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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식습관에 따른 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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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 of the elderly's eating habits with their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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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식사의 횟수  아침· 심· 녁식사 유·무에 따른 복부 비만과 신비만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 법: 국민건강 양조사 제5기(2010-2012)의 원시자료를 이용하 으며, 연구 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5,742명을 최종분석 하 다. 결 과: 노인의 식사 횟수와 성별, 흡연, 배우자의 유·무, 신 비만, 복부 비만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녁식사를 한 경우에 비해 녁식사를 안한 경우는 신비만이 될 확률

이 0.658배(OR=0.658, 95%CI=0.482-0.898) 낮았고, 세 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한 끼, 두 끼를 하는 경우보다 신비만이 될 

확률이 0.771배(OR=0.771, 95%CI=0.65-0.913) 낮았다.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식습  유형에 따른 비만 특성을 악함으로

서 노인 비만에 향을 미치는 식습 에 해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in accordance
with the elderly's food consumption frequency and patterns. Methods: The source of this study was based on raw 
data from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1, V-2, V-3). The 
subjects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5742 people were in the fin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lderly's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ir sex, food consumption
frequency, smoking, and spouses. Moreover, subjects without dinner consumption had 0.658 times lower possibilities
of obesity. In addition, consumption of three meals a day will be obesity 0.771 times lower than that of one or two 
meals a day(OR=0.771, 95%CI=0.65-0.913). Conclusion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obesity depending on the elderly's eating habits and finally to present the baseline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dietar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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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수 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문제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1]. 우

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1970년 3.1%

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 에 이를 것으로 망이다 [2]. 인구의 고령

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와 의료비 부담의 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건강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노인 건강 문제의 해결이 

 사회의 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3]. 이와 같

은 노인 인구의 건강 문제 에서, 노인 비만 인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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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인해 그와 련된 당뇨병, 고 압, 심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주요 노인 건강문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상된다[4]. 
비만의 경우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부분의 개발도

상국에서도 그 유병율이 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수 의 향상  서구화 된 

식생활 습 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5].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노인 비만 련 요인들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며[6], 그나마 연구들

이 일부 농 지역 노인만을 상으로 하 거나[7], 체

 향 요인에 을 둔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을 뿐

이다[8, 9]. 노인을 상으로 하는 식생활의 국내연구를 

보면 식품섭취패턴[10]과 인구 사회 ·경제  요인, 주

 건강상태 등과 련된 것들이 있다[11-15].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만성질

환의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다. 한 독거노인이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분은 사회경제상태가 하

되어 있고 운동, 양 등 다양한 요인에서 건강을 

받고 있는 실이다. 그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여생을 

한 다양한 변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노인의 식습 에 련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로 비추어보아, 노인의 식습 이 비만과 어떻게 

련이 되는가에 한 연구는 필요한 상태이며 식습  

에서도 식사의 규칙성  식사시간과 비만과의 향성

에 한 결과는 추후 비만 재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 인지기능이 하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다소 어

려운 칼로리 계산방법보다 스스로 재가능하고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5기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식습 을 악한 후 신 비만 

 복부 비만에 련 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노인의 식생활 지도와 건강 개선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아침, 심, 녁 식사의 

유무  세 끼 식사가 신 비만 그리고 복부 비만과 어

떠한 련이 있는지 악함으로서 그에 따른 건강증진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 5
기(2010-2012)의 원시자료(raw data)를 이용하 다

[16-18]. ‘국민건강 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
조에 근거, 국민의 건강과 양 상태를 악하기 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 리본부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 규모의 국가사업이며, 매년 192개 지역의 20가구

를 층화집락추출방식을 통하여 약 3,800가구를 선정한

다.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조사 상자로 선정

하며, 조사 분야로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이 지는 검진

조사  건강 설문 조사가 있으며, 한 상가구를 직

 방문하여 실시하는 양조사가 있다. 연구 자료는 공

식 인 차에 따라 질병 리본부로부터 수집되었으며, 
개인정보는 연구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보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2012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참

여자  65세 이상 성인 상자 5,742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정하 다. 

2.3 변수의 정의

2.3.1 종속변수

신 비만은 신체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신체계측에서는 신장, 체 , 체질량지수 [이하 BMI, 
body mass index:체 (kg)/신장(m)2]를 함께 측정하

으며, 피조사자들은 얇은 옷만 입은 상태에서 신장은 신

장계 225(독일 SECA사)를 이용하여 0.1 cm까지, 체

은 GL-6000-20 (카스코리아)을 이용하여 0.1 kg까지 

측정하 다. 
체질량지수는 [체 (kg)/신장(m)2]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WHO의 기 에 따라서 체질량지수(BMI)
가 25 kg/m2 이상 나올시 비만으로 진단하 다. 그리고 

복부 비만은 허리둘  (Waist Circumference: 이하 

WC)의 신체계측자료를 이용하 으며, 측정은 상자

의 간겨드랑이 선에서 지 되는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의 상단 부 , 두 의 간지 을 수성 펜으로 

표시한 후 조사를 받는 상자가 숨을 내 쉰 상태에서 

SECA 200(독일 SECA사)을 이용하여 0.1 cm까지 WC
를 측정하 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 가 102 cm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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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88 cm 과인 경우 복부 비만으로 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신 비만과 복부 비만이 없

는 경우 정상군으로 정의하 다.

2.3.2 독립변수

아침식사, 심식사, 녁식사 유무는 검사 당일을 

기 으로 조사 2일 과 조사 1일 의 아침, 심, 녁 

식사여부에 해 질문하여 연구 상자가 회상하는 방

식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라 아침을 이틀 다 먹

은 경우는 아침을 먹는 군으로 분류하 고, 아침을 이틀 

다 먹지 않았거나 이틀  하루만 식사한 경우는 아침

을 먹지 않는 군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심식사와 

녁식사도 아침식사분류와 동일하게 분류하 다. 한 1
일 식사 횟수와 련하여 ‘당신은 지난 이틀간 식사를 

어떻게 하 습니까?’라는 질문에 해 기술된 것을 바

탕으로 하루에 세 끼/두 끼/한 끼로 나 어 구분하 다. 

2.3.3 통제변수

2.3.3.1 인구사회학  요인

식사 패턴에 따른 인구사회학  요인을 살펴보기 

해 보건의식행태조사 항목에 포함된 연령, 성별, 교육 

수 , 소득수 , 결혼상태, 건강 행태를 이용하 다. 교

육 수 은 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졸업 이하 / 고

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 다. 
소득 수 은 ‘월 가구 균등화 소득’(월 가구 소득/√가

구원수)을 성별, 연령별(5세 단 )로 계산한 값을 하

(Q1)/ 하(Q2)/ 상(Q3)/상(Q4)의 4분  변수로 구분

하 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 이혼  별거, 사별, 미혼

의 네 변수로 정하 으며, 생활습  설문지를 기 로 흡

연 여부는 흡연력 유무에 따라 재 상태를 기 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 었다. 음주 빈도는 비음주자 

(≤ 1 g/day), 보통 음주자(1-29.9 g/day), 고 험 음주

자 (≥ 30 g/day)로 구분하 다. 운동 여부는 등도 신

체활동이 주 3회 이상인 경우를 운동군으로, 나머지를 

비운동군으로 분류하 다.

2.3.3.2 질병 험 인자  질병 유병률

식사 패턴에 따른 체 인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병

율  비만도를 악하기 해 신장, 체  등의 신체계

측 자료와 액의 생화학  수치를 이용하 으며, 그 결

과를 통해 질병의 유병율을 산출하 다.

신체 계측  액검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신체 계측은 종속 변수에서 측정한 신장 (cm), 체  

(kg), BMI (kg/m2), WC와 함께 압(Blood Pressure: 
이하 BP)등을 측정하 다. 압은 고 압의 한 객

인 평가를 해 4 cm높이의 팔 받침을 여러 개 사용

하여 상자의 팔 높이를 심장높이에 맞춰(평균 팔 높

이: 남자 83 cm, 여자 81 cm) 수축기  이완기 압수

치를 함께 측정하 다. 그리고 총 세 번의 측정이 이루

어진 후 측정값  2차와 3차 측정값의 평균으로 최종 

압을 산출하여 고 압의 유병 여부를 단하 다. 측

정기계는 아네로이드 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하 다.
액 검사는 정확성을 해 조사 날 녁 7시 이후

부터 식(물, 보리차, 생수 가능) 하고 조사 당일에는 

물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지시하 다. 그리

고 당뇨  사 증후군의 평가를 해  총 콜 스

테롤(Total Cholesterol: 이하 TC), 성지방

(Triglyceride: 이하 TG), 고 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 이하 HDL), 인슐린 항성(Fasting Blood 
Sugar: 이하 FBS), 당화 색소(HbA1c) 수치를 측정하

고, 측정기기는 ADIVIA650(Siemens/USA)를 사용

하 다. 측정치에 따라 사증후군  당뇨의 유병율을 

산출하 고, 우선 사증후군의 유병율을 산출하기 

해 사증후군의 5가지 증상( FBS [110 mg/dl 이상], 
WC [남성 90 cm 과, 여성 85 cm 과], TG [150 
mg/dl 이상], HDL [남성 40 mg/dl,, 여성 50 mg/dl 미

만], 이상 압 [수축기 130 mmHg, 이완기 85 mmHg 
이상])으로 유병율을 산출하 다. 다섯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증후가 있으면 사증후군으로, 2가지 이하면 

정상으로 별하 다. 한 당뇨의 유병률을 산출하기 

해 FBS과 HbA1c의 수치를 사용하 다.

2.4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해 기술 분석하 다. 그리고 각 종속변수들의 상 성을 

알아보는 이변량 분석방법으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

다. 한편 식사패턴과 신 비만, 복부 비만과의 향

요인을 알기 해 다변량 분석방법으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OR, odd ratio)와 95%신

뢰구간 (CI: confidential interval)에서의 교차비의 범

를 구하 다. 모든 자료 분석의 도구로는 SAS 9.3 Ver.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고,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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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l Patterns (per 1 day)

1 time 
(N=96)

2 times 
(N=825)

3 times 
(N=4821) p

   Age   Year 69.3±0.8 69.6±0.3 69.9±0.1 0.5299

   Gender   Male 33.5(6) 34.8(2) 45(0.8) <.0001*

   Marital status   Married 55.8(6.2) 58.8(2.4) 71.8(0.9) <.0001*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27(5.6) 18.6(1.9) 22.4(0.9) 0.1244

   Income   ≤ Q3 48(6.2) 47.1(2.3) 43(1.2) 0.1847

   Smoking   Current 17.6(5.3) 15.9(1.6) 11.9(0.6) 0.0297**

   Drinking   ≥ 30g/day (Heavy) 18.4(4.6) 10.5(1.3) 9.7(0.5) 0.0557

   Exercise   3 times/weeks 11.6(3.7) 13.3(1.5) 15(0.7) 0.4539

   HTN   Yes 61.6(6.3) 63.5(2.1) 61.5(1) 0.695

   DM   Yes 20.5(4.7) 20.4(2) 20.1(0.7) 0.9873

   MS   Yes 49.7(6.5) 55.8(2.4) 50.3(1) 0.1028

   Obesity   BMI (kg/m2) 24.1±0.4 24.4±0.1 23.8±0.1 0.0007**

  ≤ 25 kg/m2 39(5.8) 43(2) 33.5(0.9) <.0001*

   Abdominal Obesity   WC (cm) 84.2±0.9 85±0.4 83.9±0.2 0.0599

  Male < 102 cm, Female < 88 cm 54.7(5.9) 55.2(2.4) 48.9(1) 0.0238**

  * p <.0001
 ** p <.05
*** BMI(body mass index: kg/m2), WC(waist circumference: cm), HTN(hypertension: mmHg), DM(diabetes mellitus), MS(metabolic syndrom),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SAS SURVEY procedure를 이용하 다. 통계  유의

성은 p<0.05일 때 통계학  의의가 있다고 정의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는 총 5,742명이며,  65세 이상의 노

인을 상으로 분석하 다. 식사 규칙성에 해 한 끼, 
두 끼, 세 끼의 총 세 그룹으로 나 었을 때, 성별, 흡연, 
배우자 유무, 신 비만. 복부 비만, BMI에서 유의한 결

과를 보 다 [Table 1].
                                        

3.2 식습관 및 식사횟수 특성에 따른 전신 비

만 및 복부비만 

본 연구 5,742명의 상자  식사 패턴에 따른 신 

비만과 복부 비만과의 계를 살펴보았다.
심 식사와 녁 식사에서는 신 비만과 복부 비만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고, 식사 횟수는 신 비만과 

복부 비만에서 둘 다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우선 신 

비만 유무로 두 군을 나 어 살펴본 결과 심 식사, 

녁 식사, 식사 횟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우선 ‘
심을 먹는다’ 라고 답한 응답비율이 정상군일 경우 

92.4%, 신 비만군일 경우 89.3%로 나타나 심을 먹

는 사람들의 비율은 신 비만이 아닌 군에서 높았고, 
녁 식사 여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군일 경우 

95.2%가 녁을 먹고, 신 비만군인 경우는 93.1%가 

이에 해당하 다. 
식사 횟수에서도 식사를 세 끼 모두 먹는 사람의 비

율이 정상군(84.6%)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 으며, 
신 비만군(78.9%)과 비교하여 정상군에서 식사를 규칙

으로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복부 비만의 경우 녁 식사 유무와, 식사 횟수에서 

유의한 계를 나타내었는데, 녁 식사의 경우 정상군

에서는 녁 식사를 하는 비율이 95.4% 고, 복부 비만

군에서는 93.6%로 나타나 녁식사를 하는 사람이 정

상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 횟수의 경우 

신 비만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규칙 으로 하는 상

자의 비율이 정상군에서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정

상군에서는 84.4%가 세 끼를 규칙 으로 섭취하 고 

복부 비만군에서는 80.8%가 세 끼를 규칙 으로 섭취

하여 식사의 규칙성이 신비만과 복부 비만에 둘 다 

깊은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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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evalence of Obesity &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Meal consumptions

　　Variables
Obesity Abdominal Obesity

No Yes p No Yes p
 Breakfast 94.8(0.5) 93.6(0.7) 0.1049 94.5(0.5) 94.2(0.6) 0.6805
 Lunch 92.4(0.6) 89.8(0.9) 0.0055** 92.5(0.7) 90.6(0.8) 0.0701**
 Dinner 95.2(0.5) 93.1(0.7) 0.0064** 95.4(0.5) 93.6(0.6) 0.0251**
 Meal patterns(per 1 day) <.0001* 0.0238**

1 1.9(0.3) 2.2(0.4) 1.8(0.3) 2.2(0.3)
2 13.5(0.7) 18.9(1.1) 13.8(0.9) 17(1)
3 84.6(0.8) 78.9(1.2) 　 84.4(0.9) 80.8(1) 　

 * p <.0001
** p <.05

Table 2. Distribu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ietary behavior in Obesity & Abdominal Obesity

3.3 식사 횟수에 따른 전신비만 및 복부비만 

유병율

상자의 신 비만과 복부 비만과 식사 횟수를 그림

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상자를 복

부 비만군, 신 비만군, 복부  신 비만군, 정상군으

로 나 어 총 네 개 군의 식사 횟수에 해 살펴보았고 

결과는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복부 비만군과 정상군의 식사 패턴을 살펴보면 복부 

비만군의 식사 패턴은 세 끼를 다 먹는 비율이 83.8%로 

정상군에 비해 1% 낮았고, 두 끼를 먹는 비율은 0.9% 
높았으며, 1끼를 먹는 군은 0.2% 높았다. 신 비만군

과 정상군을 비교했을 때에도 신 비만군 세 끼 식사

율은 78.8%로 정상군(84.9%)에 비해 6.1% 낮은 것으

로 나타났고, 두 끼 식사율은 6.2%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부 비만과 비슷한 패턴을 보 다. 하지만 한 끼 식사

율은 오히려 정상군에 비해 0.1%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복부  신 비만

군과 정상군의 세 끼 식사율에서는 복부  신 비만

군이 6.0%로 낮은 세 끼 식사율을 보여주었고, 두 끼 

식사율은 5.5% 높았다. 그리고 한 끼 식사율도 정상군

에 비해 0.5% 높아 정상인에 비해 불규칙 인 식사가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4 식습관이 전신 비만 및 복부 비만에 미치

는 영향 

상자의 식습 이 신 비만  복부 비만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일련의 독립변수를 통제하는 분

석방법인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Model 1은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 고, 
Model 2는 나이, 성별, 흡연, 고 험음주, 운동, 교육 상

태, 소득, 동거 여부 등을 보정하 다. 그리고 Model 3
은 Model 2의 보정변수를 동일하게 보정하고 건강 변

수인 당뇨  고 압을 보정하여 비만에 미치는 혼란변

수를 보정하 다. 식습 을 보면, 신 비만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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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esity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Breakfast 0.82 
(0.613,1.098) 0.1821 0.829 

(0.614,1.119) 0.22 0.85 
(0.606,1.193) 0.3481

 Lunch 0.756 
(0.59,0.969) 0.0273 0.753 (0.589,0.963) 0.0238 0.791 

(0.606,1.032) 0.0841

 Dinner 0.688
 (0.522,0.906) 0.0078 0.697 

(0.527,0.922) 0.0114 0.658 
(0.482,0.898) 0.0084

 Meal patterns (per 1 day) 0.766 
(0.656,0.893) 0.0007 0.767 

(0.657,0.894) 0.0007 0.771 
(0.65,0.913) 0.0027

　 Abdominal Obesity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Breakfast 1.084
 (0.79,1.488) 0.6171 1.08 

(0.773,1.509) 0.6502 0.991 (0.684,1.436) 0.9633

 Lunch 0.864 (0.655,1.139) 0.2998 0.857 (0.650,1.129) 0.2716 0.913 (0.681,1.224) 0.5429
 Dinner 0.745 (0.546,1.017) 0.064 0.754 (0.553,1.028) 0.0741 0.775 (0.560,1.072) 0.1236
 Meal patterns (per 1 day) 0.898 (0.757,1.067) 0.2217 0.897 (0.753,1.067) 0.2196 0.901 (0.747,1.088) 0.2788
Reference variables : Breakfast(no), Lunch(no), Dinner(no), Meal patterns(1time+2times)

  * Model 1 : Adjusted gender, age
 ** Model 2 : Adjusted gender. age, smoking, drinking, exercise, education, income, spouse
*** Model 3 : Adjusted gender. age, smoking, drinking, exercise, education, income, spouse. DM, HTN

Table 3. Odds ratios (95% CIs) for Obesity &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Dietary behavior

향에 하여 아침식사와 심 식사에서는 유의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녁 식사유무와 식사 횟수에서

는 유의한 결과를 보 다. 하지만 복부 비만에서는 유의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분석결과인 Model 3에서 녁 식사 여부를 살

펴보면, 식사를 한 군이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0.65배 다. 식사 횟수를 살펴보면 식사를 한 끼

와 두 끼를 먹는 군 비 세 끼를 먹는 군이 비만이 될 

확률이 0.77배로 보여 식사를 규칙 으로 할수록 비만

이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비만은 Model 1, Model 2, Model 3 모두 유의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노인의 식사 패턴과 련하여 

신 비만은 련이 있으나 복부 비만은 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5기  만 65세 

이상 노인 5,742명을 상으로 일반  특성, 식사횟수

에 따른 복부 비만  신 비만, 아침· 심· 녁식사의 

유무와 식사 횟수에 따른 복부 비만  신 비만과의 

련성을 알아보았다. 

노인의 일반  특성을 보면 식사 횟수와 련하여 성

별(p<.0001), 흡연(p=.0297), 배우자의 유무(p<.0001), 
신 비만(p<.0001), 복부 비만(p=.0238), BMI(p=.0007)

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일반  특성이자 인구사회

인 변수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식사 횟수는 증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19-21]와 비교해보니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과 달리 본인

스스로 식생활을 리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횟수와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독거노인은 식

품구매나 식사 비에 어려움이 따르며 사회  고립에 

따라 섭취하는 식품의 가짓수도 어지게 되고 식욕 감

퇴  편식하는 식습 으로  양학 인 불균형을 래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자의 신 비만, 복부 비만, 식사의 유무, 식사 

횟수에 따라서 유의한 결과가 있다. 신 비만군에서 

심(p=.0055), 녁 식사(p=.0064)의 유무, 식사횟수

(p<.0001)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었지만 복부 

비만군에서 녁 식사(p=.0251)의 유무, 식사 횟수

(p=.0238)만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이로써 아침 식사 

유무는 노인 비만과 련성이 었고 녁식사 유무는 

한 연 성이 있었다[28]. 선행연구[29-30]를 보면 

꾸 한 삼시 세끼를 먹는 사람들이 비만인 경우가 다

고 나온다. 한 끼 식사의 결식은 다음 식사 때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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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게 되며 이러한 결식이 반복되면 에 지를 장

하려는 쪽으로 우리 몸이 반응하여 체내에 체지방이 쉽

게 비축되게 되는데 결식은 과식, 폭식, 간식으로 이어

져 과잉 열량을 섭취하기 쉬워져 비만의 유병율과 

하게 련되어 있다[22]. 녁을 먹지 않은 노인이 정상

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 으나 오히려 식사를 규

칙 으로 하여 다음 끼니의 과식을 방지하는 것이 정상 

체 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상군의 특성을 보면 신 비만군과 복부 비만군에 

비해서 세 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것으로 보

아 정상군은 비만군에 비해 세 끼를 잘 챙겨먹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칙 인 식사는 연, 주, 
규칙 인 운동과 함께 건강 생활 습 에 속하며 규칙

인 식사가 사람의 건강증진, 수명의 연장, 비만 방에 

련이 있다고 한다[23-25]. 
비만에 미치는 혼란 변수(나이, 성별, 흡연, 음주, 운

동, 교육상태, 소득. 배우자의 유무, 당뇨, 고 압)를 보

정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녁 식사 유무(p=.0084), 
식사 횟수(p=.0027)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반면, 복

부 비만은 식사 유무, 식사 횟수와 통계학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유 학  요인은 부분 변화시킬 수 없으므

로, 건강한 생활 습 을 유지하기 해서는 바람직한 식

습  는 생활습 을 가지도록 하여 최선의 양 상태

를 확보함으로서 노년에 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

병의 양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26]. 
비만으로 이한 건강상의 문제는 체 , 체지방 분포, 

성년기에 체 증가의 정도  비활동 인 생활양식에 

향을 받는다. 비만은 당뇨병, 고 압, 이상지질 증 

 심  질환과 연 성이 있으며, 인슐린 항성이 근

본 인 공통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질환에 따라 비만

과의 연 성은 조 씩 차지하고 있고 담낭 질환, 수면 

 무호흡증, 퇴행성 염, 고 요산 증, 통풍, 생식 

호르몬 이상, 수정 이상, 요통과 련하여 건강 험도

가 증가한다[27]. 
노년에 어들면서 삶의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노화

로 인한 체질 변화로 인해 노인의 건강 문제, 양상태

의 불균형으로 인해 노인 건강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노인 비만과 련된 식습 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식습  

유형에 따른 비만 특성을 악함으로서 노인의 식습  

변화를 통해 노인 비만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노인이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는 재 방안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을 상으로 인구통계학 , 사회경제  요인, 

식생활 환경 등에 한 분석이 부족하다.
2. BMI는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에 근육이 지방으로 치되는 노인의 특징이 반

되지 않으므로 비만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 로 이를 보완하고

자 하 다.
3. 향  연구가 아닌 단면연구로서 신 비만  

복부비만과 식습 의 련성은 제시했으나, 인과

계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48시간 내의 식습 에 한 회상법을 사용한 결과

를 변수로 사용함으로서 이틀의 기록이 일상식

(usual intake)으로 표하기는 부족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5기의 원시자료  

65세 이상 노인 5,742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자료

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  특성, 복부 비만, 
신 비만의 식사의 횟수  아침· 심· 녁식사 유무에 

따른 련성을 알아보았고, 식사의 횟수  아침· 심·
녁식사의 유무에 따라 신 비만  복부 비만에 미

치는 향을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노인의 비만 방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식사 횟수와 성별, 흡연, 배우자의 유무, 

신 비만, 복부 비만, BMI, 허리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 비만군에서 아침 식사 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녁 식사 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신 비만과 복부 비만에서 식사횟수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녁 식사를 한 경우에 비해 녁식사를 안한 경

우, 신 비만이 될 확률이 0.658배 낮았다

(OR=0.658, 95% CI=0.482-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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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 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한 끼, 두 끼를 챙겨 

먹는 경우보다 신 비만이 될 확률이 0.771배 낮

았다(OR=0.771, 95% CI=0.65-0.913).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노인 비만과 식습 이 한 연 성이 있는 것으

로 보아 보건소나 노인 학, 경로당, 양로원을 통

해 노인을 상으로 올바른 식습  교육을 실시하

여 올바른 식습 으로 인한 균형 잡힌 양소 섭

취를 장을 통한 노인을 한 건강 로그램을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노인 비만과 련된 식습 만을  

알아보았는데, 나이에 맞는 한 운동을 식이 

요법과 하게 병행하여 노인들이 체  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필

요하다.
3. 가족으로부터의 심 부족과 사회  참여의 한 

등으로 인한 정서 인 측변에 한 보상  식욕증

가 혹은 불규칙 인 식습  등을 고려하여 성인 

비만 치료와 다른 정서 으로 면 한 근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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