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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dietary practices of vulnerable older adults and to assess the 

foodservice and food provision service programs perceived by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in the 

community. A survey was conducted on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working in outreach community 

centers and community health centers in Seoul. A total of 260 nurses and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224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fter excluding significant missing data. The respondents 

consisted of nurses (58.5%) and social workers (41.5%). In terms of the dietary life of the vulnerable older 

adults, they perceived that the food cost was burdensome to the older adults and poor dental conditions 

prohibited them from eating various foods.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rated highly for 

‘home-delivered meal and side dish services are effective for checking older adults’ conditions’ but rated low 

for availability of menu choices. In targeting vulnerable older adults for food and nutrition service programs, 

the home-delivered meal service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older adults living alone, those over age of 

80 years, those with mobility difficulties, and those with economic difficulties. The food provision service was 

appropriate for older adults living with their spouse or other family members. Vulnerable older adults are a 

heterogeneous population with diverse needs related to food and nutrition. Home-delivered meal/side dish 

service and food provision services will achieve their goals when they reach the correct targets with a cus-

tomiz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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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8월 전체 인구 

비율의 15.2%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서울특

별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9%를 차지하였다

(Statistics Korea 2019a). 고령자가 세대주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1.8%이며, 이중 67.4%가 독립세대(독거 

34.2%, 부부 33.2%)로 보고된다(Statistics Korea 

2019b). 우리나라 고령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이 

특징으로, 고령자의 경제상태 만족도(28.8%)는 건강상

태 만족도(37.1%)나 사회ㆍ여가ㆍ문화 활동 만족도

(47.7%)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Chung 등 2017), 65세 

이상 고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의 

27.0%를 차지한다(Statistics Korea 2019b).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영양

섭취 부족자는 전체의 14.5%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이 높아질수록 영양섭취 부족 비율도 높아져, 60∼

69세 고령자에서는 이 비율이 9.2%였으나 70세 이상

에서는 14.5%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a).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섭취량이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미치지 못한 영양소는 에너

지, 비타민 C,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이었으며, 나트

륨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258%를 섭취하여 영

양섭취 불균형의 문제가 지적되었다(Lee 등 2017b). 

고령자의 영양섭취 문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ㆍ생리

학적 기능 저하뿐 아니라 질병, 가족 형태와 거주 형

태, 심리적 및 정신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

이 있다(Brownie 2006; Iizaka 등 2008; Kamp 등 

2010). 고령자들의 영양섭취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식품미보장으로 우리나라 고령자의 

12.5%가 식품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고령자들의 

식품미보장은 만성질환, 우울감, 자살 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15). 또한 고령자의 

89.2%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Chung 등 2017). 

특히, 고령자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유병률이 높게 보고되었는데(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b), 이들 질환의 관리에서 식생활관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령자의 영양상태는 사회ㆍ심

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무력감이 높을수록 영양소 

섭취가 낮다고 보고되었다(Kim & Chung 2015). 

고령자의 건강문제를 예방하여 개인 삶의 질을 높

이고, 사회보장 안정성과 의료비용 절감 등을 위해

(Kim 20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식사 및 식품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고령자 대상 식사ㆍ식품지원

서비스에는 경로식당서비스, 가정배달도시락 및 밑반

찬서비스, 식품지원, 식품바우처 지급 등이 있다(Chae 

등 2000; Lee 등 2017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b). 경로식당서비스는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가 경

로당, 복지관 등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급식서비스이며, 가정배달식사서비스는 거동

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식의 위험이 있는 고령자에게 도시락, 밑반

찬을 배달하는 식사서비스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b). 낙상 경험이 있는 고령자 중 가정

배달 도시락을 매일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낙상 발생이 감소하고, 혼자 사는 고령자에서는 

고립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다(Thomas 등 2015). 

보통 도시락배달은 주 5회, 밑반찬배달은 주 2회가 

지원되고 있다(Lee 등 2017a). 식품지원서비스로 푸드

뱅크, 긴급식품꾸러미, 음료배달 등이 있으며(Lee 등 

2017a), 식품 구입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voucher) 또

는 쿠폰(coupon)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Hidrobo 등 

2014; Park 등 2007). 고령자를 위해 다양한 식사ㆍ식

품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별로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적되었다. 식사배달서비스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지 못한 메뉴의 구성과 음식

의 양, 맛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었고(Seo 등 2013), 

식품지원서비스는 고령자의 비만율과 혈청지질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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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24)

Variable N (%)

Gender

  Male  25 (11.2)

  Female 199 (88.8)

Age (years)

  ＜30  19 ( 8.5)

  30∼39  55 (24.6)

  40∼49  76 (33.9)

  ≥50  74 (33.0)

Job title

  Nurse 131 (58.5)

  Social worker  93 (41.5)

Work experience (years)

  ＜1  44 (19.6)

  1∼2 119 (53.1)

  3∼5  15 ( 6.7)

  ≥6  46 (20.5)

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보고

되었다(Park 등 2007). 

Health Plan 2020에서는 영양관리서비스를 ‘우리 사

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건

강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새롭게 니즈가 부각

된, 급속한 성장이 가능한 신개념의 건강ㆍ질환관리 

서비스 분야’로 정의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5). 고령인구

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및 건강 측면

에서 취약한 고령자의 식품보장성 확보 및 식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와 보건

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ㆍ복지서비

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직업군 중 간호사와 복지플래

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고령자

의 식생활 및 지역사회 식사ㆍ식품지원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자의 요구에 적합한 식사ㆍ식품지원서

비스를 선정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각 자치구에서 고령자 대상

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찾아가

는 동주민센터 (이하 찾동) 간호사와 복지플래너, 보건

소의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찾동 간호사

와 복지플래너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지만 특히 65세 및 70세 도래 고령자는 

모두 방문하여 건강 및 사회보장 측면의 요구도를 파

악하고 있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는 건강 측

면에서 취약한 대상자, 특히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하

여 허약과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문제와 이들을 대상으로 지

원되는 식사 및 식품지원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고 판단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총 277명이 참여하였

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3부를 제외한 총 2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 27일∼

2018년 1월 10일이었다. 

2.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Hong 2010; Collins & Bogue 

2015; Bae 등 2019)와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간호사, 복지플래너, 방문건강관리 간호

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반

영하여 개발하였다(Lee 등 2017a). 설문지는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실태, 도시락배달서비스 및 밑반찬배

달서비스, 식품바우처, 식품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취약계층 고령자 유형별 적절한 식품ㆍ영양서비스 선

정,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취약계층 고령

자의 식생활 실태(17문항), 도시락배달서비스(16문항)

와 밑반찬배달서비스(16문항), 식품지원서비스(14문항), 

식품바우처(12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5점 척

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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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ary life of vulnerable older adults perceived by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Mean±SD

Statement Total Nurses
Social 

workers
P-value

The cost of purchasing food is burdensome to older adults. 3.8±0.9 3.8±0.9 3.8±0.9 0.709

Poor dental conditions prevent older adults from eating various foods. 3.8±0.8 3.8±0.9 3.7±0.9 0.476

Older adults tend to eat salty foods. 3.6±0.9 3.8±0.8 3.3±0.8 0.001

Older adults have difficulties in grocery shopping. 3.5±0.9 3.5±0.8 3.4±0.9 0.763

Older adults eat salty fermented foods such as jeotgal and jangajji. 3.5±0.9 3.7±0.9 3.3±0.9 0.011

Older adults have difficulties in cooking due to physical impairs. 3.4±0.8 3.4±0.8 3.4±0.8 0.949

Older adults have a habit of saving food. 3.4±0.9 3.5±0.9 3.3±0.9 0.061

Chronic diseases limit older adults’ food choices. 3.4±0.8 3.3±0.8 3.4±0.8 0.185

Older adults skip meals due to depression/cognitive disorders. 3.1±0.8 3.0±0.8 3.1±0.8 0.601

Older adults are lack of cooking skills. 3.1±0.9 3.0±1.0 3.1±0.8 0.572

Older adults rely on incorrect dietary information. 3.0±0.8 3.1±0.8 3.0±0.9 0.980

Older adults are equipped with cooking tools at home. 3.0±0.8 3.0±0.8 3.0±0.8 0.996

Older adults cannot distinguish poor foods due to lower sensory function. 2.6±0.9 2.5±0.9 2.6±0.9 0.451

Older adults eat meals regularly. 2.6±0.8 2.7±0.8 2.6±0.8 0.439

Older adults manage their own diet for chronic diseases. 2.5±0.9 2.4±0.9 2.7±0.9 0.017

Older adults have enough food at home. 2.2±0.8 2.1±0.8 2.3±0.7 0.102

Older adults eat various foods. 2.1±0.7 2.1±0.8 2.2±0.7 0.109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하였다.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취약계

층 고령자 유형(12유형)을 제시하고, 적절한 식품ㆍ영

양서비스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

항으로는 성별, 연령, 직무, 근무 경력 등을 조사하였

다. 본 조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받았다(IRB-2017A-49).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IBM SPSS(Version 23.0, IBM Inc.,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변수에 대해 

기초통계를 구하고,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실태 

및 식품 및 식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직무간 차

이는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

준 P＜0.05에서 분석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응답자 224명 중 여성이 88.8%였고, 

연령은 40∼49세(33.9%)와 50세 이상(33.0%)이 가장 

많았다. 담당 직무는 간호사가 58.5%, 사회복지사 41.5%

로 나타났다. 현재 직무에서 근무경력은 1~2년(53.1%)이 

가장 많았고, 6년 이상(20.5%), 1년 미만(19.6%), 

3~5년(6.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실태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고령자를 직접 대면하는 건

강ㆍ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인식하는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실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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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e-delivered meal service perceived by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Mean±SD

Statement Total Nurses Social workers P-value

The services are effective in checking safety of older adults. 4.1±0.8 4.1±0.8 4.2±0.8 0.304

The services are provided continuously once they have started. 3.7±0.9 3.7±0.9 3.7±0.9 0.685

The services are provided for those in need. 3.6±0.8 3.7±0.8 3.5±0.8 0.056

The meals are delivered on time. 3.6±0.7 3.7±0.7 3.5±0.8 0.203

The meals are delivered in a sanitary way. 3.6±0.8 3.6±0.8 3.6±0.8 0.750

Containers are easy to use for older adults. 3.3±0.8 3.3±0.8 3.4±0.8 0.674

The meals are delivered at convenient time for the older adults. 3.3±0.8 3.3±0.8 3.2±0.8 0.335

The amount of meals is suitable for the older adults tend not to prepare foods. 3.3±0.8 3.3±0.7 3.3±0.8 0.944

The older adults who receive the services tend not to prepare foods at home. 3.1±0.9 3.1±0.9 3.1±0.9 0.906

The meal menus meet the older adult’s preference. 2.9±0.7 2.8±0.8 3.1±0.7 0.009

Rice and soup are delivered at the appropriate temperature. 2.9±0.8 2.8±0.9 3.0±0.8 0.202

Preparation methods are appropriate for older adults. 2.9±0.9 2.8±0.8 2.9±0.9 0.101

The menus are suitable for disease conditions of older adults. 2.6±0.8 2.5±0.9 2.8±0.7 0.001

The meals are delivered on weekend and holidays. 2.4±1.0 2.1±0.9 2.7±1.0 0.001

One person receives meal service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2.0±0.8 2.0±0.8 2.0±0.8 0.398

The older adults have choices. 1.8±0.8 1.6±0.8 2.1±0.8 0.00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약계층 고령자들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식품 구입 비

용을 부담스러워한다(3.8점)’와 ‘치아 상태가 나빠 먹

지 못하는 식품이 많다(3.8점)’에 대해 높게 동의하였

으나, ‘식품을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다(2.1점)’, ‘가정

에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충분하다(2.2점)’에 가장 낮

게 동의하였다. 그 외에 ‘음식을 짜게 먹는다(3.6점)’, 

‘젓갈류, 장아찌 등 절임음식 위주로 식사를 한다

(3.5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어 나트륨의 과량 섭

취가 우려되었다. 응답자들은 고령자들이 거동이 어려

워 장보기가 어렵고(3.5점), 신체적 기능 저하로 조리

에도 어려움(3.4점)을 겪는 것을 보통 이상으로 답하였

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과 고령자 스스로 만성

질환을 위한 식사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직무에 따라 고령자의 식생활 실

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간호사는 복지플래너에 비

해 ‘음식을 짜게 먹는다(P＜0.001)’와 ‘젓갈류, 장아찌 

등 절임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한다(P＜0.05)’는 문

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취약계층 고령자 대상 도시락배달서비스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도시

락배달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ㆍ복지서비스 담당

자들은 ‘고령자의 안부 확인에 도움이 된다(4.1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 외에 ‘한 번 수혜를 받기 시

작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3.7점)’,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되고 있다(3.6점)’, ‘항상 정해

진 시간에 배달된다(3.6점)’, ‘서비스 배달과정이 위생

적이다(3.6점)’ 문항에서 보통(3.0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고령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1.8점)’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메뉴가 

고령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하다(2.6점)’, ‘주말이나 공휴

일에 제공된다(2.4점)’ 역시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되

었다. 한 대상자가 여러 기관에서 도시락배달을 받는 

중복 수혜에 대해서는 2.0점으로 낮게 답하였다. 간호

사와 복지플래너 간의 차이를 보인 항목은 ‘메뉴가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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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e-delivered side dish service perceived by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Mean±SD

Statement Total Nurses Social workers P-value

The services are effective in checking safety of older adults. 4.0±0.8 4.0±0.8 4.0±0.9 0.651

The services are provided continuously once they have started. 3.6±0.9 3.6±0.9 3.7±0.8 0.620

The services are provided for those in need. 3.6±0.8 3.6±0.8 3.7±0.7 0.801

The services are delivered on time. 3.5±0.7 3.5±0.7 3.5±0.7 0.597

The side dishes are delivered in a sanitary way. 3.6±0.7 3.6±0.7 3.5±0.8 0.955

Containers are easy to use for older adults. 3.3±0.7 3.3±0.7 3.3±0.7 0.865

A delivery frequency is appropriate. 3.2±0.7 3.2±0.8 3.3±0.7 0.190

An amount of side dish is suitable for the older adults. 3.2±0.8 3.2±0.7 3.2±0.7 0.416

Various food groups are provided as side dishes. 3.2±0.8 3.2±0.8 3.2±0.7 0.554

Older adults who receive the services tend not to prepare foods at home. 3.2±0.9 3.3±0.9 3.1±0.9 0.151

Menus provided meet the older adult’s preference. 3.0±0.8 2.9±0.8 3.2±0.7 0.017

Preparation methods are appropriate for older adults. 2.9±0.7 2.9±0.8 2.9±0.7 0.433

Menus reflect the chewing capabilities of the older adults. 2.9±0.8 2.7±0.9 3.1±0.7 0.001

Menus are suitable for disease conditions of older adults. 2.7±0.8 2.5±0.8 2.9±0.7 0.001

One person receives meal service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2.1±0.8 2.1±0.9 2.2±0.8 0.856

Older adults have menu choices. 2.0±0.8 1.8±0.8 2.3±0.8 0.00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자의 기호에 적합하다(P＜0.01)’, ‘메뉴가 고령자의 질병 상

태에 적합하다(P＜0.001)’,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공이 

된다(P＜0.001)’, ‘고령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P＜0.001)’로 간호사가 복지플래너보다 유의미하

게 낮게 평가하였다(Table 3).

4. 취약계층 고령자 대상 밑반찬배달서비스에 

대한 인식

밑반찬배달서비스와 관련하여 건강ㆍ복지서비스 담

당자들은 ‘고령자의 안부 확인에 도움이 된다(4.0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한 번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3.6점)’,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되고 있다(3.6점)’, ‘항상 정해진 시간

에 배달된다(3.5점)’, ‘서비스 배달과정이 위생적이다

(3.6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밑반찬배

달서비스 배송 주기는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다. 도시

락배달서비스와 유사하게 ‘고령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

할 수 있다(2.0점)’와 ‘메뉴가 고령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하다(2.7점)’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밑반찬배달서

비스에서도 유사 서비스의 중복 수혜는 큰 문제가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2.1점). 간호사는 복지플래너에 비

해 ‘메뉴가 고령자의 기호에 적합하다(P＜0.05)’, ‘고

령자의 씹는 기능을 반영한다(P＜0.001)’, ‘메뉴가 

고령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하다(P＜0.001)’, ‘고령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P＜0.001)’는 문항을 유

의미하게 낮게 평가하였다(Table 4).

5. 취약계층 고령자 대상 식품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식품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푸드뱅크나 긴급식

품꾸러미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현물로 식품을 지원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들은 ‘서비

스가 정말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되고 있다(3.5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도시락배달서비스, 밑반찬배달서

비스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고령자가 필

요할 때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2.5점)’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제공 식품이 고령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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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od voucher services perceived by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 Mean±SD

Statement Total Nurses Social workers P-value

The services are provided for those in need. 3.4±0.8 3.5±0.8 3.4±0.7 0.288

Only those who can move can use vouchers. 3.3±1.0 3.3±1.0 3.4±0.9 0.339

There are not many available stores. 3.3±0.9 3.4±0.9 3.2±0.8 0.182

Older adults receive information on available stores. 3.2±0.8 3.3±0.9 3.2±0.8 0.599

Older adults purchase foods when they need. 3.2±0.8 3.2±0.8 3.3±0.8 0.332

It is easy to distribute vouchers to older adults. 3.2±0.8 3.2±0.8 3.2±0.8 0.434

Older adults can purchase fresh foodstuffs. 3.2±0.7 3.2±0.7 3.3±0.8 0.367

Older adults buy products suitable for themselves. 3.2±0.9 3.1±0.9 3.2±0.8 0.267

Older adults purchase unhealthy foods. 2.8±0.8 2.7±0.7 2.9±0.8 0.228

Older adults feel stigma in using vouchers. 2.7±0.8 2.8±0.8 2.7±0.8 0.744

Older adults give vouchers to someone else. 2.7±0.8 2.7±0.8 2.8±0.7 0.222

Older adults do not use all vouchers. 2.5±0.7 2.4±0.8 2.7±0.7 0.01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Table 5. Food provision services perceived by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Mean±SD

Statement Total Nurses
Social 

workers
P-value

The services are provided for those in need. 3.5±0.8 3.5±0.8 3.4±0.8 0.371

The services are provided continuously once they have started. 3.2±0.9 3.2±1.0 3.2±0.8 0.992

Packaging units of the product are appropriate. 3.2±0.8 3.2±0.8 3.2±0.7 0.642

Packaging and containers are easy to use for older adults. 3.1±0.7 3.1±0.7 3.1±0.8 0.945

Older adults can use foods according to one’s own needs. 3.1±0.8 3.0±0.8 3.3±0.7 0.002

Older adults feel difficulty in delivering foods. 3.0±0.8 2.8±0.9 3.1±0.8 0.008

Various foods are provided. 2.9±0.8 2.9±0.9 3.0±0.7 0.198

Food items high in sugar and fat are provided. 2.8±0.8 2.9±0.9 2.7±0.7 0.063

Foods provided to the elderly are abused by others. 2.7±0.9 2.7±0.9 2.7±0.8 0.879

Foods are suitable for disease conditions of older adults. 2.7±0.8 2.5±0.8 3.0±0.7 0.001

Older adults do not use the foods provided because they do not know how to use them. 2.6±0.8 2.6±0.8 2.7±0.8 0.125

One person receives side dishe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2.5±0.9 2.5±1.0 2.6±0.9 0.585

Older adults can select foods that they want. 2.5±1.0 2.3±0.9 2.8±1.0 0.001

Older adults are provided foods when they need. 2.5±0.9 2.3±0.9 2.8±0.8 0.00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하다’, ‘고령자가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고

령자가 필요할 때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서 간호사와 복지플래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01). 특히, ‘제공 식품이 고령자의 질병 상태

에 적합하다’의 문항에서 복지플래너는 보통으로 평가

하였으나 간호사는 보통보다 낮게 평가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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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tching vulnerable older adults with food and nutrition services in community. Frequency (%)

Target older adults
Home-

delivered 
meal service

Food 
provision 
service

Visiting 
nutrition 

counseling 

Cooking 
education 

Nutrition 
education 

Older adults living alone 211 (94.2) 162 (72.3) 126 (56.3)  73 (32.6)  60 (26.8)

Older adults living with spouse 113 (50.4) 164 (73.2) 139 (62.1) 105 (46.9)  79 (35.3)

Older adults liv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95 (42.4) 165 (73.7) 111 (49.6) 121 (54.0)  88 (39.3)

Older adults with economic difficulties 193 (86.2) 190 (84.8)  82 (36.6)  72 (32.1)  39 (17.4)

Older adults over 80 years old 211 (94.2) 125 (55.8) 107 (47.8)  34 (15.2)  33 (14.7)

Older adults with chronic diseases 114 (50.9) 130 (58.0) 174 (77.7) 101 (45.1)  95 (42.4)

Older adults with severe diseases 174 (77.7) 118 (52.7) 151 (67.4)  54 (24.1)  60 (26.8)

Older adults with mobility difficulties 210 (93.8) 125 (55.8) 104 (46.4)  28 (12.6)  31 (13.9)

Older adults who get foods assistance from acquaintances 128 (57.1) 139 (62.1)  99 (44.2)  78 (34.8)  50 (22.3)

Older adults who are lack of foods information  85 (37.9)  95 (42.4) 155 (69.2) 107 (47.8) 129 (57.6)

Older adults who are at risk of health damage because of incorrect information  82 (36.6)  73 (32.6) 166 (74.1)  98 (43.8) 135 (60.3)

Older adults with psychological isolation 150 (67.0) 125 (55.8) 143 (63.8)  91 (40.6)  92 (41.1)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6. 취약계층 고령자 대상 식품바우처서비스에 대한 

  인식

식품바우처는 식품을 구입하는 용도의 쿠폰이나 상

품권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건강ㆍ복지담당자들은 

식품바우처가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

되고 있다(3.4점)’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다(2.5점)’는 점에 대해 낮게 평가하

였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의 구입(2.8점)’, 

‘낙인 현상으로 이용을 꺼림(2.7점)’, ‘바우처를 다른 

사람에게 줌(2.7점)’은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다. 바우

처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점에 대

해 복지플래너(2.7점)가 간호사(2.4점)에 비해 유의미하

게 높게 동의하였다(P＜0.05)(Table 6).

7. 식품ㆍ영양서비스별 적합한 수혜 대상자 선정

건강ㆍ복지담당자에게 다양한 취약계층 고령자 유

형을 제시하고, 적합한 식품ㆍ영양서비스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Table 7). 독거 고령자에게는 도시락배달서

비스(94.2%)가 가정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지

원서비스도 72.3%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조리교육과 영양교육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각

각 32.6%, 26.8%로 낮았다.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다

른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에 대해 도시락배달서비스

가 적합하다는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식품지원이 적

합하다는 응답은 높았다. 또한 다른 고령자 유형과 비

교할 때 조리ㆍ영양교육이 적합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는 도시락배달서비스(93.8%)

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서비스 중에서

는 방문영양상담(46.4%)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도시락배달

서비스(86.2%)와 식품지원서비스(84.8%)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도시락배

달서비스와 방문영양상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적절하다는 서비스와 유사

하였다. 이는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식생활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건강적 피해 위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방문영양상담과 영양교육, 조리교

육 등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고립

된 고령자에게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방문영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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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고 찰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고

령자를 위한 다양한 식사 및 식품지원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Wang & Lyu 

2013; Hidrobo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찾동과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으로 건강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간호사와 

복지플래너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실

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식품과 식사지

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맞춤형 식품ㆍ식사지

원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령자의 요구에 적합한 식품ㆍ식

사지원서비스 종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고령자의 식생활은 경제적 상황, 건강 및 신체적 변

화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Brownie 2006; Iizaka 등 2008; Kamp 등 2010; Park 

& Baik 2013). 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건강ㆍ복지서

비스 담당자는 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식생활에서 다양

한 취약점을 보고하였다. 응답자들은 취약계층 고령자

의 ‘식품 구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3.8점)’에 대

해 가장 높게 동의한 반면, ‘가정에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충분하다(2.2점)’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동의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령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식품 섭취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Yi & Choi(2019) 역시 가정배달도시락 수혜 고령자의 

76%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필요한 음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고령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빈곤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식료품비 지출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다. 특히, 독거 고령자 가구의 경우 식품비 지

출이 일반 가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등 2013; Lee & Yang 2015).

‘치아 상태가 나빠 다양한 식품을 먹지는 못한다

(3.8점)’는 점은 경제적 제약과 함께 취약계층 고령자

의 식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Yi & Choi(2019) 

역시 가정배달도시락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절반 정도

가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고, 고

령자의 치아 상태가 가정배달 급식 수혜노인의 영양위

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 고

령자의 치아 건강은 식품 섭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치아 건강 불량은 영양불량 위험요인의 하나이다

(Ju & Kim 2015). Kim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남

아 있는 자연 치아가 적을수록 단백질, 철, 칼륨, 티아

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섭취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당질의 섭취는 높게 나타나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건강ㆍ복지담당자들은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신체적 

제약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장보기(3.5점)’와 가정에

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3.4점)’

고 답하였다.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에서 바람직한 

행동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2.6점)’와 ‘만성질환을 

위해 스스로 식사관리를 한다(2.5점)’는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젓갈류, 장아찌 

등 절임음식 위주로 식사를 한다(3.5점)’와 ‘음식을 짜

게 먹는다(3.6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Yi & 

Choi(2019)는 가정배달급식 수혜자 중 45.0%가 하루

에 한 끼 이상을 거른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조사에서

도 가정배달급식 수혜 고령자의 53%만이 하루에 세끼 

식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Park 등 2010).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에너지, 비타민 C,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

슘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적게 섭취하는 반

면, 나트륨은 영양소 섭취기준의 258%를 섭취하였다

(Lee 등 2017b). 

건강ㆍ복지서비스 담당자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널

리 제공되고 있는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가 취

약계층 고령자의 안부 확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가

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받는 고령자들은 배달하는 사람과의 접

촉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여(Park 등 2010) 건강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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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비스 담당자의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고

령자 대상 가정배달식사서비스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하루 한 번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배달하는 사람과의 사

회적 접촉을 통해 안부 확인 및 고독감 완화를 강조하

고 있다(Meals on Wheels America 2019).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송하는 과정에서의 접촉이 서비스 제공자

에게는 안부 확인을 하기에 적절하지만, 서비스를 받

는 고령자에게는 사회적 접촉의 시간이 부족하게 인식

되고 있다. 따라서 배송하는 과정 중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개인적인 안부를 묻고 상호

작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달하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

자를 훈련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서비스가 일단 제

공되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는 점 역시 높게 평가하였

다.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식사지원서비스는 노인복

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결식이 우려되는 고령자가 발

견되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

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b; Hwang 등 2014). 

본 조사에서 건강ㆍ복지서비스 담당자는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식사ㆍ식품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고, 한 명의 수혜자가 지역사

회의 다양한 식품ㆍ영양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9)은 식사배

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령자 가구의 32.9%가 

식품미보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중 10.0%는 

배고픔을 동반하는 식품미보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은 식사배달서비스를 받지 않는 

고령자 가구의 식품미보장 7.7%에 비해 높은 수준이

었다. 

본 조사에서 도시락과 밑반찬은 정해진 시간에, 위

생적으로 배달된다고 평가되었으나, 고령자 개개인의 

건강과 기호를 반영해 메뉴를 선택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및 밑반찬 배

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령자들이 도시락과 밑반찬 배

달서비스에서 위생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등 2010). 그러나 Hwang 등

(2014)은 배달도시락 및 밑반찬배달서비스 음식의 양, 

맛, 고령자의 다양한 질환에 맞지 않는 메뉴 등을 문

제로 지적하였다. 배달도시락을 이용하는 고령자들도 

배달되는 식사가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다양한 구성과 

위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메뉴, 맛, 

양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였다(Seo 등 2013). 가정배

달급식 수혜자 중 34.2%가 질병으로 식사 제한을 받

으며, 절반 정도가 음식을 씹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Yi & Choi 2019), 도시락과 밑반찬 메뉴 

계획 시 고령자의 질환과 치아 상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건강ㆍ복지담당자들은 도시락배달서비

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공된다(2.4점)’를 낮게 평

가하였다. Park 등(2010)은 도시락을 제공받는 고령자 

대부분이 ‘6∼7회/주 제공받기를 희망(91.3%)’하고, 도

시락과 밑반찬 배달이 없는 날에는 ‘직접 조리하여 식

사를 준비(55%)’하거나, ‘전날 남은 음식을 먹는다

(16%)’고 하였다. 신체적 제약으로 가정 내 식사 준비

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아 배고픔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말 식사 제공 및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지급 등 관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밑반찬은 주 2∼3회 배달되는데, 건강ㆍ복지서비스 담

당자는 밑반찬배달서비스의 배송 주기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고령자들도 밑반찬배달서비스는 일주일에 

2∼3회 제공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게 보고된 바 있다(Park 등 2010).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와 복지플래너의 직무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와 밑반찬 및 식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보고되었다. 간호사들은 복지플래너에 비해 ‘제

공 식품의 적절성’, ‘메뉴 선택 가능성’, ‘필요한 식품 

제공 여부’ 등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고령자의 혈당 및 혈압, 질환, 

허약 정도 등을 확인하고 개인별 건강관리를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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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제공되는 식사 및 식품 서

비스에 대한 건강적 효과를 더 고려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건강ㆍ복지담당자들은 식품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고

령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지

원서비스의 경우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

물서비스 등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대상자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상당수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되었다(Son & Park 200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b). 푸드뱅크는 매장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으며, 긴급구호자, 차상위계

층, 기초수급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등 2017a). Lee 등(2013)은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식품 지급 시 연령과 질병 등을 포함한 신체적인 조

건,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조리 능력, 식품공급처에 대

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형태를 선

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혜 계층의 부족한 영양소의 

양적인 보충뿐만 아니라 신선한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

여 고령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운영

되어야 하지만, 고령자는 신체기능 저하 및 식품과 영

양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제공된 식품을 활용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식품지원 시 고령자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정하고, 식품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연구에서 건강ㆍ복지담당자들은 식품바우처 역

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점을 가장 긍

정적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만 

이용 가능하고, 식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많지 않은 점은 보통 정도로 동의하였다. 식품바우처

는 식품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으로 농촌이나 외

진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

(Wang & Lyu 2013), 도입 전 지역적으로 사용 가능

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건강ㆍ복지담당자는 ‘독거 고령자(94.2%)’, 

‘80세 이상 고령자(94.2%)’,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93.8%)’,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86.2%)’는 식

사배달서비스가 적합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령

자(84.8%)’,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고령자(73.7%)’, ‘고

령자 부부(73.2%)’, ‘독거 고령자(72.3%)’는 식품지원

서비스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Lee 등(2013)

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조리할 수 있

는 능력이 없으면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등의 식사

지원서비스가 적합하고, 거동이 가능하고 조리 능력이 

있으며 식품 공급처에 접근이 가능하면 식품 구매권 

형태의 지원서비스가 적합하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식품 제공 시 현물로 제공하는 방법과 함께 식품바우

처의 사용도 가능하다. 식품바우처는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가 이용 가능하고 원하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점을 거주

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시에서는 고령자 부부나 고

령자를 포함한 세대에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

(77.7%)’, ‘잘못된 정보로 건강적 피해 위험이 있는 고

령자(74.1%)’에게는 방문영양상담서비스가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만 받은 저소득층 독거 고령

자에 비해 영양교육과 식품지원을 함께 받은 저소득층 

독거 고령자에서 영양불량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다(Do & Lee 2011). 고령층에서 만성질환 유

병률이 높으며,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고령자가 스스로 건

강한 식생활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맞춤형 영양상담 및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심

리적으로 고립된 고령자에게 적절하다고 응답한 서비

스는 식사배달서비스(67.0%)와 방문영양상담(63.8%)이

었다. 특히, 방문영양상담은 대면을 통해 고령자의 상

태를 이해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인데, 이 과

정을 통해 교육자 또는 다른 고령자와 사회적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상

담 시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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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자의 식생활은 다양하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그 효과가 높아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식사 및 식품 지원서비스의 종류 결정 시 기존의 경제

적 수준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기준 외에 수혜자의 식

품불안정성, 식품기호도, 식품활용 능력, 거동 여부, 사

회적 지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Lee 등 2017a). 이를 위해 

고령자의 식사 및 식품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 개발이 요구

된다. 만성질환 관리와 노화 예방에서 영양관리가 효

과적인 것으로 보고되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고령

자 대상 건강관리사업은 질병 치료와 간호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Bae 등 2013).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가 보건소를 중심으

로 제공되는데 반해,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서비스, 식

품지원서비스는 복지시설을 통해 제공되어 같은 대상

이 두 종류의 서비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지 

못하여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지역사회 고령자 

대상 식품ㆍ영양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고령자 요

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이 요구된

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

로 건강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의 설문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실태와 지역사회 식사

ㆍ식품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식사 및 식품 지원서비스를 도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찾동 간호사와 복지

플래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로 

구성되었고, 224명의 응답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에 대해 건강ㆍ복지서

비스 담당자는 ‘식품 구입 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

(3.8점)’와 ‘치아 상태가 나빠 먹지 못하는 식품이 

많다(3.8점)’에 가장 높게 동의하였고, ‘식품을 다양

하게 골고루 먹는다(2.1점)’와 ‘가정에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충분하다(2.2점)’에 가장 낮게 동의하

였다. 간호사는 복지플래너에 비해 ‘음식을 짜게 먹

는다’, ‘젓갈류, 장아찌 등 절임음식을 위주로 식사

를 한다’를 더 문제로 인식하였다.

2.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지원서비스는 

고령자의 안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락 및 밑반찬 메뉴의 선택권이 

없고, 메뉴가 고령자의 질환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직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도시락배달서비스는 ‘도시락 메뉴가 고령자의 기호

에 적합하다(2.8점)’, ‘도시락 메뉴가 고령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하다(2.5점),’, ‘고령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1.6점)’에서 간호사가 복지플래너보

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이 외에 도시락배

달서비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공되지 않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밑반찬배달서비스

에서는 고령자의 치아 건강 상태를 반영해야 할 것

으로 나타났다. 

3.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지원서비스 식품바우처는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반

면, 식품지원서비스에서 ‘고령자가 필요할 때 식품

을 제공받을 수 있다’가 2.5점으로 낮게 나타나 필

요 시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식품

바우처의 경우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다’

가 2.5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품바우처는 거동이 불가능하

거나 매장이 가까운 곳에 없는 경우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식품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 식품

이 고령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하다(2.7점)’, ‘고령자

가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2.5점)’, ‘고령자

가 필요할 때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2.5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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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복지플래너의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P＜0.001). 반면, 식품바우처서비스에 대한 인

식은 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4. 독거 고령자(94.2%), 80세 이상 고령자(94.2%), 거

동이 불편한 고령자(93.8%),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86.2%), 중증질환이 있는 고령자(77.7%)에게

는 도시락배달서비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84.8%), 다른 가

족을 부양하는 고령자(73.7%), 고령자 부부(73.2%), 

독거 고령자(72.3%)에게는 식품지원서비스가 적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맞춤형 방문영양상담 서비스

는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77.7%), 잘못된 정보로 

건강적 피해 위험이 있는 고령자(74.1%)에게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및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리교육은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고령자

(54.0%) 또는 식생활 정보가 부족한 고령자(47.8%)

에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은 잘못된 

정보로 건강에 피해 위험이 있는 고령자(60.3%), 식

생활 정보가 부족한 고령자(57.6%)에게 적합하다고 

응답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취약계층 고령자의 식생활 문제점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며, 식사 및 식품 

지원서비스가 식품보장성이 낮은 고령자에게 제공되고 

안부 확인에 효과적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나 기호

를 충족시키는데는 부족함이 있어 건강 측면에서의 긍

정적인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원화되어 제공되

는 식사와 식품 지원서비스, 영양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

므로 한 가지 서비스로 모든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없다. 따라서 고령자의 욕구와 서비스의 장점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개개인의 욕구를 

경제적, 신체적, 건강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파

악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타당한 서비스 선정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각 서비

스별로 표적 고령층이 결정되면 서비스는 표적 고령자

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령자의 치아 건

강 상태, 만성질환 상태, 기호에 따른 선택권 및 사회

적 접촉의 질 향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식사 

및 식품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Saffel-Shrier 등(2019)은 지역

사회 식품영양 프로그램의 효과로 영양불량 위험 감

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예방 또는 체중 회복, 

식생활지침의 준수율 향상, 식품보장성 향상, 영양불량

으로 인한 의료 및 요양시설 입소 감소, 의료기관으로

의 재입원 감소를 제시한 바 있다. 향후에는 지역사회 

식품영양지원 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 평

가하고, 수혜자의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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