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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epare for the changes in the future, this study considered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in rural areas in the last decade. Based on a survey of rural life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ll factors were analyzed using SAS ver. 9.3. The rate of rice 
farming decreased, and vegetable-cultivation increased from 8.4% in 2001 to and 26.6% in 2008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decreased to 1.96 
in 2010 from 2.04 in 2001, and annual income increased by KRW 20-29 million for thos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whereas it was more than KRW 30 million for those in their forties. 
Bathing with warm water increased to 88.9% from 69.8%, and household waste treated by 
self-incineration decreased from 86.4% to 40.0% in the last decade. Separate collection spread 
since 2008. Food waste disposal and the burial (46.0%) showed had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animal feed increased (50.7%) for those in their forties at 2001. The separate 
collection increased by 39.6% in 2010 for thos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by 53.5% 
for those in their forties(p<0.05). The manufacture of jang and kimchi showed were little annual 
changes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Food storage processing was higher for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os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food group intake over the 2004-2010 
period increased from 3.3 times a week to 4.2 times a week for protein foods and from 4.9 
times a week to 5.5 times a week for vegetables. There was no change in fruits, mil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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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eeds for thos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but there was an increase for those in their 
forties. The results suggest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manufacture of jang and kimchi and 
protein and vegetable intake for thos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Some direction to 
welfare, mechanized rice planting and living with neighbors together would be continued with 
good nutrition for elderly residents.

Key words: living environment change in rural, age 70s-80s, 2001-2010

I. 서 론
의료기술 향상과 경제성장은 노인인구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Statistics Korea 2013c).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농촌의 경우 노인이라 할지라도 왕성한 농업활

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Kang & Bang 2010), 농촌지역은 우수

한 노인의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다(Han & Kim 
2005). 농촌지역의 건강결정요인을 생물학적 요인, 
환경요인, 생활습관 요인 및 보건의료요인으로 보

는 시각도 있지만(Son 2007), 주거 환경요인 및 식

생활은 비만 등 대사증후군의 이환율 및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Song 2012). 또한 질병상태

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Oh et al. 2010) 
지속적인 변화의 관리가 요구된다.

농촌의 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를 주

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

는데 꼭 필요하다.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주거 및 식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농촌이 도시인에게 환경친화적 거주지로 인식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주거환경은 농촌 노인

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ae 2012). 
질병을 가진 노인의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써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위험도를 감소시켰으며

(Cho et al. 2012), 주거환경은 도시와 농촌 노인 모

두에게 생활만족도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므로(Jeong 2012),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의 개념과 함께 개

인 및 집단의 건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심

이 증가되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대사증

후군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이환율이 더 높은 경향

이며(Kim 2010; Lim et al. 2006), 보다 나은 식생활 

환경은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필수요인이다(Park 
& Rhie 1996). 그러므로 식생활 환경의 변화 추이

를 통해 앞으로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찾

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주민의 생활은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나아

진 듯 보이나 농촌노인의 경우 도시노인보다 삶의 

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eimyung University 2009). 이에 지난 10
년간 노인 생활의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변화추이

를 예측하여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

구의 환경을 활발한 중년기인 40대와 비교함으로

써 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른 농촌노인의 복지와 건

강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바

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조사대상 가구는 10년간 농촌진흥청 농촌생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

구로서 일인가구를 포함하였으나 집단시설가구와 

비혈연 가구는 제외되었다. 전국 88개 시군 187개 

행정리에서 2001년부터 2006년에는 1870가구를 대

상으로 그리고 2008년과 2010년은 2000가구로 대

상이 확대하였다. 제 1단계 읍면에서의 표본추출은 

모집단에 속하는 집락을 각 도별과 읍면의 층으로 

구분하여 각 층에 배분된 표본의 크기에 따라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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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30s 40s 50s 60s 70s-80s Total

2001 190(2.0)1) 352(3.7) 378(4.0) 547(5.7) 388(4.1) 1855(19.5)

2004 99(1.0) 328(3.4) 395(4.1) 543(5.7) 505(5.3) 1870(19.6)

2006 61(0.6) 262(2.8) 424(4.5) 485(5.1) 598(6.3) 1830(19.2)

2008 219(2.3) 308(3.2) 437(4.6) 498(5.2) 521(5.5) 1983(20.8)

2010 117(1.2) 185(1.9) 384(4.0) 542(5.7) 760(8.0) 1988(20.9)
1) n(%)
Rao-Scott chi-square value : 289.89*** *** P<0.001

Table 1. The age distribution of subjects

의 가구수 크기 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PPS)으로 표본추출하였고, 제 2단계의 추출

은 각 읍면 중 행정리를 하나씩 무작위 추출하였으

며, 제 3단계는 표본 행정리에서 각 10가구씩 추출

하였다. 연도별 조사대상의 연도별 연령 구성은 

Table 1과 같으며, 본 조사에서는 70-80대의 노인과 

비교 대상으로는 4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0년간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

사에서 행해진 것으로 생활환경 관련 내용은 화장

실과 목욕시설의 변화 여부, 주거환경 관련 내용은 

난방시설과 부엌의 입식여부, 그리고 생활쓰레기

와 음식쓰레기의 처리 실태 등이 포함되었다. 식품

군별 섭취 실태는 단백질 식품(고기ㆍ생선ㆍ계란

ㆍ콩ㆍ두부 제시), 채소(당근ㆍ시금치ㆍ콩나물ㆍ

김치 등) 및 과일이나 과일주스, 우유 유제품, 해조

류와 식물성기름에 대해 10년간 변화 추이를 비교

하였다. 식품저장은 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김
치를 가내 제조하는지 여부를, 자가제조 가공식품

으로는 쨈, 분말, 병조림 등 단순가공식품과 효소

액, 술 등 발효액의 제조 여부를 조사하였다. 저장

식품과 가공식품 자가제조 실태는 모두 집에서 제

조 시 3점, 일부만 제조 시 2점, 모두 구매 시 1점으

로 하였으며, 식품군별 섭취 빈도는 주 0-2일 섭취 

시 1점, 3-5일 섭취 시 4점, 6-7일 섭취 시 6.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3. 자료분석

모든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3)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층화비례추출

법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생활환경 관련 내용과 

주거환경 관련 내용은 빈도를, 저장식품과 가공식

품 자가제조 실태 및 식품군별 섭취실태는 평균과 

편차를 구하였다. 층화변수(strata)로는 자치도와 시

를 넣었고, 집락변수(cluster)는 읍ㆍ면ㆍ동으로 하

였으며, 가중치변수(weight)는 연령군으로 하였다. 
연도별 유의적 차이 여부는 분산분석으로, 70- 80
대와 40대의 비교는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빈도는 survey frequency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적 차

이는 Rao-scott Chi-square 값으로 p값을 추정하여 

0.05미만을 유의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품군별 

섭취의 연도별 차이는 survey logistic으로 parameter 
estimates(odds ratio)를 구하였으며 Wald Chi-square
값으로 0.05 미만을 유의적인 것으로 보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농업과 소득 및 가족 수 변화

1) 농업유형의 변화 
농업 유형은 소득이 높고 다양한 종류를 생산하

는 다각화 전략 농가로 전환되고 있으며(Bae 2014) 
이는 지난 10년간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Table 2). 70-80대에서는 비록 감소추세

이지만 여전히 주된 농업이 수도작이었으며, 과실 

재배농가는 2001년 3.0%에서 2008년 5.8%로 약간 

증가한 반면, 채소 재배농가는 2001년 8.4%에서 

2008년 26.6%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수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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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 type Rice Fruit Vegetable1) Livestock Special Crops Floriculture & 
others

2001 70-80 257(76.7)2) 10( 3.0) 28( 8.4) 1( 0.3) 13(3.9) 26(7.8)

40 107(50.0) 27(12.6) 42(19.6) 13( 6.1) 11(5.1) 14(6.5)

2004 70-80 280(69.7) 24( 6.0) 59(14.7) 8( 2.0) 19(4.7) 12(3.0)

40 86(48.3) 24(13.5) 37(20.8) 16( 9.0) 6(3.4) 9(5.1)

2006 70-80 251(64.4) 25( 6.4) 76(19.5) 12( 3.1) 19(4.9) 7(1.8)

40 131(59.0) 15( 6.8) 53(23.9) 7( 3.2) 12(5.4) 4(1.8)

2008 70-80 292(60.2) 28( 5.8) 129(26.6) 16( 3.3) 11(2.3) 9(1.9)

40 49(40.2) 13(10.7) 32(26.2) 14(11.5) 12(9.8) 2(1.6)

Total 70-80 1080(67.0) 87( 5.4) 292(18.1) 37( 2.3) 62(3.8) 54(3.3)

40 373(50.7) 79(10.7) 164(22.3) 50( 6.8) 41(5.6) 29(3.9)
1) vegetable in open field or greenhouse 
2) n(%)
chi-square value: by year 40s 33.47** 70s–80s 75.90*** between age group 73.89***
** p<0.01 *** p<0.001

Table 2. Changes in the type of farming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Less than 10001) 1000-2000 2000-3000 More than 3000 Total

2004 70-80 152(33.3)2) 132(28.9) 86(18.8) 87(19.0) 457( 21.8)

40 104(35.0) 88(29.6) 53(17.8) 52(17.5) 297( 30.3)

2006 70-80 163(44.1) 104(28.1) 44(11.9) 59(15.9) 370( 17.6)

40 84(43.8) 48(25.0) 20(10.4) 40(20.8) 192( 19.6)

2008 70-80 204(39.5) 129(25.0) 77(14.9) 107(20.7) 517( 24.6)

40 107(35.0) 83(27.1) 56(18.3) 60(19.6) 306( 31.2)

2010 70-80 58( 7.7) 255(33.8) 404(53.5) 38( 5.0) 755( 36.0)

40 1( 0.5) 6( 3.2) 73(39.5) 105(56.8) 185( 18.9)

Total 70-80 577(27.5) 620(29.5) 611(29.1) 291(13.9) 2099(100.0)

40 296(30.2) 225(23.0) 202(20.6) 257(26.2) 980(100.0)
1) Unit : KRW 10 thousand
2) n(%)
 chi-square value: by year 40s 434.77*** 70s-80s 460.05*** between age group 217.18*** 
 *** p<0.001

Table 3. A comparison of annual income between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화훼 기타 농업은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40대의 

경우 수도작은 2001년 50%에서 2010년 40.2%로 감

소하였으나, 2001년과 2010년 과수(각각 3%와 

5.8%)와 채소(각각 8.4%와 26.2%) 및 축산(각각 

6.1%와 11.5%) 및 특수작물에서(각각 3.9%와 9.8%)
도 증가하여 농업의 다양화가 확실하게 나타났으

며 이는 소득 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결과

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70-80대의 변

화는 40대에 비하면 미미한 편으로 연령군간 큰 차

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농업 유형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한중일의 FTA채
택으로 농업에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하여 많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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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family 
members1) Education level2) 

70 - 80 40 70 - 80 40 

2001 2.04±0.053) 4.00±0.08 4.46±0.11 9.09±0.18

2004 2.83±0.07 2.81±0.09 4.91±0.13 9.75±0.15

2006 2.73±0.06 2.31±0.05 4.88±5.37 10.17±0.17

2008 2.50±0.07 3.17±0.08 4.42±0.14 7.89±0.16

2010 1.96±0.04 3.72±0.11 5.29±0.10 11.56±0.20

 1) Unit: person 
 2) Unit: years
 3) Mean±SE 
F-value number of family members : by year 70s-80s 
18.15*** 40s 10.34** between age group –18.17***
T-value education level : by year 70s-80s 15.66*** 
40s 7.10** between age group –18.15*** 
** p<0.01 *** p<0.001

Table 4. Change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education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를 하고 있으며, 농업 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와 농

업의 6차 산업화로 농촌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으

로 다각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바, 이는 주로 

40대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었다.

2) 소득 변화
소득은 2004년 이후부터 조사되었는데 전반적

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3). 2004
년 연간 일천만원 이하는 70-80대에서 33.3%와 40
대 35%였으나 2010년에는 7.7%와 0.5%에 불과하

였고, 3,000 만원 이상은 70-80대의 경우 2004년과 

2010년 각각 19%와 5%였으나 40대는 17.5%와 

5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0년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70-80대의 경우 2,000-3,000 만원 소득 가

구가 53.5%로, 40대의 경우 3,000 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56.8%로 가장 높았다.
농가의 소비구조는 농가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점차 다양화되어 보건 의료, 교통 및 통신비에 대

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Kim & Lee 2003), 지
역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Kim 
2014). 그럼에도 70-80대의 경우 소득을 높일만한 

농업유형의 변화나 새로운 방향의 소득 추구는 쉽

지 않은 실정이다.

3) 가족 수 및 학력 변화
대상자의 학력과 가족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형태는 부부 단독이나 노

인 혼자 거주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노인은 1990년 16.9%
에서 2000년 28.7%로 증가하였다(Park 2003)고 한

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단일세대화는 지속적으

로 일어나 2001년의 70-80대의 평균 가족 수는 2.04
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9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p<0.001), 40대에서도 가족 수는 감소하였다(p< 
0.01). 연령별 감소 정도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전국 평균 가구 가족 수는 2000년 3.12명
에서 2010년 2.67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고(Statistics 
Korea 2010), 2010년 전국의 가구원수는 1.8명(Statistics 
Korea 2013b)으로 가족 수와 가구원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농촌의 40대 가족 수 3.72명은 전국수치

보다 높았다. 노인가구의 가족 수 감소는 삶의 질

이 더 높은 부부가족(Kim 2011)에 비해 우울증 증

가와 일상생활능력 감소 문제를 야기하는 독거노

인의 증가를 의미하며(Bae et al. 2012), 고령화 시

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기간의 경우 70-80대에서는 6년 이하로 초

등 졸업이나 무학력이 많았고, 40대에서는 2001년 

9년에서 2010년에는 11.6년으로 나타나 고졸의 학

력을 지니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노인의 차이에 대

한 연구(Sok & Kim 2008)에서 무학의 비율이 노인

독거가구는 55.9%로 절반이 넘는 반면, 노인부부

가구는 20.1%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노인부부가구

의 교육수준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므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ihasa 
2012) 교육이 삶의 질에 어떠한 형태든 영향을 미

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즉, 평생교육의 참여는 

교육 연한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나 국가 통계조사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은 평생

교육 참여에 조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c). 평생교육 참여 면에서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참여율이 낮고 시설과 정보 모두 매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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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80 40 

Hot 
water

Cold 
water

Hot 
water

Cold 
water

2001 270(69.8)1) 117(30.2) 334(94.9) 18( 5.1)

2004 436(87.6) 62(12.4) 284(88.5) 37(11.5)

2006 481(80.7) 115(19.3) 249(95.0) 13( 5.0)

2008 475(91.2) 46( 8.8) 291(94.5) 17( 5.5)

2010 676(88.9) 84(11.1) 180(97.3) 5( 2.7)

Total 2338(84.6) 424(15.4) 1338(93.7) 90( 6.3)
1) n(%)
Rao-Scott chi-square value: by year 70s-80s 79.91*** 
40s 22.10*** between age group 63.66*** *** 
p<0.001

Table 5. Changes in bathing water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70 - 80 40 

Conven-
tional Flush Conven-

tional Flush

2001 180(50.4)1) 177(49.6) 111(34.0) 215(66.0)

2004 190(43.6) 246(56.4) 55(19.6) 226(80.4)

2006 214(40.3) 317(59.7) 43(18.0) 196(82.0)

2008 88(18.2) 395(81.8) 55(19.0) 235(81.0)

2010 125(17.6) 585(82.4) 8( 4.6) 167(95.4)

Total 797(31.7) 1720(68.3) 272(20.7) 1039(79.3)
1) n(%)
Rao-Scott chi-square value: by year 70s-80s 182.47*** 
40s 64.83*** between age group 44.78***
*** p<0.001

Table 6. Changes in toilet facilities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족하다고 하였으며(Kim & An 2007),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북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Nam 2011)에서는 교육 횟수와 프로그램 및 건강

활동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

인의 교육을 위한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2. 대상자의 생활환경 변화

1) 목욕시설의 변화
대상자의 생활환경으로서 목욕시설의 변화를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목욕시설은 많은 가구에서 온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70-80대에서는 더운물이 공급되지 않

는 가구가 40대에 비해 더 높았다. 찬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70-80대에서는 2001년 30.2%에서 

2010년에는 11.1%로 줄었고, 40대에서는 5.1%에서 

2.7%로 감소하였다.
이는 온수목욕탕은 48%라고 한 전남 5개군 지

역의 결과(Kim 2003)보다는 높은 값이나 전국 대

상 조사 결과(2005년 95.8%, 2010년 97.6%)이나 읍

면부의 농촌지역 실태인 2005년 90.3%와 2010년 

94.5%(Statistics Korea 2013b)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 화장실 시설
화장실 형태의 변화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화장실 역시 재래식 화장실이 2001년 50.4%에서 

2010년 17.6%로 감소하였으나, 40대 거주 가구의 

화장실에 비하여(95.4%) 재래식 형태가 계속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 화장실 실태 통계(Statistics Korea 2013b)

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수세화율은 44%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수세식 화장실 비율이 86%인 것

에 비하여 농촌지역은 수거식 화장실이 상대적으

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전남 일부지역을 조사한 

Kim(2003)의 보고에 의하면 49%가 재래식이라고 

응답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수세식 화장실 보급현황은 2005년 94.0%, 
2010년 97.0%이었고, 읍면부의 농촌지역에서는 각 
연도별 80%와 90.2%로 집계되었다(Statistics Korea 
2013b) 본 조사 결과는 40대의 경우 거주 주택의 

95.4%가 수세식 화장실로 전국 비율과 유사한 상

황이었으나 70-80대의 경우 수세식 화장실이 

82.4%인 것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

다(Kang & Cho 2006). 

3) 난방시설의 변화
난방시설에 대하여 10년간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농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시설은 기름

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이었으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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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80 40 

2001

Oil furnace 307(79.3)1) 274(77.8)

Electric boilers 27( 7.0) 44(12.5)

Briquette boiler 24( 6.2) 11( 3.1)

Other Heating 29( 7.5) 23( 6.5)

2004

Oil furnace 375(74.6) 249(76.1)

Electric boilers 58(11.5) 30( 9.2)

Briquette boiler 19( 3.8) 15( 4.6)

Other Heating 51(10.1) 33(10.1)

2006

Oil furnace 441(73.9) 153(58.6)

Electric boilers 62(10.4) 51(19.5)

Briquette boiler 45( 7.5) 14( 5.4)

Other Heating 49( 8.2) 43(16.5)

2008

Oil furnace 314(60.3) 152(49.4)

Electric boilers 103(19.8) 78(25.3)

Briquette boiler 29( 5.6) 19( 6.2)

Other Heating 75(14.4) 59(19.2)

2010

Oil furnace 474(62.4) 67(36.2)

Electric boilers 133(17.5) 43(23.2)

Briquette boiler 48( 6.3) 9( 4.9)

Other Heating 105(13.8) 66(35.7)

Total

Oil furnace 1911(69.0) 895(62.5)

Electric boilers 383(13.8) 246(17.2)

Briquette boiler 165( 6.0) 68( 4.7)

Other Heating 309(11.2) 224(15.6)
1) n(%)
Rao-Scott chi-square value: by year 70s-80s 75.99*** 
40s 144.49*** between age group 23.53***
*** p<0.001

Table 7. Changes in heating systems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10년간 기름보일러 사용 비율은 2001년 79.3%, 
2004년 74.6%, 2006년 73.9%, 2008년 60.3% 및 

2010년 62.4%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

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전기보

일러로 2001년 7.0%에서 2010년 17.5%로 기름보일

러 대용으로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 

연탄보일러는 6-7%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연령별로 비교하면 70-80대의 경우 40대에 비

하여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이 더 높았고, 40대는 기

름보일러 대신 전기보일러와 태양광보일러 등 기

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노년층의 가족 수 감소(Table 4)와 40대의 특수작

물 생산(Table 2)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전
기 사용 시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며 그 수요

를 충당하는 에너지로서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예

측(Kim & Wang 2013)과 함께 연령층에 따라 차이

가 있겠지만 태양광의 지속적인 수요와 설치가 증

가할 것으로 본다. 
 

4) 부엌 유형의 변화
재래식 및 절충식과 입식 등 부엌 유형의 변화 

양상은 Table 8에 제시하였다. 
부엌시설은 2001년부터 입식을 선택하고 있었

으며(70-80대 83.5%, 40대 91.2%, p<0.001),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어 2010년에는 70-80대의 경우 91.8%, 
40대는 97.8%로 증가하여 거의 대부분이 입식 부

엌형태로 전환되었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40대에 

비해 노년층의 가옥의 부엌이 여전히 재래식 비율

이 높았다. 이는 1993년 조사된 농촌지역의 입식부

엌이 65.7%이었던 것(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2004)과 

비교 시 변화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보였다. 

70 - 80 40 

yr Convenient Conven-
tional Convenient Conven-

tional

2001 323(83.5)1) 64(16.5) 321(91.2) 31( 8.8)

2004 437(87.1) 65(12.9) 291(89.3) 35(10.7)

2006 487(81.7) 109(18.3) 238(90.8) 24( 9.2)

2008 465(89.3) 56(10.7) 277(89.9) 31(10.1)

2010 698(91.8) 62( 8.2) 181(97.8) 4( 2.2)

Total 2410(87.1) 356(12.9) 1308(91.3) 125( 8.7)
1) n(%)
Rao-Scott chi-square value: by year 70s-80s 30.96*** 
40s 12.63* between age group 15.83***
* p<0.05 *** p<0.001

Table 8. Changes in kitchen facilities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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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80 40 

Village 
co-treatment Self-incineration Separate 

collection& etc.
Village 

co-treatment Self-incineration Separate 
collection& etc.

2001 38(13.3)1) 247(86.4) 1 (0.3) 30(14.4) 174(83.7) 4( 1.9)

2004 47(14.8) 264(83.3) 6( 1.9) 39(19.3) 161(79.7) 2( 1.0)

2006 39( 9.4) 371(89.4) 5( 1.2) 17(13.1) 112(56.2) 1( 0.8)

2008 124(23.8) 177(34.0) 220(42.2) 63(20.5) 78(25.3) 167(54.2)

2010 123(46.2) 304(40.0) 333(43.8) 27(14.6) 38(20.5) 120(64.9)

Total 371(16.1) 1363(59.3) 565(24.6) 176(17.0) 563(54.5) 294(28.5)
1) n(%)
Rao-Scott chi-square value: by year 70s-80s 492.04*** 40s 477.60 *** between age group 5.679ns 
*** p<0.001 ns: not significant

Table 9. Changes in household waste disposal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70 - 80 40 

Village 
co-treatment

Animal 
Feed Burial

Separate 
collection & 

etc.

Village 
co-treatment

Animal 
Feed Burial

Separate 
collection & 

etc.

2001 7( 2.5)1) 113(39.6) 131(46.0) 34(11.9) 6( 2.9) 104(50.7) 70(34.1) 25(12.2)

2004 13( 4.0) 154(47.7) 126(39.0) 30( 9.3) 5( 2.4) 88(42.3) 91(43.8) 24(11.5)

2006 11( 2.7) 172(41.5) 190(45.9) 41( 9.9) 4( 3.1) 58(44.6) 55(42.3) 13(10.0)

2008 56(10.7) 137(26.3) 96(18.4) 232(44.5) 32(10.4) 76(24.7) 46(14.9) 154(50.0)

2010 38( 5.0) 93(12.2) 288(37.9) 341(44.8) 13( 7.0) 24(13.0) 49(26.5) 99(53.5)

Total 125( 5.4) 669(29.0) 831(36.1) 678(29.4) 60( 5.8) 350(33.8) 311(30.0) 315(30.4)
1) n(%)
 Rao-Scott chi-square value: by year 70s-80s 349.31*** 40s 229.34*** between age group 11.07*
* p<0.05 *** p<0.001

Table 10. Changes food waste disposal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5) 생활폐기물과 음식 쓰레기 처리의 변화 
1997년대 서울지역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쓰레기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생각하고 있

으며(Jang et al. 1997), 발생량 감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가정 쓰레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농촌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연도

별 변화는 다음 Table 9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70-80대와 40대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은 자체소각이 54.5%-59.3%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분리수거 24.6%-28.5%, 마을 공동처

리 16.1%-17.0%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분리수거는 낮은 편이며 일정 비율이 자체

소각에 의존하고 있었다. 70-80대의 경우 자체소각 

비율은 2001년 86.4%에서 2010년 40.0%로, 40대는 

동일 연도에 83.7에서 20.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신 70-80대는 마을 공동처리(13.3%에서 46.2%로 

증가)와 분리수거 방식(0.3%에서 43.8%로 증가)이 

증가하였고, 40대는 마을 공동처리보다는 분리수

거방식이 2001년 1.9%에서 2010년 64.9%로 급증하

였다.
음식쓰레기 처리 실태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200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70-80대는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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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foods Vegetables Fruits Milk& milk 
products Seaweeds Oils

2004
70-80 3.32±0.111) 4.93±0.10 2.73±0.10 2.34±0.10 2.66±0.11 3.45±0.12

40 3.47±0.12 4.75±0.14 2.70±0.12 2.25±0.11 2.63±0.10 3.56±0.13

2006
70-80 3.68±0.12 4.78±0.11 2.18±0.08 1.96±0.09 2.37±0.09 3.27±0.12

40 4.42±0.13 5.07±0.13 2.85±0.12 3.06±0.13 2.78±0.11 3.96±0.13

2008
70-80 4.17±0.10 4.90±0.10 2.64±0.09 2.34±0.08 2.68±0.08 3.48±0.10

40 4.08±0.13 4.76±0.12 2.79±0.11 2.56±0.12 2.74±0.12 3.44±0.10

2010
70-80 4.22±0.08 5.53±0.08 2.71±0.09 2.03±0.07 2.53±0.08 3.46±0.10

40 4.94±0.14 5.56±0.13 3.76±0.15 2.96±0.17 3.33±0.13 4.00±0.14

Significance

by year 
F-value

70s–80s 
44.35***

40s 43.14***

70s–80s 
24.13***

40s 7.42**

70s–80s 
1.19ns

40s 19.6***

70s–80s 
1.41ns

40s 6.89**

70s–80s 
0.04ns

40s 11.29***

70s–80s 
0.17ns

40s 0.66ns

between age 
t- value -2.84** 1.33ns -4.97*** -6.31*** -3.47*** -3.45***

1) Mean±SE
Scoring all food group intake: 0-2/ week 1 point, 3-5/week 4 points, 6-7/ week 6.5 points.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Table 11. The Frequency of food group intake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가 매몰하였고 그 다음이 동물 먹이로 제공하였으

나, 40대에서는 동물먹이 50.7%, 매몰 34.1%의 순

이었다. 그러나 분리수거의 방법이 일반화되기 시

작하면서 2010년에는 70-80의 39.6%와 40대의 53.5%
가 분리수거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연도별 

변화도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세대 간에도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5).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

어, 경기지역은 2001년 매립 21.4%, 소각 20.7%, 자
원화 57.9%이었으며, 2004년에는 매립 5.4%, 소각 

10% 및 자원화 84.6%(Lee et al. 2006)로 나타났으

나 충주에서는(Kim 2011) 2001년에는 매립 51.2%, 
재활용 48.8%에서 2007년에는 매립 10.9%, 재활용 

89.1%로 재활용 비율이 높아 본 조사 결과와 다른 

추이를 나타냈다.

3. 대상자의 식품군별 섭취 변화와 장류 및 

가공식품 제조

1) 식품 군 별 섭취 빈도 변화
농촌생활지표조사에서 식품군별 섭취빈도 조사

는 2004년부터 이루어졌다. 6년간의 변화를 살펴보

면(Table 11),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ㆍ두부 등 단

백질 식품의 경우 70-80대에서는 2004년 주 3.32회 

섭취하였으나 2010년 주 4.22회 섭취하는 것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40대 역시 단백질 식품 섭취

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폭이 더 컸

다. 채소류의 섭취는 2004년 주 4.93회에서 2010년 

5.53회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4년 40대에서는 

주 4.75회로 70-80대보다 조금 낮았으나 2010년에

는 주 5.56회를 보여 크게 증가하였다. 과일류는 

70-80대에서는 2004년 2.73회에서 2010년 주 2.71
회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40대에서는 주 2.70
회에서 2010년에 3.76회로 증가하였다. 우유와 유

제품, 해조류 및 유지류의 경우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70-80대에서는 변화를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40대에서는 유제품은 2.34회에서 2.96회로, 해조류

는 2.66회에서 3.33회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지류

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한 자료에서 보

면(Kim 2013)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노인

의 식사섭취빈도가 낮았으며 과일과 두류 및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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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80 40 

Year 2004 vs 2010 2006 vs 2010 2008 vs 2010 2004 vs 2010 2006 vs 2010 2008 vs 2010

Protein foods
2.231) 1.61 0.991 3.78 1.61 2.19

33.872)*** 3.41 15.62*** 50.93*** 2.89 1.71

Vegetables
1.92 2.26 1.99 2.10 1.61 2.18

1.72 10.38** 3.74 4.19* 0.03 7.74**

Fruits
1.01 1.78 1.11 2.72 2.30 2.52

4.40* 27.16*** 0.63 9.26** 2.21 4.91*

Milk& milk 
products

0.70 1.13 0.71 1.96 0.89 1.47

6.06* 8.46** 6.42* 15.48*** 12.24*** 2.02

Seaweeds
0.90 1.21 0.89 2.04 1.75 1.85

1.09 5.44* 2.07 6.45* 0.84 1.78

Oils
1.02 1.20 0.99 1.46 1.02 1.64

0.11 2.42 0.47 2.46 4.28* 9.36**

1) Parameter estimates(odds ratio)
2) Wald chi-square 
* p<0.05 ** p<0.01 *** p<0.001

Table 12. Annual changes in parameter estimates(odds ratio) and wald chi-square for each food group for 2010

곡류의 섭취도 도시보다 낮다고 하여 단백질 식품

의 섭취증가는 바람직하나 증가폭이 40대에 비하

여 낮으므로 더 높은 섭취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채소류의 섭취 증가는 40대가 더 컸는데, 서울지역 

성인의 채소류 섭취량(Baek 2010)을 살펴보면, 끼
니마다 채소류를 섭취하는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60세 이상은 61.8%인데 비하여 20대
에서는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40대의 채

소류 섭취 증가는 도시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

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채소류 섭취빈도가 더 높

게 나타났으나(Kim 2013),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Kwon et al. 2009)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염장채소의 섭취량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채소류 섭취량 고려 시 김치를 포함한 

염장채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일주스를 포함한 과일류 섭취는 70-80대의 경우 

주 2.7회에 불과하였으며 계절별 식품 섭취량에서

도 과일군은 유제품과 함께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

는 식품군이었다(Song & Paik 1998). 그러나 40대
의 과일류 섭취빈도 증가는 다행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과일의 섭취 증가는 가구소득이나 교육수

준과 관련이 있다(Kwon et al. 2009)는 보고에 의하

면 농촌지역의 한정된 소득으로 과일섭취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과일의 섭취는  혈압 등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크므로(Kim et al. 
2006) 영양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섭취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식품군별 섭취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2004년 2006년 및 2008년의 각 

식품군별 odds ratio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

다. 단백질 식품의 경우 70-80대에서 2004년에는 

빈도가 높았으나 2008년에는 약간의 낮았다. 40대
에서는 2004년에는 매우 높았으나 2006년과 2008
년에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채소류의 경우 70-80대는 2006년에서 섭취빈도

가 높았고, 40대는 2004년과 2008년에 더 많았다. 
과일류는 70-80대의 경우 2004년과 2006년에, 40대
는 2004년과 2008년에 높았다. 

70-80대의 유제품 섭취는 2004년에는 낮았으나 

2006년에 높았고 2008년에 다시 낮아져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40대의 경우 2004년은 

2010년에 비하여 높았으나 2006년에는 낮았다. 해
조류의 경우 2006년에 섭취가 많았고 40대에서는 

2004년에 더 많이 섭취하였다. 유지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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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2) Kimchi3) Processed4) Fermented5) 

70 - 80 40 70 - 80 40 70 - 80 40 70 - 80 40 

2001 8.19±0.091) 7.65±0.13 5.09±0.06 5.09±0.07 3.26±0.04 3.96±0.07 2.21±0.03 2.35±0.05

2004 8.23±0.10 8.01±0.12 5.34±0.05 5.30±0.06 3.57±0.46 5.00±0.58 2.77±0.46 3.30±0.37

2006 8.40±0.08 7.38±0.16 5.42±0.04 5.12±0.07 3.92±0.05 4.26±0.08 2.16±0.03 2.31±0.04

2008 7.99±0.09 7.73±0.11 5.36±0.05 5.35±0.06 4.43±0.05 4.49±0.08 2.33±0.04 2.25±0.04

2010 8.13±0.06 7.52±0.19 5.58±0.04 5.48±0.07 3.63±0.04 4.30±0.12 2.13±0.02 2.40±0.07

f-value 1.45ns 0.59ns 31.56*** 11.94*** 47.85*** 14.94*** 1.52ns 0.39ns
1) Mean±SE
2) Jang means Doenjang(soy paste), soy sauce and Gochujang(soy paste with hot pepper powder)
  Jang scoring : all production;3 points, some production; 2 points, all purchases; one point.
3) Kimchi means kimchi and pickles
  Kimchi scoring: all production; 3 points, some production;2 points, all purchases; one point.
4) Processed means homemade food; Jam, powder and bottling.
  Processed scoring: all production; 3 points, some production;2 points, all purchases; one point.
5) Fermented means homemade fermentation broth and alcohol. 
  Fermented scoring: all production;3 points, some production;2 points, all purchases; one point.
T-value: between age group jang 6.74*** kimchi 4.28***
T-value: between age group processed 4.86*** fermented 8.1***
*** p<0.001 ns: not significant

Table 13. The production of preserved and processed/fermented food items for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ose in their forties for the 2001-2008 period

70-80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40대에서는 2006년 

및 2008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 추이를 보면 단백질 섭취는 증가 또는 지속

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며, 채소류 역시 지속적으로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제품의 

경우 섭취 경향이 일관적이지 않아 지속적 증가는 

쉽지 않을 것 같으며, 해조류 역시 섭취 증가를 기

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장류 및 가공식품 제조 변화
저장식품으로서 장류와 김치의 발효저장에 관

한 변화는 다음 Table 13과 같다.
장류의 제조에는 연도별 변화가 없으나 70-80대

에서 40대보다 훨씬 많은 장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점수로 비교할 때 3가지 장류를 모두 

담으면 9점이 되는 바,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7.99
점에서 8.40점 사이에 있어 대부분 장류를 담는 것

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평균 8점이 안되어 조

금은 못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 주부를 

대상으로 장류의 소비를 보면(Lee 2004) 주로 58.5%
가 친지를 통하여 40%는 구매하여 사용함을 보이

고 선호하는 장류가 집에서 직접 담근 것으로 원하

는 것을 볼 때 농촌에서는 지속적으로 장류를 제조

하여 판매하는 제도로 발전되고 있으며(Chung et 
al. 2007),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발효식품으로서 브랜드장류를 구매하는 선택속

성(Kim 2014)은 집에서 직접 제조한 것을 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체의 절임식

품에서 점유율을 보면 김치류는 42% 기타 절임류 

22.0%로서, 유통되는 절임식품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2004년에 비하여 김치의 점유율 

56.5%보다 낮아졌으나 절임류에서는 17.4%에서 

증가를 보여 조금 차이가 있었다(Statistics Korea 
2013a). 농촌 70-80대의 김치와 절임류의 제조에 대

하여 점수화한 내용을 비교하면 연도별로 더 많은 

제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0-80대의 경우 

2001년에는 5.09점에서 2010년에는 5.58점으로 조

금 더 제조하고 있으며 40대에서도 제조 빈도는 증

가하고 있었다. 연령대 두 군을 비교할 때 70-80대
에서 조금 더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가공식품 생산의 면에서 보면 사회여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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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즉석 조리식품을 요구하는 추세이며(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es 2013), 가공식품 

종류에서도 냉장식품과 즉석식품 등 간편 식품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식품생산을 담당한다

는 면을 강조하여 가정에서 간단히 제조하여 저장

하는 측면에서 잼과 각종 가루 만들기 및 병조림의 

제조여부를 알아보았다. 가정사용 분에 대하여 모

두 제조, 일부 제조 모두 구매로 나누어 점수화한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2001년에 비하

여 조금씩 더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효가

공식품으로서 술이나 발효액 만들기에서는 2004년
에 증가하다가 다시 낮아지지만 연도별로 70-80대
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40대에서도 2004년 증가하

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층에 따른 차이

는 크게 나타나서 일반가공 및 발효가공 모두에서 

40대가 더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70-80대에서는 장류를 중심으로 김치류의 지속적

인 제조 이용을 하는 경향과 40대의 가공 식품 생

산이 늘어남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의 식품 안전과 웰빙을 강조하는 트렌드를 

볼 때 식품생산의 농촌에서 간단한 가공식품을 만

들어 사용하는 경향이 돋보이며, 이러한 기술을 확

대하여 생산된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식

품 및 건강에 좋은 기능성 식품저장 판매로서 확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도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또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을 때 생산이 늘어나는 경향도 추정할 

수 있어 노년층의 인력을 활용하여 장류 생산과 함

께 가공식품을 생산지에서 생산(Rhie et al. 2005)하
여 도시민에게 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의 활동은 지속될 필

요가 있다. 농촌의 인력 활용을 통한 소득확보에 

대한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 강조되어온 농촌 부

업활동 중에 농촌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가공 및 제

조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농가의 장류생산은 부업과 이어

져 있다(Yoon 1999). 특히 농촌노인 가족은 중년가

족에 비하여 장류 등 전통식품 생산 비율이 높아

(Rhie et al. 2005) 지속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로 소

득을 높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농촌의 환경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바, 농촌

의 변화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삶의 질에 어떠

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고령인구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활발

한 활동을 하는 장년층인 40대와 비교함으로써 환

경의 변화 추세에 따른 농촌노인의 복지와 건강 정

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농촌 대상 가구는 10년간 농촌진흥청 농촌생활

지표조사에 의한 결과를 사용하여 생활 환경(화장

실과 목욕시설,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의 처리)
에 대한 변화와 식품군 별 섭취 및 식품저장에 대

한 변화를 보았다. 
농업유형은 70-80대에서는 주된 농업이 수도작

이었고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러나 채소 재배는 증가하였다(2001년 8.4%에서 

2008년 26.6%). 40대의 경우 수도작은 감소하였으

나, 과수(3%에서 5.8%)와 채소(8.4%에서 26.2%) 및 

축산(6.1%에서 11.5%) 및 특수작물에서(3.9%에서 

9.8%)는 증가하여 농업의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하

고 있었다. 
전반적인 소득은 상승되고 있었다. 70-80대의 경

우 연간 2000 만원 대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40대의 

경우 3000 만원 이상의 소득이 반 이상이었다. 가
족 수는 2001년의 70-80대 2.04명에서 2010년에는 

1.96명으로 감소하였고(p<0.001), 교육기간은 6년
도 되지 않았다.

온수목욕시설은 2001년 69.8%에서 2010년 88.9%
이었고 화장실은 2010년 수세식 82.4%이었다. 생
활폐기물은 자체소각의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2008년 이후 분리수거방법을 활용하는 비율 43% 
내외를 보였다. 음식쓰레기 처리는 70-80대에서 

2001년에는 매몰(46.0%)이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동물 먹이로 제공방법이었으나 40대에서는 매몰

(34.1%)보다는 동물먹이(50.7%)로 사용하는 비율

이 높았으나 2010년에는 분리수거의 방법이 일반

화하여 70-80대는 39.6%를, 40대에서는 53.5%이었

다(p<0.05). 
장류와 김치의 제조에는 연도별 변화가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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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대에서 많은 장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식품의 일반가공 및 발효가공 저장에서는 40대
에서 더 하는 경향을 보였다. 70-80대의 2004년에

서 2010년간의 식품군 별 섭취 빈도 변화를 보면 

단백질 식품의 경우 주 3.3회에서 주 4.2회 섭취로 

연도별 증가를 보였고, 채소류는 주 4.9회에서 5.5
회로 증가하였다. 과일류는 2.73회에서 2.71회로, 
우유 및 유제품, 해조류, 유지류의 경우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이 추이를 보면 단백질 섭취는 증가 

또는 지속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며 채소류는 지속

적으로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노령화의 진행은 가속되는 시

점에서 70-80대의 농촌에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

은 그 비율은 적지만 소득의 증가와 가족 수의 감

소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농업유형에서도 수도작

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추측한

다. 생활환경요인으로서 쓰레기 처리는 국가사업

으로 농촌지역에 확대되어 분리수거의 방법이 정

착 될 것으로 본다. 
식생활에 대하여 장류와 김치의 제조는 지속적

으로 실행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진

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일감사업과 관련하여 삶에

서 체득한 활동으로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

을 위한 식생활에서도 단백질 식품과 채소류는 증

가를 예측할 수 있으나 우유 및 유제품, 과일류, 해
조류, 그리고 유지류의 섭취는 강조해야하는 교육

이 필요하다. 노인의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써 수도

작에서의 기계화는 더 진행되어야 하며 가족 수의 

감소는 이웃과의 공동체 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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