home: 가정, 이웃집/친척집)’, ‘외식(Dining out: 
음식업소(한식/ 식/양식), 분식 , 패스트푸드 , 
노 /제과 /편의 )’, ‘직장(Workplace: 직장)’, 
‘기타장소(Others: 학교, 노인정/노인 학/복지 , 
사찰/교회, 기타)’로 분류하 다.

3. 분석 방법

1) 연구 내용  방법

커피 섭취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특성

들을 악하기 해 연구 상자를 성별, 연령, 지
역, 결혼 상태, 교육수 , 소득수 , 경제활동 유

무, 주  건강상태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특
히 연령층은 보건복지부 노인 연령 기 으로 ‘50
∼64세’, ‘65∼74세’, ‘75세 이상’ 연령층으로 분

류하 고, 결혼 상태는 기혼노인(기혼, 별거)과 

미혼노인(미혼, 이혼, 사별)로 구분하 다. 소득수

은 연도별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한 Lee et 
al.(2011)의 연구를 활용하여 1.2배 미만인 경우에

는 ‘ 소득층’, 1.2∼2.5배인 경우에는 ‘ 산층’, 
2.5배 이상인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나 었다. 
커피 섭취 황 분석은 인구사회학  특성  성

별과 연령별에 을 두어 분석하 다.

2) 통계 처리

통계분석은 복합표본(complex samples)설계 자

료 분석이 가능한 분석패키지인 IBM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한 층화(strata), 집락(cluster), 가
치(weight) 등 복합표본설계 요소를 조사에 참여

한 표본이 목표모집단인 우리나라의 노인 계층을 

표하도록 가 치를 부여하여 분석하 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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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1)

(n=5,486)

Variables
2001(n=2,316) 2011(n=3,170)

p4)

n2) %3) n %

Gender
Male   997 42.6 1,342 46.4

.000***

Female 1,319 57.4 1,828 53.6

Age
50∼64 1,400 62.2 1,680 62.3

.000***65∼74   626 25.9   944 23.1
≧ 75   290 11.9   546 14.6

Region Area
Metropolitan 1,325 62.4 1,908 64.8

.000***Middle & Small city   323 12.8   585 15.9
Rural area   668 24.7   677 19.3

Marital Status
Married 1,707 74.7 2,506 80.5

.000***

Unmarried   608 25.3   621 19.5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1,697 71.9 1,851 61.7

.000***High school   393 17.5   698 24.8
≧ College   225 10.6   398 13.6

Household Income
Low   752 32.1 1,022 30.1

.000***Middle   814 36.3   928 30.1
High   692 31.6 1,184 39.8

Economic Activity
Employed 1,048 43.7 1,515 56.6

.000***

Unemployed 1,268 56.3 1,432 43.4

Subjective 
Health Status

Excellent    57  2.5   129  4.5

.000***Very good   582 25.9   735 25.7
Good   758 33.3 1,319 45.1
Fair   919 38.2   766 24.7

1) Weights for nutrition surveys were applied for all estimates.
2) Unweighted number
3) Weighted percentage(%)
4) ***p<0.001 by chi-square test

사회학  특성들을 분석하기 해 빈도분석(fre- 
quency analysis)을 사용하여 백분율(%)을 구하

으며, 이에 한 유의성 검증  연도별 커피 섭취

에 향을 미치는 각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

법에 의한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한 연구 상자들의 특성과 ‘하루 

1회 이상’ 커피 섭취빈도와의 연 성을 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
sis)을 이용하여 교차비(ORs: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 다. 연
속형 변수에 한 값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Mean), 표 오차(SE: Standard Error)를 

구했고, 유의성 검정은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t-검정(t-test)을 실시하

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는 p<0.05 
수 에서 검증하 다.

Ⅲ. 결과  고찰

1. 연구 상자의 일반  사항

노인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조사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2001: 42.6%, 2011: 46.4%)
보다 여성(2001: 57.4%, 2011: 53.6%)의 비율이 

조  더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50∼64세(2001: 
62.2%, 2011: 6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

며 65∼74세(2001: 25.9%, 2011:23.1%), 75세 이

상(2001: 11.9%, 2011: 14.6%) 순으로 낮게 나타

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모두 유사한 연령 비율 

분포로 나타났다. 지역은 도시(2001: 62.4%, 2011: 
64.8%), 읍·면지역(2001: 24.7%, 2011: 19.3%), ·
소도시(2001: 12.8%, 2011: 15.9%)에 거주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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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동안 도시

와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 감소

하 다. 결혼 상태는 기혼(2001: 74.7%, 2011: 80.5%)
이 미혼(2001: 25.3%, 2011: 19.5%)보다 더 높은 비

율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학교 졸업 이하 학

력자(2001: 71.9%, 2011: 61.7%)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 학력자(2001: 17.5%, 2011: 
24.8%)과 문 학 졸업 이상 학력자(2001: 10.6%, 
2011: 13.6%)의 비율이 2011년에 각각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 에 따른 비율을 보면 

소득층(2001: 32.1%, 2011: 30.1%), 산층

(2001: 36.3%, 2011: 30.1%)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2001: 31.6%, 2011: 39.8%) 비율은 증가

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

은 10년 사이 종사자(2001: 43.7%, 2011: 56.6%)
가 비종사자(2001: 56.3%, 2011: 43.4%)의 비율을 

역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스스로 단하

는 주  건강상태를 보면 2001년에는 건강하지 

못함(38.2%)으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높았지

만, 10년 사이 건강한편(45.1%)이라고 응답한 노

인의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를 종합해보면 10년 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진

입한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이 증가하 고, 이는 교육  소득수 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 인 요인의 변화가 노인 계층의 

주  건강상태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2. 커피 섭취 횟수 분석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의한 커

피 섭취 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합 으로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노인(2001: 43.0%, 2011: 66.7%)은 ‘거의 

안 마신다’로 응답한 노인(2001: 30.8%, 2011: 
10.5%)보다 2001년은 12.2%, 2011년은 56.2% 정
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하
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증가율은 

23.7%로 나타났으며, ‘주 1∼6회’, ‘월 1∼3회’, 

‘거의 안 마신다’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 다(p<0.001).
성별로 보면 10년 사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남성(2001: 50.0%, 2011: 72.1%)은 22.1%, 
여성(2001: 37.7%, 2011: 62.2%)은 2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10년 사이 ‘하루 1
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

에게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상으로 커피 섭취 실태를 연구한 Lim YHㆍ
Kim SH(2012)은 남학생이 커피를 섭취하는 빈도

는 ‘주 1∼2회’로 32.6%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하루 1회’ 커피를 섭취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그 

비율은 32.3%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커피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에 따라서 커

피 섭취 빈도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10년 동안 50∼64세 연령

층에서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2001년(49.1%), 2011년(71.0%) 모두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커피를 많이 섭취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1년 50∼64
세 연령층의 커피 섭취 증가율에 비해 65∼74세
(25.5%)와 75세 이상(27.2%) 연령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01년에 50∼64세와 65∼74세 

연령층의 노인이 섭취한 비율이 10년 후 연령층

에 속해 그 증가율에 반 된 결과로 사료된다. 
지역별로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

취하는 증가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집단

(2001: 49.2%, 2011: 69.1%)과, ·소도시에 거주

하는 집단(2001: 39.2%, 2011: 61.3%)이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 거

주하는 집단(2001: 29.6%, 2011: 62.9%)은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2011년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하루 1회 이상’ 커
피를 섭취하는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도시

에 거주하는 집단과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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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ffee intakes frequency by total, gender, age, region area, marital status1)

Variables
N (%±SE)2)

% Difference p3)

2001 2011

Total

≧1/day 951 (43.0±1.4) 1,910 (66.7±1.1)   23.7

.000***1∼6/week 379 (16.4±1.0)  455 (15.2±0.9) －1.2
1∼3/month 231 ( 9.8±0.7)  237 ( 7.7±0.6) －2.1
Rarely 718 (30.8±1.0)  358 (10.5±0.6) －20.3

Gender

Male

≧1/day 491 (50.0±1.7)  899 (72.1±1.4)   22.1

.000***1∼6/week 170 (17.5±1.3)  170 (14.3±1.3) －3.2
1∼3/month  85 ( 8.8±0.9)   77 ( 6.2±0.9) －2.6
Rarely 236 (23.7±1.3)  108 ( 7.5±0.8) －16.2

Female

≧1/day 460 (37.7±1.8) 1,011 (62.0±1.5)   24.3

.000***1∼6/week 209 (15.6±1.8)  285 (16.0±1.1)   0.4
1∼3/month 145 (10.5±0.9)  160 ( 8.9±0.8) －1.6
Rarely 482 (36.2±1.5)  250 (13.1±1.0) －23.1

Age

50∼64

≧1/day 666 (49.1±1.6) 1,147 (71.0±1.3)   21.9

.000***1∼6/week 243 (17.6±1.3)  237 (14.3±1.1) －3.3
1∼3/month 122 ( 8.7±0.9)  125 ( 7.3±0.8) －1.4
Rarely 345 (24.6±1.2)  129 ( 7.3±0.7) －17.3

65∼74

≧1/day 218 (36.4±2.3)  525 (61.9±2.0)   25.5

.000***1∼6/week  97 (14.8±1.7)  140 (15.2±1.5)   0.4
1∼3/month  69 (10.5±1.4)   75 ( 7.4±0.9) －3.1
Rarely 234 (38.3±2.0)  144 (15.5±1.6) －22.8

≧ 75

≧1/day  67 (25.2±3.1)  238 (52.4±3.2)   27.2

.000***1∼6/week  39 (13.4±2.2)   78 (19.7±2.4)   6.3
1∼3/month  39 (13.7±2.5)   37 (10.1±2.0) －3.6
Rarely 139 (47.7±3.5)   85 (17.9±2.2) －29.8

Region 
Area

Metropolitan

≧1/day 616 (49.2±1.7) 1,212 (69.1±1.4)   19.9

.000***1∼6/week 212 (15.7±1.3)  239 (13.3±1.1) －2.4
1∼3/month 101 ( 7.8±0.9)  144 ( 7.8±0.8) -
Rarely 362 (27.3±1.3)  203 ( 9.9±0.8) －17.4

Middle & 
Small city

≧1/day 132 (39.5±4.2)  321 (61.3±2.4)   21.8

.000***1∼6/week  54 (17.5±2.7)  105 (19.1±2.0)   1.6
1∼3/month  34 (11.1±1.4)   47 ( 7.4±1.1) －3.7
Rarely 103 (31.9±3.1)   79 (12.2±1.8) －19.7

Rural area

≧1/day 203 (29.6±2.6)  377 (62.9±2.5)   33.3

.000***1∼6/week 113 (17.7±1.8)  111 (18.5±2.1)   0.8
1∼3/month  95 (13.8±1.4)   46 ( 7.6±1.5) －6.2
Rarely 253 (38.9±1.8)   76 (11.0±1.6) －27.9

Marital 
Status

Married

≧ 1/day 768 (47.0±1.6) 1,581 (68.6±1.1)   21.6

.000***1∼6/week 285 (16.6±1.2)  356 (14.7±0.9) －1.9
1∼3/month 158 ( 9.3±0.8)  186 ( 7.4±0.7) －1.9
Rarely 469 (27.1±1.2)  261 ( 9.3±0.7) －17.8

Unmarried

≧ 1/day 182 (31.0±2.2)  307 (58.5±2.8)   27.5

.000***1∼6/week  94 (15.9±1.6)   92 (17.1±2.0)   1.2
1∼3/month  72 (11.0±1.3)   50 ( 9.5±1.5) －1.5
Rarely 249 (42.0±2.2)   89 (14.8±1.8) －27.2

1) Weights for nutrition surveys were applied for all estimates.
2) Unweighted Number(Weighted % ± Standard Error)
3) ***p<0.001 by chi-square test



한국조리학회지 제 20권 제 3호(2014)70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기혼

(2001: 47.0%, 2011: 68.6%), 미혼(2001: 31.0%, 
2011: 58.5%)이 각각 21.6%, 27.5%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비율은 기혼이 높고, 10년 동안 섭취 증가

율은 미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교육수 별로 보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

취하는 비율이 문  이상 졸업 학력자(2001: 
56.2%, 2011: 71.1%),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2001: 
53.5%, 2011: 74.9%), 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2001: 38.6%, 2011: 61.4%)로 2001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지만, 2011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문  이상 졸업 학력자보다 비

율이 3.8% 높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증가율

(21.4%)도 더 높게 조사되었다(p<0.001). 이는 성

인의 하루  1회 당 커피 섭취량이 교육수 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커피 련 연

구(Shin JW 2012)뿐만 아니라 교육수 이 높을수

록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외식 

련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로 분석되었

다(Kim THㆍSeo E 2005). 반면, Sohn KH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 에 따라 커피 섭취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소득수 별로 보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

취하는 노인의 비율은 고소득층(2001: 50.4%, 2011: 
71.8%), 산층(2001: 41.3%, 2011: 66.0%), 소

득층(2001: 36.2%, 2011: 60.1%)순으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01). 이
러한 결과, 소득수 이 높을수록 커피를 섭취하

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10년 동

안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소득층(23.9%), 산층(24.7%)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2011년 분석 결과는 소

득수 에 의한 커피의 소비는 덜 민감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련하여 Kim 
SH(2012)은 가계소비지출 항목에서 커피 상품이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커피 소비 지출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하 다. 
경제활동 유무별로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 1

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비율은 경제활

동 종사자(2001: 51.5%, 2011: 72.8%), 비종사자

(2001: 36.6%, 2011: 57.3%) 모두 커피를 섭취하

는 비율이 약 20% 정도 증가하 으며,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01). Farmer MM․Ferraro 
KF(1997)의 연구처럼 노인의 반 인 건강상태

를 알아보기 해 건강지표인 주  건강상태를 

연구에 활용하 다. 노인을 연구 상자로 선정

함에 따라 의료인에 의한 객  찰이 아닌 노

인 스스로의 자기 인지가 건강의 가장 요한 요

소라는 시각을 반 하는(Horowitz LG 1985) 주
 건강상태를 변수로 활용하 다(Hulka BS․

Wheat JR 1985; Wolinsky FD․Arnold CL 1988; 
Ko MS․Seo IK 2011). 주  건강상태에 따라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매우 건

강한 편이다(2001: 54.4%, 2011: 71.8%)’라고 응

답한 노인과 ‘건강한 편이다(2001: 55.9%, 2011: 
72.6%)’라고 응답한 노인이 10년 지난 최근에 각

각 약 70% 이상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

(24.0%)’과 ‘건강하지 못하다(22.4%)’라고 응답

한 노인도 커피 섭취에 있어서 높은 증가율을 보

다(p<0.001). 본인의 건강을 정 으로 단하

는 노인일수록 커피 섭취 빈도도 높게 나타났지

만,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섭취 빈도의 증가

율을 비교한 결과, 주  건강상태 요인은 커피 

섭취 행동에 있어서 다소 덜 민감하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50세 이상 성인  노인의 커피 

섭취 행태를 종합해보면 2001년에는 교육  소

득수 과 같은 사회경제 인 요인이 커피를 섭취

하는데 향을 미쳤지만, 2011년에는 이러한 요

인이 노인 계층의 커피 섭취에 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계

층이 증가하면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정 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커피 섭취 비율이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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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ffee intakes frequency by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subjective 
health status

Variables
N (%±SE)

% Difference p2001 2011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 1/day 625 (38.6±1.6) 1,042 (61.4±1.5)   22.8

.000***1∼6/week 285 (16.6±1.2)  288 (16.5±1.2) －0.1
1∼3/month 190 (10.9±0.8)  155 ( 9.2±0.9) －1.7
Rarely 577 (33.9±1.2)  249 (12.8±1.0) －21.1

High school

≧ 1/day 203 (53.5±2.7)  484 (74.9±2.0)   21.4

.000***1∼6/week  53 (14.1±1.7)   97 (14.0±1.6) －0.1
1∼3/month  30 ( 8.1±1.6)   49 ( 5.5±1.0) －2.6
Rarely  96 (24.3±2.1)   50 ( 5.5±0.9) －18.8

≧ College

≧ 1/day 123 (56.2±3.5)  281 (71.1±2.9)   14.9

.000***1∼6/week  41 (18.6±3.1)   54 (14.6±2.4) －4.0
1∼3/month  10 ( 4.6±1.4)   23 ( 6.2±1.5)   1.6
Rarely  45 (20.6±2.8)   31 ( 8.0±1.6) －12.6

Household 
Income

Low

≧ 1/day 260 (36.2±2.5)  539 (60.1±2.0)   23.9

.000***1∼6/week 133 (17.1±1.8)  158 (17.0±1.4) －0.1
1∼3/month  80 ( 9.7±1.3)   71 ( 7.6±1.3) －2.1
Rarely 271 (37.0±2.2)  147 (15.3±1.7) －21.7

Middle

≧ 1/day 329 (41.3±2.3)  566 (66.0±2.0)   24.7

.000***1∼6/week 135 (16.8±1.6)  125 (14.9±1.6) －1.9
1∼3/month  86 (11.4±1.5)   74 ( 8.9±1.3) －2.5
Rarely 253 (30.6±1.6)  110 (10.2±1.2) －20.4

High

≧ 1/day 330 (50.4±2.2)  787 (71.8±1.7)   21.4

.000***1∼6/week 107 (16.1±1.5)  166 (13.9±1.2) －2.2
1∼3/month  59 ( 7.9±1.1)   90 ( 7.0±0.9) －0.9
Rarely 177 (25.5±1.9)   96 ( 7.3±0.8) －18.2

Economic 
Activity

Employed

≧ 1/day 521 (51.5±1.9) 1,045 (72.8±1.8)  21.3

.000***1∼6/week 166 (16.2±1.3)  192 (13.2±1.1) －3.0
1∼3/month  96 ( 8.9±1.0)  107 ( 6.7±0.8) －2.2
Rarely 253 (23.4±1.4)  121 ( 7.3±0.8) －16.1

Unemployed

≧ 1/day 430 (36.6±1.9)  762 (57.3±1.7)  20.7

.000***1∼6/week 213 (16.6±1.3)  247 (18.9±1.3)   2.3
1∼3/month 134 (10.4±1.0)  120 ( 9.5±1.1) －0.9
Rarely 465 (36.7±1.5)  209 (14.4±1.2) －22.3

Subjective 
Health 
Status

Excellent

≧ 1/day  26 (54.4±7.6)   88 (71.8±5.2)  17.4

.085
1∼6/week  10 (16.9±4.7)   20 (15.5±4.4)  1.4
1∼3/month   9 (12.5±4.0)    7 ( 5.6±2.5) －6.9
Rarely  11 (16.2±4.7)    8 ( 7.1±3.1) －9.1

Very good

≧ 1/day 315 (55.9±2.3)  487 (72.6±1.7)  16.7

.000***1∼6/week  77 (13.2±1.7)  106 (14.8±1.6)   1.6
1∼3/month  55 ( 8.9±1.3)   54 ( 7.1±1.1) －1.8
Rarely 130 (22.1±2.0)   54 ( 5.5±0.9) －16.6

Good

≧ 1/day 315 (43.9±2.3)  853 (67.9±1.5)  24.0

.000***1∼6/week 142 (18.4±1.5)  183 (14.6±1.2) －3.8
1∼3/month  68 ( 9.5±1.4)   90 ( 7.2±1.0) －2.3
Rarely 215 (28.1±1.7)  150 (10.3±0.9) －17.8

Fair

≧ 1/day 295 (32.6±2.0)  379 (55.0±2.6)  22.4

.000***1∼6/week 150 (16.9±1.5)  130 (18.4±2.0)  1.5
1∼3/month  98 (10.4±1.0)   76 (10.4±1.6) -
Rarely 362 (40.2±1.8)  119 (16.3±1.7)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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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offee frequency(≧1/day)

Characteristics 2001 2011
Gender(reference = Male)

Female  0.859 (0.696-1.061)1) 0.850 (0.687-1.051)
Age(ref. = 50∼64)

65∼74 0.839 (0.653-1.077) 0.885 (0.685-1.145)
≧ 75 0.661 (0.449-0.973) 0.606 (0.435-0.843)

Region Area(ref. = Metropolitan)
Middle & Small city 0.688 (0.461-1.025) 0.703 (0.559-0.885)
Rural area 0.448 (0.337-0.597) 0.746 (0.563-0.988)

Marital Status(ref. = Married)
Unmarried 0.788 (0.598-1.038) 0.935 (0.709-1.231)

Educational Level(ref. = ≦ Middle school)
High school 1.179 (0.910-1.529) 0.470 (1.141-1.892)
≧ Collage 0.969 (0.660-1.423) 1.186 (0.837-1.680)

Household Income(ref. = Low)
Middle 0.906 (0.693-1.185) 1.006 (0.802-1.260)
High 1.083 (0.799-1.468) 1.012 (0.771-1.328)

Economic Activity(ref. = Employed)
Unemployed 0.568 (0.446-0.728) 0.581 (0.473-0.715)

Subjective Health Status(ref. = Excellent)
Very good 1.304 (0.681-2.497) 1.010 (0.612-1.668)
Good 0.867 (0.462-1.628) 0.882 (0.536-1.451)
Fair 0.713 (0.355-1.431) 0.594 (0.353-0.998)

1) Odds ratio(95% Confidence Interval)

는 것으로 악된다. 이는 고학력과 고소득일수

록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식 련 연구

(Kwon YS 2009; Cho JH 2012) 결과와 다소 상반

된 결과로 나타났다.

3. 연도별 커피 섭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

2001년과 2011년 인구사회학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횟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의 비율이 모든 특성에서 

높은 결과를 보 다. 이에 따라 연도별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의 인구사회학  특

성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2001년과 2011년 모두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에 경제활동 여부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이 종사하는 노인보다 ‘하루 1회 이상’ 커피

를 섭취할 가능성이 2001년에는 43.2%(OR: 0.568, 

95% CI: 0.446-0.728), 2011년에는 41.9%(OR: 0.581, 
95% CI: 0.473-0.71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행태는 연령과 계층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교육  소득

수 과 같은 사회경제 인 요인에 향을 받으면

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Sohn KH et al. 
2000),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 집

단에서는 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커피 섭취 황 분석

노인의 커피 유형별, 장소별 섭취 황에 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커피를 

섭취했다고 응답한 노인을 심으로 살펴본 결과, 
하루에 평균 으로 섭취한 커피의 총량은 2001년 

223.65mL에서 2011년 268.21mL로 증가하 다. 
커피 종류별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믹스커피를 

포함하지 않는 인스턴트커피(2001: 225.87mL, 
2011: 243.85mL)와 원두커피(2001: 262.69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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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39.84mL), 자 기커피(2001: 145.32mL, 
2011: 172.64mL), 커피음료(2001: 190.96mL, 2011: 
218.65mL) 모두 섭취량이 증가했지만, 믹스커

피의 섭취량은 감소하 다(2001: 300.00mL, 2011: 
221. 94mL). 특히, 원두커피의 평균 섭취량은 

2011년에 339.84mL(11.5oz)로 이는 일반 종이컵

의 용량인 190(±5)mL(6.5oz) 보다 약 1.8배가 많

고, 커피 문  테이크아웃 용기의 평균 용량인 

300mL(10oz)보다도 많은 양이다.
노인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 잔 수는 2001년도 

1.44잔에서 2011년 1.92잔으로 증가하 지만, 1
회 섭취량은 2001년 154.71mL에서 2011년 142.94mL
로 감소하 다. 1회 섭취하는 커피의 양은 감소했

지만 하루에 섭취하는 잔 수가 증가한 것을 미

볼 때, 음용하는 양은 었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

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소에 따른 커피 섭취량을 

보면 2001년, 2011년 모두 가정(2001: 218.80mL, 
2011: 228.99mL), 직장(2001: 196.56mL, 2011: 247. 
29mL), 기타(2001: 179.27mL, 2011: 199.61mL), 외식

(2001: 134.11mL, 2011: 123.23mL) 장소 순으로 섭

취량이 많았으며, 2001년에 비해 2011년에는 가

정, 직장, 기타 장소에서 커피 섭취량이 증가하

지만, 외식 장소에서는 커피 섭취량이 감소하

다. 이는 분석에 사용한 국민건강 양조사의 ‘식
사장소’ 변수가 노인의 이용이 은 패스트푸드

와 분식 , 편의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성별로 보면 2001년 보다 2011년에 남성(2001: 

233.97mL, 2011: 288.45mL), 여성(2001: 212.37mL, 
2011: 248.07mL) 모두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증

가하 다. 커피 섭취량으로 커피의 선호도를 살펴

보면 2011년 기 으로 남성은 원두커피(334.07mL), 
인스턴트커피(253.68mL), 믹스커피(242.96mL), 커
피음료(210.67mL), 자 기커피(192.82mL) 순이며, 
여성은 원두커피(343.59mL), 인스턴트커피(235.59mL), 
커피음료(229.37mL), 믹스커피(198.79mL), 자 기

커피(121.46mL)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미

보아 남성보다 여성이 원두커피를 평균 으로 

많이 마시며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장소별 커피 섭취량을 보면 남녀 모두 2001년

에는 가정에서의 섭취량 다음으로 직장에서의 섭

취량이 많았지만, 2011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에서의 

커피 섭취량이 가정에서의 섭취량보다 많아진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에서 커피를 자주 섭취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연령층별로 체 커피 섭취량과 비교해보면 50

∼64세(224.93mL), 65∼74세(221.15mL), 75세 이

상(215.09mL) 연령층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커

피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이 선호하고 섭취량이 많은 원두커피(Brewed 
coffee)의 경우, 2011년을 기 으로 평균 섭취량

은 50∼64세(347.05mL), 75세 이상(287.59mL), 
65∼74세(277.16mL) 연령층 순으로 조사되어 연

령이 낮을수록 섭취량이 많았던 다른 종류의 커

피와는 달리, 연령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 계층에

서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캔 커

피를 포함한 커피음료도 원두커피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007∼2009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섭취 실태

를 조사한 Shin JW(2012)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커피의 유형으로 쉽게 이용가능하고 

렴한 가격이 특징인 인스턴트커피를 다소비 품목

으로 도출하 고, 커피 문   커피를 매하

는 외식업체 수의 증가와 다양한 표  시장을 공

략하고 개척한 RTD(Ready To Drink) 커피의 

매가 증할 것으로 망하 다. 향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커피 유형으로 원두커피

와 캔 커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측은 2011년 국민건강 양조사를 분석한 본 연

구의 결과와 201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커피 소비 트 드에 한 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

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조사도

구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종합해보면 2010
년 이후, 소비자 취향이 고 화되면서 원두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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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커피를 포함한 커피음료의 소비가 증할 

것으로 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  달고 맛

있는 커피를 선호하여 커피믹스의 소비가 집 되

었고, 2000년 이후 커피 문 의 국 으로 입

으로 인해 원두커피의 음용 가능성이 확 되었

으며 커피에 한 소비자의 입맛과 니즈(needs)가 

다양화 된 것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는 50세 이상 성인  노인의 인구사회

학  특성에 의한 10년 동안의 커피 섭취 행태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향후 커피 산업의 새로운 소

비층으로 노인 계층을 주목함과 동시에 커피 

련 산업의 발 을 해 노인소비자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국 규모의 객

인 자료인 국민건강 양조사 제 2기(2001년)와 

제 5기 2차년도(2011년)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성

인  노인을 상으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0세 이상 성인층의 인구사회학  특

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육  소득수 과 같은 사회경제 인 요인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 계층의 비율이 

10년 동안 유의 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연구에 활용된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

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

후 자료이므로 다양한 특성에 의한 고령화의 진

행 추이 황을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커피의 섭취 빈도는 ‘하루 1회 이상’, ‘주 

1∼6회’, ‘월 1∼3회’, ‘거의 안 마신다’로 구분하

으며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이 

‘거의 안 마신다’에 응답한 노인보다 2001년 12.2%, 
2011년 56.2%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난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증가율은 23.7%로 나타났고, 커피를 섭취

하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

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10년 변화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 다. 2001년
에는 교육수 과 소득수 이 높을수록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0
년이 지난 2011년에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 노인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율도 21.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2011년에 소득수

은 고소득층보다 소득층과 산층의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기호음료인 필수재의 성격을 

가진 커피의 특성이 반 된 결과로 사료된다. 경
제활동 유무는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하
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에 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셋째, 노인의 하루 평균 섭취한 커피의 총량

(2001: 223.65mL, 2011: 268.21mL)은 증가 하

고, 커피 종류별로 가장 많은 섭취량을 보인 것은 

원두커피(2001: 262.69mL, 2011 339.84mL)로 이

는 커피 문  테이크아웃 용기의 평균 용량인 

300mL(10oz)보다도 많은 섭취량으로 조사되었

다. 노인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 잔 수(2001: 
1.44cup, 2011: 1.92cup)는 증가하 지만, 1회 섭

취량(2011: 154.71mL, 2011: 142.94mL)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 잔 단 로 보았을 경우에 커피

의 섭취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한 패스트푸드와 스낵 바, 편의  등 노인의 방

문이 은 외식 장소에서 섭취량이 었고, 직장

에서의 커피 섭취량이 많았다.
넷째, 여성보다 남성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

이 많았으며 남성이 선호하는 커피 종류는 원두

커피, 인스턴트커피, 믹스커피, 커피음료, 자 기

커피 순이며, 여성은 원두커피, 인스턴트커피, 커
피음료, 믹스커피, 자 기커피 순으로 섭취량이 

많았다. 2001년에 남녀 부분 가정에서 커피를 

섭취하 지만 2011년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 계층의 증가로 인해 직장에서 커피를 더 많

이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2001년에 연령이 낮을수록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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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섭취량이 많았지만 2011년에는 원두커피와 

캔 커피를 포함한 커피음료의 하루 평균 섭취량

에서 50∼64세(347.05mL) 연령층 다음으로 75세 

이상(287.56mL) 연령층의 섭취량이 많아 높은 연

령의 노인 집단에서도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외식 소비 연구와는 달

리 2011년에 들어 교육  소득수 과 같은 사회

경제 인 요인이 커피를 섭취하는데 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하

는 노인 계층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단하는 노인 집단의 커피 섭취 비율이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커피와 련된 변수의 활용

에 있어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식사장소 변수에 

커피 문 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노인의 

방문이 은 패스트푸드  분식 , 편의 을 외

식 장소로 포함하여 분석하 다. 한 노인 계층

의 특성상 경제활동 유무가 커피를 섭취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으므로 세부 직업군

별 커피 섭취에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을 다음과 같

이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당해 시 의 노인 계

층을 상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는 이 , 이후 연령층에 

한 포  비교․분석이 지속 으로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커피 섭취량의 증가는 음료와 

기타 식품군의 섭취량이 함께 증가하는 반면, 우
유  유제품의 섭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악

되었고, 섭취 기회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MK․Jun YS 1997). 커피는 음료로 분류되

기 때문에 인체의 필수 요소인 물의 용으로도 

마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커피와 물, 우유의 권

장 섭취량에 따른 비교 연구와 물과 우유의 섭취

를 권장할 수 있는 양 교육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노인의 커피 섭취 행태는 지난 10

년 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변화된 우리나라 노인의 커피 

섭취 행태에 한 이해를 뒷받침하고자 하 다. 
지 까지 우리나라 노인소비자는 자녀들에 의존

하여 수동 인 소비를 해왔다면 최근 다양한 경

제활동을 통해 경제  독립성을 가지면서 능동

이고 가치 지향 인 소비를 하는 주체로서 변화

하 다. 게다가 외식과 맞물려 증가하는 커피 소

비의 경우 습  성향과 소비재 기호식품의 특

징을 가지고 있어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해지는 노

인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커피 

련업체에서는 노인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원

두커피와 커피음료를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성인과는 달리 노화로 인해 신

체 능력이 약화되어 시력 감소, 인지 부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성별과 연령별 소비 행태에서 두

드러진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소

비자를 세분화할 수 있고 각각의 그룹에 한 특

성을 악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록

본 연구의 목 은 50세 이상 성인  노인의 인

구사회학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황의 10년 

추이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서 향후 커피 련

업체의 소비자 행동분석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설문에 참

여한 50세 이상 성인  노인을 상으로 2001년
은 2,316명, 2011년은 3,170명으로 총 5,486명을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

은 성별, 연령, 지역, 결혼 상태, 교육수 , 소득수

, 경제활동 여부, 주  건강상태로 분류하여 

분석하 으며, 성별과 연령별로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 종류에 따른 섭취량, 장소에 따른 섭취량, 
하루 커피 섭취 잔 수, 1회 섭취량을 구하 다. 통
계분석은 PAWS 21.0으로 빈도분석, t-검정, 교차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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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01년과 2011년 모두 노인의 커피 섭취는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커피를 평균

으로 더 많이 섭취하 다. 남녀 모두 원두커피

를 가장 선호하고 부분 직장에서 섭취하 으며 

75세 이상 높은 연령의 노인 계층에서도 원두커

피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연구

결과, 노인을 커피 산업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인

식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자 하며, 원두커피

를 매하는 커피 문 에서는 노인 계층을 겨냥

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  활동 시 기 자

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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