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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etary status of elderly people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and mid-arm circumference in order to provide individualized and efficient nutrition management ac-

cording to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elderly. Among the total 328 subjects, 72.2% were female, and the 

mean age and body mass index of the subjects were 76.5 years and 23.4 kg/m
2
,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of obesity degree was 47.9% for the normal group, 23.5% for the overweight group, and 28.7% for the obe-

sity group. The distribution of mid-arm circumference was 18.0% for the under-21 cm group, 37.2% for the 

21∼22 cm group, and 44.8% for the over-22 cm group. About 82.9% of the subjects were consumed at least 

three meals a day, and 67.8% of the subjects regularly ate alone. The responses for meal time, regular meal, 

and meal reduction for 3 months were highest in the 10∼20 min. (43.4%), yes (79.3%), and no (58.5%) 

group, respectively. The responses for eating alone were significantly highest in the overweight group (97.4%), 

followed by the normal group and obesity group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P＜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ference for five flavo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and mid-arm 

circumference. Among the dietary habits, 31.1% of all subjects ate milk and dairy products more than once a 

day, and the response for eating vegetables and fruits more than three times a day was highest in the 

over-22 cm group (61.9%) while the drinking rate was highest in the under-21 cm group (27.1%; P＜0.05). 

In conclusion, the degree of obesity was related to eating ability, and mid-arm the circumference was related 

with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nd drink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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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총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이미 

7.2%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노인인

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12.8%로 보고

되었으며,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

되고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 이에 따라 

노인기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가 사회적 이

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습

관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관리의 기

본 요소 중 하나는 올바른 식사이다. 식사는 일상에

서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적절히 공급하는 과

정으로, 올바른 식사는 특정 영양소의 과잉이나 결

핍이 없고 미량영양소가 적절히 포함된 균형된 식

사를 의미한다(Szponar & Rychlik 2002). 그러나 우

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

다수의 노인이 영양부족 상태이며, 도시 일부 계층

의 영양과잉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가 부족하여 균형 있는 식사

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ng & Kim 

2005; Yang & Bang 2008; Kim 등 2009; Ministry of 

Heale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노인은 신체기능의 생리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로 

인한 식욕부진, 활동량 감소, 치아 결손, 정신적 장

애 등으로 식사량이 감소되기 쉽고, 소화 및 흡수 

기능의 저하와 각종 질병에 의한 영양소의 체내 이

용률이 감소되어 영양불균형이 되기 쉬우며(Dweyer 

1993; Kim 등 2000), 체구성 성분의 변화로 인하여 

체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며 신

체기능 쇠퇴 및 만성질병의 발생 증가 등의 악순환

을 초래하게 된다(Drewnowski & Evans 2001). 

노인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영양불량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노인기의 또 다른 건강문제는 비만이

다. 노인은 영양상태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발생률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e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McNaughton 등(2012)은 비만과 이에 관련된 

식행동, 신체적 활동의 부족과 불량한 식사가 노인

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

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Sohn 등 2010). Reitz & 

Mayeux(2014)는 식품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저장 효

과를 강화시키는 생리적 적응 현상 때문에 저소득

층에서 비만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빈곤한 사람

들은 다양한 식품을 구입하기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서 열량이 높은 고지방 식품, 가공된 곡류, 설탕이 

많이 첨가된 식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

양불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비만

문제는 영양불량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노인에서의 영양불량은 정의와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식이섭취 패턴과 그로 인한 체구

성 성분의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기에 나타나는 체구성 성분의 주요 변화는 기

초대사율과 활동량이 저하되면서 체지방량이 증가

하고 동시에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

구성 성분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

키기 때문에 노인의 주요 건강지표로 사용되고 있으

며 특히 체지방량은 체질량지수로(Garrow & Webster 

1985), 근육량은 상완둘레로 손쉽게 평가되고 있다

(Falciglia 등 1988).

본 연구에서는 노인기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적

절한 맞춤식 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노인의 

신체 상태와 식생활 상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노인의 체지방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비만도와 근육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상완둘레에 

따라 식행동, 맛 선호도 및 식습관 등의 식생활 상

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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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충청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 참여 의

사를 밝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무

성의한 반응을 보이거나 복수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대상자와 조사 변수 중 체중, 신장, 상완

둘레가 결측된 대상자는 제외시켜 328명의 조사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

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NU IRB  

2014-25)을 받은 후 대상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받

고 Helsinki Declaration에 준하여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노인의 경우 자가 기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면

담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일반사항, 식

생활 상태, 활동 및 운동 상태로 분류하여 구성하였

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신장, 체중, 학력, 직업, 

상완둘레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상완둘레

(21 cm 미만, 21∼22 cm, 22 cm 이상)는 조사대상자

의 상완둘레를 줄자로 직접 측정한 후 해당되는 항

목에 체크하였다. 상완둘레의 분류는 1994년 타당도

가 확인된 후 2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 

개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노인용 간이 영양판정(the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의 상완위 둘레를 

평가 기준에 따라 21 cm 미만, 21 cm 이상∼22 cm 

미만, 22 cm 이상으로 분류하였다(Vellas 등 2006).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
2
)으로 나누어 산출하

였으며, 체질량지수가 18.5 kg/m
2
 미만은 저체중, 18.5

∼22.9 kg/m
2
는 정상체중, 23.0∼25.0 kg/m

2
는 과체중, 

25.0 kg/m
2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식생활 상태는 식행동을 평가하

기 위하여 식사빈도, 식사 준비자, 식사시간, 식사의 

규칙성, 식사량 감소, 식사 능력, 자가 영양상태 판

정의 7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맛에 대한 선

호도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에 대해 ‘매우 

싫어한다’ 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 5점까지 Likert 5

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하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식습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유 

및 유제품, 콩제품 및 달걀, 생선 및 고기, 과일 및 

채소, 술, 커피의 섭취상태의 8개 질문으로 구성하

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program(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각 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

였다. 비만도와 상완둘레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는 

비연속변수일 경우 χ
2
-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속변수

일 경우에는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ANOVA test 

결과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에는 Duncan’s test를 이용

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21.3%, 여자 78.7% 

였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76.5세, 체질량지수는 23.4 

kg/m
2
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55.1%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직업은 무직(37.8%), 전업주부(32.5%) 

순이었고 조사대상자의 92.9%는 집밖 외출이 가능

한 상태였다(Table 1). 비만도 분포는 정상군 47.9%, 

과체중군 23.5%, 비만군 28.7%였으며, 상완둘레 분

포는 21 cm 미만군이 18.0%, 21 cm 이상 22 cm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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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n (%)

Gender Male 70 (21.3)

Female  258 (78.7)

Age (years)  76.5±6.5
1)

Height (cm) 156.9±7.4

Weight (kg)  57.7±7.4

BMI
2)

 (kg/m
2
)  23.4±3.1

Education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178 (55.1)

Middle school 65 (20.1)

High school 54 (16.7)

≥College school 26 ( 8.1)

Current job Wife 105 (32.5)

Business 16 ( 5.0)

Office working 4 ( 1.2)

Farming 52 (16.1)

Others 24 ( 7.4)

No 122 (37.8)

Outside activity No activity 12 ( 3.7)

Only inside activity 11 ( 3.4)

Yes 303 (92.9)
1)

 Mean±standard deviation
2)

 Body mass index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by the degree of obesity and mid-arm circumference.

Variables Criteria
Total

 (N=328)

The degree of obesity 

χ
2
-valueNormal

1)

 (n=157)

Overweight
1)

 (n=77)

Obesity
1)

 (n=94)

Gender Male  70 (21.3)
2)

35 (22.3) 17 (22.1) 18 (19.2)  0.379

Female 258 (78.7) 122 (77.7) 60 (77.9) 76 (80.9)

Mid-arm circumference (cm) <21  59 (18.0)
2)

45 (28.7) 7 ( 9.1) 7 ( 7.5) 44.642***

≥21 and <22 122 (37.2) 69 (44.0) 27 (35.1) 26 (27.7)

≥22 147 (44.8) 43 (27.3) 43 (55.8) 61 (64.9)
1) 

Normal: 18.5≤BMI＜23.0, overweight: 23.0≤BMI＜25.0, obesity: BMI≥25.0
2)

 N (%)

***P＜0.001

만군 37.2%, 22 cm 이상군이 44.8%였다(Table 2). 비

만도와 상완둘레 간 성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상완둘레 분포는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여 상완둘레가 클수록 비만도가 높았다(P＜0.001).

2.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비만도와 상완둘레에 따른 식행동

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하루 3회 이상 식사한다

는 대상자는 전체의 82.9%였으며, 함께 식사하는 사

람은 혼자(67.8%), 배우자(17.3%), 자녀ㆍ친척ㆍ간호

사(14.9%) 순이었다. 식사시간은 10∼20분이 43.4%, 

식사의 규칙성은 그렇다가 79.3%, 최근 3개월 동안 

식사량 감소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았다. 혼자 식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93.3%였으나 비만도에 따라서는 과체중군

(97.4%), 정상군(94.9%), 비만군(87.2%) 순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스스로 평가한 영양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44.6%였으며 비만도와 상완

둘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맛에 대한 선호도

조사대상자의 비만도와 상완둘레에 따른 맛에 대

한 선호도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대상자에 있어 5가

지 맛에 대한 선호도는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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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behavio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and mid-arm circumference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Total

 (N=328)

The degree of obesity Mid-arm circumference (cm)

Normal
1)

 (n=157)

Overweight
1)

 (n=77)

Obesity
1)

 (n=94)

<21

 (n=59)

≥21 and <22

 (n=122)

≥22

 (n=147)

Meal frequency a day ≤Two  56 (17.1)
2)

30 (19.1) 13 (16.9) 13 (13.8) 15 (25.4) 20 (16.4) 21 (14.3)

≥Three 272 (82.9) 127 (80.9) 64 (83.1) 81 (86.2) 44 (74.6) 102 (83.6) 126 (85.7)

χ
2
=1.160 χ

2
=3.752

Person who prepares 

 meal

Oneself 219 (67.8) 102 (66.2) 51 (66.2) 66 (71.7) 38 (67.9) 82 (68.3) 99 (67.4)

Spouse  56 (17.3) 30 (19.5) 12 (15.6) 14 (15.2) 10 (17.9) 21 (17.5) 25 (17.0)

Sons, daughters, 

 relatives or nurse

 48 (14.9) 22 (14.3) 14 (18.2) 12 (13.0) 8 (14.3) 17 (14.2) 22 (15.7)

χ
2
=1.887 χ

2
=1.042

Spending time on 

 eating meal (min)

<10  52 (15.9) 25 (15.9) 10 (13.0) 17 (18.3) 12 (20.3) 17 (13.9) 23 (15.8)

10∼20 142 (43.4) 67 (42.7) 32 (41.6) 43 (46.2) 26 (44.1) 55 (45.1) 61 (41.8)

20∼30 111 (33.9) 54 (34.4) 29 (37.7) 28 (30.1) 18 (30.5) 39 (32.0) 54 (37.0)

≥30  22 ( 6.7) 11 ( 7.0) 6 ( 7.8) 5 ( 5.4) 3 ( 5.1) 11 ( 9.0) 8 ( 5.5)

χ
2
=2.120 χ

2
=3.472

Regular meal Yes 260 (79.3) 124 (79.0) 61 (79.2) 75 (79.8) 45 (76.3) 99 (81.2) 116 (78.9)

No  68 (20.7) 33 (21.0) 16 (20.8) 19 (20.2) 14 (23.7) 23 (18.9) 31 (21.1)

χ
2
=0.023 χ

2
=0.596

Reduction of meal 

 intake within three 

 months

Lots of reduction  42 (12.8) 18 (11.5) 13 (16.9) 11 (11.7) 6 (10.2) 17 (13.9) 19 (12.9)

A little reduction  94 (28.7) 51 (32.5) 16 (20.8) 27 (28.7) 19 (32.2) 41 (33.6) 34 (23.1)

No change 192 (58.5) 88 (56.1) 48 (62.3) 56 (59.6) 34 (57.6) 64 (52.5) 94 (63.9)

χ
2
=4.153 χ

2
=4.825

Eating ability Need some help 

 another person

 22 ( 6.7) 8 ( 5.1) 2 ( 2.6) 12 (12.8) 4 ( 6.8) 7 ( 5.7) 12 ( 8.1)

Eating alone 306 (93.3) 149 (94.9) 75 (97.4) 82 (87.2) 55 (93.2) 115 (94.3) 136 (91.8)

χ
2
=8.245* χ

2
=0.325

Nutritional status 

 self-assessed

Not good  61 (19.0) 29 (18.5) 12 (16.2) 20 (22.2) 12 (20.7) 25 (20.8) 24 (16.8)

Don’t know 117 (36.5) 62 (39.5) 23 (31.1) 32 (35.6) 28 (48.3) 38 (31.7) 51 (35.7)

Good 143 (44.6) 66 (42.0) 39 (52.7) 38 (42.2) 18 (31.0) 57 (47.5) 68 (47.6)

χ
2
=3.256 χ

2
=6.574

1) 
Normal: 18.5≤BMI＜23.0, overweight: 23.0≤BMI＜25.0, obesity: BMI≥25.0

2)
 N (%)

*P＜0.05

4.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비만도와 상완둘레에 따른 식습관

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한 번 이상 먹는 비율은 전체의 31.1%, 콩제품이나 

달걀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는 80.1%, 생선이

나 고기를 매일 먹는다는 27.4%, 커피를 마신다는 

54.9%로 비만도와 상완둘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채소 및 과일을 매일 세 번 이상 먹는 

비율은 상완둘레 21 cm 미만군(47.5%)과 21∼22 cm

군(47.1%)에 비해 22 cm 이상군(61.9%)이 유의하게 높

았다(P＜0.05). 반면 술을 마시는 비율은 상완둘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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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aste prefere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and mid-arm circumference of the subjects.

Tastes
Total

(N=328)

The degree of obesity Mid-arm circumference (cm)

Normal
1)

(n=157)

Overweight
1)

(n=77)

Obesity
1)

(n=94)

<21

(n=59)

≥21 and <22

(n=122)

≥22

(n=147)

Sweet 2.5±1.0
2)

2.5±1.0 2.6±0.9 2.4±1.1 2.6±0.9 2.3±0.9 2.5±1.1

F=0.77 F=1.89

Salty 2.2±1.0 2.1±1.0 2.3±1.0 2.1±1.0 2.3±0.8 2.1±1.1 2.2±1.0

F=0.45 F=0.66

Sour 1.5±0.9 1.4±0.9 15±1.1 1.5±1.0 1.6±0.8 1.5±1.0 1.4±1.0

F=0.82 F=0.32

Bitter 1.4±0.9 1.5±0.9 1.5±1.0 1.2±0.8 1.5±0.9 1.4±0.9 1.3±0.9

F=2.65 F=0.62

Hot 1.7±1.1 1.7±1.0 1.8±1.1 1.7±1.1 1.7±1.1 1.7±1.1 1.8±1.2

F=0.41 F=0.23
1) 

Normal: 18.5≤BMI＜23.0, overweight: 23.0≤BMI＜25.0, obesity: BMI≥25.0
2)

 Mean±standard deviation

cm 미만군이 27.1%로 21 cm 이상 22 cm 미만군 

(11.5%)과 22 cm 이상군(13.0%)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0.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개별 맞춤식 영양관리를 위

하여 노인의 비만도와 상완둘레에 따라 식행동, 맛 

선호도 및 식습관의 식생활 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은 과체중군, 정상군, 비만

군 순으로 높게 나타나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5). 채소 및 과일을 매일 세 번 이상 

먹는 비율은 상완둘레 22 cm 이상군이 가장 높은 

반면, 음주 비율은 상완둘레 21 cm 미만군이 가장 

높아 상완둘레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5).

2012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

면 65세 이상 노인의 체질량지수 25 kg/m
2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 비율은 34.2%로 65세 미만 성인의 

비만 비율 32.6%보다 높았다. 반면 노인의 저체중 

비율은 2.8%로 낮았으며, 체질량지수 18.5∼25 kg/m
2

로 평가한 정상체중 비율은 63.1%였다. 노화에 따라 

근육량 감소와 함께 체지방량 증가로 인해 신체조

성이 변화하는데, 특히 연령 증가에 따른 체지방량

의 증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Kyle 

등 2001). 본 연구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

율은 28.7%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아 일반적인 노인의 비만 패턴과 유사하였다. 

노인 비만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즉, 비만과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 당뇨

병, 암 발생률과 사망률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인지적 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Houston 등 2009),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노인에 있어 비만의 예방 및 

치료는 건강장수를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비만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지만 비만의 예방 

및 관리에 적용하고 수정 가능한 생활양식요인으로 

식습관, 신체활동, 좌식행동,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노인의 비만도에 따라 식생활 상태를 비교한 본 연

구에서 다양한 식생활요인 중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은 과체중군, 정상군, 비만군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횡단조사 연구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과 비만도 간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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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etary habi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and mid-arm circumference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Total

 (N=328)

The degree of obesity Mid-arm circumference (cm)

Normal
1)

 (n=157)

Overweight
1)

 (n=77)

Obesity
1)

 (n=94)

<21

 (n=59)

≥21 and <22

 (n=122)

≥22

 (n=147)

Eat milk or its products  

 more than once a day

Yes 101 (31.1)
2)

 47 (30.3) 21 (27.3) 33 (35.5) 17 (28.8)  41 (34.2)  43 (29.5)

No 224 (68.9) 108 (69.7) 56 (72.7) 60 (64.5) 42 (71.2)  79 (65.8) 103 (70.6)

χ
2
=1.405 χ

2
=0.856

Eat bean  products or eggs 

 more than twice a week

Yes 262 (80.1) 124 (79.0) 66 (85.7) 72 (77.4) 46 (78.0)  97 (79.5) 119 (81.5)

No  65 (19.9)  33 (21.0) 11 (14.3) 21 (22.6) 13 (22.0)  25 (20.5)  27 (18.5)

χ
2
=2.067 χ

2
=0.377

Eat fishes or meats everyday Yes  90 (27.4)  41 (26.1) 20 (26.0) 29 (30.9) 15 (25.4)  35 (28.7)  40 (27.2)

No 238 (72.6) 116 (73.9) 57 (74.0) 65 (69.2) 44 (74.6)  87 (71.3) 107 (72.8)

χ
2
=0.771 χ

2
=0.220

Eat fruit and vegetables 

 more than three times a day

Yes 176 (53.8)  80 (51.3) 48 (62.3) 48 (51.1) 28 (47.5)  57 (47.1)  91 (61.9)

No 151 (46.2)  76 (48.7) 29 (37.7) 46 (48.9) 31 (52.5)  64 (52.9)  56 (38.1)

χ
2
=2.939 χ

2
=7.021*

Drink coffee Yes 178 (54.9) 81 (51.9) 46 (59.7) 51 (56.0) 29 (50.9)  67 (55.8)  82 (55.8)

No 146 (45.1) 75 (48.1) 31 (40.3) 40 (44.0) 28 (49.1)  53 (44.2)  65 (44.2)

χ
2
=1.335 χ

2
=0.461

Coffee intake a week (cup) 5.8±4.7
3)

6.0±4.8 5.5±4.1 5.9±5.0 6.1±5.4 5.5±4.1 6.0±4.9

F=0.14 F=0.30

Drink alcoholic beverages Yes  49 (15.0)  25 (15.9) 11 (14.3) 13 (14.0) 16 (27.1)  14 (11.5)  19 (13.0)

No 278 (85.0) 132 (84.1) 66 (85.7) 80 (86.0) 43 (72.9) 108 (88.5) 127 (87.0)

χ
2
=0.212 χ

2
=8.443*

Drinking frequency a week 2.3±2.3 1.9±1.5 2.2±2.1 2.8±3.4 2.1±1.5 2.1±2.0 2.5±2.9

F=0.82 F=0.27
1) 

Normal: 18.5≤BMI＜23.0, overweight: 23.0≤BMI＜25.0, obesity: BMI≥25.0
2)

 N (%)
3)

 Mean±standard deviation

*P＜0.05

명할 수는 없으나 비만군에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낮아 노인 비만과 불량한 건강 상태로 

인한 식사 능력 상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제시되었다. 

노화는 대부분의 기능저하를 동반하는 신체적 변

화 현상이며,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가 감각기능의 

저하이다(Strehler & Mildvan 1960). 이에 따라 노인

에게 맛 감각의 손실이나 미각 기능의 이상이 흔하

게 일어나서(Finkelstein & Schiffman 1999) 식사 섭

취 저하로 인한 영양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령화에 따라 맛을 감지하거나 인지하는 한계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미각 민감도가 감소한다고 한다. Yoon 등(2007)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에 대한 초역치 

미각 강도가 20대에 비해 40∼50대 여성에게서 유의

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Chun & Yoon(2016)은 

연령 증가가 짠맛과 단맛의 미각 강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짠맛과 단맛 선호도가 높은 경

우 고혈압,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및 

단순 당류의 과다 섭취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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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노인들의 짠맛 및 단맛 선호에 대한 식

생활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자에 있어 5가지 맛에 대한 선호도는 단맛, 짠

맛, 매운맛, 신맛, 쓴맛 순으로 높아 노인이 단맛과 

짠맛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맛의 선호도는 비만도나 상완둘레와는 유의한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맛에 대한 초역치 

미각 강도를 비교하여 노인의 신체 상태와 맛 감각

과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저체중 비율은 3.3%로 낮고

(Ministry of Heale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본 연구에서도 

저체중 대상자는 없었다. 노화에 따른 주요 체구성 

성분의 변화는 체지방의 증가와 함께 근육량이 감

소하는 것이다.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는 체지방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근육량 상태를 정확하

게 평가하기 어렵다. 반면에 상완둘레는 골격과 근

육 및 피하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육과 피하지

방 상태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 대상자의 상완둘레가 클수록 체질량지수로 평

가한 비만도가 높게 나타나, 상완둘레는 노인의 비

만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체지방 

상태가 정상으로 유사한 정상군에서 상완둘레에 따

른 대상자의 분포는 근육량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완둘레는 과체중 이상의 노

인에서는 비만 지표도, 정상체중 이하의 노인에서는 

근육 상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상완둘레가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

과의 상관성이 입증된다면 노인의 다양한 건강 상

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있어 신체 상태를 손쉽게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상완둘레에 따라 식생활 상

태를 분석했을 때 채소 및 과일을 매일 세 번 이상 

먹는 비율은 상완둘레 22 cm 이상군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체근육 상태가 낮을수록 채소 및 

과일을 적게 먹고 음주 비율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

은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Kang 등

(2008)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단

백질이 부족한 영양부족 상태이며,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가 부족한 불균형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등(2015)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타민 D, 비타민 B2, 칼슘 등의 영양

밀도지수(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일 채

소류의 섭취량은 300.9 g으로 30∼40대의 331.9 g, 50∼ 

64세의 367.6 g에 비해 낮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노인기에는 저작기능이 감소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가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소 섭취는 비만, 혈중 지

질 및 혈압의 저하와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

인의 경우 비염장채소의 섭취가 적고 전통적인 밥

과 김치, 장아찌 중심의 염장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있어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위암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보고가 있다(Kwon 등 2009). 본 

연구에서도 상완둘레가 낮을수록 채소 및 과일류 

섭취 비율이 낮게 나타나 노인, 특히 상완둘레가 낮

은 노인에 있어 채소 섭취를 높일 수 있는 식사지

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상완둘레가 21 cm 미만군에서 

음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인의 생활습관 중 음주

는 노인의 영양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Han 등 1998). 알코올은 여러 가지 영양소

의 흡수, 운반, 이용을 저해하고 식이섭취에도 영향

을 주어 불균형한 식이섭취를 초래하고(Simko 등 

1982), 만성적인 음주는 혈중 지질의 상승, 지방간 

유발, 치매 등의 각종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다

(Schwarzinger 등 2017). 알코올에 대한 내성은 나이

가 듦에 따라 감소하여 알코올에 대한 부작용은 노

인기에 더 증가할 수 있는데(Han 등 1998), 본 연구

에서도 상완둘레가 낮을수록 음주 비율이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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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음주와 노인의 취약한 영양상태와의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고 영양섭취 상

태와 같은 다양한 식생활요인들을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에 있어 체지방 증가에 따

른 비만도와 식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비

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의 근육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구성 성분 감소에 따른 식생

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

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비만도와 함께 상완둘레에 

따른 식생활 상태를 비교하여 특히, 상완둘레는 채

소 및 과일 섭취, 그리고 음주 비율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신체 상태에 따른 

개별 맞춤식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노인의 

비만도와 상완둘레에 따라 식생활 상태를 비교 분

석하였다. 전체대상자 328명 중 남자는 21.3%였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76.5세, 체질량지수는 23.4 kg/m
2

였다. 비만도 분포는 정상군 47.9%, 과체중군 23.5%, 

비만군 28.7%였으며, 상완둘레 분포는 21 cm 미만

군이 18.0%, 21 cm 이상 22 cm 미만군이 37.2%, 22 

cm 이상군이 44.8%였다. 식행동 중 하루 3회 이상 

식사한다는 대상자는 전체의 83.2%였으며, 함께 식

사하는 사람은 혼자가 67.8%로 가장 높았다. 식사시

간은 10∼20분이 43.4%, 식사의 규칙성은 그렇다가 

79.3%, 최근 3개월 동안 식사량 감소는 없다가 

58.5%로 가장 높았다.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비율은 

과체중군(97.4%), 정상군(94.9%), 비만군(87.2%) 순으

로 높아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5가지 맛에 대한 선호도는 비만도와 상완둘레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단맛, 짠맛, 매운

맛, 신맛, 쓴맛 순으로 높았다. 식습관 중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한 번 이상 먹는 비율은 전체대상자

의 31.1%, 콩제품이나 달걀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 비율은 80.1%, 생선이나 고기를 매일 먹는 비

율은 27.4%, 커피를 마시는 비율은 54.9%로 비만도

와 상완둘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채

소 및 과일을 매일 세 번 이상 먹는 비율은 상완둘

레 22 cm 이상군이 61.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음

주 비율은 21 cm 미만군이 27.1%로 가장 높아 상완

둘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노인의 식생활 중 

비만도는 식사 능력과, 상완둘레는 채소·과일 섭취 

및 음주 비율과 관련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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