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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service menu items offered at senior welfare centers to 

provide information on Korean senior menu development. A total of 514 lunch menu items were collected 

from 27 senior welfare centers in April, July, October and January. The most frequently served staple foods, 

soups, and side dishes were multi-grain rice, seaweed soup, Bulgogi, Kimchi, and liquid yogurt. The pro-

portions of carbohydrate, protein, and lipids of total energy serving of senior welfare centers were 59.8%: 

16.7%: and 22.8%, respectively. The nutrients served at less than 40% of the 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 and Adequate Intake (AI) of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 were chloride (1.0%), vi-

tamin D (1.3%), biotin (1.7%), magnessium (4.5%), Iodine (7.5%), pantothenic acid (8.0%), vitamin E 

(12.5%), vitamin B6 (20.0∼21.4%), vitamin K (21.1∼24.3%), and water (35.7∼39.7%). The nutrients served 

in excess of the daily intake goal and RNI were iron (98.9∼127.1%), sodium (104.9%), and copper 

(1,100.0%). 

Key words : senior welfare center, foodservice menu, home-bound elderly, multi-grain rice, seaweed soup

서 론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0% 

(5,357천 명)를 넘어선 후 향후 2026년에 20.8%, 

2050년에 38.2% 수준으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

입할 것으로 예상되며(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이는 일본 37.7%, 프랑스 25.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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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비율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관절염 등

의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노인성 치매, 중풍 등은 장

기간 보호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노인 부양문제는 개인적 차

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및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 등의 정책 활동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의료, 복지, 여가, 주택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Kwak 등 2013). 이같은 취

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노인복지관은 노

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 증

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1971년 

인천광역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면서 시작되

었으며, 1997년 노인복지법 제5차 개정을 통해 ‘노

인복지시설’에서 경로당, 노래교실, 노인휴양소와 함

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 제 

17차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법 상에서의 명칭은 노

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개정되었지만 지

역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

지회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

리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350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도 

제공하여 노인들의 영양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이나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급식사업 등을 포함한 한 끼 무료급

식 이용자수가 104,000명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할 

때(Kim 등 2010a) 노인 단체급식의 사회적 도움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관의 

급식은 노인에게 한 끼의 완전한 식사를 제공함으

로써 이들의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

라 사회적, 심리적 교류를 유도하여 건강을 유지하

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Chang 2008).

현재까지 발표된 노인복지관 급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 급식서비스 참여 노인들이 비참여 

노인들에 비해 영양섭취가 더 우수하였고, 빈혈을 

비롯한 건강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Song 등 1997; Lee 등 1998; Chae 등 2000). 

전주지역 복지관의 노인 대상 영양교육 및 맞춤형 

점심급식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식습관 및 영양지식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Bae 등 2013), 

여러 연구에서 노인 대상 급식서비스 모델 및 노인

복지관 대상 급식운영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

다(Chang 2008; Kim 등 2010b; Lee 2011; Seo 등 

2013). 또한 노인요양시설 만족도에서 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식단 제공은 매우 중요한 

만족 요인이며(Han 2013),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에

서 영양 및 식사관리가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Kang 2010; Jeon 2012).

우리보다 훨씬 일찍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미 고령자의 식생활 

관련 특성 및 저작불편, 독거, 건강상태 저하 등에 

따른 영양문제 분석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제품 개

발을 위한 연구들이 선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식생활 특성을 분석하여 

고령자의 영양소별 영양상태 등 주요 영양문제를 

파악하고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이 개

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일부 지역 복지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여러 복지관에

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 대상 단체급식을 실질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노인

복지관 급식의 인원과 비용 현황, 식단 분석을 통한 

영양 및 특성을 다각도로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노

인을 위한 식생활,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단

체급식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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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N=19)

Variable Classification Mean±SD

Gender Male 158.5±91.6

Female 141.5±118.1

Age 60∼69 46.9±39.6

70∼79 156.9±118.8

80∼89 90.7±78.9

90∼99 5.6±7.5

Mobility Bed-bound 0.0±0.0

Able to go out with wheel chair 2.8±4.7

Able to go out 297.3±189.3

Type of diet Normal diet 297.1±191.3

Soft diet 0.0±0.0

Blended diet 3.0±0.0

Tube feeding 0.0±0.0

Total 300.1±191.3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전국 134개 노인복지관의 영양사 및 급

식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이 중 회수된 27개소 노인복지

관의 설문지와 급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각 계절별 5일간 식단 514개의 메뉴를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는 노인복지관의 영양사에게 작성을 부

탁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여 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대, 활

동 수준(비활동, 저활동, 중활동) 등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영양사가 없거나 설문지 작성을 못할 

경우 사무국장이나 시설장이 대신 설문조사에 응답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의 급식 메뉴 

분석을 위해 급식인원, 급식유형(일반식, 죽식, 다진

식, 경관식), 1끼 평균 급식단가(간식비 포함)를 조사

하였으며, 계절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2016년 1월, 

4월, 7월, 10월 둘째 주에 제공된 점심 메뉴 5일간 

20개씩 수집하여 급식 식단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일반사항과 총 514개 식단의 메뉴 

분석을 위해 SPSS 20.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식단의 음식군은 Can Pro 5.0(Web ver. Korea) 전문

가용의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조리법과 주

재료가 되는 식품을 근거로 24개 음식군으로 분류하

였다.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단의 영양소 

제공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쌀밥의 경우 쌀 65 g, 

혼합 잡곡밥의 경우 쌀 60 g, 흑미 3 g, 보리 2 g(밥 

양으로 200∼250 g), 국은 건더기 50 g, 주찬은 60 g, 

부찬 50 g(나물류 60 g), 김치 30 g으로 입력하여 분

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 및 노인복지관 일반사항

회수된 설문지 27부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관의 

평균 급식인원은 300.1명, 급식 대상자는 남자 158.5

명, 여자 141.5명으로 남자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 급식 대상자의 연령은 70대가 가장 

많았으며(156.9명), 80대(90.7명), 60대(46.9명), 90대

(5.6명) 순이었다. 급식 대상자의 활동 수준은 혼자 

거동가능자 297.3명이며,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노인들은 다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

인들과 달리 대부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중활동 

수준의 노인들이 많았다. 노인복지관의 급식유형은 

대부분 저작과 연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밥, 국, 

반찬 2∼3가지, 김치의 일반식이 약 297.1명으로 가

장 많았고, 죽식, 다진식, 경관식을 급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Table 1). 일부 노인복지관의 경우 다진

식(갈은식)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갈은식에 대한 식단을 따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일반식의 부재료 또는 반찬을 잘게 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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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receiving food service and price of food
service.

Valu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

Number of receiving 

food service (N)

≤100  1 (  5.3)

101∼200  7 ( 36.8)

201∼300  4 ( 21.1)

301∼400  4 ( 21.1)

＞401  3 ( 15.8)

Price of food service 

(Won)

≤1,500  1 (  5.3)

1,501∼2,000  7 ( 36.8)

2,001∼2,500  5 ( 26.3)

2,501∼3,000  4 ( 21.1)

3,001∼3,500  0 (  0.0)

3,501∼4,000  2 ( 10.5)

＞4,000  0 (  0.0)

License Dietitian 16 ( 84.2)

Others  3 ( 15.8)

Work experience ＜1 year  3 ( 15.8)

1∼3 years  4 ( 21.1)

＞3 years 12 ( 63.1)

Region Seoul  5 ( 26.3)

Gyeonggi-do & Incheon  3 ( 15.8) 

Chungcheong-do  6 ( 31.6)

Gyeongsang-do  2 ( 10.5)

Jeolla-do  2 ( 10.5)

Gangwon-do  1 (  5.3)

Total 19 (100.0)

거나 갈아서 죽을 조리하여 급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대상 단체급식에서는 급식인원에 따라 급식

단가 및 노인복지법 제12조 관련 직원의 배치기준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입소자 50인 이상의 시설에

는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

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영양사가 없

는 시설은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

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된 노인복지관의 급식인원을 분석한 결과 101

명 이상 200명 이하로 급식하는 비율이 36.8%로 가장 

많았고, 201명 이상 300명 이하 및 301명 이상 400명 

이하 급식인원인 경우가 각각 21.1% 였으며, 401명 초

과되는 노인복지관도 3곳으로  15.8%, 100명 이하인 곳

은 5.3%로 가장 적었다(Table 2).

응답기관의 급식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끼 평균 

급식단가가 1,501원 이상 2,000원 미만인 곳이 36.8%

로 가장 많았으며, 2,001원 이상 2,500원 미만 26.3%, 

2,501원 이상 3,000원 미만이 21.1% 순으로 나타나 

전체 기관의 84.2%가 1끼 평균 급식단가로 1,501원 

이상 3,000원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관은 일반적으로 평일 점심식사 1끼 만을 제공

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평균 급식단가는 2,479원이었

으며, 노인복지관에서는 점심식사시간 이외에 간식

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data not sho-

wn). 급식에 포함된 후식의 개념으로 과일이나 유제

품,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 포함되

어 있거나 지역사회단체의 식품 후원이나 기부 등 

불규칙한 제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응

답자의 84.2%가 영양사로, 근무경력은 3년 초과가 

63.1%, 1∼3년이 21.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및 

식단 분석을 실시한 노인복지관은 충청도가 31.6%, 

서울 26.3%, 경기도ㆍ인천 15.8%, 경상도, 전라도 각

각 10.5%, 강원도 5.3%였다(Table 2).

2. 노인복지관 식단 분석

노인복지관의 식단 분석은 점심식단 514개에서 

김치와 간식을 제외하고 주식, 국, 부식으로 제공된 

2,258개 음식을 Can Pro 5.0(web)의 음식 데이터베이

스를 기준으로 조리법과 주재료가 되는 식품을 근

거로 분류하였다. 각 식단의 김치와 간식을 제외하

고 평균 4.4개의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1월, 4월, 7

월, 10월 둘째 주에 제공된 대표 식단의 주식, 국, 

부식, 후식에서 제공 빈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잡곡

밥, 미역국, 불고기, 배추김치, 액상요구르트인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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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tly served staple foods group and foods.

Rank Staple foods group N (%) Rank
Most frequency 

served food
N (%)

1 Multi-grain Rice group Barley Rice, Five-Grain Rice, Multi-Grain 

Rice, Boiled Glutinous Millet Rice, Sorghum 

Rice, Glutinous-Barley Rice, Oat Rice, 

Kidney-Bean Rice

264 ( 51.9) 1 Multi-Grain Rice 176 (44.6)

2 Other Rice group Black Rice, Millet Rice, Glutinous Brown Rice, 

Chlorella Rice 

124 ( 24.4) 2 Black Rice  46 (11.6)

3 Cooked Rice group White Rice, Germinated Brown Rice, Cooked 

Glutinous Rice

 37 ( 7.3) 3 Millet Rice  45 (11.4)

4 Rice served with 

Toppings, Rice Soup 

group

Pork Curry Rice, Black Soybean Sauce Rice, 

Hayashi Rice, Rice With Stir-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28 ( 5.5) 4 Barley Rice  27 ( 6.9)

5 Bibimbap/Fried Rice Octopus Bibimbap, Rice With Oysters, 

Chwinamul Rice, Omelet Rice

 18 ( 3.5) 5 Brown Rice  24 ( 6.1)

6 Noodles Group group Noodles Clear Soybean Soup, Udon, Noodles 

In Cold Soybean Soup

 11 ( 2.2) 6 Rice With Beans  20 ( 5.1)

7 Vegetable Rice group Bean Sprouts With Rice, Chwinamul With 

Rice, Nutritious Hot Stone Pot Rice

 10 ( 2.0) 7 Glutinous Millet Rice  15 ( 3.8)

8 Soups group Ginseng Chicken Soup   8 ( 1.6) 8 Sorghum Rice  14 ( 3.6)

9 Rice Porridge group Chicken Rice Porridge   5 ( 1.0) 9 Pork Curry Rice  14 ( 3.6)

10 Fried With Grains, 

Legumes group

Mapa Tofu   3 ( 0.6) 10 Bibimbap  13 ( 3.3)

Total 508 (100.0)

Table 4. Frequently served soups food group and foods.

Rank Soups group N (%) Rank
Most frequency 

served food
N (%)

1 Soups group Potato Soup, Seaweed Soup, Egg Drop Soup, Bean 

Sprout Soup, Kimchi Soup, Pollack Soup, Dried 

Pollack Egg Drop Soup, Beef and Radish Soup

191 ( 41.9) 1 Seaweed Soup 31 ( 6.5)

2 Soybean Paste 

Soups group

Soybean Paste Soup with Spinach, Soybean Paste Soup 

with Dried Shrimp Curled Mallow, Soybean Paste Soup 

with Swiss Chard Leaf Beet, Soybean Paste Soup with 

Cabbage, Miso Soup

108 ( 23.7) 2 Soybean Paste Soup 16 ( 3.3)

3 Other Soups 

group

Soybean Paste Soup with Winter-Grown Cabbage, Bean 

Sprout with Dried Pollack Soup, Soft Tofu Soup, 

Seaweed with Perilla Seed Soup, Cabbage with Bean 

Flour Soup

 57 ( 12.5) 3 Egg Drop Soup 15 ( 3.1)

4 Gomguk, Tang 

group

Spicy Beef Soup, Spicy Seafood Soup, Beef Soup, 

Ginseng Chicken Soup, Ox Bone Soup

 32 ( 7.0) 4 Bean Sprout Soup 15 ( 3.1)

5 Soybean Paste 

Stew group

Soybean Paste Stew, Rich Soybean Paste Stew  22 ( 4.8) 5 Spicy Beef Soup 14 ( 2.9)

6 Fish & Shellfish 

Stew group

Kimchi Tuna Stew, Pollack Stew, Spicy Fish Roe Stew, 

Codfish Soup, Oyster and Tofu Stew

 15 ( 3.3) 6 Beef and Radish Soup 14 ( 2.9)

7 Other Jjigae group Soft Tofu Stew, Pureed Soybean Stew  13 ( 2.9) 7 Fish Cake Soup 13 ( 2.7)

8 Mandu group Dumpling Soup, Rice Cake and Mandu Soup   7 ( 1.5) 8 Soft Tofu Soup 11 ( 2.3)

9 Noodles group Korean Pasta Soup   6 ( 1.3) 9 Dried Pollack Soup 11 ( 2.3)

10 Cold Soup group Seaweed Cold Soup, Cucumber and Seaweed Cold Soup   4 ( 0.9) 10 Fried Tofu Soup 11 ( 2.3)

Total 4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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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tly served snack group and foods.

Rank Snack group N (%) Rank
Most frequency 

served food
N (%)

1 Dairy Product Liquid Yoghurt, Semisolid Yoghurt 61 ( 39.8) 1 Liquid Yoghurt 40 (24.5)

2 Fruits Banana, Tangerine, Strawberry, Watermelon, Apple 37 ( 24.2) 2 Semisolid Yoghurt 16 ( 9.8)

3 Drinks Soybean Milk, Sweet Rice Drink 18 ( 11.8) 3 Soybean Milk 15 ( 9.2)

4 Rice Cakes Steamed Rice Cake with Azuki bean, Snow White 

Rice Cake, Pounded Rice Cake

8 ( 5.2) 4 Watermelon 11 ( 6.7)

5 Breads Corn Dog, Chocolate Cake, Cheese Cake, Sweet 

Red-bean Bread, Roll of Bread

7 ( 4.6) 5 Apple 8 ( 4.9)

6 Fruit Juice Orange Juice 6 ( 3.9) 6 Tangerine 7 ( 4.3)

7 Confectionery Cracker 5 ( 3.3) 7 Banana 6 ( 3.7)

8 Milk Dairy Products Milk 4 ( 2.6) 8 Fresh Orange Juice 6 ( 3.7)

9 Vegetables Tomato 4 ( 2.6) 9 Cracker 5 ( 3.1)

10 Eggs Boiled Egg 3 ( 2.0) 10 Steamed Rice Cake 

with Azuki bean

5 ( 3.1)

Total 153 (100.0)

Table 5. Frequently served side dish group and foods.

Rank Side dish group N (%) Rank
Most frequency 

served food
N (%)

1 Grilledi Meat Spicy Stir-fried Chicken, Pork Bulgogi, Bulgogi, Grilled 

Pork Belly, Grilled Duck

 66 ( 20.0) 1 Bulgogi 68 ( 3.6)

2 Stir-Fried Meat 

and Eggs

Stir-fried Pork, Stir-fried Pork and Kimchi, Stir-fried 

Chicken, Stir-fried Beef

 48 ( 14.6) 2 Soy Sauce Braised 

Tofu

66 ( 3.5)

3 Braised Fish 

and Shells

Braised Saury, Braised Mackerel, Braised Cutlassfish  43 ( 13.0) 3 Braised Saury 54 ( 2.9)

4 Braised Meat 

and Eggs

Braised Eggs, Braised Chicken, Braised Sausage, Braised 

Beef, Soy Sauce Braised Quail Eggs

 40 ( 12.1) 4 Braised Mackerel 47 ( 2.5)

5 Grilled Fish 

and Shells

Grilled Saury, Grilled Spanish Mackerel, Grilled Yellow 

Croaker, Grilled Atka-fish

 35 ( 10.6) 5 Stir-fried Pork 45 ( 2.4) 

6 Fried Meat Sweet and Sour Pork, Pork Cutlet, Fried Chicken, 

Deep-fried Chicken in Hot Pepper Sauce, Hamburger Steak

 26 ( 7.9) 6 Steamed Eggs 45 ( 2.4)

7 Salads Seasoned Cucumbers, Seasoned Cucumbers Pickeled in salt, 

Fresh Cabbage Kimchi, Fresh Bok Choy Kimchi, Cold 

Bean Sprout, Seasoned Mung Bean Jelly Salad, Seasoned 

Pickled Radish, Chilled Jellyfish Platter

 22 ( 6.7) 7 Soy Sauce Braised 

Pork

41 ( 2.2)

8 Stir-fried Fish 

and Shells

Stir-fried Squid, Stir-fried Fish Cake, Stir-fried Anchovy, 

Stir-fried Octopus, Stir-fried Tuna and Kimchi

 22 ( 6.7) 8 Braised Chicken 40 ( 2.1)

9 Steamed Meat Steamed Chicken, Steamed Eggs, Steamed Pork ribs  14 ( 4.2) 9 Pork Bulgogi 39 ( 2.1)

10 Fried Fish and 

Shells

Shrimph Cutlet, Fish Cutlet, Sweet and Sour Squid, Sweet 

and Sour Dried Pollack

 14 ( 4.2) 10 Braised Pollack 38 ( 2.0)

Total 330 (100.0)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된 주식은 45종의 주식이 제

공되었고, 주식에서 제공 빈도 51.9%로 가장 높은 

음식군은 잡곡밥류이며 다음으로 기타 밥류(흑미밥, 

수수밥, 현미밥, 클로렐라밥 등) 24.4%, 쌀밥류가 

7.3% 순위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된 주식

에는 밥류 이외 국수장국, 삼계탕, 닭죽 같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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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nergy and nutrient intakes of senior welfare center.

Nutrient intake 

(Mean±SD, n=27)

CN/KDRI
1)

Male (%)

CN/KDRI

Female (%)

Energy (kcal) 833.8±111.8 41.7 52.1 

Carbohydrates (g) 124.7±21.1

Fat (g) 21.1±3.6

Cholesterol (mg) 24.0±8.7 8.0 8.0

Protein (g) 34.8±3.6 63.3 77.3 

Dietary Fiber (g) 11.6±1.3 46.4 58.0 

Water (g) 357.3±40.5 35.7 39.7 

Vitamin A (μg RAE) 501.1±93.4 71.6 91.1 

Vitamin D (μg) 0.2±0.2 1.3 1.3 

Vitamin E (mg) 1.5±0.5 12.5 12.5 

Vitamin K (μg) 15.8±9.3 21.1 24.3 

Vitamin C (mg) 35.2±6.9 35.2 35.2 

Thiamin (mg) 0.9±0.1 75.0 81.8 

Riboflavin (mg) 0.6±0.1 40.0 50.0 

Niacin (mg) 7.5±1.7 46.9 53.6 

Vitamin B6 (mg) 0.3±0.1 20.0 21.4 

Folic Acid (μg) 50.9±17.6 12.7 12.7 

Vitamin B12 (μg) 1.0±0.7 41.7 41.7 

Pantothenic Acid (mg) 0.4±0.3 8.0 8.0 

Biotin (μg) 0.5±0.4 1.7 1.7 

Calcium (mg) 252.3±34.6 36.0 31.5 

Phosphorus (mg) 574.1±86.6 82.0 82.0 

Sodium (mg) 2097.4±223.8 104.9 104.9 

Chloride (mg) 17.1±11.5 1.0 1.0 

Potassium (mg) 1447.3±140.5 41.4 41.4 

Magnessium (mg) 12.9±6.5 4.5 4.5 

Iron (mg) 8.9±1.5 98.9 127.1 

Zinc (mg)  1.8±0.72 20.0 25.7 

Copper (mg) 8.8±1.8 1,100.0 1,100.0

Fluorine (μg) 0.6±0.6 16.7 20.0 

Manganese (mg) 1.4±1.5 35.0 40.0 

Iodine (μg) 11.3±6.7 7.5 7.5
1)

 Consumed nutrients/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aged 70 

and more

도 있었으나 주식으로 제공 빈도가 높은 1∼10순위

는 잡곡밥, 흑미밥, 수수밥, 보리밥 등이었다(Table 3).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된 국류는 105종이 제공되었

으며, 제공 빈도가 높은 음식군은 맑은국류 41.9%, 

된장국류 23.7%, 기타 국류(순두부백탕, 얼갈이된장

국, 팽이버섯된장국, 들깨미역국 등) 12.5%, 곰국 및 

탕류 7.0% 순으로 10순위까지 나타났다. 제공 빈도

가 높은 순위의 국은 미역국, 맑은 된장국, 달걀국, 

콩나물국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를 제외

한 반찬으로 육류, 어패류 등의 동물성 식품이 주재

료인 주찬은 169종, 주찬과 함께 제공된 부찬은 171

종이 제공되었으며 Table 5, Table 6에 1∼10순위까

지 나타내었다. 제공 빈도가 높은 주찬 음식군은 육

류구이 20.0%, 육류ㆍ난류볶음 14.6%, 어패류조림 

13.0%, 육류ㆍ난류조림 12.1% 순으로 나타났다. 제

공 빈도가 높은 반찬은 불고기, 두부양념조림, 꽁치

조림, 고등어조림 순이었다(Table 5). 

노인복지관에서는 점심식사 1끼만을 급식하기 때

문에 간식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품요리 

급식 시 또는 주찬으로 제공되는 부식이 적을 경우 

후식이나 부식의 개념으로 제공되었다. 제공된 후식

은 37종이었으며, 그중 빈도가 높은 1∼10순위 간식

류는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류가 39.8%로 가장 많

이 제공하였고, 생과일 24.2%, 음료 11.8%, 떡류 

5.2%, 빵류 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공 빈도가 

높은 후식은 액상요구르트, 호상요구르트, 두유음료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Can Pro 5.0(web)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영양섭취 기준 대비 영양

소 제공량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다.

노인복지관 점심식단을 통한 평균 에너지 제공량

은 833.8 kcal, 탄수화물은 124.7 g, 지질은 21.1 g, 

단백질 34.8 g을 제공하여 전체 에너지의 약 59.8%

를 탄수화물로, 단백질로 16.7%, 지질로 22.8%를 제

공하고 있었다. 식이섬유는 하루에 충분섭취량으로 

여자 노인 20 g, 남자 노인 25 g을 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는데, 본 조사 식단에서는 11.6 g으로 2015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충분섭취량의 46.4∼58.0%에 

해당하는 식이섬유를 점심식사에서 제공받고 있었으

며,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의 제공량이 수용성 식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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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다 높았다. 수분 제공량은 평균 357.3 g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충분섭취량 1,800∼2,100 g

의 35.7∼39.7%에 해당하는 수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용성 비타민 중 비타민 A 권장섭취량인 550∼700

μg을 기준으로 보면 점심식사에서 71.6∼91.1%에 달

하는 501.1μg RAE의 비타민 A를 다량으로 제공하

였으며, 비타민 E 제공량은 평균 1.5 mg으로 충분섭

취량 12 mg의 12.5%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타민 C 35.2 mg으로 1일 기준의 1/3 이상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제공량은 평균 

252.3 mg으로 칼슘 권장섭취량 65세 이상 남자 700 

mg, 여자 800 mg을 감안하면 하루 필요량의 약 31.5

∼36.0%에 해당하는 칼슘을 점심식사 한 끼에서 제

공받는 것이며, 다량 무기질 중 인의 제공량은 574.1 

mg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권장섭취량 

700 mg의 8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점심식단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 및 충분

섭취량의 40% 미만으로 제공한 영양소는 염소(1.0%), 

비타민 D(1.3%), 비오틴(1.7%), 마그네슘(4.5%), 요오

드(7.5%), 판토텐산(8.0%), 비타민 E(12.5%), 비타민 

B6(20.0∼21.4%), 비타민 K(21.1∼24.3%), 수분(35.7∼

39.7%) 등으로 나타났고, 1일 목표섭취량 및 권장섭

취량보다 과량으로 제공한 영양소는 철(98.9∼

127.1%), 나트륨(104.9%), 구리(1,100.0%) 등으로 나

타났다.

고 찰

노인복지관 점심식단을 통한 노인들의 영양섭취 적

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을 사용하였다. 한 끼 

식단을 평가하였으므로 영양섭취 기준의 1/3을 이용

하여 영양소에 따라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및 상

한섭취량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에너지 제공량은 

833.8 kcal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DRIs)

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이 65세 이상 남자 2,000 

kcal, 여자 1,600 kcal인 것을 감안하면 1일 필요량의 

약 41.7∼52.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점심식사 1끼

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보

고된 노인층의 에너지 섭취량은 대상자의 환경 및 

거주형태, 연령,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났는데(Han 등 2005; Lee 2009; Kwak 등 2012), 대부

분의 경우 에너지 섭취기준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노인복지관 

점심식단에서 육류 및 생선류의 주찬 및 부찬을 통

한 단백질 제공량(34.8 g)은 1일 권장섭취량 남자 55 

g, 여자 45 g 기준으로 63.3∼77.3%로 높게 나타났

으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양은 비슷하

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재소하고 있는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조사한 

Lee 등(2007) 연구에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비하여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니

아신, 비타민 B6, 인, 철은 높은 섭취율을 보였고, 비

타민 B1, 비타민 B2, 엽산과 칼슘, 아연에서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못 미치게 섭취하여 비

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2015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비하여 낮게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는 영양소인 염소, 비타민 D, 비오

틴, 마그네슘, 요오드, 판토텐산은 기준에 비하여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농촌

지역인 순창 거주 고령층 노인은 대부분 2015 한국

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비하여 낮게 섭취하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결과를 보여 왔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노인층의 영양섭취 

현황에서 단백질은 영양섭취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 그리고 엽산은 영양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olkert 2004). 우

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는 높은 편으로 지속적

인 나트륨 섭취 저감화 운동이 시행되고 있는데,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트륨 목표섭취량 2,000 mg을 초

과하여 매우 높은 나트륨 제공량을 나타내었다. 노

인들의 경우 미각의 예민도가 저하되어 짠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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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식사에 국이 포함되는 것을 

선호하여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는데, 특히 우

리나라에서 국이나 찌개류의 국물 섭취와 나트륨 

섭취량과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Park 등 2008) 고혈압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 관리의 

중요한 조절 요인으로 생각하고, 저나트륨식을 위한 

고령식품 메뉴 개발, 노인 급식서비스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 에

너지 및 철, 니아신 섭취가 영양소 섭취기준 미만일 

때에 유의적으로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철은 권장섭취량 기준 98.9∼127.1%, 니아

신은 46.9∼53.6%로 높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약 1:2.27의 비율로 인

의 과다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단백질과 칼

슘, 인의 적절한 섭취 비율이 골밀도에 영향을 주므

로 노인 급식관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지만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낮

은 회신율을 나타내어 이 자료만으로 전국을 대표

하는 대표성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영양관리 및 고령친화 

단체급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양원 및 노인

요양병원과 같은 다른 노인 단체급식기관을 대상으

로 한 비교 연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노인복지관의 경로급식으로 노인

에게 제공되고 있는 단체급식의 식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로식당 단체급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전국의 

134개 노인복지관의 영양사 및 급식담당자를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회수된 27개소 노인

복지관의 설문지 결과로 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성별, 연령대, 활동 수준(비활동, 저활동, 

중활동), 급식인원, 급식유형(일반식, 죽식, 다진식, 

경관식), 1끼 평균 급식단가(간식비 포함)를 조사하

였으며, 노인복지관의 각 계절별 5일간 식단 514개

의 메뉴를 분석하여 자주 제공되는 주식, 국류, 주

찬 및 부찬, 후식 그리고 계절별 최빈도 메뉴 및 식

단의 영양소 섭취 현황을 분석하였다.

1. 노인복지관의 평균 급식인원은 300.1명, 급식 대

상자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많았으며, 연

령은 70대가 15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60

대, 90대 순이었다. 급식 대상자의 활동 수준은 

혼자 거동이 가능한 중활동 수준의 노인이 297.3

명으로 많았다. 식단의 급식유형은 대부분 밥, 국, 

반찬 2∼3가지, 김치의 구성으로 저작과 연하가 

가능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반식의 구성이 가

장 많았으며, 죽식, 다진식, 경관식을 급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 급식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끼 평균 급식단가가 

1,501∼2,000원인 기관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2,001∼2,500원 26.3%, 2,501∼3,000원 21.1% 순으

로 나타나 1끼 평균 급식단가는 전체 기관의 

84.2%가 1,501∼3,000원으로 사용하였다. 노인복

지관에서는 점심식사시간 이외에 간식을 따로 지

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설문 응답자의 84.2%

가 영양사였고, 근무경력은 3년 초과가 63.1%로 

가장 높았다. 설문 응답한 노인복지관은 충청도

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3%, 경기도ㆍ

인천 15.8%, 경상도, 전라도 각각 10.5%, 강원도 

5.3%였다.

3. 노인복지관의 점심식단 514개에서 주식, 국, 부식

으로 제공된 2,258개 음식을 조리법과 주재료가 

되는 식품을 근거로 분류한 결과 각 식단의 김치

와 간식을 제외하고 평균 4.4개의 음식이 제공되

었으며, 1월, 4월, 7월, 10월 둘째 주에 제공된 대

표 식단의 주식, 국, 부식, 후식에서 제공 빈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잡곡밥, 미역국, 불고기, 배추

김치, 액상요구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종

의 주식이 제공되었고, 주식에서 제공 빈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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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음식군은 잡곡밥류였으며 밥류 이외 국

수장국, 삼계탕, 닭죽 같은 음식도 있었다. 조사

된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된 국류는 총 105종이 있

고 제공 빈도가 높은 국류군은 41.9%가 맑은국류

로, 제공 빈도가 높은 순위의 국은 미역국, 맑은 

된장국, 달걀국, 콩나물국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를 제

외한 반찬에는 육류, 어패류 등의 동물성 식품이 

주재료인 주찬 169종, 부찬 171종이 제공되었는

데 제공 빈도가 높은 주찬 음식군은 육류구이, 

육류ㆍ난류볶음, 어패류조림 순이었다. 제공 빈도

가 높은 반찬은 불고기, 두부양념조림, 꽁치조림, 

고등어조림 순이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점심식

사 1끼만을 급식하기 때문에 간식을 따로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일품요리 또는 주찬이 부족할 경

우 후식이나 부식의 개념으로 제공되었다. 제공

된 후식의 종류는 37종이었고,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류가 39.8%로 제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생과일, 음료, 떡류, 빵류도 제공되었다.

4. 노인복지관 점심식단을 통한 평균 에너지 제공량

은 833.8 kcal, 탄수화물 124.7 g, 지질 21.1 g, 단

백질 34.8 g이었으며, 전체 에너지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율은 약 59.8%: 16.7%: 22.8%였다. 

식이섬유는 11.6 g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충분섭취량의 46.4∼58.0%에 해당하는 식이

섬유를 점심식사에서 제공받고 있었으며, 수분은 

평균 357.3 g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충분섭취량의 35.7∼39.7%를 제공하며, 칼슘은 

31.5∼36.0%, 비타민 C는 1일 기준의 35.2%를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는 권장섭

취량의 71.6∼91.1%에 달하는 501.1μg RAE를 다

량으로 제공하였으며, 무기질 중 인 제공량도 574.1 

mg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권장섭취

량 700 mg의 82.0%로 높게 나타났다. 2015 한국

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의 40% 미만으로 제공된 영양소는 염소(1.0%), 비

타민 D(1.3%), 비오틴(1.7%), 마그네슘(4.5%), 요오

드(7.5%), 판토텐산(8.0%), 비타민 E(12.5%), 비타

민 B6(20.0∼21.4%), 비타민 K(21.1∼24.3%), 수분

(35.7∼39.7%) 등으로 나타났고, 1일 목표섭취량 및 

권장섭취량보다 과량으로 제공한 영양소는 철(98.9∼

127.1%), 나트륨(104.9%), 구리(1,100.0%) 등으로 나

타났다. 

5. 노인복지관 점심식단을 통한 노인들의 영양섭취 

현황 및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제공되는 주식, 부

식 메뉴 분석을 통해 향후 거동 가능한 중활동 

노인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요양원, 요양병원 

등과 같은 기관 재원 노인의 선호 메뉴 및 조리

법 등 식사에 대한 특성 비교 연구를 통해 건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령친화 제품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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