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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s of a personalized nutritional 
intervention program on food security and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elderly people in 
the city of Seoul.
Methods: A total of 372 elderly adults aged 65 years or above who resided in Seoul were 
enrolled in this study. Personalized supplementary food supply and nutritional education 
based on chronic disease status, disability and cooking ability were implemented for 
4 month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nutrient intake, food security 
status, anemia status,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frailty status, and prevalence of 
malnutrition (Mini Nutritional Assessment) were examined.
Results: After the program, all subjects displayed significantly increased nutrient intake. 
Before the intervention, all subjects were in a state of food insecurity; however, after the 
intervention, 37.1% of the subjects were food secure. Moreover, the rates of being at risk 
of malnutrition and malnutrition in subjects were decreased and instead rate of those who 
improved to normal increased to 29.8% from 0% of normal rate before the prevention. The 
rate of subjects without anemia increased from 18.7% to 28.5% after the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rate of subjects with intensive or periodic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decreased, while those with occasional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increas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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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o 4.6%. Furthermore, the rates of being at risk of frailty and frailty were decreased and 
the normal rate increased from 0% to 9.7% instead. Age group-based analysis showed that 
elderly people over 80 years showed less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hronic 
disease status and the frailty status.
Conclusion: Personalized supplementary food supplies and nutritional education improved 
not only the nutritional status but also disease status in vulnerable older adults, and the 
effects were more significant in adults aged less than 80 years.

Keywords: malnutrition, frailty, aged, food security, nutrients, health status

서론

최근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
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 특히 서울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3%로 그 수는 경
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 1인 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노인보다 낮아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징으로는 높은 빈곤율이 있다.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일반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8.9%를 차지하며, 2012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영양
불량은 이와 같은 취약계층 노인에게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건강 문
제를 초래할 수있다 [4].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노인
기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높다 [5,6]. 또한, 만성질환에 따른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 상태인 노쇠 (frailty)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장애, 입원, 사망 

등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7]. 노쇠는 “노화와 관련된 생리학적 취약성 (age-related 

physiologic vulnerability)으로 체중감소, 악력 저하, 심한 피로, 보행속도 저하, 활동량 저하의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한다 [8].

특히 우리나라 노인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이 경험하는 식품 미보장의 비율이 다른 

생애주기보다 높다 [9,10]. 식품 미보장 (food insecurity)이란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
을 사회 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11], 

이러한 식품 미보장은 노인의 영양소 섭취와 식품 섭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65

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 부족이 나타나고 [12] 영양소 결핍성 빈혈 또
한 흔히 나타날 수 있어 [13]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회 기반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경로식당과 가정배
달 급식 (도시락 및 밑반찬) 서비스가 있으나 [14],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은 노인 중에서 여
전히 식품 미보장을 나타내는 비율이 33%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이러한 식사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질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고, 만성질
환을 가진 노인에서 맞춤형으로 제공되지 못한 식사의 제공은 대상자들의 질환 관리에 있어
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16-18]. 또한, 국내의 영양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는 여
전히 미비하며, 대부분 식품 및 영양소 섭취상태 등과 같이 주로 단기 평가로만 이루어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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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원프로그램에 의한 만성질환 관리 수준 및 노쇠와 같은 중·장기적인 효과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일부 자치구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꾸러미 시범사업
을 통해 대상자의 거동 여부, 조리 가능 여부, 만성질환에 따른 식사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맞춤
형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식품안정성, 영양소 섭
취상태, 빈혈 여부, 영양불량 수준, 만성질환 관리 수준 및 허약 수준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2개 자치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참여 대상자 중 영양꾸러미 

프로그램에 선정된 대상자이며, 사업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군과 정기관
리군에 포함된 65세 이상 노인으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
사 기간은 2018년 5–6월에 1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7–8월에 2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9–12월 

약 4개월간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 제공)을 적용한 이후 12

월에 3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 수는 1차 조사에 참여한 403명 중 맞춤형 영양중
재 프로그램과 1차, 2차, 3차 모든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37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 (승인번호: 

2018-06-001-002)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 내용
영양중재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 제공인 두 가지 요
소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대상자의 거동 여부, 

조리 가능 여부, 질환에 따른 식사 관리 필요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고, 분류된 군에 따
라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과 횟수를 달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2주에 1회씩 맞춤형 

보충 식품을 대상자의 거동 능력, 조리 능력, 만성질환에 따른 식사 관리 필요 여부에 따라 신
선식품 또는 간편 편의식품의 형태로 구성된 보충 식품이 대상자의 가정으로 제공되었다.

영양교육
맞춤 영양교육은 방문 영양상담, 조리 영양교육, 집합 영양교육인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었
다. 방문 영양상담은 대상자의 조리 능력과 무관하게 거동에 제한 (스스로 장 보기에 어려움)

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 보건소의 임상 영양사가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하여 개인의 건강, 만성질환, 식생활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한 식사 선택, 조리법, 정보를 제공
하였다.

조리 영양교육은 대상자 중 거동이 가능하며, 조리기술 부족으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에 어려
움이 있는 노인과 거동이 가능하며 스스로 조리가 가능하나 질환으로 인한 엄격한 식사 관리
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리 영양교육을 제공하였다. 2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조리 영양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거주지의 주민 센터, 노인정 등을 거점으로 소그룹 집합교육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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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합 영양교육은 대상자 중 거동이 가능하고 조리 능력이 있
으며, 질환으로 인한 엄격한 식사 관리가 불필요하여 식사 관리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를 포
함하였다. 임상영양사는 이들 대상으로 강의식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거주지 보건소를 

거점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식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합 영양교육과 조리 영양교육
은 시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2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각 자치구의 상황
에 맞게 회차를 조절하여 운영하였다.

보충 식품 제공
대상자의 거동 능력, 만성질환에 따른 식사 관리 필요 여부, 조리 능력 여부를 고려하여 맞춤
형 보충 식품들을 꾸러미의 형태로 2주에 1회씩 대상자의 가정으로 제공하였다. 보충 식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일상식사에서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었다. 보충 식품 제공 시 주요 관리 영양소 (target nutrients)를 에너지, 단백질, 철분, 칼
슘, 리보플라빈, 니아신, 티아민, 비타민 C로 결정하였다 [19].

대상자에게 제공된 보충 식품의 종류로는 대상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크게 기본 영양꾸러
미와 질환별 영양꾸러미로 구분하여 제공하였다. 기본 영양꾸러미는 식품 활용 능력 (조리
기술 등)과 거동 가능성에 따라 신선식품이 주가 되는 ‘1형’, 간편 편의식품이 주가 되는 ‘2형’

으로 구성되었다. 질환별 영양꾸러미는 질환 여부에 따라, 당뇨와 고혈압을 고려한 기본 영
양 장바구니와 만성 콩팥병을 고려한 만성 콩팥병용 영양 장바구니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 평가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각 자치구의 보건소 임상영양사
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되었으며, 조사 대상자가 고령의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일
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 대상자의 영양불량 여부, 식품 보장 여부, 식품 

섭취량, 빈혈 여부, 식생활 위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식생활 위험 여
부를 제외하고 1차 조사와 동일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비 제한 및 대조군 선정이 윤리적, 행정적으로 불가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타당
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대상자가 대조군이면서 동시에 중재군이 되는 조사체계를 설계하였
다. 1차 사전 가정 방문 조사를 한 후 2개월 이후에 2차 조사를 하여 대조군으로서의 사전 사후
를 비교하였고, 4개월간 대상자에게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으로 구성된 식품 꾸러미를 제
공한 후 3차 조사를 하여 2차와 3차의 결과를 중재군으로서의 사전 사후로 비교 분석하였다.

식품안정성 여부 조사
대상자의 식품안정성 여부는 국가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된 ‘식품안정성 조사’를 바탕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식품안정성 문항의 총점이 3점 이상일 경우 ‘식품 불안
정성’으로, 0–2점인 경우 ‘식품안정성’으로 진단하였다.

영양소 섭취량 조사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섭취한 식품과 음식의 양을 

조사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은 영양평가 프로그램인 전문가용 CAN-PRO 5.0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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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단백질, 칼
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섭취량이 1항목 이상이 평균필요
량 미만인 분율)을 산출하여 진단하였다.

영양불량 여부 조사 및 빈혈 여부 측정
영양상태 평가는 간이영양평가도구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를 이용했으며, 영
양불량 평가의 점수 합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의 범위를 가지며, 0–16.5점은 ‘영양불량’, 

17–23.5점은 ‘영양불량 위험 있음’, 24–30점은 ‘정상’으로 평가하였다 [20].

빈혈 여부는 헤모글로빈 측정기 (VERI-Q RED 자동헤모글로빈 측정기, (주)미코바이오메드, 

2015/08)로 대상자들의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하여 진단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헤모
글로빈 농도 13미만은 ‘빈혈’, 13이상은 ‘정상’으로 진단하고, 여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 12

미만은 ‘빈혈’, 12이상은 ‘정상’으로 진단하였다 [21].

만성질환 관리 수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 혈당, 허약을 측정
하고,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과 같은 건강행태 지표를 조사하여 대상자를 분류하
여 관리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
로 분류되는데, 집중관리군은 2개 이상의 건강위험행태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미실천)

를 가지고 있고, 고혈당 및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혈당과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대상자
로 2–4개월 동안 6–10회 보건소 내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환을 관리한다. 

정기관리군은 1개 이상의 건강위험행태를 가지고 있고, 고혈당 및 고혈압 질환은 있으나 혈
당과 혈압 조절이 되는 대상자 (위험군)로 2–3개월에 1회 이상 방문을 통해 질환 관리가 이루
어진다. 자기역량지원군은 고혈당과 고혈압 증상은 없으나 1개 이상의 건강위험행태 가지고 

있어 4–6개월에 1회 이상 방문 관리를 한다 [22]. 본 연구 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관리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제한하였다.

허약 여부 평가
대상자의 허약 여부는 각 자치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건
강관리 조사표 중 허약을 측정하는 설문으로 개발된 ‘기초측정표 (건강면접조사표-만65세 

이상)’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기초측정표의 점수 합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1점의 범위를 가지
며, 13점 이상은 ‘허약군’, 4–12점은 ‘고위험 허약 노인’, 0–3점은 건강군’으로 평가되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범주형 변수의 결과는 빈도 (N)와 백분율 (%, 열 또는 행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연속형 변수
의 결과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제시하였다. 연령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식품안정성, 빈혈 여
부, 영양불량, 만성질환 관리 수준, 허약 여부에 대한 비교는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
하였고, 영양소 섭취에 대한 비교는 t-test와 analysis of variance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서의 사전과 사후 값의 차이 검정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두 변수 모두 이분형 변수는 McNemar 

test를 실시하였고, 두 변수 모두 이분형 변수이나 셀의 크기가 모수 검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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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Cochran's Q test를 실시하였고, 변수 범주가 세 개인 경우이면서 모수 검정이 어려운 경
우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 (IBM 

SPSS Inc.,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α <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59명 (69.6%), 남성이 113명 (30.4%)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
다. 연령분포는 65–74세가 159명 (42.7%)으로 가장 많았고, 75–79세가 107명 (28.8%), 80세 이
상이 106명 (28.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76.6%가 독거노인이었으며, 대상자의 대부
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취약계층 노인임이 나타났다. 대상자 중 대
부분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정기관리군 (97.3%)이었으며, 대상자의 45.2%가 3개 이
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6.1%가 신체장애가 없었으며, 대상자
의 74.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노인이 조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맞춤 영양교육 서비스 중 집합 영양교육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54.8%, 방문영양상담을 제공
받은 대상자는 35.5%, 조리 영양교육은 9.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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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Total (n = 372) Age groups (yrs) p-value

65–74 (n = 159) 75–79 (n = 107) ≥ 80 (n = 106)
Gender 0.0021)

Men 113 (30.4) 64 (40.2) 23 (21.5) 26 (24.5)
Women 259 (69.6) 95 (59.8) 84 (78.5) 80 (75.5)

Living alone 0.4531)

Yes 285 (76.6) 122 (76.7) 78 (72.9) 85 (80.2)
No 87 (23.4) 37 (23.3) 29 (27.1) 21 (19.8)

Household type 0.4422)

One-generation household 326 (87.6) 143 (89.9) 90 (84.1) 93 (87.7)
Two-generation household 39 (10.5) 12 (7.5) 15 (14.0) 12 (11.3)
Three-generation household 7 (1.9) 4 (2.5) 2 (1.9) 1 (0.9)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0.7132)

Yes 357 (96.0) 151 (95.0) 103 (96.3) 103 (97.2)
No 15 (4.0) 8 (5.0) 4 (3.7) 3 (2.8)

Types of care service 0.9212)

Intensive care group 10 (2.7) 5 (3.1) 3 (2.8) 2 (1.9)
Regular care group 362 (97.3) 154 (96.9) 104 (97.2) 104 (98.1)

Number of chronic diseases 0.3261)

≥ 3 168 (45.2) 77 (48.4) 42 (39.3) 49 (46.2)
< 3 204 (54.8) 82 (51.6) 65 (60.7) 57 (53.8)

Physical disability 0.7281)

Yes 126 (33.9) 57 (35.8) 36 (33.6) 33 (31.1)
No 246 (66.1) 102 (64.2) 71 (66.4) 73 (68.9)

Cooking ability 0.1931)

Yes 96 (25.8) 34 (21.4) 29 (27.1) 33 (31.1)
No 276 (74.2) 125 (78.6) 78 (72.9) 73 (68.9)

Personalized nutritional service < 0.0011)

Cooking class 36 (9.7) 16 (10.1) 10 (9.3) 10 (9.4)
Group nutritional education 204 (54.8) 99 (62.3) 68 (63.6) 37 (34.9)
Individual visiting nutritional education 132 (35.5) 44 (27.7) 29 (27.1) 59 (55.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y χ2 test. 2)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y Fisher's exact test.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상태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상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에너지 섭취량은 평균 973.3 kcal

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56.7%에 불과하였다. 65–74세 노인의 에너지 섭취량은 1,004.5 kcal, 

80세 이상 노인의 에너지 섭취량은 912.4 kcal로 고령일수록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대상자에서 철분과 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
의 섭취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은 권장섭취량의 34.5%

였으며, 리보플라빈은 47.0%, 니아신은 38.6%로 권장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비타민 C는 권장 섭취기준의 27%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소 중에서도 섭취상태
가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식품안정성, 영양불량, 건강상태
대상자의 식품안정성과 영양불량 및 건강상태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1명을 제외한 99.7%가 식품 불안정한 상태였고, 대부분이 영양불량 또는 영
양불량 위험 수준 (99.5%)에 해당하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빈혈 유병률이 80.9%로 다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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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trients intake of the subjects by age groups
Variables Total Age groups (yrs) p-value3)

65–74 75–79 ≥ 80
Nutrients intake

Energy (kcal) 973.3 ± 19.3 1,004.5 ± 31.4 987.3 ± 33.7 912.4 ± 34.4 0.128
Protein (g) 32.2 ± 0.9 32.8 ± 1.3 32.7 ± 1.6 30.7 ± 1.7 0.560
Vitamin A (µg RAE) 362.0 ± 23.7 374.1 ± 38.3 361.1 ± 43.0 344.8 ± 41.7 0.877
Vitamin C (mg) 27.0 ± 1.4 28.4 ± 2.4 25.0 ± 2.1 27.0 ± 2.8 0.623
Vitamin B1 (mg) 0.8 ± 0.0 0.8 ± 0.0 0.8 ± 0.0 0.8 ± 0.0 0.897
Vitamin B2 (mg) 0.6 ± 0.0 0.6 ± 0.0 0.6 ± 0.0 0.6 ± 0.0 0.238
Vitamin B3 (mg) 5.6 ± 0.2 5.9 ± 0.3 5.7 ± 0.3 5.2 ± 0.3 0.269
Ca (mg) 264.4 ± 11.6 284.4 ± 21.4 269.7 ± 20.9 229.1 ± 13.7 0.140
Fe (mg) 8.0 ± 0.3 8.0 ± 0.4 8.3 ± 0.5 7.7 ± 0.5 0.655
Na (mg) 1,830.8 ± 65.7 1,843.5 ± 112.1 1,856.1 ± 103.5 1,786.3 ± 119.3 0.910

The ratio of nutrient intake to KDRIs1)

Energy 56.7 ± 1.1 57.2 ± 1.7 58.8 ± 2.0 53.9 ± 2.0 0.230
Protein 67.2 ± 1.8 67.1 ± 2.7 69.7 ± 3.4 64.8 ± 3.5 0.600
Vitamin A 61.8 ± 4.1 62.6 ± 6.6 63.2 ± 7.7 59.1 ± 7.2 0.919
Vitamin C 27.0 ± 1.4 28.4 ± 2.4 25.0 ± 2.1 27.0 ± 2.8 0.623
Vitamin B1 69.9 ± 1.9 69.4 ± 2.7 71.7 ± 3.6 69.0 ± 3.9 0.838
Vitamin B2 47.0 ± 1.8 49.2 ± 2.9 44.0 ± 2.8 46.8 ± 3.6 0.476
Vitamin B3 38.6 ± 1.3 40.0 ± 2.2 39.2 ± 2.0 35.8 ± 2.2 0.371
Ca 34.5 ± 1.5 37.5 ± 2.8 34.6 ± 2.7 29.7 ± 1.8 0.101
Fe 102.2 ± 3.2 95.2 ± 4.7 112.7 ± 6.2 102.1 ± 5.8 0.075
Na 155.4 ± 5.5 141.8 ± 8.6 168.7 ± 9.4 162.4 ± 10.8 0.095

Percentage of nutrient intake deficiency2)

Energy 303 (81.5) 124 (78.0) 85 (79.4) 94 (88.7) 0.074
Protein 280 (75.3) 118 (74.2) 76 (71.0) 86 (81.1) 0.214
Vitamin A 284 (76.3) 125 (78.6) 76 (71.0) 83 (78.3) 0.308
Vitamin C 352 (94.6) 148 (93.1) 103 (96.3) 101 (95.3) 0.497
Vitamin B1 266 (71.5) 116 (73.0) 73 (68.2) 77 (72.6) 0.671
Vitamin B2 327 (87.9) 141 (88.7) 96 (89.7) 90 (84.9) 0.517
Vitamin B3 352 (94.6) 150 (94.3) 101 (94.4) 101 (95.3) 0.938
Ca 348 (93.5) 145 (91.2) 99 (92.5) 104 (98.1) 0.070
Fe 142 (38.2) 74 (46.5) 31 (29.0) 37 (34.9) 0.011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error or number (%).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KDRI,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1)The average ratio of nutrient intake to KDRI (nutrient intake/recommended nutrient intake × 100). 2)No. (%) = energy intake < 75% of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other nutrients intakes <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 = subjects who are insufficient of the nutrient/total subjects × 100. 3)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y analysis of variance test.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혈당과 혈압 조절이 되는 정기 관리군 (97.3%)이였으
며, 허약 또는 허약위험 수준 (99.4%)에 해당하였다. 연령별 영양불량 및 건강상태 비교에서
는 80세 이상 영양불량 환자가 54.7%로 65–74세 (30.8%)와 75–79세 (32.7%)보다 영양불량 비
율이 높았다. 또한, 80세 이상 허약 환자의 비율이 24.5%로 65–74세 (10.8%)와 75-79세 (12.1%)

에 비해 높았다.

영양중재 프로그램 참여 전후 영양소 섭취상태 변화 비교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영양소 섭취량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프로그
램 참여 이전의 약 2개월 동안에는 비타민 A와 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 섭취량에서 유
의한 변화가 없어,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
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 기간 동안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비타민 A 섭취비율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비타민 C와 나트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영양소에 대한 

기준 대비 섭취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의 영양소별 섭취부
족분율은 비타민 A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이후의 약 4개월 기간 동안 사전, 사후 비교에서는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섭취는 973.1 kcal에서 1,310.4 kcal로 증가하였고, 단백질 섭취는 33.1 

g에서 48.9 g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부족하게 섭취했던 단백질
과 비타민 B1 섭취량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101.7%, 110.3%로 섭취기준을 만족하였고, 섭취기
준의 50%에 미치지 못했던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50%를 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양소에 대하여 섭취기준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도 프
로그램 참여 이후 모든 영양소에서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단백질, 비타민 B1, 철분, 나트륨을 제외한 영양소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섭취
기준의 100%를 만족하게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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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od security,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of subjects by age groups
Variables Total Age groups (yrs) p-value

65–74 75–79 ≥ 80
Food security 1.0001)

No 371 (99.7) 158 (99.4) 107 (100.0) 106 (100.0)
Yes 1 (0.3) 1 (0.6) 0 (0.0) 0 (0.0)

Nutritional status < 0.0011)

Malnutrition 142 (38.2) 49 (30.8) 35 (32.7) 58 (54.7)
At risk of malnutrition 228 (61.3) 110 (69.2) 72 (67.3) 46 (43.4)
Normal 2 (0.5) 0 (0.0) 0 (0.0) 2 (1.9)

Anemia 0.2152)

Anemia 300 (80.9) 122 (76.7) 90 (84.1) 88 (83.8)
Normal 71 (19.1) 37 (23.3) 17 (15.9) 17 (16.2)

Level of disease management 0.9211)

Intensive management 10 (2.7) 5 (3.1) 3 (2.8) 2 (1.9)
Periodic management 362 (97.3) 154 (96.9) 104 (97.2) 104 (98.1)

Frailty 0.0101)

Frailty 56 (15.1) 17 (10.8) 13 (12.1) 26 (24.5)
At risk of frailty 312 (84.3) 138 (87.9) 94 (87.9) 80 (75.5)
Normal 2 (0.5) 2 (1.3) 0 (0.0) 0 (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y Fisher's exact test. 2)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y χ2 test.



영양중재 프로그램 참여 전후 식품안정성, 영양불량, 건강상태 변화 비교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식품안정성과 영양불량 및 건강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사업 참여 이전의 기간 동안 영양불량인 대상자의 비율이 38.2%에서 

32.8%로 감소한 대신 영양불량위험의 비율이 61.3%에서 67.2%로 증가하였고, 다른 지표에
서는 변화가 없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는 대부분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
의 모든 대상자가 식품 불안정 상태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37.1%가 식품안정성을 확보
하였다. 영양불량 상태에서도 불량과 위험은 100%에서 70.2%로 감소하였고, 정상이 29.8%

로 증가하였다. 빈혈에서는 정상이 18.7%에서 28.5%로 증가하였다. 질환 관리 수준에서 집
중 및 정기관리군 비율이 100%에서 95.4%로 감소하였고, 자기역량군 비율이 0.0%에서 4.6%

로 증가하였다. 허약 수준에서도 허약과 허약 위험 비율은 100%에서 90.3%로 감소하였으며, 

정상 비율이 0.0%에서 9.7%로 증가하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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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in nutrients intakes before and after the personalized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Variables Before intervention After intervention

Pre (1st survey) Post (2nd survey) p-value1) Pre (2nd survey) Post (3rd survey) p-value2)

Nutrients intake
Energy (kcal) 973.3 ± 19.3 973.1 ± 19.7 0.992 973.1 ± 19.7 1,310.4 ± 23.7 < 0.001
Protein (g) 32.2 ± 0.9 33.1 ± 0.9 0.338 33.1 ± 0.9 48.9 ± 1.1 < 0.001
Vitamin A (µg RAE) 362.0 ± 23.7 186.4 ± 11.4 < 0.001 186.4 ± 11.4 262.8 ± 29.2 0.014
Vitamin C (mg) 27.0 ± 1.4 31.2 ± 1.7 0.039 31.2 ± 1.7 76.9 ± 3.4 < 0.001
Vitamin B1 (mg) 0.8 ± 0.0 0.8 ± 0.0 0.272 0.8 ± 0.0 1.2 ± 0.0 < 0.001
Vitamin B2 (mg) 0.6 ± 0.0 0.6 ± 0.0 0.803 0.6 ± 0.0 1.0 ± 0.0 < 0.001
Vitamin B3 (mg) 5.6 ± 0.2 5.7 ± 0.2 0.625 5.7 ± 0.2 9.0 ± 0.2 < 0.001
Ca (mg) 264.4 ± 11.6 257.6 ± 9.4 0.607 257.6 ± 9.4 412.1 ± 11.0 < 0.001
Fe (mg) 8.0 ± 0.3 8.0 ± 0.2 0.790 8.0 ± 0.2 11.3 ± 0.3 < 0.001
Na (mg) 1,830.8 ± 65.7 2,029.9 ± 67.9 0.011 2,029.9 ± 67.9 2,591.6 ± 74.3 < 0.001

The ratio of nutrient intake to KDRIs3)

Energy 56.7 ± 1.1 56.6 ± 1.1 0.871 56.6 ± 1.1 76.1 ± 1.3 < 0.001
Protein 67.2 ± 1.8 68.9 ± 1.9 0.404 68.9 ± 1.9 101.7 ± 2.0 < 0.001
Vitamin A 61.8 ± 4.1 31.7 ± 2.0 < 0.001 31.7 ± 2.0 43.8 ± 4.3 0.011
Vitamin C 27.0 ± 1.4 31.2 ± 1.7 0.039 31.2 ± 1.7 76.9 ± 3.4 < 0.001
Vitamin B1 69.9 ± 1.9 72.4 ± 2.0 0.298 72.4 ± 2.0 110.3 ± 2.7 < 0.001
Vitamin B2 47.0 ± 1.8 47.5 ± 1.7 0.810 47.5 ± 1.7 76.3 ± 2.1 < 0.001
Vitamin B3 38.6 ± 1.3 39.2 ± 1.1 0.647 39.2 ± 1.1 61.2 ± 1.6 < 0.001
Ca 34.5 ± 1.5 33.6 ± 1.2 0.612 33.6 ± 1.2 54.0 ± 1.5 < 0.001
Fe 102.2 ± 3.2 103.5 ± 3.0 0.682 103.5 ± 3.0 144.5 ± 3.7 < 0.001
Na 155.4 ± 5.5 172.2 ± 5.8 0.010 172.2 ± 5.8 220.7 ± 6.4 < 0.001

Percentage of nutrient intake deficiency4)

Energy 303 (81.5) 305 (82.0) 0.850 305 (82.0) 208 (55.9) < 0.001
Protein 280 (75.3) 280 (75.3) 1.000 280 (75.3) 161 (43.3) < 0.001
Vitamin A 284 (76.3) 348 (93.5) < 0.001 348 (93.5) 331 (89.0) 0.027
Vitamin C 352 (94.6) 341 (91.7) 0.110 341 (91.7) 220 (59.1) < 0.001
Vitamin B1 266 (71.5) 242 (65.1) 0.059 242 (65.1) 130 (34.9) < 0.001
Vitamin B2 327 (87.9) 324 (87.1) 0.739 324 (87.1) 231 (62.1) < 0.001
Vitamin B3 352 (94.6) 354 (95.2) 0.739 354 (95.2) 277 (74.5) < 0.001
Ca 348 (93.5) 347 (93.3) 0.882 347 (93.3) 305 (82.0) < 0.001
Fe 142 (38.2) 127 (34.1) 0.252 127 (34.1) 36 (9.7) < 0.001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error or number (%).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KDRI,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1)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before participation in the intervention program by paired t-test. 2)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after participation in the intervention program by paired t-test. 3)The average ratio of nutrient intake to KDRI 
(nutrient intake/recommended nutrient intake×100). 4)No. (%) = energy intake < 75% of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other nutrients intakes <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연령 구분에 따른 영양중재 프로그램이 식품안정성, 영양불량,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영양중재 프로그램 참여 이후 연령 구분에 따라 식품안정성, 영양불량, 건강상태 변화를 조
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연령별 분석에서 식품안정성과 영양불
량, 빈혈은 모든 연령군에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질환 관리 수준은 65–74세 대
상자에서 자기역량군으로 개선된 비율이 7%로 다른 연령군 (75–79세 3.8%, 80세 이상 1.9%)

에 비해 높았다. 허약 수준은 정상군으로 개선된 비율이 특히 65–74세 대상자에서 1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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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hanges in food security,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before and after the personalized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Variables Before intervention After intervention

Pre (1st survey) Post (2nd survey) p-value Pre (2nd survey) Post (3rd survey) p-value
Food security 0.3171) < 0.0011)

No 371 (99.7) 372 (100.0) 372 (100.0) 234 (62.9)
Yes 1 (0.3) 0 (0.0) 0 (0.0) 138 (37.1)

Nutritional status 0.0132) < 0.0012)

Malnutrition 142 (38.2) 122 (32.8) 122 (32.8) 33 (8.9)
At risk of malnutrition 228 (61.3) 250 (67.2) 250 (67.2) 228 (61.3)
Normal 2 (0.5) 0 (0.0) 0 (0.0) 111 (29.8)

Anemia 1.0003) < 0.0013)

Anemia 300 (80.9) 301 (81.1) 300 (81.3) 264 (71.5)
Normal 71 (19.1) 70 (18.9) 69 (18.7) 105 (28.5)

Level of disease management 0.5002) < 0.0012)

Intensive management 10 (2.7) 8 (2.2) 8 (2.2) 0 (0.0)
Periodic management 362 (97.3) 364 (97.8) 362 (97.8) 353 (95.4)
Occasional management 0 (0.0) 0 (0.0) 0 (0.0) 17 (4.6)

Frailty 1.0002) < 0.0012)

Frailty 56 (15.1) 54 (14.6) 48 (15.1) 46 (14.5)
At risk of frailty 312 (84.3) 316 (85.4) 270 (84.9) 241 (75.8)
Normal 2 (0.5) 0 (0.0) 0 (0.0) 31 (9.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by Cochran's Q test. 2)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3)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by McNemar test.

Table 6. The effect of the personalized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on food security,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by age groups
Variables 65–74 (yrs) 75–79 (yrs) ≥ 80 (yrs)

Pre  
(2nd survey)

Post  
(3rd survey)

p-value Pre  
(2nd survey)

Post  
(3rd survey)

p-value Pre  
(2nd survey)

Post  
(3rd survey)

p-value

Food security < 0.0011) < 0.0011) < 0.0011)

No 159 (100.0) 105 (66.0) 107 (100.0) 63 (58.9) 106 (100.0) 66 (62.3)
Yes 0 (0.0) 54 (34.0) 0 (0.0) 44 (41.1) 0 (0.0) 40 (37.7)

Nutritional status < 0.0012) < 0.0012) < 0.0012)

Malnutrition 43 (27.0) 11 (6.9) 29 (27.1) 4 (3.7) 50 (47.2) 18 (17.0)
At risk of malnutrition 116 (73.0) 104 (65.4) 78 (72.9) 64 (59.8) 56 (52.8) 60 (56.6)
Normal 0 (0.0) 44 (27.7) 0 (0.0) 39 (36.4) 0 (0.0) 28 (26.4)

Anemia 0.0293) 0.0133) 0.2863)

Anemia 119 (75.3) 103 (65.2) 91 (85.8) 77 (72.6) 90 (85.7) 84 (80.0)
Normal 39 (24.7) 55 (34.8) 15 (14.2) 29 (27.4) 15 (14.3) 21 (20.0)

Level of disease management < 0.0012) 0.0142) 0.0832)

Intensive management 5 (3.2) 0 (0.0) 2 (1.9) 0 (0.0) 1 (0.9) 0 (0.0)
Periodic management 153 (96.8) 147 (93.0) 104 (98.1) 102 (96.2) 105 (99.1) 104 (98.1)
Occasional management 0 (0.0) 11 (7.0) 0 (0.0) 4 (3.8) 0 (0.0) 2 (1.9)

Frailty 0.0102) 0.0022) 0.7312)

Frailty 11 (8.3) 11 (8.3) 12 (13.6) 7 (8.0) 25 (25.5) 28 (28.6)
At risk of frailty 121 (91.7) 99 (75.0) 76 (86.4) 76 (86.4) 73 (74.5) 66 (67.3)
Normal 0 (0.0) 22 (16.7) 0 (0.0) 5 (5.7) 0 (0.0) 4 (4.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by Cochran's Q test. 2)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3)p-value for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re-survey and post-survey by McNemar test.



75–79세 (5.7%), 80세 이상 (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80세 이
상인 대상자에서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평가 지표인 식품안정성과 영양불량은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사업의 중·장기적 효과평가 지표인 빈혈과 질환관리 수준, 허약 수준은 유의
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본 연구는 서울시 일부 지역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거동 및 조리 가능 여부, 질
환에 따른 식사 관리 여부에 따른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 제공으로 구성된 영양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식품안정성 확보와 영양소 섭취상태를 비롯하여 영양불량 수준 및 빈
혈 여부, 만성질환 관리 수준과 허약 수준과 같은 건강·영양 상태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대부분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식생활 위험이 높은 대상
자로 영양상태가 위험 또는 불량이거나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당뇨 또는 고혈압 질
환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허약 또는 허약위험 수준에 해당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 대상
자의 식품불안정 비율은 100.0%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65세 이상 식품불안정 평균 

유병률인 11.8%에 비해 확연히 높았으며 [24], 서울시와 근교 지역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식품안정성 실태조사 결과인 63.4%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본 연구
결과와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 [12]를 비교해보았을 때, 65세 

이상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섭취량이 낮아지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
구 대상자의 실제 에너지 섭취량은 전국의 65세 이상 평균 섭취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았
으며, 칼슘과 리보플라빈, 비타민 A를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도 본 연구 대상
자에서 더 높았다. 취약계층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를 조사한 결과 [26]에서
는 모든 영양소에서 권장량에 크게 미달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에게서는 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빈혈인 대상자의 비
율은 80.9%였으며,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60–69세와 70세 이상 빈혈 유병률인 7.3%, 

15.4%보다 높았다 [24]. 또한, 취약계층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6]에 비해
서도 대상자의 빈혈 유병률이 높은 편이었다. 대상자 중 허약인 대상자의 비율은 15.1%로 방
문건강관리 사업에 등록된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 [27,28]의 허약 노인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허약 정도가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비하여 약 4개월간의 참여 이후에 대상자의 식품안
정성 수준과 건강 및 영양 상태는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맞춤형 보충식품 제
공과 관련된 영양교육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평가 지표이면서 영양 상태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식품안정성 확보와 영양소 섭취상태의 개선뿐만 아니라 중·장기 효과평가 지표
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영양불량 상태 및 빈혈의 개선, 질환 관리 수준과 허약 수준의 개선 효
과도 나타났다. 국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양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들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상자들에게 영양교육만 제공하거나, 식품 또는 음식만 

제공하거나, 영양교육과 식품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이다 [29-34]. 서울시의 취약계층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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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5주간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연구 [29]에서는 프로그램 이후 대상자의 식
습관과 영양소 섭취상태의 개선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영양중재 

프로그램 적용 이후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상태가 개선된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5주의 단기간으로 중재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집합 영양교육을 제공하였고 보충식품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
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양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6개월간 보충 식품을 지원한 기존의 연구 [30]에서는 식품 지원 이후 대상자
의 단백질 영양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혈 개선에 효과가 있었으나 혈청 지질이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결과는 식품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식이 섭취를 높이고, 단백질과 빈혈의 영양 상태를 개선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중재 기간이 6개월로 본 연구의 중재 기간인 4개월보다 길
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제안된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는 대상자들의 건강 및 질환 상태에 따라 식품의 종류를 달리 제공하였고, 이와 함께 대
상자들에게 맞춤형 영양교육을 제공하였으므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대상자의 비만도 및 

혈청 지질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취약계
층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부족한 영양소로 구성된 음식을 6개월간 제공한 연구 [31]에
서도 영양 상태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다.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식품 지원을 모두 제공한 선행연구들 [32-34]에서는 

본 연구의 단기적 효과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영양섭취의 개선은 확인하였으나, 중·장기 효
과평가 지표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영양불량 상태 및 빈혈의 개선, 질환 관리 수준 및 허약 수
준의 개선 효과를 모두 평가하는 데 미비하였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선행연구 [31]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10주간 영양교육을 제
공하고, 경제적 수준과 영양위험도를 고려한 일부 대상자에게 2개월간 단백질 및 철분과 칼
슘의 급원 식품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특히 식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우유 

및 단백질 섭취 수준이 증가하였고, 식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영양섭취 수준이 개선되었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식행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상자의 건
강 수준 또는 삶의 질의 개선은 관찰하기 어려웠다. 광주지역의 일부 저소득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의 급원 식품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병행한 선행연구 [33] 결과에서도 대상자의 식행동 변화와 영양섭취 개선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전주지역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1개월간의 영양교육과 3개
월간의 맞춤형 점심 급식 프로그램 [34]은 대상자의 체중 및 체질량지수와 혈액의 생화학적 

지표, 식습관 및 식태도, 영양지식, 영양소 섭취에서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영양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80세 이
상의 고령인 노인일수록 특히 만성질환수준의 관리와 허약수준에 대한 개선이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방문건강관리를 받는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 [35]에서 85세 이상
의 고령 대상자 보다 낮은 연령의 대상자에서의 허약 개선효과 가 더 컸으며,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80세 이상인 후기 노인에서 허약개선에 대한 영양중재 프로그램의 효
과가 미비한 이유로는 연령에 따라 노쇠의 유병률이 증가하며, 후기 노인에서 노쇠 예방은 

노쇠가 장애 또는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삼차 예방에 해당하고 [36], 이러한 

후기 노인에서의 삼차 예방은 전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건강 및 영양중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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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보다는 의료 및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더욱 적합하며 [37], 허약 개선을 위해 더
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35]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기 노인에 비해 후기 노인에서 기
능장애를 악화하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가져 고령이 될수록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38,39]. 또한, 허약한 노인의 경우 고령인 노인에서 사회적 및 정서적 상호작
용이 저하되어 허약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40] 이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
램이 추후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중재에 

프로그램이 초고령층 (80세 이상)보다는 건강 및 영양상태가 악화되기 이전의 80세 미만의 

고령층 대상자에게 적용될 경우 개선 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어 향후 지역사회 기반
의 영양중재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령 시기를 고려해서 수행하
는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가 대조
군이면서 중재군인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 동일한 대상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중재에 대
한 반응을 비교하므로 각 중재 집단의 구성원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변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교차설계 (cross-over)에서의 각 중재 기간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
이 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영양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저소득
층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노인들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
요할 수 있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일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으로 구
성된 영양꾸러미를 제공하여 식품안정성 확보와 건강·영양 상태 개선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
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372명이었다.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은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제공인 2가지 요
소로 구성되었고, 영양중재는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효과평가를 위해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식품안정성, 빈혈 여부, 간이영양평가도구 (MNA)를 활용한 영양불량 여부, 

만성 질환관리 수준, 허약 여부가 조사되었다. 영양중재 프로그램 참여 이후, 대상자의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권장섭취기준 대비 50%에 미
치지 못했던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50%를 넘게 섭취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 모든 대상자가 식품불안정 상태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37.1%가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영양 상태에서는 불량과 위험은 감소하였고, 정상이 0%에서 29.8%로 증가하였
으며, 빈혈에서는 정상이 18.7%에서 28.5%로 증가하였다. 또한, 질환관리 수준에서는 정기 

및 집중관리 수준의 대상자 비율은 감소하였고, 자기역량 관리 수준이 0%에서 4.6% 증가하
였으며, 허약 상태에서는 허약 및 허약 위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정상 비율이 0%에서 9.7%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80세 이상의 고령인 노인일수록 특히 만성질환수준의 

관리와 허약 수준에 대한 개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는 질환을 갖고 있
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로 경제적으로나 건강상태로나 매우 취약한 대상자로서 이
들의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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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질환 관리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질환별 보충식품의 제공 및 영양교육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영양 상태 향상뿐만 아니라 질환 개선까지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7–2067)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9 May 28 [cited 2019 Dec 12].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
board?bmode=read&aSeq=373873

 2. Statistics Korea. 2018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8 
Sep 27 [cited 2019 Dec 12].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
board?bmode=read&aSeq=370779.

 3. Kim JG. The impact of family type on health behavior of elderly people. J Welf Aged 2011; 51: 35-56.

 4. Donini LM, Scardella P, Piombo L, Neri B, Asprino R, Proietti AR, et al. Malnutrition in elderly: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J Nutr Health Aging 2013; 17(1): 9-15. 
PUBMED | CROSSREF

 5. Abellan van Kan G, Rolland Y, Bergman H, Morley JE, Kritchevsky SB, Vellas B. The I.A.N.A task force on 
frailty assessment of older people in clinical practice. J Nutr Health Aging 2008; 12(1): 29-37. 
PUBMED | CROSSREF

 6. Oh YH. The health status of older Koreans and policy considerations. Health Welf Policy Forum 2015; 
223: 29-39.

 7. Lee Y. Evidence-based prevention of frailty in older adults. J Korean Geriatr Soc 2015; 19(3): 121-129. 
CROSSREF

 8. Kim CO, Kim MJ. Conceptual defini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frailty. Korean J Fam Pract 2011; 1: 85-93.

 9. Han EH, Chung SD.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mid and old age 
householders by age group in South Korea. Korean J Gerontol Soc Welf 2018; 73(2): 141-170. 
CROSSREF

 10. Yang YJ.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trient intakes and mental health status of older Korean 
adults depending on household food security: based on the 2008–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n J Community Nutr 2015; 20(1): 30-40. 
CROSSREF

 11. Kim K, Kim MK, Shin YJ.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food security. J Prev Med Public Health 2008; 
41(6): 387-396. 
PUBMED | CROSSREF

 12. Han KS, Yang EJ. Evaluation of dietary habit and nutritional intake of Korean elderly: data from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2015. J East Asian Soc Diet Life 2018; 28(4): 258-271. 
CROSSREF

 13. Walsh JR. Hematologic disorders in the elderly. West J Med 1981; 135(6): 446-454.
PUBMED

 14. Yang IS, Chae IS, Lee HY, Park MK. Evaluation of home - delivered meals service program for home - 
bound elderly with low income class. J Korean Diet Assoc 2000; 6(2): 57-70.

 15. Kim KR, Kim MK, Shin YJ. Household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 Health Soc Welf 
Rev 2009; 29(2): 268-292. 
CROSSREF

 16. Choe JS, Baeg HY. Seasonal variation of nutritional intake and quality in adults in longevity area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04; 33(4): 668-678. 
CROSSREF

 17. Han KH, Choi MS, Park JS. Nutritional risk and its related factors evaluated by the mini nutritional 
assessment for the elderly who are meal service participants. Korean J Nutr 2004; 37(8): 675-687.

 18. Yang EJ, Bang HM. Nutritional status and health risks of low income elderly women in Gwangju area. 
Korean J Nutr 2008; 41(1): 65-76.

 19. Lee KE. Development of tailored nutritional management model for vulnerable older adults.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7.

 20. Vellas B, Guigoz Y, Garry PJ, Nourhashemi F, Bennahum D, Lauque S, et al. The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and its use in grading the nutritional state of elderly patients. Nutrition 1999; 15(2): 116-122. 
PUBMED | CROSSREF

429https://doi.org/10.4163/jnh.2020.53.4.416

노인에서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 효과

https://e-jnh.org

http://www.ncbi.nlm.nih.gov/pubmed/23299371
https://doi.org/10.1007/s12603-012-0374-8
http://www.ncbi.nlm.nih.gov/pubmed/18165842
https://doi.org/10.1007/BF02982161
https://doi.org/10.4235/jkgs.2015.19.3.121
https://doi.org/10.21194/kjgsw.73.2.201806.141
https://doi.org/10.5720/kjcn.2015.20.1.30
http://www.ncbi.nlm.nih.gov/pubmed/19037168
https://doi.org/10.3961/jpmph.2008.41.6.387
https://doi.org/10.17495/easdl.2018.8.28.4.258
http://www.ncbi.nlm.nih.gov/pubmed/6801866
https://doi.org/10.15709/hswr.2009.29.2.268
https://doi.org/10.3746/jkfn.2004.33.4.668
http://www.ncbi.nlm.nih.gov/pubmed/9990575
https://doi.org/10.1016/S0899-9007(98)00171-3


 21.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Global Prevalence of Anaemia in 2011.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9 Dec 12].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
bitstream/10665/177094/1/9789241564960_eng.pdf.

 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7 Health Promotion Program 
Guideline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Jan 11 [cited 2019 Dec 12].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
MENU_ID=13&MENU_ID=1304020503&page=1&CONT_SEQ=293366.

 23. Lee IS. Developmen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visiting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promote health of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1.

 2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2) [Internet]. Osong: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Jan 11 [cited 2019 Dec 12]. Available from: https://knhanes.cdc.go.kr/
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25. Kwon SO, Oh SY. Associations of household food insecurity with socioeconomic measures, health status 
and nutrient intake in low income elderly. Korean J Nutr 2007; 40(8): 762-768.

 26. Kim HY, Kim MH, Hong SG, Hwang SJ, Park MH. A study on the nutrient intake, health risk factors, 
blood health status in elderly Korean women living alone. Korean J Community Nutr 2005; 10(2): 216-223.

 27. Lee I, Jeong IS. Frailty leve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participants of a tailored home 
visiting service. J Korean Geriatr Soc 2012; 16(2): 74-83. 
CROSSREF

 28. Park E, Yu M. Frailty and its related factors in vulnerable elderly population by age groups. J Korean Acad 
Nurs 2016; 46(6): 848-857. 
PUBMED | CROSSREF

 29. Choi YJ, Kim C, Park YS. Th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in physical health, nutritional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Seoul. Korean J Nutr 2007; 40(3): 270-280.

 30. Park HJ, Lim BK, Kim WY. Effect of food commodity supplementary program for low income elderly 
people. Korean J Food Cult 2007; 22(1): 149-156.

 31. Chu SK, Kang NE, Lee SH. The effects of nutrition evaluation related to suitable food supply program for 
elders living alone in Sung Nam city. Korean J Food Nutr 2007; 20(4): 467-475.

 32. Do HJ, Lee YM. A study on customized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design and application for the low-
income elderly. Korean J Community Nutr 2011; 16(6): 716-729. 
CROSSREF

 33. Kim BH, Yang JS, Kye SH, Lee YN. The effect of a community-based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on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al status of low-income elderly women in Gwangju city. Korean J Food Nutr 
2014; 27(3): 495-506. 
CROSSREF

 34. Bae JS, Kim MH, Kim SB.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and personalized lunch service program for 
elderly at senior welfare center in Jeonju. Korean J Community Nutr 2013; 18(1): 65-76. 
CROSSREF

 35. Kim YJ, Jang SN. The study for improvement of frailty and depression in the health vulnerable elderly of 
hom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Ann Geriatr Med Res 2016; 20(2): 85-93. 
CROSSREF

 36. Lee YH. Evidence-based prevention of frailty in older adults. J Korean Geriatr Soc 2015; 19(3): 121-129. 
CROSSREF

 37. Sternberg SA, Wershof Schwartz A, Karunananthan S, Bergman H, Mark Clarfield A. The identification of 
frailt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 Am Geriatr Soc 2011; 59(11): 2129-2138. 
PUBMED | CROSSREF

 38. Chung YH, Cho YH. Health behaviors,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young-old and the old-
old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 2014; 40(1): 55-64.

 39. Christ MA.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gerontologic nursing, 2nd ed. Tokyo: HBJ; 1994.

 40. Whitson HE, Purser JL, Cohen HJ. Frailty thy name is ... phrailty?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2007; 
62(7): 728-730. 
PUBMED | CROSSREF

430https://doi.org/10.4163/jnh.2020.53.4.416

노인에서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 효과

https://e-jnh.org

https://doi.org/10.4235/jkgs.2012.16.2.74
http://www.ncbi.nlm.nih.gov/pubmed/28077832
https://doi.org/10.4040/jkan.2016.46.6.848
https://doi.org/10.5720/kjcn.2011.16.6.716
https://doi.org/10.9799/ksfan.2014.27.3.495
https://doi.org/10.5720/kjcn.2013.18.1.65
https://doi.org/10.4235/jkgs.2016.20.2.85
https://doi.org/10.4235/jkgs.2015.19.3.121
http://www.ncbi.nlm.nih.gov/pubmed/22091630
https://doi.org/10.1111/j.1532-5415.2011.03597.x
http://www.ncbi.nlm.nih.gov/pubmed/17634319
https://doi.org/10.1093/gerona/62.7.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