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4(1):2335, 2008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from Management Center for Health Promotion,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06
접수일 : 2007년 10월 17일, 채택일 : 2007년 12월 10일
†Corresponding author : Bok-Hee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 062)230-7721, Fax : 062)225-7726, E-mail : kimbh@chosun.ac.kr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공동 급식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급식사업 결과의 적용 방안 연구

허영란1·신준호2·김경선3·김복희3†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1·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2·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mmunity-based Meal Program 
Model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

YoungRan Heo1  ․ JunHo Shin2  ․ KyungSun Kim3  ․ BokHee Kim3†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1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2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3

ABSTRACT

Improved nutritional intake contributes to maintaining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population and 
also reducing individual and social medical costs. Most of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 for elderly, such as 
congregate or home-delivered meal programs, are not currently serviced in rural communities mainly due to 
low cost efficiency of program operation. However, the needs and necessity of such programs are presumed 
to be higher in rural area where the population density of elderly at nutritional risk is relatively hig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mmunity-based meal program for the rural elderly. In 
2007, four rural communities located in Jeon-Nam province were selected and the pilot meal program was 
applied for three months. Following are key features of the meal program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1) 
meal production and service are operated by elderly participants to overcome the voluntary personnel shortage, 
2) utilization of locally-produced foods is maximized to reduce the meal cost, 3) traditional cooking methods 
are applied to adjust the food preference of elderly, and 4) foods are serviced on site to minimize the food 
safety problem possibly caused by delivery process. The pilot programs resulted in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of participating elderly. The community-based meal program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effective nutrition and health intervention model for the rural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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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 국민
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증가되면서 노인인구 비
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었다. 평균수명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70세를 넘어섰으며, 인구분포에 있어서
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0년 4.7%에
서 2006년도에는 9.5%로 증가되어 노령화사회로 이
행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은 다른 
선진 국가에서 나타났던 노령화 양상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초고령화 구조로 변화되고 있
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된다(1).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1970년대 도
시화 현상과 맞물려 젊은층의 이동이 커지면서 노
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에서 노령인구 증가율은 1975
년 2.3%, 1985년 3.0%, 1995년 4.3%, 2000년 5.5%로 
나타났으나, 동일 기간에 농촌에서 증가율은 4.6%, 
6.8%, 11.8%, 14.7%로 매우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전국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 보건통계조사의 
하나인 국민건강 ․ 영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노인층의 영양섭취상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섭취가 부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은 권장량의 60% 내외에 불
과했으며, 이들 3가지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권장량
의 75% 미만에 해당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2,3).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
우는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
신적 불안정이 가중되어 식품 섭취량이 감소되고 
전반적으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4,5). 노인에서 식품섭취 양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자보다는 여자노인에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
을수록(6),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지
역에 거주하는 경우(3,7,8), 독거 혹은 배우자와 사별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조리 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 
부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식욕부족, 결
식, 외식기회 부족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9,10). 그러나 노인에서 적절한 영양섭취는 
일차적으로는 질환 발생을 예방할 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노인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경제적 비용절감 효
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 자료와 국민건
강 ․ 영양조사에서 도출된 10개 영양소에 대한 영양
섭취적정도(MAR)만을 변수로 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양섭취적정도를 현재 0.7에서 0.9로 
향상시킬 경우 약 7,000~10,000원/월, 1.0으로 향상시
킬 경우에는 12,000~18,000원/월 수준의 경제비용효
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01년 기준). 
질병 유병율 또는 의료비용 등 더 많은 분석변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노인에서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경제적 편익 효과는 훨씬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
다(11). 

노인을 위한 급식서비스는 수혜대상에 따라 시설
입소노인과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
다. 이중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프로그램으로는 지정
된 장소에서 함께 식사하는 회합형 급식(congregate 
mealse)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식사를 배달
하는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home-delivered 
meals)가 운영되고 있다(12).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관되어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
나, 그 수요에 비해 급식서비스 제공 규모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3). 현재 노인 급식프로그램은 운
영에 따른 예산지원과 인력확보의 문제로 인해 농
촌지역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
다(14-16).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은 높은 반면에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 인구학적 특성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요구
는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특
성에도 불구하고 노인 급식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1) 도시지역과 달리 주
거지역이 밀집되어있지 않은 분산된 지리적 특성으
로 인해 노인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배달서
비스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2. 시범사업을 위한 식단 개발

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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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2) 주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3) 농작물이 생산되
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유통업체가 영세하거
나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식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제약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
서도 다양한 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위해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가계소득지원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영양중재 프로그램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결과 저소득층 노인 인구비율을 크게 줄이는 효
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또한 영양부족 위
험도가 높은 노인의 영양개선을 위해 Older 
Americans Act를 제정하고 Elderly nutri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으며, 급식제공과 함께 home health aid 
services, transportation, physical activity program 등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8). 중앙정부에서는 food stamp, commodity 
supplemental program, child and adult care program,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medical nutrition 
therap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19, 
20),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
비용 절감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22). 

고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더욱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에
서는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적, 지리적, 구
조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파악되었으며, 이를 보완하
여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노
인을 위한 맞춤형 공동급식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
하고자 했으며, 도시락 배달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제

기된 고비용 및 급식 안전성 확보 문제와 경로당급
식에서 지적된 자원봉사인력의 확보 문제 등을 보
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23).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자조형 공
동급식을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급식사업을 실시하
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급식 식단 개발, 주
민 자치적인 급식 운영, 급식메뉴에 대한 주민 기호
도 조사,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 포커스그룹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범급식을 운영하는 과정
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급
식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 4개 마을에 거
주하는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
은 70.1세로 나타났다. 사업지역은 본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지역 내 보건소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 4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지역 
노인들의 건강 및 영양 상태 평가를 위해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분석 자료의 일부는 시범급식의 식단개발 
시 활용하였다. 시범급식사업은 2007년 2월 13일부
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는 형
태로 이루어졌으며, 급식은 일주일에 5일을 기본 주
기로 제공하였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
았다. 시범급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시범사업 기간에 제공된 식단은 의료기관에 근무
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영양사에게 개발을 의뢰



3. 급식메뉴에 대한 기호도 조사

4.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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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급식사업 지역 및 대상자 선정
   - 시범급식사업 지역 및 대상자 선정
   - 지역 주민의 건강․영양실태 조사/분석

시범급식사업(안) 개발 및 적용
   - 시범급식사업을 위한 식단 개발
   - 급식용 식재료 공급 및 공급업체 관리
   - 급식 운영에 대한 점검 실시
   - 주민에 대한 조리 및 위생 교육

시범급식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제공된 급식메뉴에 대한 기호도 평가
  - 시범급식사업 운영에 대한 포커스그룹 평가
그림 1. 시범급식사업의 운영 체계 및 추진 내용

했다. 시범급식 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및 영양 
상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노인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영양소를 파악하여 반영
하였다. 식단개발 과정에서 고려했던 사항들로는 노
인의 영양섭취기준, 노인에서 섭취수준이 낮은 것으
로 확인된 문제 영양소, 다양한 식품 구성, 소화가 
용이한 조리방법 등이었다.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24)에 제시된 노
인의 1일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기준의 1/3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역 
노인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와 국민건강 ․ 영양조사 
결과(25)를 토대로 노인들에서 가장 섭취량이 낮고 
영양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영양소들로는 리보플라
빈, 엽산, 티아민 및 칼슘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영양소에 대해서는 섭취권장기준의 40~50% 이
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목표를 높게 설정하
였다. 다양한 식품구성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영
양소별 급원식품, 다빈도식품, 다소비식품 등을 고
려하여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였다. 노인기의 저하된 식욕과 소화능
력을 감안하여 메뉴의 조리법은 부드러운 질감이 
나도록 구성했으며, 오랜 기간 식습관을 반영하여 
친숙한 전통조리법을 이용하였다. 

이상에서 검토된 사항들을 토대로 총 10주간의 

급식식단이 개발되었으며, 기본적인 구성은 10일 주
기의 식단형을 토대로 국, 밥, 주찬 1가지, 보조반찬 
2가지, 간식을 기본 패턴으로 했으며, 김치는 자체 
공급하도록 했다. 주찬류에는 육류, 가금류, 어류 및 
난류 등 동물성 식품을 재료로 한 구이, 조림, 볶음
류로 하고 부찬류는 채소를 재료로 한 숙채, 생채 
및 무침류를 포함시켰으며, 후식으로는 과일, 주스, 
떡, 빵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주 1회 정도 일품요
리와 같은 특식을 포함시켜 식단에 변화를 주었다. 

급식이 제공된 마지막 주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
사업 동안 제공된 음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급식메뉴는 탕류 7종, 국류 
29종, 조림류 18종, 전류 6종, 구이류 5종, 볶음류 16
종, 찜류 12종, 숙채류 9종, 생채류 9종, 일품요리 및 
기타 14종 등 조리법에 따라 구분하였다. 중복 제공
된 음식에 대해서는 공급횟수에 관여하지 않고 1종
으로 포함시켜 총 159종의 음식 및 식품에 대해 좋
아한다, 보통이다, 싫어한다의 3점 스케일로 조사하
였으며,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급식메뉴에 대한 주민 기호도 분석과 함께 시범
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
식운영을 담당한 4개 마을 주민 대표 18명을 대상
으로 포커스그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시도한 급식모형이 주민 스스로 급식을 준비하
고,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중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식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조형 급식모형을 기
본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급식모형이 성공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
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에 대한 포커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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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실시되었다. 포커스그룹에 대한 조사내용
은 식단구성에 대한 만족도, 식재료의 검수, 음식의 
조리방법에 어려움, 반찬의 적정 희망 가짓수, 조리
시간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자료, 급식메뉴에 대한 
기호도, 포커스그룹의 설문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요인에 따른 그룹별 차이는 t-test와 x2 검정을 실시
하였다.

급식에 참여한 대상자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남자 35명(29.2%), 여자  85명(70.8%), 전
체 120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50대 미만
이 6명, 50대는 15명, 60대는 45명, 70대 이상은 54명으
로 각각 나타났다. 

시범급식에 참여한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되었으며,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사는 형태이지만, 여성 노인에서
는 혼자 사는 경우가 26.7%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
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독거노인에서 영양
섭취상태가 훨씬 좋지 못하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3,4,7), 혼자 사는 여성 노인에서 영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은 86.6%
가 초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직업구성은 농업이 
69.2%, 무직 29.2%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소득은 대
부분이 한 달 기준으로 백만원 미만에 해당되었으
며, 개인별로 사용하는 용돈은 십만원 미만으로 나
타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좋다가 61.7%, 좋지 않

다가 25.8%였으며,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 
경우는 남자 68.6%, 여자 75.3%로 여자에서 다소 높
게 나타났다. 치아문제를 갖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8.3%였으며, 소화상태는 좋다가 67.5%, 좋지 않다
가 18.3%였으며, 평소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범급식에서 제공된 식단구성의 예를 표 3에 제
시하였다. 식단은 국, 밥, 주찬 1가지, 보조반찬 2가
지, 간식을 기본 패턴으로 했으며, 주기는 10일로 
정했다. 국은 탕이나 찌개류를 포함하였으며, 주찬
류에는 육류, 가금류, 어류 및 난류 등 동물성 식품
을 재료로 한 구이, 조림, 볶음류로 하고 부찬류는 
채소를 재료로 한 숙채, 생채 및 무침류를 포함시켰
으며, 후식으로는 과일, 주스, 떡, 빵 등을 제공하였
다. 또한 주기별로 일품요리와 같은 특식을 1회 포
함시켜 식단에 변화를 주었다. 

시범급식에 적용된 메뉴를 조리방법에 따라 분류
한 자료는 표 4와 같다. 탕류는 오리탕을 포함하여 
7종을, 국류는 된장국 등 29종, 조림류에는 생선 및 
채소 조림 18종, 전류는 해물 및 육류전 6종, 구이
류는 생선구이 5종, 볶음류는 육류와 채소 볶음 16
종, 찜류 12종, 숙채류 9종, 생채류 9종, 일품요리 및 
기타 14종이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의 경우 부재 
표 1.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 N(%)

전체
(N=120)

남자
(N=35)

여자
(N=85)

지역 지역 1  27 ( 22.5)  8 ( 22.9) 19 ( 22.4)

지역 2  25 ( 20.8)  9 ( 25.7) 16 ( 18.8)

지역 3  30 ( 25.0)  2 (  5.7) 28 ( 32.9)

지역 4  38 ( 31.7) 16 ( 45.7) 22 ( 25.9)

연령(세) < 50   6 (  5.0)  2 (  5.7)  4 (  4.7)

50 - 60  15 ( 12.5)  4 ( 11.4) 11 ( 12.9)

60 - 70  45 ( 37.5) 15 ( 42.9) 30 ( 35.3)

≥ 70  54 ( 45.0) 14 ( 40.0) 40 ( 47.1)

소계 120 (100.0) 35 (100.0)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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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일반 환경 요인별 특성 N(%)
사회경제 및 건강상태 요인 전체 

(N=120)
남자 

(N=35)
여자 

(N=85) p value

가족형태
혼자 산다  33 (27.5)  1 ( 2.9) 32 (37.6)

24.593***
부부만 함께 산다  64 (53.3) 30 (85.7) 34 (40.0)

자녀/친척과 함께 산다  22 (18.4) 4 (11.4) 18 (21.2)

기타   1 ( 0.8) -  1 ( 1.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4 (86.6) 23 (65.7) 81 (95.3)

30.688***
중학교  11 ( 9.2)  7 (20.0)  4 ( 4.7)

고등학교   2 ( 1.7)  2 ( 5.7) -

대학 이상   3 ( 2.5)  3 ( 8.6) -

직업
농업  83 (69.1) 26 (74.3) 57 (67.1)

1.213**무직  35 (29.2)  9 (25.7) 26 (30.6)

기타   2 ( 1.7) -  2 ( 2.3)

가구 수입
(1,000원)

< 1,000 110 (91.6) 31 (88.6) 79 (92.9)

5.339**1,000 - 2,000   8 ( 6.7)  2 ( 5.7)  6 ( 7.1)

≥ 2,000   2 ( 1.7)  2 ( 5.7) -

용돈
(1,000 Won)

< 100  99 (82.5) 24 (68.6) 75 (88.2)

8.599**
100 - 200   6 ( 5.0)  2 ( 5.7)  4 ( 4.7)

200 - 300   6 ( 5.0)  3 ( 8.6)  3 ( 3.5)

≥ 300   9 ( 7.5)  6 (17.1)  3 ( 3.5)

건강상태
좋다  74 (61.7) 20 (57.1) 54 (63.5)

3.171**보통이다  15 (12.5)  6 (17.1)  9 (10.6)

좋지 않다  31 (25.8)  9 (25.7) 22 (25.9)

만성질환의
보유 여부

한 가지 이상 있다  88 (73.3) 24 (68.6) 64 (75.3)
5.191**없다  32 (26.7) 11 (31.4) 21 (24.7)

치아상태 양호하다  14 (11.7)  6 (17.1)  8 ( 9.4)
0.286*양호하지 않다 106 (88.3) 29 (82.9) 77 (90.6)

평소 입맛
좋은 편이다  52 (43.3) 21 (60.0) 31 (36.5)

5.239**보통이다  38 (31.7)  7 (20.0) 31 (36.5)

별로 없다  30 (25.0)  7 (20.0) 23 (27.0)

평소 소화상태
좋은 편이다  81 (67.5) 29 (82.9) 52 (61.2)

5.158**보통이다  17 (14.2)  4 (11.4) 13 (15.3)

좋지 않다  22 (18.3)  2 ( 5.7) 20 (23.5)

평소 아침식사를 
하는지 여부

매일 먹는다 113 (94.2) 33 (94.3) 80 (94.1)

2.384**가끔 먹는다   6 ( 5.0)  2 ( 5.7)  4 ( 4.7)

안 먹는다   1 ( 0.8) -  1 ( 1.2)

평소 저녁식사를 
하는지 여부

매일 먹는다 110 (91.7) 32 (91.4) 78 (91.8)

2.384**가끔 먹는다  10 ( 8.3)  3 ( 8.6)  7 ( 8.2)

안 먹는다 - - -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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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범사업 시 제공된 식단 구성의 기본 형태와 적용 예
1주 월 화 수 목 금
국 배추된장국 쇠고기무국 콩나물국 돈등뼈감자탕 동태매운탕
밥 잡곡밥 잡곡밥 잡곡밥 잡곡밥 잡곡밥

주찬 수육 갈치고구마대조림 오징어숙회야채무침 병어양념찜 쇠고기야채볶음
보조1찬 두부부침 감자채피망볶음 달걀찜 잔멸치꽈리고추조림 느타리버섯무침
보조2찬 굴무생채 숙주나물 오이생채 호박 들깨나물 도라지생채

간식 귤, 호박떡 우유, 카스텔라 오렌지주스, 고구마 요구르트, 인절미 수정과, 해물파전
2주 월 화 수 목 금
국 두부새우젓국 돼지고기김치찌개 건새우미역국 북어계란국

해물칼국수밥 잡곡밥 잡곡밥 잡곡밥 잡곡밥
주찬 쇠고기장조림 조기구이 제육볶음 고등어무조림

보조1찬 도토리묵야채무침 두부양념조림 동태포전 토란들깨조림 쇠고기전
보조2찬 냉이된장나물 돈나물초무침 모듬야채쌈 콩나물무침 봄동겉절이

간식 요플레, 한과 식혜, 파래굴전 우유, 바나나 유자차, 찐감자 두유, 만주

표 4. 시범사업 시 제공된 식단의 조리법별 메뉴 구성 
조리법 음식명

탕 오리탕, 대구탕, 닭곰탕, 추어탕국, 돼지뼈감자탕, 새우젓동태매운탕, 메생이육개장

국
메생이국, 순두부국, 된장국, 보리된장국, 쑥된장국, 시래기된장국, 호박감자된장국, 아욱된장국, 냉이된장국, 배추된장국, 호박국, 
북어국, 북어무국, 두부국, 두부김치국, 미역국, 새알미역국, 콩나물국, 수제비국, 만두떡국, 바지락국, 어묵국, 쇠고기국, 새우국, 
쇠고기무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조림 삼치호박조림,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갈치감자조림, 갈치고구마대조림, 삼치무조림, 코다리무조림, 꽁치김치조림, 돼지고기조림, 
쇠고기장조림, 닭고구마조림, 연근조림, 토란조림, 감자조림, 깻잎조림, 두부조림, 멸치고추조림

전류 동태전, 해물전, 맛살팽이전, 두부전, 완자전, 쇠고기전
구이류 조기구이, 고등어구이, 꽁치구이, 가자미구이, 병어양념구이

볶음류 돼지고기볶음, 돼지고기버섯볶음, 쇠고기야채볶음, 닭갈비, 오징어볶음, 느타리버섯볶음, 어묵야채볶음, 미역줄기볶음, 
취나물볶음, 마늘쫑볶음, 감자볶음, 감자피망볶음, 잡채, 고추멸치볶음

찜류 쇠고기떡찜, 돼지갈비찜, 닭찜, 깻잎찜, 달걀찜, 만두찜, 양배추찜, 아귀찜, 조기찜, 코다리찜, 병어찜, 해물찜
숙채류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쪽파나물, 머위순된장나물, 미나리숙주나물, 표고버섯나물, 호박나물, 냉이나물
생채류 상추겉절이, 부추겉절이, 열무겉절이, 청경재겉절이, 봄동겉절이, 굴무생채, 오이생채, 콩나물냉채, 도라지생채

기타 김(양념장), 연두부(양념장), 주꾸미(초장), 야채쌈, 배추쌈, 달걀후라이, 달걀말이, 수육, 두부김치, 콩자반, 영양밥, 나물비빔밥, 
잔치국수, 해물칼국수

간식
파래굴전, 찹쌀지짐, 찐감자, 찐달걀, 군밤, 강냉이, 모나카, 깨강정, 모닝빵, 소보루빵, 땅콩, 약과, 롤케익, 찐빵, 만주, 전병, 
양갱, 바나나, 사과, 딸기, 배, 오렌지, 키위, 방울토마토, 식혜, 우유, 유자차, 두유, 요구르트,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매실음료, 
호상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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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7

2.4

2.1

   탕     국     조림     전     구이     볶음     찜     숙채     생채

전 체 남 자 여 자
그림 2.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호도 비교 

료가 달라진 경우는 동일 메뉴로 분류하였으며, 중
복해서 여러 차례 제공된 메뉴는 1종으로 분류했다. 
조리방법과 식재료 구성은 노인들의 식습관을 고려
하여 친숙한 재료와 조리법을 적용했다. 

조리 방법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탕류에 대한 평균 기호도 점수는 2.48점이
었으며, 국류에 대해서는 2.81점으로 국에 대해 더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내용물이 많고 국물
이 걸쭉한 탕에 비해 건더기가 적고 국물이 맑은 
국을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선이나 
채소의 조리방법에 있어서는 구이 > 찜 > 조림 > 
볶음 순으로 음식의 질감이 딱딱한 볶음에 비해 수
분함량이 높고 부드러운 찜이나 조림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남녀 성별로 비
교했을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국류에 대해
서는 남자 노인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며, 탕류
와 전류에 대해서는 여자 노인이, 볶음류는 남자 노
인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급식 메뉴별 기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탕으로 제공된 7가지 개별 음식에 대한 기호도
를 비교한 결과 메생이육개장(2.77점)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반면에 닭곰탕과 돼지뼈감자
탕에 대해서는 낮은 경향이었다. 메생이는 조사지역
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식재료로 오랫동안 즐겨온 
식품으로 식재료로 활용되었을 때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류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메뉴는 된장국이었으며, 반면에 어묵국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류의 경우 쇠고기장조림
이나 생선조림은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나, 질감이 딱
딱한 연근조림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전류에
서는 쇠고기전에 대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
다. 구이에서는 조기나 고등어구이를 선호하였으며, 
볶음류에서는 육류 또는 버섯볶음을, 찜류에서는 쇠
고기와 돼지갈비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기호도가 낮은 메뉴들로는 감자피망볶음, 양배
추찜, 청경채겉절이 등으로 피망을 비롯한 식재료가 
노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노인급식을 계획할 때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하는 요인으로 식재료의 구성은 오
랫동안 즐겨온 식품을 활용하는 경우 급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으며, 조리법에 있어서도 부드
럽고 소화되기 쉬운 조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이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식재료와 
조리법을 적용한 식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노인급식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효과를 거두
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급식 잔반량 점검
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비빔밥에 들어있는 달걀프라
이를 딱딱하다고 드시지 않고 많이 남겼으나 동일 
재료를 사용한 달걀찜은 거의 잔반이 없이 만족도
가 높아 노인급식에서 조리법의 선택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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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음식의 조리법에 따른 기호도 비교 평균±표준편차
급식 메뉴 기호도 (N=120) 급식 메뉴 기호도 (N=120) 급식 메뉴 기호도 (N=120)

탕류 조림류 오징어볶음 2.78±0.42

오리탕 2.44±0.83 삼치호박조림 2.77±0.42 느타리버섯볶음 2.82±0.39

대구탕 2.37±0.82 고등어조림 2.82±0.39 어묵야채볶음 2.71±0.46

닭곰탕 2.21±0.87 갈치조림 2.82±0.39 미역줄기볶음 2.78±0.42

추어탕국 2.54±0.75 갈치감자조림 2.82±0.39 취나물볶음 2.81±0.40

돼지뼈감자탕 2.32±0.89 갈치고구마대조림 2.79±0.41 마늘쫑볶음 2.82±0.39

새우젓동태매운탕 2.67±0.62 삼치무조림 2.76±0.42 감자볶음 2.74±0.39

메생이육개장 2.77±0.42 코다리무조림 2.72±0.45 감자피망볶음 2.67±0.44

소계 2.48±0.74 꽁치김치조림 2.77±0.42 잡채 2.74±0.44

국류 돼지고기조림 2.83±0.38 고추멸치볶음 2.73±0.45

메생이국 2.79±0.47 쇠고기장조림 2.87±0.34 소계 2.68±0.41

순두부국 2.79±0.41 닭고구마조림 2.79±0.41 찜류
된장국 2.90±0.31 연근조림 2.69±0.46 쇠고기떡찜 2.91±0.29

보리된장국 2.82±0.39 토란조림 2.78±0.42 돼지갈비찜 2.84±0.38

쑥된장국 2.87±0.34 감자조림 2.79±0.41 닭찜 2.83±0.38

시래기된장국 2.87±0.34 깻잎조림 2.82±0.39 깻잎찜 2.85±0.36

호박감자된장국 2.85±0.36 두부조림 2.83±0.38 달걀찜 2.76±0.43

아욱된장국 2.90±0.31 멸치고추조림 2.76±0.43 만두찜 2.86±0.35

냉이된장국 2.86±0.35 소계 2.79±0.41 양배추찜 2.76±0.43

배추된장국 2.82±0.39 전류 아귀찜 2.81±0.40

호박국 2.78±0.42 동태전 2.74±0.44 조기찜 2.83±0.38

북어국 2.85±0.36 해물전 2.78±0.42 코다리찜 2.74±0.44

북어무국 2.85±0.36 맛살팽이전 2.72±0.45 병어찜 2.76±0.43

두부국 2.79±0.41 두부전 2.71±0.46 해물찜 2.82±0.39

두부김치국 2.76±0.43 완자전 2.69±0.46 소계 2.81±0.39

미역국 2.81±0.40 쇠고기전 2.90±0.31 숙채류
새알미역국 2.79±0.41 소계 2.76±0.42 고사리나물 2.83±0.38

콩나물국 2.76±0.43 구이류 시금치나물 2.77±0.42

수제비국 2.79±0.41 조기구이 2.90±0.31 숙주나물 2.73±0.45

만두떡국 2.86±0.35 고등어구이 2.90±0.31 쪽파나물 2.76±0.43

바지락국 2.87±0.34 꽁치구이 2.86±0.35 머위순된장나물 2.79±0.41

어묵국 2.68±0.47 가자미구이 2.71±0.46 미나리숙주나물 2.86±0.35

쇠고기국 2.83±0.38 병어양념구이 2.76±0.43 표고버섯나물 2.81±0.40

새우국 2.73±0.45 소계 2.83±0.37 호박나물 2.78±0.42

쇠고기무국 2.85±0.36 볶음류 냉이나물 2.74±0.44

김치찌개 2.73±0.45 돼지고기볶음 2.83±0.38 소계 2.77±0.41

된장찌개 2.78±0.42 돼지고기버섯볶음 2.79±0.41 생채류
청국장 2.85±0.36 쇠고기야채볶음 2.87±0.34 상추겉절이 2.90±0.31

소계 2.81±0.39 닭갈비 2.82±0.39 부추겉절이 2.78±0.42

*기호도 평가 척도 : 3=좋아한다, 2=보통이다, 1=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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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평균±표준편차
급식 메뉴 기호도 (N=120) 급식 메뉴 기호도 (N=120) 급식 메뉴 기호도 (N=120)

열무겉절이 2.78±0.42 기타 수육 2.78±0.42

청경재겉절이 2.68±0.47 김(양념장) 2.81±0.40 두부김치 2.78±0.42

봄동겉절이 2.81±0.40 연두부(양념장) 2.85±0.36 콩자반 2.74±0.44

굴무생채 2.79±0.41 주꾸미(초장) 2.87±0.34 영양밥 2.81±0.40

오이생채 2.73±0.45 야채쌈 2.82±0.39 나물비빔밥 2.83±0.38

콩나물냉채 2.77±0.42 배추쌈 2.78±0.42 잔치국수 2.76±0.43

도라지생채 2.76±0.43 달걀후라이 2.68±0.44 해물칼국수 2.82±0.39

소계 2.78±0.41 달걀말이 2.74±0.47 소계 2.81±0.40

*기호도 평가 척도 : 3=좋아한다, 2=보통이다, 1=싫어한다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급식에서 반
찬의 가짓수를 늘렸을 때보다 배식량을 늘렸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범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노인을 위한 급식프로그
램의 식단 개발 시 반영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요소
들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범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 포커스그룹 설
문조사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제공된 식단에 대해 
만족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77.8%로 
나타났으며, 1주 단위로 제공한 식단의 구성에 대
해서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대상자 전원이 
응답했다. 식품검수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에 대한 조사에서는 식재료가 납품되는 시간을 맞
춰 마을회관에 나가 확인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응
답한 경우가 22.2%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
는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시간이 새벽 일찍 일을 시
작하는 반면 식재료 공급시간은 오전 9시경이어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와 식품을 
검수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진 결과로 보인다. 식
단에 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음식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적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6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단을 개
발하는 영양사는 다양한 조리법을 포함시키려 노력

했지만, 급식현장에서는 시간과 일손을 줄이고 자
신들의 오랜 조리경험을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려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시범급
식의 최종 목적이 주민 스스로 급식을 운영하는 모
형을 개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리방법은 쉽고 일
반화된 양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된다. 시범급식 운영 전반에서 가장 불만족
스러운 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식품재료량 부족
(77.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파악된 마을회관 당 상주 인원이 30명 내외로 파악
되었으며, 식재료 공급량은 상주인원을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급식이 시작되자 마을 주민 전체가 함
께 식사를 하게 됨으로써 급식인원이 많게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한데서 오는 결과로 농촌지역에서 공
동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찬의 적정 가짓수에 대
해서는 국과 김치를 제외하고 3가지 정도가 적정하
다고 답한 경우는 44.4%, 많을수록 좋다는 44.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급식
기간동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과는 다소 차
이를 보이는데, 시범사업기간 중에 조리담당자들과
의 면담 시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조리에 소
요되는 시간과 일손을 줄이기 위해 반찬의 가짓수
는 줄이고 대신 배식량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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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포커스그룹 설문조사 결과 
구분 설문 내용 응답자비율

(N=18)

식단
구성

제공된 식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 77.8

보통이다 22.2

만족스럽지 못하다 -

식단의 구성과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쉬웠다 100.0

보통이다 -

어렵다 -

식단
조리
과정

제공된 식단내용에 따라 조리를 하셨습니까?

그렇다 33.3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적용했다 66.7

식단과 다른 음식을 준비했다 -

음식 식재료 구성에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까? 

평소 먹지 않는 식재료가 많았다 -

식품 제공량이 부족했다 77.8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졌다 -

간식의 양이 부족했다 22.2

음식 준비를 고려할 때, 반찬의 가짓수는
몇 가지가 적절합니까? 

2가지 -

3가지 44.4

4가지 11.1

많을수록 좋다 44.4

음식을 준비할 때, 조리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조리법은 무엇입니까?

탕 또는 국 -

조림 22.2

전 22.2

구이 -

볶음 11.1

찜 -

숙채 33.3

생채 -

식품
검수

식품 검수 시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예 22.2

아니오 77.8

식품 검수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식재료 공급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100.0

식재료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검수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주
민 자조형 급식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이 농촌지역 노인
을 위한 급식프로그램 개발 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공동급식 모형은 몇 가지 측
면에서 기존의 급식 프로그램들과는 차이가 있다. 
1)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회합형 급식 모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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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으며, 주민 스스로 급식을 준비하고 관리
하는 자발적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 2) 식단에 따
라 완성된 한 끼니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식재료의 일부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조
달 가능한 식품들(예를 들면, 쌀을 포함한 곡류, 김
치, 밑반찬 등)에 대한 공급은 줄이는 반면에 지역
에서 구매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식품들
(예를 들면, 육류, 생선류, 유제품, 과일류 등)을 중
심으로 공급하는 선별적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 3) 
주민에 대한 건강 및 영양 상태 평가, 식단 개발, 
급식 운영 관리 지원 및 평가 등 단계별로 지역 내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급식모형이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회합형 급식 프로그
램의 경우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농촌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워 회
합형 급식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본 
시범사업 결과 주민 스스로 급식을 준비하고 운영
함으로써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적 
제약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기존의 회합형 급식과 달
리 식품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는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급식에 활용함으로써 급식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급식의 수혜 대상자 수를 늘릴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식단을 개발할 때는 새로운 식재료
나 조리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드셔온 
친숙한 식품과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급식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단은 밥, 국, 
김치 이외에 육류반찬 1가지, 채소반찬 1가지를 기
본형으로 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양을 늘리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질감이 부드럽고 소화되기 쉬운 조리

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민 자조형 급
식프로그램의 식단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조리 시간
이 오래 걸리거나 방법이 복잡한 경우 주민들이 익
숙한 조리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예가 확인되어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조리법이 우선 적용되
어야 한다. 

급식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급식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사회적 친목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또한 농촌지역에 증가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공동체적 의식을 
높이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급식모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이 있다. 기본적인 급식의 틀은 주민 자조형이지만 
급식운영의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지역 내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평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
관, 식단을 개발하는 영양사, 조리 및 위생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등의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프로그
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의 여건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운영방식이 도입해
야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
다는 점이며, 본 연구 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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