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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어르신 대상 사회적 인지론 적용한 영양교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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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at a public health 
center located in Jinhae city. The one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condu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Nutrition education lessons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2 hours/lesson, 3 times) were provided to 27 female 
elderly(≥65 yrs) for a month.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number of exercise increased and preference for sweetness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The outcome expectations, the knowledge of nutrition (p<0.001), and behavioral capability 
(p<0.05) sco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all nutrient intake. NAR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protein, calcium and vitamin C (p<0.01), dietary fiber, iron, zinc, thiamin, niacin and folic acid (p<0.001), 
and riboflavin (p<0.05). INQ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iamin, vitamin B6 and niacin (p<0.05), and dietary fiber 
(p<0.01). The score of nutrition education satisfaction was high (4.52).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had a positive effect on dietary behavior changes, and nutrition intake 
status among female elderly even after short-term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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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경제 발전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

고,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되었으

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늦은 결혼 등으로 출산율은 저하되면

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Jeon SB 2015).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

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14% 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14~20% 미만),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

고령사회(super or post aged society, 20% 이상)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4 고령자 통계’(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b) 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 

5.1%,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4년 12.7%, 
2017년 14%로 고령사회에, 2026년 20.8%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면서(Kim MY 2014)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와 노인질병으로 인한 의료복지에 대

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Choi JH 2015).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a)

에 따르면 2013년 60세 이상 고령자 사망원인 1위는 암, 뇌혈

관, 심장질환, 폐렴, 당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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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능과 호르몬의 저하와 함께 질병 유병률이 아주 높은 집

단이기 때문에 양질의 적절한 식사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Bae JS 2013). 하
지만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미각의 둔화, 소화흡수율의 감소, 
치아손실로 인한 저작력 약화 등의 신체적, 생리적 노화와 배

우자와의 사별, 독거노인 등의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식품선택에 제한이 생기며, 영양불량의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Koo 등 2011; Jung JS 2007; Kim 등 2009; Kim 
MY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1차년도 보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인과 철, 티아민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이 30%를 넘어 전반적인 섭취 부족이 우려되었

다. 노인들의 건강과 연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양지식

정도와 식생활 실천은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적인 요소이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영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

육 후 영양교육 전에 비해 영양소 섭취량과 영양지식도가 유

의적으로 증가한 선행연구들이(Yim KS 2008; Kang 등 2009; 
Do HJ 2011; Kim & Kim 2012; Cho SS 2015) 많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지이론을 적용하여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활용한 연구는 드물다.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전달, 인식의 변화, 행동변화의 

요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Choi SH 2015). 사회인지론은 개

인의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

용을 하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상호결정론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동변화단계모델은 긍정적인 행동변

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영양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소 운영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석

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회인지론 적용한 영양교육을 통해 

식행동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유발시켜 건강한 식품

선택을 실천하는 행동수행력 강화로 어르신들의 효율적인 

영양과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 대상자는 창원시 진해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첫 시간 교육 

참석자 45명 중 성별 연령별 분포 및 개인 사정 등으로 탈락

한 18명을 제외하고, 영양교육 전과 후 설문조사를 모두 완성

한 65세 이상 여성노인 27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교
육은 연구자가 사회인지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요인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여 질환별 예방 식이 영양교육을 2014년 10월 일주

일 간격으로 총 3회 6교시(2교시/1회, 35분/1교시) 영양교육

을 실시하였다. 1차 ‘중풍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2차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3차 ‘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이라는 주제로 연구담당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1차 교육에서는 중풍의 정의, 원인과 증상, 합병

증을 소개하고, 중풍과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이요

법, 운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식품교환표의 교

환단위의 양과 열량에 대해서 교육하였고, 실생활 속에서 실

천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2차는 비만의 정의와 종류, 
비만의 원인과 증상,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와 운동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개인별 표준체중 구하기, 하루에 필요한 

열량 등을 교육하였으며, 1차 때의 교육내용을 퀴즈의 형태

로 반복 교육하였다. 3차는 골격계 질환의 종류로 골다공증, 
통풍, 관절염에 대한 정의와 원인, 증상, 예방 식이와 운동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교육 자료는 교육 전에 소책자로 나누어

주고,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교육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교육

이 끝난 다음 개별 상담을 병행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예방할 수 있는 식단들을 알려주었다. 영양교육 자료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항목으로 

건강습관과 식습관, 행동변화 단계 판정, 개인적 요인, 행동

요인, 영양소 섭취상태를 포함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1) 일반적인 사항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Yang JK 2009)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영양교육을 받기 전

에 연구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기기입방식으로 하였으

며, 눈이 어둡거나 쓰기가 어려우신 어르신은 연구자가 직접 

개별 상담하여 대신 작성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연령, 
BMI, 건강관리운동, 동거인, 교육 수준, 직업, 한 달 수입액, 
앓고 있는 질병,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

기입방법으로 얻은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한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체중(kg)/신장(m2)}는 저체중

(BMI<18.5), 정상체중(18.5≤BMI<23.0), 과체중(23≤BMI<24.9), 
비만(BMI≥25)으로 나누었다.

2) 건강습관 및 식습관
건강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관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Kwak 

등 2003; Kim & Kim 2012)를 참고로 하여 수정하였다. 설문 

항목은 주당 운동 횟수, 음식 골고루 섭취하기, 아침식사, 식
사량, 간식 종류, 단 음식 선호도로 구성하였다. 

3) 성인병 예방 영양식이 실천 행동 변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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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trition education pictures and materials for the elderly

행동 변화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비만관련 성인병 예방식

이 실천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행동 변화단계를 판정하기 위

해 교육 전후 각각 설문조사하였다. 행동 변화단계는 고려전 

단계((Pre-contemplation,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에 대한 의지

와 관심 없음), 고려 단계(Contemplation stage, 성인병 예방식

이 실천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 실천에 대한 의지 있음), 준
비 단계(Preparation stage, 30일 이내에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

에 대한 구체적 계획 가지고 있음), 행동 단계 및 유지 단계

(Action/maintenance stage, 현재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하고 있

거나, 적어도 6개월 이상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유지하고 있

음)의 4단계로 조사하였다. 이 모델은 개인이 어떤 단계에 있

는지 알 수 있으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개인적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Son 등 2009).

4) 개인요인
사회인지이론은 사회학습론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인지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상

호작용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며, 개인의 행동은 자아 효능감, 
결과기대와 같은 자신에 대한 생각과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고 한다(Park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과 결

과기대를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에 대한 개인요인으로 하였

다. 자아 효능감은 목표한 건강행동 습관의 변화와 유지를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계획과 수행능력으로 개별행동 변

화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Bandura A 2004). 자아

효능감은 선행연구(Kim MJ 2015)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을 높이기 위해 ‘하루 세끼 정해진 시

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할 자신이 있다’, ‘생활습관(흡연, 음주, 
과식, 폭식 등)을 바꿀 자신이 있다’, ‘음식에 추가로 간을 하

지 않고 싱겁게 먹을 자신이 있다’, ‘저녁 식사 후 간식 및 

야식을 하지 않고 참을 자신이 있다’, ‘튀기거나 부친 음식 

대신 찌거나 삶은 음식을 먹을 자신이 있다’, ‘간식으로 빵이

나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우유를 먹을 자신이 있다’ 총 

6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자신 없다’(1점)에서 ‘매
우 자신 있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신뢰도 계수는 사전, 사후 평가 각각 0.899, 0.786으로 모

두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특정한 행동

을 수행했을 때 자신과 주변에 일어날 결과에 대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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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이 ‘변비를 예방해 줄 것인지’, 
‘현미는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예방해 줄 것인지’, ‘과일과 야

채를 적당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것인지’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자신 없다’(1점)에서 ‘매우 자

신 있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

과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사전, 사후 평가 

각각 0.475, 0.654로 모두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5) 환경요인
사회인지이론에서 말하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학교나 정부의 영양교육 경험 등 간접경험, 직장

이나 자신이 처한 물리적인 요인,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의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다(Ahn SH 2013). 본 연구에서는 ‘성인

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성인병 예방식이 영양표시

제를 본 적이 있는지’, ‘성인병 예방식이 실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 ‘성인병 예방식이 식품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변인이 알고 있는지’ 등 9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 행동요인
사회인지이론에서 행동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수행력이다. 행동변화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 없이 

건강생활습관을 따르려는 동기만으로는 식행동을 바꾸기 어

려운데, 이것과 관련된 선택능력이나 영양지식과 기술을 행

동수행력이라 한다(Park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성인병에 

대한 영양지식 관련 문항으로 선행연구(Kang 등 2009)를 참

고로 하여 ‘쌀밥 한 공기의 열량은 300 kcal이다’, ‘감자는 고

구마보다 혈당을 많이 높이는 식품이다’, ‘현미밥이 흰쌀밥보

다 비만과 당뇨예방에 좋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등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맞으면 1점, 틀
리면 0점을 부여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하였다. 성인병 섭취

행동수행능력은 ‘나는 비만관련 성인병에 좋은 식품을 알고 

있다’, ‘나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현재 비만관련 성인병에 대한 영양 상

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사전 및 사후 평가 각각 0.859, 0.788
로 모두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7) 영양소 섭취조사
영양소 섭취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영양교육 

전과 후 2회 조사하였다. 24시간 회상법이 노인들의 하루 전

날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방법이어서 어렵지만, 식품섭취빈도

조사법을 이용하여 조사 시 섭취량이 과대평가 될 수 있어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였고, 측정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가 식기 모형사진과 두께자 등을 이용하여 하루 전 일

과를 떠올리게 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식품섭취량

은 영양분석프로그램 CAN 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3.0, Korean Nutrition Society)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영양소 섭취상태 평가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나와 있는 여자 노인 65~74
세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과 비교

하였으며, 열량은 에너지필요추정량(Estimates Energy Requirement: 
EER)과 비교하였다. 각 영양소의 적정도 평가를 위해 영양소 

적정섭취비(Nutrient Adequacy Ratio: NAR), 전체적인 식이섭

취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영양소의 NAR 값을 평균하여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Mean Adequacy Ratio: MAR)를 계산

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영양교육 전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는 명목척도

의 경우, 교육을 받은 후 집단과 받기 전 집단의 응답비교로 

간주하여 χ2-test를 실시하였고, 점수화가 가능한 자아효능감, 
영양지식, 영양소섭취 등의 항목은 대상자의 수가 적어 비모

수적 통계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p<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 내적 일관성 검증은 Cronbach’s coefficient alpha 값으로 

평가하였는데 0.40 이하인 경우 일치도가 낮고, 0.41~0.60이
면 중간 정도, 0.61~0.80이면 일치도가 높은 편, 0.81~1.00이
면 일치도가 아주 높은 편으로 평가하였다(Wilson 등 2000).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영양교육 전 설문에 응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154.6 cm, 체중 55.8 
kg으로 2013년 국민건강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결과,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평균 신장 150.5 cm, 체중 

55.2 kg과 비교하면 신장은 큰 편이었고, 체중은 비슷하게 나

타났다. 평균연령은 71.2세이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여자노

인 23명(85.2%), 75세 이상 여자노인 4명(14.8%)이었다. BMI
는 정상 14명(51.9%), 과체중 7명(25.9%), 비만 6명(22.2%)으
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BMI는 23.3으로 국민건강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결과 24.3보다는 낮지만, 대한비

만학회 기준으로 과체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

리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운동, 걷기 23명(85.2%), 식사관리 3
명(11.1%), 충분한 휴식, 수면 3명(11.1%) 순이었으며, 동거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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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Variables Total(n=27)
Height (cm) 154.6±6.11)

Weight (kg)  55.8±7.6

Age (years)
≥75  4(14.8)
65~74 23(85.2)

Average age 71.2±4.5

BMI (body mass 
index, kg/m2)

Normal (18.5~22.9) 14(51.9)
Overweight (23~24.9)  7(25.9)
Obesity (25≥)  6(22.2)

Average BMI 23.3±2.3

For health care
(multiple response)

Walking 23(85.2)
Meal control  3(11.1)
Enough rest and sleep  3(11.1)
Taking supplements  2( 7.4)
Doing nothing  1( 3.7)

Family members

Live alone  5(18.5)
With spouse 18(66.7)
With children  3(11.1)
Others  1( 3.7)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18.5)
Middle school 11(40.7)
≥ High school 11(40.7)

Occupation
No 25(92.6)
Yes  2( 7.4)

Average monthly 
income (won)

< 200,000  3(11.1)
200,000~390,000  4(14.8)
400,000~590,000  3(11.1)
600,000~790,000  3(11.1)
800,000~990,000  3(11.1)
1,000,000~1,490,000  6(22.2)
1,500,000~1,990,000  1( 3.7)
≥ 2,000,000  4(14.8)

Kind of chronic 
diseases
(multiple response)

Diabetes mellitus  2( 7.4)
Cardiovascular disease  3(11.1)
Arthritis  9(33.3)
Gastrointestinal disease  4(14.8)
Respiratory disease  4(14.8)
Renal disease  1( 3.7)
Osteoporosis  7(25.9)
No disease  6(22.2)

Self-recognized 
health status

Bad  3(11.1)
Fair 21(77.8)
Good  3(11.1)

1) Mean±S.D.

로 배우자와 18명(66.7%), 혼자 5명(18.5%)이었다. 통계청 ‘장
래가구 추계’(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2)에 의하면 

65세 이상 전제 가구의 67.8%가 독거와 부부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선행연구(Jeon SB 2015)
에서는 노인 독거 가구와 부부 가구 노인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 11명(40.7%), 고졸 

11명(40,7%), 초졸 5명(18.5%)으로 조사되었으며, 진천군보건

소 노인연구(Kim & Kim 2012)에서 초졸 이하가 86.7%였고, 
도시와 농촌 노인연구(Kim 등 2012)에서는 도시노인 고졸 

31.8%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는 도시거

주 노인들이라 학력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무직

이 25명(92.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한 달 수입액은 100~149
만 원 6명(22.2%), 200만 원 이상 4명(14.8%), 20~39만 원 4명
(14.8%), 20만 원 미만 3명(11.1%) 순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

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복수 응답으로 관절염 9명(33.3%), 
골다공증 7명(25.9%), 기관지폐질환 4명(14.8%), 위장병 4명
(14.8%) 순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자료에서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관절염 유병

률은 69.8%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였다. 골
관절염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병률이 높고, 비만과 관련성

이 높으며, 경제적 손실과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Park JY 2009; Lee HS 2014; Han 등 2013)으로 

알려져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21명
(77.8%)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결과, 45.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주관적 건강상태

는 좋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 대상자의 건강생활 습관 및 식습관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식생활습관의 영양교육 전후에 대

한 비교는 Table 2와 같다. 교육 전 운동 횟수가 5~6회 22.2%
에서 37%, 매일은 11.1%(3명)에서 22.2%(6명)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골고루 먹는다가 교육 전 59.3%(16명)
에서 교육 후 85.2%(23명)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증가하였

다. 반면, 아침식사는 6~7회 70.4%(19명)에서 59.3%(16명)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0~1회가 14.8%(4명)에서 2.2%(6명)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선행연구(Kim & Kim 2012)
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비만 합병증 예방을 위해 

체중조절의 시도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

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교

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식사량은 과식이 

14.8%에서 3.7%로 유의적(p<0.05)으로 줄고, 적은 듯 먹는 습

관은 14.8%에서 25.9%로 유의적(p<0.05)으로 늘었다. 간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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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of healthy habits between pre-education and post-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n=27)

Post- education
(n=27)

χ2

(p-value)

Frequency of regular 
exercise (day/week)

1~2   9 (33.3)1)  1 ( 3.7)

8.45
(0.038)*

3~4  9 (33.3) 10 (37.0)
5~6  6 (22.2) 10 (37.0)
Everyday  3 (11.1)  6 (22.2)

Balanced intakes
Yes 16 (59.3) 23 (85.2)

4.83
(0.089)Often 10 (37.0)  4 (14.8)

No  1 ( 3.7)  0 ( 0.0)

Eating breakfast/
week

0~1 times  4 (14.8)  6 (22.2)

8.28
(0.030)*

2~3 times  2 ( 7.4)  4 (14.8)
4~5 times  2 ( 7.4)  1 ( 3.7)
6~7 times 19 (70.4) 16 (59.3)

Food intake

Overeating  4 (14.8)  1 (3.7)
2.61

(0.027)*Properly 19 (70.4) 19 (70.4)
Less  4 (14.8)  7 (25.9)

Type of snack

Chips (candy, chocolate)  4 (14.8)  0 ( 0.0)

10.27
(0.068)

Milk & dairy products  3 (11.1)  6 (22.2)
Breads  3 (11.1)  0 ( 0.0)
Rice breads  1 ( 3.7)  3 (11.1)

Fruits & vegetables 15 (55.6) 18 (66.7)
Ramen, Teokbokgi, Oden  1 ( 3.7)  0 ( 0.0)

Preference for 
sweet foods

Like  6 (22.2)  0 ( 0.0)
7.71

(0.021)*Fair 18 (66.7) 20 (74.1)
Dislike  3 (11.1)  7 (25.9)

1) N(%) 
*p<0.05: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χ2-test

종류로 과자는 14.8%(4명)에서 0%(0명)로 감소하였고, 우유 

및 유제품이 11.1%(3명)에서 22.2%(6명), 과일, 야채 55.6%(15
명)에서 66.7%(18명)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태내

지는 않았으며 Bae JS(2013)의 연구에서 교육 후 우유 섭취가 

증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에서 

좋아한다가 교육 전 22.2%(6명)에서 교육 후 0%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5). 영양교육 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식

습관 변화는 선행연구(Kang 등 2009)와 유사한 결과로 영양

교육을 통해 식습관의 실천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영양교육 전의 성인병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영양교육 전 성인병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성인병에 대한 내용’을 96.3%가 들어보

았으며, 들어본 경로는 TV 74.1%, 학교 때 40.7%, 책이나 잡

지 1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인병 교육을 받은 경험’은 

48.1%가 없다고 답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경우가 많았으며, 선행연구(Choi JH 2015)와 유사했다. ‘구매 

시 영양표시제를 보는 정도’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0.7%, 잘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5.9%로 나타났으

며, ‘가족 중 성인병 예방식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있는가?’ 
항목에 없다가 40.7%, ‘친구 중 성인병 예방식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항목에 없다가 33.3%, ‘집에서 성인병 예

방 식품이나 보조제 섭취하는가?’ 없다가 55.6%로 조사되었다.

4. 영양교육 전후의 결과기대
조사대상자의 영양교육 전후의 결과기대를 점수화하여 나

타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결과기대의 점수는 교육 전 

3.50에서 교육 후 3.98로 유의적(p<0.001)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현미는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예방할 것이다’(p<0.05), 
‘과일과 야채를 적당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줄 것



Vol. 29, No. 3(2016) 어르신 대상 영양교육의 효과 319

Table 3. Percep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of pre education 
Variables N %

Have you ever heard about adult disease?  
Yes 26 96.3
No  1  3.7

The route of participating education (multiple answers)

TV 20 74.1
Book or newspaper  5 18.5
Internet  1  3.7
Doctor, nurse  3 11.1
Pharmacists  1  3.7
Nutritionist  1  3.7
Friends  1  3.7
Family  2  7.4
School 11 40.7

Do you know about the nutrition labeling at the time of purchase of 
processed foods?

Always  7 25.9
Sometimes 11 40.7
Does not look good  7 25.9
Does not look at all  2  7.4

Do you know about the nutrition labeling of calories, fat and sodium for 
processed foods?

Yes 18 66.7
No  9 33.3

Have you ever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adult diseases?
Yes 14 51.9
No 13 48.1

Is there a family of people who know about preventive food for adult 
diseases?

Yes 16 59.3
No 11 40.7

Is there friend who knows about preventive food for adult diseases? 
Yes 18 66.7
No  9 33.3

Are there people around who take preventive food for adult diseases? 
Yes 12 44.4
No  4 14.8
Not sure 11 40.7

Have you ever consumed foods or supplements for adult disease?
Yes 12 44.4
No 15 55.6

Table 4. The outcome expectations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Variables
Nutrition education

Wilcoxon 
Z p-valuePre-education 

(n=27)
Post-education 

(n=27)
1. Dietary fiber will prevent constipation.  3.59±0.891) 3.96±0.90 －1.487 0.137
2. Brown rice will prevent high blood pressure and will lower blood sugar. 3.78±0.58 4.11±0.51 －2.183 0.029*

3. Moderat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will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3.70±0.67 4.11±0.51 －2.392 0.017*

4. Reducing the cholesterol intake will prevent such as breast cancer, colon 
cancer and so on. 3.70±0.72 4.00±0.78 －1.283 0.200

5. If a regular diet and exercise to increase muscle mass will increase your basal 
metabolic rate. 3.96±0.76 4.15±0.82 －0.94 0.345

6. Hypoglycemia food could prevent diabetes. 3.33±0.88 3.85±0.91 －1.94 0.052
7. Cola, soda intake limits will help to obesity and adult diseases. 2.44±1.28 3.67±0.21 －3.22 0.001***

Average 3.50±0.42 3.98±0.48 －3.41 0.001***

Score) 1=very hard to agree, 2=hard to agree, 3=agree a little, 4=agree, 5=agree a lot. The higher score means better the outcome expectations.
1) Mean±S.D. 
*p<0.05,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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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p<0.05), ‘콜라, 청량음료의 섭취제한은 비만과 성인병

에 도움을 줄 것이다’(p<0.001)의 세 항목에서 영양교육 후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성인병 예방 영양교육을 통

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5. 영양교육 전후의 자아효능감
영양교육 전후의 자아효능감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영양교육 전후의 총 자아효능감 점수는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지만,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change of subjects’ self-efficacy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n=27)

Post-education
(n=27)

Wilcoxon 
Z p-value

1. I am confident that I have three meals a day.  3.74±0.901) 3.78±0.80 －0.18 0.856
2. I am confident that I can change my eating habit (e.g., smoking, drinking, 

overeating, and binge). 3.74±0.76 4.26±0.71 －2.34 0.019*

3. I am confident that I don’t eat salty food. 3.41±0.80 3.44±0.89 －0.19 0.852
4. I am confident that I don’t eat a snack after dinner. 3.48±0.94 3.89±0.97 －2.02 0.044*

5. I am confident that I choose steamed or boiled food instead of fried one. 3.52±0.80 3.67±1.11 －0.58 0.561
6. I am confident that I take fresh fruit or milk for a snack instead of bread 

or pastries. 3.81±0.79 3.96±0.85 －1.00 0.317

Average 3.62±0.68 3.83±0.63 －1.59 0.112
Score) 1=very hard to agree, 2=hard to agree, 3=agree a little, 4=agree, 5=agree a lot, the higher score means better self-efficacy
1) Mean±S.D. 
*p<0.05: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6. The change of nutrition knowledge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n=27)

Post-education
(n=27)

Wilcoxon 
Z p-value

1. A bowl of rice calorie is 300 kcal1).  0.22±0.422) 0.81±0.40 －3.58 0.000***

2. Potatoes raise blood sugar more than the sweet potato. 0.30±0.47 0.74±0.45 －2.83 0.005**

3. Brown rice than white rice is effective to prevent obesity, diabetes and so on. 0.89±0.32 0.85±0.36 －0.38 0.705
4. Cholesterol is not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body. 0.19±0.40 0.30±0.47 －1.00 0.317
5. Dietary fiber intake should be sufficient to prevent constipation. 0.85±0.36 0.81±0.40 －0.33 0.739
6. Excessive intake of carbonated beverage can be caused obesity, osteoporosis, etc. 0.85±0.36 0.89±0.32 －0.38 0.705

7. Potassium contained in vegetables or fruits have the effect of lowering the 
blood pressure. 0.67±0.48 0.89±0.32 －1.73 0.083

8. Milk is a good source of calcium in food. 0.85±0.36 0.96±0.19 －1.73 0.083

9. Adequate intake of protein is necessary to make muscle. 0.85±0.36 0.96±0.19 －1.34 0.180
10. Unsaturated fatty acid (perilla oil, olive oil, fish oil, etc.) is good for health 

than saturated fatty acid (beef, lard, etc.). 0.74±0.45 0.93±0.27 －1.89 0.059

Total 6.41±1.553) 8.15±1.10 －3.49 0.000***

1) Each item was by from 0 point (incorrect answer) to 1 point (correct answer) 
2) Mean±S.D. 
3) Total score of 10 items. The higher the score, subjects felt more 
**p<0.01,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하지만 ‘생활습관을 바꿀 자신이 있다’와 ‘저녁 식사 후에 간

식 및 야식을 하지 않고 참을 자신이 있다’의 항목에서는 영

양교육 전에 비해 영양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6. 성인병 예방 식이 영양교육 전과 후의 영양지식
성인병 예방 식이 영양교육 전과 후의 영양지식 정답률은 

Table 6과 같다. 성인병 예방 지식의 정답을 맞힐 경우, 각 문

항 당 1점씩 계산하여 10점 만점으로 성인병 예방 지식 총점

수를 구한 결과, 영양교육 전 6.41에서 영양교육 후 8.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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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내었다. 특히 ‘쌀밥 한 공기의 열

량이 300 kcal이다’(p<0.001), ‘감자는 고구마보다 혈당을 많

이 높이는 식품이다’(p<0.01)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선행연구(Yim KS 2000; Murphy 등 2004; Woo 등 2006; 
Kang 등 2009; Bae JS 2013)에서도 영양교육 후 영양지식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7. 성인병 예방 식이 영양교육 전과 후의 행동능력
성인병 예방 식이 영양교육 전과 후의 행동능력을 점수화

하여 나타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행동능력 총 점수는 영

양교육 전 3.09에서 영양교육 후 3.61로 유의한 증가(p<0.001)
를 보였다. ‘나는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제에서 열량, 지방, 
나트륨 등 함량을 확인한다’ 항목을 제외한 ‘나는 비만과 관

련된 성인병에 좋은 식품을 알고 있다(p<0.05)’, ‘나는 식이섬

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p<0.05)’, ‘나는 현재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에 대한 영양 상태

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p<0.01)’, ‘나는 현재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에 대한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실천

하고 있다(p<0.01)’, ‘나는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에 관심이 높다

(p<0.05)’, ‘나는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p<0.01)’의 모든 항목에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

적으로 증가하여 영양교육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성인병 예방 식이 영양교육 전과 후의 영양상태
성인병 예방 식이 영양교육 전과 후의 영양소 섭취량의 결

과는 Table 8과 같다. 영양교육 전후 열량은 1,146.14 kcal에서 

1,639.39 kcal로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인 에너지필요추정

Table 7. The change of behavioral capability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n=27)

Post-education
(n=27)

Wilcoxon 
Z p-value

1. I know good food to prevent obesity.  3.04±0.981) 3.63±0.74 －2.38 0.017*

2. I am trying to consume a dietary fiber-rich vegetables and fruits. 3.67±0.73 4.11±0.51 －2.36 0.018*

3. I set a goal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current obesity-related illnesses. 2.89±0.85 3.59±0.69 －2.87 0.004**

4. I have been practicing a goal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current 
obesity-related illnesses. 2.89±0.93 3.48±0.80 －2.76 0.006**

5. I am highly interested in obesity-related illnesses. 3.48±0.85 3.89±0.64 －2.29 0.022*

6. I can explain obesity-related illnesses. 2.70±1.03 3.37±0.63 －2.63 0.008**

7. I check the nutrition labeling of calories, fat and sodium when buy food. 3.00±0.92 3.19±0.88 －0.84 0.403
Average 3.09±0.67 3.61±0.47 －3.23 0.001***

Score) 1=very hard to agree, 2=hard to agree, 3=agree a little, 4=agree, 5=agree a lot the higher score means better behavioral capability
1) Mean±S.D. 
*p<0.05, **p<0.01,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량 1,600 kcal에 비해 교육 전 71.6%, 교육 후 102.5%로 유의

적 차이(p<0.001)를 보였으며, 교육 전에는 2013 국민건강조

사 결과, 에너지 섭취량(1,484.8 kcal)보다도 훨씬 낮은 편이였

지만, 영양교육 후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단백질은 교

육 전후 각각 46.01 g에서 62.61 g(p<0.01)으로 평균필요량인 

35 g과 비교하여 과잉 섭취가 우려된다. 당질은 190.04 g에서 

276.11 g으로 유의하게(p<0.001) 증가했으며, 지방은 26.57 g
에서 32.89 g으로 증가(p<0.05)하였다. 식이섬유소, 인, 철, 칼
륨, 아연, 티아민, 비타민 B6, 나이아신, 엽산 섭취량(p<0.001)
과 칼슘,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섭취량(p<0.01), 리보플라빈과 

비타민 A의 섭취량(p<0.05), 나트륨(p<0.01), 콜레스테롤(p<0.05) 
모든 영양소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인(평균필요량이 580 
mg), 철분(평균필요량이 5.8 mg), 나트륨(목표섭취량 2,000 mg)
은 영양교육 전후 모두 과잉의 섭취가 우려되며, 엽산은 부족

섭취가 우려되므로 차후 교육내용에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식품인 된장, 간장, 김
치, 젓갈 등의 섭취 과다가 식습관으로 오랜 동안 굳어져 있

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나트륨 섭취량을 보이는 나라이므

로, 나트륨 섭취에 대한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Yang 
JK 2009). 칼슘의 섭취가 영양 교육 전 417 mg으로 영양섭취

기준(EAR)보다는 적었지만, 2013 국민건강조사결과 344.8 mg
보다는 많은 양이었으며, 영양교육 후에는 긍정적으로(647 
mg)으로 증가하였다. 콜레스테롤도 영양교육 전에 204 mg으
로 적절했으나, 영양교육 후에는 291 mg으로 과잉 섭취가 우

려된다. 영양교육 전후 당질:단백질:지방 에너지 구성 비율

은 교육 전 65.82%:16.22%:21.10%로 교육 후 67.02%:15.34%: 
18.36%로 나타났다. Kim & Kim(2012)의 연구에서도 열량, 단
백질, 지방, 인, 나트륨,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나이아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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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s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Nutrients Pre
(n=27)

Post
(n=27) Wilcoxon Z p-value

Energy (kcal) 1,146.14±240.1911) 1,639.39±397.82 －3.72 0.000***

Protein (g)   46.01±21.13   62.61±19.71 －2.86 0.004**

Plant protein   27.07±22.16   35.12±10.42 －2.98 0.003**

Animal protein   18.94±11.05   27.49±15.52 －2.14 0.032*

Fat (g)   26.57±11.45   32.89±12.48 －1.73 0.084
Carbohydrate (g)  190.04±53.58  276.11±76.85 －3.60 0.000***

Fiber (g)   13.36±4.98   23.85±8.30 －4.11 0.000***

Calcium (mg)  417.06±196.33  647.12±247.64 －2.91 0.004**

Phosphorus (mg)  654.10±191.70 1,088.38±356.58 －3.82 0.000***

Iron (mg)    8.36±3.20   12.38±3.01 －3.63 0.000***

Sodium (mg) 2,580.57±1,113.94 3,691.80±965.91 －3.20 0.001***

Potassium (mg) 1,808.31±567.58 2,991.33±890.55 －4.13 0.000***

Zinc (mg)    5.35±1.39    8.10±2.53 －3.56 0.000***

Vitamin A (R.E.)  571.12±587.51  734.94±341.47 －2.11 0.034*

Thiamin (mg)    0.65±0.19    1.13±0.53 －3.84 0.000***

Riboflavin (mg)    0.79±0.32    1.04±0.36 －2.40 0.016*

Vitamin B6 (mg)    1.16±0.32    2.01±0.85 －4.08 0.000***

Niacin (mg)    8.53±2.68   15.35±6.37 －3.92 0.000***

Vitamin C (mg)   82.94±61.68  157.01±105.76 －2.93 0.003**

Folate (μg)  176.97±67.42  265.09±91.62 －3.24 0.001***

Vitamin E (mg)    7.28±3.56    9.95±3.40 －2.71 0.007**

Cholesterol (mg)  204.78±140.82  291.84±180.28 －1.99 0.046*

CPF ratio carbohydrate (%)2)   65.82±9.44   67.02±6.99 －038 0.701
Protein (%)   16.22±6.92   15.34±2.83 －038 0.701

Fat (%)   21.10±8.58   18.36±5.54 －1.30 0.195
1) Mean±S.D.
2) Intakes energy distribution ratio of carbohydrate : protein : fat
*p<0.05, **p<0.01,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영양교육의 효과가 실생활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9. 영양교육 전후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EAR)에 의한
영양소의 섭취

영양교육 전후의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의한 영양소섭취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교육 전의 에너지 섭취량은 에너

지 필요추정량의 75% 미만 섭취비율이 59.3%로 2013년 국민

건강조사 결과 33.5%보다도 높은 비율이었으며, 칼슘, 아연,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티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C, 엽산은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50%를 넘어 영양소섭취량이 

매우 낮았다. 교육 후에는 에너지(p<0.01), 단백질(p<0.05), 칼슘

(p<0.01), 인(p<0.001), 아연(p<0.05), 티아민(p<0.001), 비타민 

B6(p<0.001), 나이아신(p<0.01), 비타민 C(p<0.001)에서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엽산은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교육 전후 EAR 이하

로 섭취하는 비율 모두 50%를 훨씬 넘어 섭취 부족의 심각성

을 알 수 있었다. 리보플라빈도 교육 후 51.9%로 부족비율이 

높았다. 2013 국민건강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결과,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이 칼슘은 75.9%, 
리보플라빈 73%, 비타민 C는 67.4%, 나이아신 66%, 비타민 

A는 65.8%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도 교육 전 티아민

(88.9%), 칼슘,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81.5%)과 유사한 결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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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ercent of the subjects consumed under EAR 
of the subjects. EAR was used as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in all nutrients except energy (under 75% of EER),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p<0.05, **p<0.01, ***p<0.001: Signifi-
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10. 영양교육전후의영양소적정섭취비율과평균영양소
적정섭취비율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 평균영양소 적정섭취비율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영양교육 전에 비해 영양교육 후 

Table 9. NAR and MAR of subject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Variables
Pre-

education
(n=27)

Post-
education

(n=27)

Wilcoxon 
Z p-value

Protein (g)  1.02±0.471) 1.39±0.44 －2.86 0.004**

Fiber (g) 0.67±0.25 1.19±0.42 －4.11 0.000***

Calcium (mg) 0.60±0.28 0.92±0.35 －2.91 0.004**

Iron (mg) 1.04±0.40 1.55±0.38 －3.63 0.000***

Zinc (mg) 0.76±0.20 1.16±0.36 －3.56 0.000***

Vitamin A (R.E.) 0.95±0.98 1.22±0.57 －2.11 0.034*

Thiamin (mg) 0.59±0.18 1.03±0.48 －3.84 0.000***

Riboflavin (mg) 0.65±0.27 0.86±0.30 －2.40 0.016*

Vitamin B6 (mg) 0.83±0.23 1.44±0.61 －4.08 0.000***

Niacin (mg) 0.61±0.19 1.10±0.45 －3.92 0.000***

Vitamin C (mg) 0.83±0.62 1.57±1.06 －2.93 0.003**

Folate (μg) 0.44±0.17 0.66±0.23 －3.24 0.001***

MAR2) 0.75±0.21 1.17±0.30 －4.13 0.000***

1) Mean±S.D. NAR (Nutrition adequacy ratio): the subject's daily 
intake of a nutrient/RI (fiber: AI) of the nutrient

2) MAR (mean adequacy ratio): Sum of the NARs for nutrients/12
*p<0.05, **p<0.01,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단백질(p<0.05), 칼슘과 비타민 C의 섭취량(p<0.01), 식이섬유

소(p<0.001), 철(p<0.001), 아연(p<0.001), 티아민(p<0.001), 나
이아신(p<0.001), 엽산(p<0.001), 리보플라빈(p<0.05) 섭취량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질적인 향상을 보였지만, 교육 후에

도 엽산(0.66), 리보플라빈(0.86), 칼슘(0.92)은 1 이하를 나타

내었다. 선행연구(Yang JK 2009)에서도 리보플라빈, 엽산, 칼
슘의 NAR이 교육 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결과로 

본 연구와 유사하다. 칼슘의 필요성과 우유 섭취를 늘려서 노

년기 골관절 질환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

이다. MAR은 교육 전 0.75에서 1.17로 유의한 증가(p<0.001)
를 보였다.

11. 영양교육 전후의 INQ
영양교육 전후의 개인이 섭취한 음식과 식사의 적합한 영

양적 균형정도를 말해주는 INQ(Index of Nutritional Quality)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에너지 1,000 kcal에 해당

하는 식이 내 영양소 함량을 1,000 kcal당 그 영양소의 권장섭

취량 혹은 충분섭취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에너지

가 충족될 때 영양소 섭취가능 정도를 나타내며, INQ가 1 이
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방, 콜레스테롤 제외하고 식사

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등 2009). 교육 전 단백질, 
철,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C는 1 이상으로 조사

되어 양호하였으며, 식이섬유소(0.92), 칼슘(0.84), 티아민(0.84), 
리보플라빈(0.93), 나이아신(0.85), 엽산(0.62)은 1 이하로 조사

Table 10. INQ of subject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Variables
Pre-

education
(n=27)

Post-
education

(n=27)

Wilcoxon 
Z p-value

Protein (g)  1.44±0.621) 1.36±0.25 －0.38 0.701

Fiber (g) 0.92±0.22 1.18±0.32 －3.15 0.002**

Calcium (mg) 0.84±0.40 0.91±0.30 －1.01 0.313
Iron (mg) 1.44±0.32 1.54±0.26 －1.13 0.259
Zinc (mg) 1.07±0.20 1.12±0.15 －0.79 0.428
Vitamin A (R.E.) 1.35±1.32 1.27±0.66 －0.24 0.810
Thiamin (mg) 0.84±0.27 1.00±0.36 －2.50 0.012*

Riboflavin (mg) 0.93±0.39 0.86±0.32 －0.96 0.337
Vitamin B6 (mg) 1.17±0.25 1.41±0.47 －2.40 0.016*

Niacin (mg) 0.85±0.23 1.07±0.35 －2.50 0.012*

Vitamin C(mg) 1.14±0.76 1.60±1.09 －1.83 0.068
Folate (μg) 0.62±0.21 0.67±0.27 －0.17 0.866

1) Mean±S.D INQ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amount of nutrients 
in 1,000 kcal/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in 1,000 kcal

*p<0.05, **p<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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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교육 전 식이섬유소(p<0.01), 티아민(p<0.05), 비타민 

B6(p<0.05), 나이아신(p<0.05)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교육 후 

식사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엽산은 교육 후 약간 

증가하였지만, 교육 전 0.62, 교육 후 0.67로 모두 0.75 미만으

로 질적으로 부족하게 섭취하였다.
 
12. 조사대상자의 영양교육 전과 후의 행동변화단계
행동변화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성인병 예방 영양교육 전

후 대상자의 행동변화단계는 Table 11과 같다. ‘고려전단계’
에 속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교육 전 33.3%에서 교육 후 2.7%
로 감소하였으며, ‘고려단계’가 교육 전 25.9%에서 교육 후 

37%로, ‘준비단계’는 교육 전 14.8%에서 교육 후 29.6%로 증

가하였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영양교육이 성인병 예방 

식이 실천에 대한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able 11. Stages of change of subjects 

Variables
Pre-

education
(n=27)

Post-
education

(n=27)

χ2

(p-value)

Stages of 
change 

Precontemplation  9(33.3)1)  2( 7.4)

6.32
(0.177)

Contemplation 7(25.9) 10(37.0)
Preparation 4(14.8)  8(29.6)
Action/maintenance 7(25.9)  7(25.9)

1) N(%)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보건소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인지론을 적용하여 영양교육을 실

시한 후 영양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1. 대상자 평균 신장 155 cm, 체중 55 kg, 평균연령 71.2세

이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23명(85.2%), 75세 이상은 4명(14.8%)
이였다. BMI는 정상 14명(51.9%), 과체중 7명(25.9%), 비만 6
명(22.2%)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BMI 23.3이었다. 

2. 교육 후 운동 횟수 5~6회가 22.2%에서 37%, 매일은 11.1%
에서 22.2%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아침식사는 

6~7회가 70.4%에서 59.3%로, 과식이 14.8%에서 3.7%로 유의

적(p<0.05)으로 줄었다. 
3. 영양교육 후 총 결과기대의 점수는 유의적(p<0.001)으로 

증가하였고, 자아효능감은 ‘생활습관을 바꿀 자신이 있다’와 

‘저녁 식사 후에 간식 및 야식을 하지 않고 참을 자신이 있다’
의 항목에서는 유의한(p<0.05) 증가를 보였다. 또한 성인병 

예방지식 점수와 행동능력 총 점수도 유의한 증가(p<0.001)

를 보였다.
4. 영양교육 전후 각각 열량 1,146.14 kcal에서 1,639.39 kcal 

(p<0.001), 단백질 46.01 g에서 62.61 g(p<0.01), 당질 190.04 g
에서 276.11 g(p<0.001), 지방 26.57 g에서 32.89 g(p<0.05)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식이섬유소, 인, 철, 칼륨, 아연, 티아민, 
비타민 B6, 나이아신, 엽산 섭취량 모두(p<0.001), 칼슘, 비타

민 C와 비타민 E의 섭취량 모두 (p<0.01), 리보플라빈과 비타

민 A 섭취량(p<0.05), 나트륨(p<0.01), 콜레스테롤(p<0.05)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교육 전 에너지섭취량은 에

너지필요추정량의 75% 미만 섭취비율이 59.3%, 칼슘, 아연,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C, 엽산을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후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칼슘, 비타민 B6, 나이아신과 비타민 

C(p<0.01), 아연(p<0.05), 인(p<0.001)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5. 영양교육 후 NAR은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C의 섭취량

(p<0.01), 식이섬유소, 철, 아연, 티아민, 나이아신과 엽산의 섭

취량(p<0.001), 리보플라빈(p<0.05)의 섭취량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교육 후에도 엽산(0.66), 리보플라빈(0.86), 칼슘

(0.92)은 1 이하를 나타내었고, MAR은 교육 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p<0.001)를 보였다. 또한 INQ는 식이섬유소(p<0.01), 티아

민, 비타민 B6와 나이아신(p<0.05)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6. ‘고려전단계’ 대상자 비율이 교육 전후 각각 33.3%에서 

2.7%로 감소하였으며, ‘고려단계’는 25.9%에서 37%로 ‘준비단

계’는 14.8%에서 29.6%로 증가하였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

그램 실시 후 건강습관과 영양소 섭취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

를 나타내었으나, 자아효능감과 행동변화단계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흥미 있는 수업으로 어르신들의 

관심을 이끌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단기적인 교육이

었기 때문에 오래된 식습관이나 행동변화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양교육과 상

담을 실시한다면 영양관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관리로 

노년기 삶의 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보건소를 통

한 영양교육 사업 확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상자의 수가 27
명으로 적었고, 3주간의 짧은 영양교육이었으며, 한 곳의 보

건소 방문 노인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대상범위를 확대 연구하여 일반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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