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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ietary behavior, and energy and nutrient intakes 
of the elderly at different levels of food security utilizing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Methods: The elderly subjects (1,721 males and 2,271 females) were divided into 3 groups 
(secure, mildly insecure, moderately/severely insecure) according to their food security 
levels. Health and nutrient status was determined using energy intake, nutrient density, the 
prevalence of insufficient nutrient intake, dietary behavior, and health status.
Results: The elderly with food insecurities had a lower self-evaluated health status and a 
higher prevalence of physician-diagnosed chronic diseases such as arthrit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osteoporosis for males, and hypertension, stroke, arthritis, and 
osteoarthritis for females. The associated financial burden was the major reason for not 
accessing medical services in the food insecure group. Furthermore, the food insec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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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a higher risk of impair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e secure group. The 
proportion of subjects with an energy intake below the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was 
higher in the food insecure group an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insufficient intake 
was observed for all the nutrients (proteins, vitamin A, vitamin B1, vitamin B2, niacin, vitamin 
C, calcium, and iron) assessed in this study compared to the food secure group.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ood insecurity poses a challenge to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and needs proper management. It would 
be helpful to develop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 to ensure the food stability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assure quality to address gaps in their nutrient intake.

Keywords: food security, aged, nutrients, health status, nutrition surveys

서론

식품불안정 (food insecurity)이란 ‘영양적으로 적합하고 안전한 식품의 이용가능성이 안정하
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품 구매 능력이 제한되거나 불확실한 경
우’를 의미한다 [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유용성, 이용성 측면에서 하나라도 결여되면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하였다 [2]. 식품불안정은 단순히 양적으로 식품을 제대로 섭취하
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대상의 건강 상태를 예측해 볼 수 있
는 지표로써 [3-5] 삶의 질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6,7]. 식품은 삶, 문화, 종교와 연관되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달해왔으며, 인간의 

식행위는 생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식품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욕구 결핍으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정성은 향상되었지
만, 식품불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8,9].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
면 식품불안정 상황에 놓이기 쉽다 [10].

우리나라는 최근 출생률 감소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5.7%로 

2020년 현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특히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요인 및 심리적, 경
제적인 이유 등으로 영양결핍 상태에 놓이기 쉽다 [12,13]. 또한 고령화 상태와 영양결핍으로 

유발된 질병은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14].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 등 노인 부양을 위한 사
회적 지출의 급속한 증가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로 인
한 의료비 증가에 대하여 국내 연구가 선행되어왔다 [15,16]. 식품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불안
정성은 나라별, 지역별, 개인별에 따른 분석 수준이나 측정 도구에 따라 그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식품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식품불안정성과 소득 감
소, 교육 제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 및 고용문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의 관계 규명
에 관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며 [17,18], 확장하여 식품불안정을 건강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사회 문제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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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외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불안정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에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 

국내의 경우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에서 사용한 식품불충분 (food insufficiency)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 문항을 통해 식품안정성과 식사섭취의 관련성 [20] 및 생애주기별 

교육 수준에 따른 영양 상태와 식품 불충분성 [21]이 연구되었다. 또한, 기존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사용하던 단일 문항의 측정 지표는 식품안정성 수준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국
내 식품안정성의 현황 파악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
기에 더욱 적합한 식품안정성 도구를 개발하기위해 다른 국가에서도 가장 공통적으로 사
용하는 미국의 식품안정성 조사 도구 (US Household Food Security Survey Module)를 바탕으
로 2011년 한국형 식품안정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22] 제6기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적용하였다. 제6기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생활 및 건강 특성에 관한 연구 [23]가 

선행되었지만, 식품불안정 정도에 따른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가입의료보험 종류, 의료이
용접근성과 같은 요인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식품안정성 조사 도구는 순환
조사 항목으로 최근 제7기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식품안정성 조사가 식생
활 형편에 관한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단일 문항으로 식품 안정성 조사가 시행
된 2008–2010년 [24]과 제5기 (2010–2012년) [25]를 활용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영양섭취상태
와 정신건강 분야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회경제적인 영향으로 한국 노인의 식품불안정 비
율이 달라졌을 수 있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노인의 식품안정성 평가를 통해 식품안정성과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하면 식
품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후 노인의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영양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7기 (2016–2018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품불안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의료이용상태, 식생활 특성 및 삶의 질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노인 식품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을 결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2018-01-03-P-A)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식생활조사의 식품안정성조사 항목을 이용하였으며, 제7기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총 24,269명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남자 2,135명, 여자 2,821명 중에서 주요 연구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남자 414명, 여자 550명을 

제외한 남자 1,721명과, 여자 2,271명을 합하여 총 3,99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IRB)에서 연구대상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심
의면제번호: PNU IRB/2020_102_HR).

분석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대한 기초 자료로써 건강 설문
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조사에는 식생활조사에 대한 자료가 포
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정성에 따라 식품안정군 (secure), 식품다양성 불안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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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ly insecure), 식품 불안정군 (moderately/severely insecure)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일반적 

특성, 건강 특성, 건강관련 삶의 질, 의료이용실태, 식행동, 영양소 섭취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정성
가구 내 식품불안정 평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한 식품안정성 단일 평가문항을 이
용하였으며, 영양조사 항목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의 종류와 양 부족 여부를 가구 

단위로 묻는 질문이다.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
느 것입니까?’의 응답 항목 4가지 중에 ‘①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
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식품안정군으로 분류하였고, ‘②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
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는 식품다양성 불안정
군으로, ‘③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와 ‘④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
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합하여 식품 불안정군으로 분류하였다 [25].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가구원수, 주택소유여부, 건강보험종류, 기초생활수급 경험여부,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 총소득, 식생활형편, 음주, 신체활동 등의 정보는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
하였고,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검진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
보험의 종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 활동 여부나 소득 정도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직장
건강보험, 의료급여로 나눌 수 있으므로, 식품안정성 그룹별로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빈
도를 분석하였다 [26].

건강특성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묻는 설문문항 (‘평소에 000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에 대한 응답으로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하였음으로 각 선택항목을 ①매우 좋음 (5점), 

②좋음 (4점), ③보통 (3점), ④나쁨 (2점), ⑤매우 나쁨 (1점)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통계분석
에 이용하였다. 건강 설문 이환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
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 우울증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이 식품안정성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26].

의료이용실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실시한 의료이용에 대한 설문 문항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치과 제외) 진료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 ‘① 예, 

② 아니오, ③ 병·의원 진료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의 빈도를 분석하고, 특히 

‘예’라고 답변한 경우, ‘진료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한 답
변을 분석함으로써 식품안정성에 따른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이용 제한 이유를 확인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된 

EuroQol-5 dimension (EQ-5D)의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한국어판 EQ-5D

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선행연구 [27]에서 적용하여 검증된 바 있다. EQ-5D는 운동능력 (mo-

bility), 자기관리능력 (self-care), 일상활동가능 (usual activities), 통증/불편 (pain/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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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우울 정도 (anxiety/depression)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각 해당 질문에 대해 ①전혀 문제없음, ②다소 문제 있음, 

③심하게 문제 있음으로 3가지 응답 중 하나를 답하도록 되어있다 [26]. 각 항목에 대하여 전
혀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문제 없음’, 다소 문제가 있거나 심하게 문제가 있다고 응답
한 경우는 ‘문제 있음’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삶의 질 조사
도구의 질 가중치 추정 연구 [28]를 반영하여 산출되어 있는 EQ-5D index score를 5분위로 나
누어 하위 20%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저하된 상태로 정의 [29]하여 식품불안정과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식행동
식생활조사 내용에서 ‘최근 1년 동안 아침/점심/저녁식사를 1주일에 몇 회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①주 5–7회, ②주 3–4회, ③주 1–2회, ④거의 안한다 (주 0회)’를 중앙값인 6

회, 3.5회, 1.5회, 0회로 각각 변환하여 그룹별로 식사 빈도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또
한 대상자의 음주행동과 관련하여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 대상자의 음주습관에 따른 가족/

의사의 절주 권고 여부 및 1년간 음주문제 상담 여부에 대해 식품안정성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영양소 섭취
식품안정성 정도에 따른 그룹별 영양소 섭취 상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of Koreans 2015) [30]에서 에너지 필요추정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을 확인하고, 전체 에너지섭취량의 20% 미만을 총 당류 섭취량의 

적정 기준으로 삼았으며,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
슘, 철은 성별, 연령별 영양섭취 기준을 고려한 평균필요량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기준 이상 섭취하는 그룹과 각 기준에 미달하여 섭취하는 그룹으
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총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 (CPF ratio)를 분석하고,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칼륨, 나
트륨, 인, 철의 영양 밀도 (1,000 kcal 당 영양소 섭취량)를 산출하여 식품불안정 그룹 간의 영
양소 섭취의 질적수준을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6.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층화 집락 표본설계 방법을 이용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층화 변수, 집락 변수를 포함하였는데, 3개 연도의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각 연도별 통합가중치를 재계산 한 후 이를 적용하여 복합표본 분석을 수행하
였다 [26]. 연구대상은 식생활 형편을 묻는 단일 질문 문항의 응답에 따라 식품안정군, 식품
다양성 불안정군, 식품 불안정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식품안정성에 따른 특성에서 만 나이, 

BMI, 월평균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5점 척도, 식사 빈도에 대해 복합표본 일반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Wald F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가구원수, 주택소유여부, 건강보험종류, 

기초생활수급여부, 교육수준, 소득4분위수,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 사유에는 복합표본 교차분석 (χ2 test)을 이용하였다. 삶의 질 비교 분석에는 남녀 모
두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보정한 후,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오즈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s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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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였다. 연속변수의 경우 Leven's test를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여 분산이 동질
한 경우 Dunnett의 T 방법을,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경우 Dunnett의 T3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일반적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식품불안정 비율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
누어 Table 1에서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50.9%와 여성 노인의 46.4%가 식품안
정군에 속하였으며, 식품 불안정군에 속하는 남성 노인은 4.4%, 여성 노인은 5.5%로 나타나 

65세 미만에 비하여 식품불안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5세 이
상인 전체 4,956명 중 주요 연구 변수에 결측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남자 노인 1,721명과 여
자 노인 2,2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최종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교차분
석하여 Table 2로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자중 여자 노인의 평균 연령은 식품안정군 72.7 ± 0.2

세, 식품다양성 불안정군 73.1 ± 0.2세, 식품 불안정군 74.6 ± 0.5세로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
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p < 0.001). BMI는 남녀 모두에서 식품안정성 그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남자 노인의 식품안정군에서의 1인가구 비율은 8.5%인 반면,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는 

12.7%, 식품 불안정군에서는 37.8%로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일수록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이와 유사하게, 여자 노인의 식품안정군에서의 1인가구 비율은 19.7%,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는 28.1%, 식품 불안정군의 44.9%로 남녀 모두 식품안정성이 낮을
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p < 0.001). 주택소유여부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남
자 노인 식품안정군의 13.8%,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22.8%, 식품 불안정군의 63.2%이었고, 

여자 노인은 식품안정군의 20.0%,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32.7%, 식품 불안정군의 52.6%로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p < 0.001).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 졸업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가장 낮은 식품 불안정군에서 남자 노인의 

50.6%, 여자 노인의 88.6%로 가장 높았다 (p < 0.001).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가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에 보험료를 부담하고 진료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고 필
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27]. 국민건강보험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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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food security among the adult and elderly in Korea
Category Male Female

19–64 yrs ≥ 65 yrs 19–64 yrs ≥ 65 yrs
Secure 10,156,2771) (57.5) 1,712,218 (50.9) 9,825,868 (57.7) 1,932,615 (46.4)
Mildly insecure 7,109,289 (40.2) 1,502,332 (44.7) 6,887,061 (40.4) 2,000,540 (48.1)
Moderately/severely insecure 411,369 (2.3) 3,362,177 (4.4) 321,686 (1.9) 228,712 (5.5)
Total 17,676,935 (100.0) 6,576,727 (100.0) 17,034,615 (100.0) 4,161,867 (100.0)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ll values are 
sample weighted.
1)Estimated number based on sample weight. All numbers were decimal rounded off.



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 활동 여부나 소득 정도, 본인이나 가족의 직장 가입 여부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의료급여로 나눌 수 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가입
자의 고용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남자 식품안정군에서는 63.3%,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63.3%, 식품 불안정군의 45.3%로 나타났으며, 여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식품안정군의 

64.5%,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57.9%, 식품 불안정군의 42.9%로 나타나 남녀 모두 식품안정
성이 낮을수록 직장건강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다 (p < 0.001).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급여제도 중 하나로 의료급여법 [31]

에 따라 경제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
제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상위계층 국민에 최소
한의 의료보장제공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2]. 남자 식
품안정군의 2.0%,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4.6%, 식품 불안정군의 27.2%, 여자 식품안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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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ir food security status
Variables Male (n = 1,721) Female (n = 2,271)

Secure  
(n = 871)

Mildly insecure 
(n = 771)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79)

p-value Secure  
(n = 1,050)

Mildly insecure 
(n = 1,094)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127)

p-value

Age1) (yrs) 72.7 ± 0.2 73.0 ± 0.2* 72.5 ± 0.6 0.0442) 72.7 ± 0.2 73.1 ± 0.2* 74.6 ± 0.5*** < 0.0012)

Body mass index (kg/m2) 23.7 ± 0.1 23.7 ± 0.1 23.1 ± 0.3 0.2182) 24.4 ± 0.1 24.5 ± 0.1 24.2 ± 0.4 0.9392)

No. of family members (%) < 0.001 < 0.001
1 person 8.5 12.7 37.8 19.7 28.1 44.9
2 persons 55.4 57.9 42.3 43.2 42.8 37.0
3 persons 21.1 16.9 17.4 16.4 16.7 10.8
4 persons 5.8 6.8 2.5 9.9 6.6 3.1
5 persons 5.8 3.2 0.0 8.6 3.0 3.0
≥ 6 persons 3.3 2.5 0.0 2.2 2.7 1.2

Housing ownership (%) < 0.001 < 0.001
None 13.8 22.8 63.2 20.0 32.7 52.6
1 house 69.9 65.7 32.9 65.1 59.3 43.7
≥ 2 houses 16.3 11.5 3.9 14.9 8.0 3.7

Health insurance type (%) < 0.001 < 0.001
Regional health insurance 34.7 32.1 27.5 31.2 33.0 35.1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63.3 63.3 45.3 64.5 57.9 42.9
Medicaid 2.0 4.6 27.2 4.3 9.1 22.0

Experienced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ciaries (%)

< 0.001 < 0.001

Yes 4.1 8.5 35.6 5.9 13.9 26.9
No 95.9 91.5 64.4 94.1 86.1 73.1

Education (%) < 0.001 < 0.001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or less 31.2 45.7 50.6 62.2 74.4 88.6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 16.9 19.9 13.1 13.4 12.4 5.1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 27.7 21.1 25.6 16.2 9.8 5.8
College graduate or higher 24.2 13.3 10.3 8.0 3.7 0.4

Monthly household income in quartile (%) < 0.001 < 0.001
Low 29.5 46.1 80.5 38.3 56.7 83.1
Middle-low 28.3 30.1 13.2 25.2 25.1 14.3
Middle-high 22.4 15.1 4.7 19.2 11.8 2.6
High 19.9 8.7 1.6 17.3 6.3 0.0

Monthly household income average 
(10,000 KRW)

324.3 ± 14.7 223.9 ± 11.0*** 113.6 ± 11.1*** < 0.0012) 329.9 ± 31.6 183.4 ± 8.0** 92.4 ± 7.4** 0.02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All values are sample weighted.
1)According to the non-discrimination method, subjects who were 80 years of age and over were coded as 80. 2)This is p-value for Wald F statistics and the rest 
are p-value based on χ2 analysis.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secure group by Dunnett T or Dunnett T3 test depending on homogeneity of variance (*p < 0.05, **p < 0.01, 
***p < 0.001).



의 4.3%,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9.1%, 식품 불안정군의 22.0%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 (p 

< 0.001).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따라 가구소득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에 해당하는 비
율은 남자 노인에서 식품안정군의 29.5%,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46.1%, 식품 불안정군의 

80.5%였고, 여자 노인에서 식품안정군의 38.8%,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56.7%인 반면 식품 

불안정군에서는 83.1%로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소득 1분위의 비율이 높았다 (p < 0.001).

건강특성
연구대상자의 식품안정성 그룹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 및 만성질환 진단 여부 비교 결과는 

Table 3으로 나타내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 남자 노인은 식품안정군 3.44 ± 0.06, 식품다양성 

불안정군 3.20 ± 0.06, 식품 불안정군 3.12 ± 0.21이고, 여자 노인은 식품안정군 3.10 ± 0.05,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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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evaluated health status and physician diagnosed chronic diseases1)

Variables Male (n = 1,721) Female (n = 2,271)
Secure  

(n = 871)
Mildly insecure 

(n = 771)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79)

p-value Secure  
(n = 1,050)

Mildly insecure 
(n = 1,094)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127)

p-value

Self-evaluated health status (mean ± SE) 3.44 ± 0.06 3.20 ± 0.06* 3.12 ± 0.21 < 0.0011) 3.10 ± 0.05 2.88 ± 0.06** 2.42 ± 0.20*** < 0.0011)

Physician diagnosed chronic diseases (%)
Hypertension 0.882 0.008

No 46.5 43.9 39.2 46.9 42.5 35.5
Yes 53.5 56.1 60.8 53.1 57.5 64.5

Dyslipidemia 0.615 0.765
No 73.2 74.6 77.4 57.7 58.0 58.2
Yes 26.8 25.4 22.6 42.3 42.0 41.8

Stroke 0.465 0.004
No 92.6 91.7 93.4 94.5 96.0 89.9
Yes 7.4 8.3 6.6 5.5 4.0 10.1

Myocardial infarction 0.477 0.141
No 94.9 95.8 93.8 97.8 98.6 97.3
Yes 5.1 4.2 6.2 2.2 1.4 2.7

Angina pectoris 0.449 0.678
No 92.6 93.2 97.4 95.6 94.6 95.4
Yes 7.4 6.8 2.6 4.4 5.4 4.6

Arthritis 0.027 0.036
No 87.7 85.1 82.9 56.5 50.0 45.2
Yes 12.3 14.9 17.1 43.5 50.0 54.8

Osteoarthritis 0.034 0.008
No 88.9 86.0 85.6 60.5 53.4 48.5
Yes 11.1 14.0 14.4 39.5 46.6 51.5

Rheumatoid arthritis 0.032 0.625
No 98.6 98.7 95.8 93.7 92.5 92.5
Yes 1.4 1.3 4.2 6.3 7.5 7.5

Osteoporosis 0.025 0.395
No 97.5 95.9 90.3 62.6 60.4 54.8
Yes 2.5 4.1 9.7 37.4 39.6 45.2

Diabetes mellitus 0.270 0.652
No 80.3 74.8 72.1 79.4 78.8 77.3
Yes 19.7 25.2 27.9 20.6 21.2 22.7

Depressive disorder < 0.001 0.038
No 98.0 96.7 90.4 90.4 89.1 81.7
Yes 2.0 3.3 9.6 9.6 10.6 18.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All values are sample weighted.
1)This is p-value for Wald F statistics and the rest are p-value based on χ2 analysis.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secure group by Dunnett T or Dunnett T3 test depending on homogeneity of variance (*p < 0.05, **p < 0.01, 
***p < 0.001).



품다양성 불안정군 2.88 ± 0.06, 식품 불안정군 2.42 ± 0.20로 남녀 노인 모두 식품안정성이 낮
을 수록 점수가 낮았으며 (p < 0.001), 특히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점수를 낮게 평가했다 (p < 0.001).

식품안정성별 만성질환 진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절염을 진단받은 비율이 남자 노인의 식
품안정군에서 12.3%,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14.9%, 식품 불안정군에서 17.1%로 나타났
으며 (p = 0.027), 여자 노인은 식품안정군의 43.5%,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50.5%, 식품 불
안정군의 54.8%로 식품안정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05). 골관절염에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식품안정군에서 11.1%,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14.0%, 식품 불안정군에
서 14.4%로 나타났고, 여자 노인의 경우 식품안정군에서 39.5%,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46.6%, 식품 불안정군의 51.5%로 남녀 모두 식품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골관절염 발병 비율
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남: p = 0.034, 여: p = 0.008).

남자 노인 식품 불안정군의 4.2%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아 식품안정군 1.4%와 식품다
양성 불안정군 1.3%에 비해 유의하게 진단 비율이 높았는데 (p = 0.032) 여자 노인에서는 류
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대한 그룹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골다공증 역시 남자 노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식품안정군의 2.5%와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4.1%에 비해 식품 불
안정군은 9.7%로 골다공증 진단 비율이 훨씬 높았다 (p = 0.025).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혈압
과 뇌졸중은 여자 노인에서만 식품안정성에 따른 진단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안정군에서 53.1%,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57.5%, 식품 불안정군에
서 64.5%로 식품안정성이 낮을 때 고혈압 진단 비율이 높았으며 (p = 0.008), 식품안정군의 

5.5%,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4.0%, 식품 불안정군의 10.1%가 뇌졸중을 진단받아 식품안정
성이 가장 낮은 그룹의 뇌졸중 진단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4). 그 외 만성질환 중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에 대해서는 남녀 노인 모두 식품안정성 그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런 만성질환과 더불어 정서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
증 진단 여부를 분석한 결과, 남자 노인 중 우울증을 진단받은 비율은 식품안정군에서 2.0%,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3.3%, 식품 불안정군에서 9.6%였으며, 여자 노인에서는 식품안정
군에서 9.6%,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10.6%, 식품 불안정군에서 18.3%로 식품 불안정성
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을 진단받은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 

p < 0.001, 여: p = 0.038).

의료이용실태
연구대상자의 식품안정성 그룹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치과 제외) 진료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남자 식품안정군의 4.9%, 식품다양성 불안정
군의 7.0%, 식품 불안정군의 21.9%였고, 여자 식품안정군의 8.7%,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16.4%, 식품 불안정군의 32.6%로 남녀 노인 모두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필요한 의료를 받
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남자 노인의 경우 식품안정군은 

시간이 없어서 (38.8%), 증상이 가벼워서 (33.5%)로 가장 많은 이유였고, 그 다음이 경제적인 

이유 (14.1%), 교통이 불편해서/거리가 멀어서 (8.6%), 진료 (검사 또는 치료)받기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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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37.0%), 시간
이 없어서 (26.3%), 증상이 가벼워서 (14.8%), 교통이 불편해서/거리가 멀어서 (14.3%), 기타 

(7.3%)의 순으로 나타났고, 식품 불안정군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55.7%)가 과반수 이상을 차
지하였으며 시간이 없어서 (33.6%), 증상이 가벼워서 (10.7%)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노인에
서 식품안정성 정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식품안정군에서는 증상이 

가벼워서 (35.2%)가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 (20.1%), 경제적인 이유 (19.3%), 진료 (검사 

또는 치료)를 받기 무서워서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은 경
제적인 이유 (44.1%)가 가장 많았으며, 증상이 가벼워서(21.4%), 교통이 불편해서/거리가 멀
어서 (15.3%), 시간이 없어서 (12.0%), 진료 (검사 또는 치료)를 받기 무서워서 (3.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품 불안정군은 경제적인 이유 (69.2%)가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
서 (9.7%), 교통이 불편해서/거리가 멀어서 (10.4%), 증상이 가벼워서 (1.6%)의 순으로 나타났
다.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남: p = 0.026, 여: p < 0.001).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식품안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복합표본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인 만 나이, 가구원수, 주택소유여부, 건강보
험종류, 기초생활수급여부, 교육수준, 가구평균월소득, 주관적 건강 인식, 의사 진단 질병  

(관절염, 골관절염, 우울증),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 여부, 1주일간 식사 빈도, 한 번에 마시
는 음주량, 총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 영양 밀도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칼륨, 인)를 보정한 후, 식품안정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식품안정군을 참조그룹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와 함께 Table 5에 나타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 문항 전반에 걸쳐 보정 전의 결과를 살
펴보면 식품안정군에 비해 식품 불안정군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오즈비가 남자 노인의 경
우 최소 1.701배에서 최대 4.149배에 달하였으며, 여자 노인은 최소 2.410배에서 최대 4.833배
에 이르렀다. 하지만 식품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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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
Variables Male (n = 1,721) Female (n = 2,271)

Secure  
(n = 871)

Mildly 
insecure  
(n = 771)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79)

p-value Secure  
(n = 1,050)

Mildly 
insecure  

(n = 1,094)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127)

p-value

Experienced medical service inaccessibility in recent 1 year < 0.001 < 0.001
Yes 4.9 7.0 21.9 8.7 16.4 32.6
No 92.9 89.7 79.2 89.3 82.5 66.0
I don't need doctor visit for check-up or cure 2.2 3.4 1.9 2.0 1.1 1.4

Reasons of inaccessibility1) 0.026 < 0.001
No available time (Did not open when I want to visit, 
I could not leave work, or no one to take care of 
children, etc.)

38.8 26.3 33.6 20.1 12.0 9.7

Light symptoms (Would feel better with time) 33.5 14.8 10.7 35.2 21.4 1.6
Financial reason (Burdon some cost of visit) 14.1 37.0 55.7 19.3 44.1 69.2
Transportation difficulty, long distance 8.6 14.3 0.0 5.6 15.3 10.4
Dislike long waiting 0.0 0.0 0.0 0.0 1.2 0.7
Difficult to get an appointment 0.0 0.0 0.0 0.0 0.0 1.8
Be afraid of visiting a doctor 3.5 0.3 0.0 13.1 3.9 0.0
Others 1.6 7.3 0.0 6.7 2.1 3.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All values are sample weighted.
1)Analyzed with only the subjects who cannot use healthcare utilization when needed.



자의 경우 0.606–2.353, 여자의 경우 1.425–2.600으로 오즈비가 보정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
아졌다. 남자 노인의 경우 보정 전과 후 모두 ‘불안/우울’ 항목의 오즈비가 가장 컸던 반면, 여
자 노인의 경우 ‘자기관리’ 항목의 오즈비가 가장 컸다. 보정 후 오즈비의 95% 신뢰하한이 1

을 초과하는 항목은 남자에서는 ‘불안/우울’ (OR, 2.353; 95% CI, 1.090–5.082)이 유일하였으
며, 여자에서는 ‘자기관리’ (OR, 2.600; 95% CI, 1.491–4.535) 외에도 ‘불안/우울’ (OR, 1.832; 

95% CI, 1.089–3.082)과 ‘운동능력’ (OR, 1.654; 95% CI, 1.004–2.727)의 신뢰하한 값이 1을 초
과하였다. 보정 전과 후의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오즈비는 식품안정군에 비해 남자 노인은  

‘불안/우울’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1.696배 (95% CI, 1.101–2.612), ‘운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비
율이 1.433배 (95% CI, 1.081–1.899)로 나타났으며, 여자 노인은 ‘불안/우울’ 1.593배 (95% CI, 

1.189–2.133), ‘운동능력’ 1.372배 (95% CI, 1.079–1.745), ‘일상활동’ 1.349배 (95% CI, 1.002–1.817)

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식품불안정 수준별 삶의 질에 차이가 있었다.

식행동
한국 노인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그룹별 최근 1년 동안 주간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빈도 및 

음주 특징을 비교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남자 노인 식품안정군은 아침 5.83 ± 0.04회, 점
심 5.80 ± 0.04회, 저녁 5.96 ± 0.01회이며,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은 아침 5.71 ± 0.05회, 점심 5.63 

± 0.07회, 저녁 5.91 ± 0.03회, 식품 불안정군은 아침 4.85 ± 0.34회, 점심 5.33 ± 0.19회, 저녁 5.74 

± 0.09회의 빈도를 보였다. 여자 노인의 경우 식품안정군은 아침 5.67 ± 0.05회, 점심 5.66 ± 

0.05회, 저녁 5.87 ± 0.03회이었고,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은 아침 5.58 ± 0.05회, 점심 5.54 ± 0.04

회, 저녁 5.80 ± 0.03회이고 식품 불안정군은 아침 5.51 ± 0.12회, 점심 5.35 ± 0.13회, 저녁 5.70 

± 0.08회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평균 주 5회 이상 각 끼니를 챙기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저녁식사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식품안정성 그룹에 따라 식사 빈도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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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impair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food security status
Variables Male Female

Secure Mildly insecure Moderately/severely insecure Secure Mildly insecure Moderately/severely insecure
EQ-5D index score1)

Crude Ref. 1.788 (1.370–2.334) 2.331 (1.271–4.275) Ref. 1.593 (1.229–2.064) 3.480 (2.225–5.441)
Adjusted model Ref. 1.314 (0.951–1.816) 1.152 (0.457–2.905) Ref. 1.259 (0.942–1.681) 1.485 (0.890–2.477)

Mobility2)

Crude Ref. 1.902 (1.487–2.433) 2.326 (1.282–4.220) Ref. 1.670 (1.354–2.060) 3.598 (2.252–5.748)
Adjusted model Ref 1.433 (1.081–1.899) 1.121 (0.492–2.554) Ref. 1.372 (1.079–1.745) 1.654 (1.004–2.727)

Self-care2)

Crude Ref. 1.182 (0.791–1.767) 1.701 (0.753–3.843) Ref. 1.549 (1.107–2.169) 4.833 (2.930–7.971)
Adjusted model Ref. 0.688 (0.441–1.071) 0.606 (0.234–1.570) Ref. 1.215 (0.846–1.746) 2.600 (1.491–4.535)

Usual activities2)

Crude Ref. 1.437 (1.056–1.956) 2.131 (1.084–4.187) Ref. 1.611 (1.236–2.098) 3.203 (2.021–5.075)
Adjusted model Ref. 0.949 (0.668–1.348) 1.312 (0.535–3.219) Ref. 1.349 (1.002–1.817) 1.544 (0.918–2.598)

Pain/discomfort2)

Crude Ref. 1.504 (1.198–1.887) 2.256 (1.217–4.184) Ref. 1.512 (1.232–1.855) 2.410 (1.533–3.790)
Adjusted model Ref. 1.149 (0.857–1.540) 1.417 (0.629–3.191) Ref. 1.221 (0.972–1.533) 1.425 (0.922–2.202)

Anxiety/depression2)

Crude Ref. 2.102 (1.450–3.049) 4.149 (1.822–9.444) Ref. 1.886 (1.435–2.478) 3.262 (2.022–5.263)
Adjusted model Ref. 1.696 (1.101–2.612) 2.353 (1.090–5.082) Ref. 1.593 (1.189–2.133) 1.832 (1.089–3.082)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s were adjusted for age, number of family members, housing ownership, health insurance 
type, experienced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ciaries, educational level, monthly household income, self-evaluated health status, physician diagnosed disease 
(arthritis, osteoarthritis, depressive disorde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 frequency of eating meal per week, amount of drinking at once, CPF ratio, and 
nutrient density (vitamin B2, niacin, vitamin C, calcium, potassium, phosphorou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EQ-5D, EuroQol-5 dimension.
1)The lowest 20% level in EQ-5D score was used as cut-off point for impair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2)Having problems in the EQ-5D domains were used as 
cut-off points for determining impair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결과, 여자 노인의 아침 식사 빈도를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식사를 

거르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p < 0.05). 전체적으로 남녀 노인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 비율
이 가장 높았으나,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의 분포가 성별에 따라, 식품안정성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였다. 남자 노인 식품안정군에서는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0잔, 1–2잔, 3–4잔 마시는 

비율이 각각 25% 전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7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0.3%

에 불과했던 반면,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은 0잔 마시는 비율이 35.4%, 7잔 이상 마시는 비율 

12.6%로 식품안정군에 비해 높았으며, 식품 불안정군 역시 0잔 마시는 비율이 41.6%, 7잔 이
상 마시는 비율이 20%로 식품안정군에 비해 높았다. 여자 노인에서는 식품안정군과 식품다
양성 불안정군에서 각각 93% 이상이 0잔 또는 1–2잔을 마신다고 응답한 반면, 식품 불안정군
의 86.7%가 1–2잔 이하로 마신다고 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7잔 이상 마시는 비율은 식품
안정군의 0.6%,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의 0.5%, 식품 불안정군의 3%로 나타났다 (p < 0.001). 

또한, 식품안정성이 낮은 남자 그룹에 해당할수록 가족이나 의사의 절주 권유를 받은 경험이 

더 많았으며 (p = 0.045), 지난 1년간 음주문제 상담 비율도 높았다 (p = 0.011).

영양소 섭취
식품안정성에 따라 에너지 필요추정량 (EER) 및 영양소의 평균필요량 (EAR) 섭취기준으로 

양분한 섭취자의 비율을 Table 7로 나타내었다. 남녀 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식품안정성이 높
은 그룹에 비해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에서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자 노인 식품안정군에서 에너지 필요추정량 (EER) 미만 섭취 비율이 54.0%였으나, 식품 불
안정군에서는 83.0%에 달하였으며, 여자 노인은 식품안정군 64.0%인 것에 비하여, 식품 불
안정군에서는 80.4%에 달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 p < 0.001, 여: p = 0.002). 당섭취에
너지비율의 경우 남자 노인의 식품안정군에서 89.0%,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 92.3%, 식
품 불안정군에서의 91.9%가 에너지섭취량의 20% 미만으로 당을 섭취하고 있어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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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number of meals of subjects and alcoholic beverage consumption according to their food security status
Variables Male (n = 1,721) Female (n = 2,271)

Secure  
(n = 871)

Mildly 
insecure  
(n = 771)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79)

p-value Secure  
(n = 1,050)

Mildly 
insecure  

(n = 1,094)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127)

p-value

Breakfast 5.83 ± 0.04 5.71 ± 0.05 4.85 ± 0.34** < 0.001 5.67 ± 0.05 5.58 ± 0.05 5.51 ± 0.12 0.110
Lunch 5.80 ± 0.04 5.63 ± 0.07* 5.33 ± 0.19* < 0.001 5.66 ± 0.05 5.54 ± 0.04** 5.35 ± 0.13* < 0.001
Dinner 5.96 ± 0.01 5.91 ± 0.03 5.74 ± 0.09* < 0.001 5.87 ± 0.03 5.80 ± 0.03 5.70 ± 0.08* 0.012
Amount of drinking at once (%) < 0.001 < 0.001

0 glass 28.1 35.4 41.6 61.4 62.2 55.2
1–2 glasses 25.9 22.8 14.7 31.9 30.9 31.5
3–4 glasses 24.7 19.3 11.3 5.6 5.5 7.5
5–6 glasses 11.1 10.0 12.4 0.4 0.9 2.7
7–9 glasses 7.5 9.7 10.4 0.3 0.4 2.1
Above 10 glasses 2.8 2.9 9.6 0.3 0.1 0.9

Recommendation to stop drinking from family 
members or doctor (%)

0.045 0.445

No 60.8 52.4 42.6 59.4 58.5 64.0
Yes in the past, but not in past 1 year 15.8 17.0 31.4 1.9 1.9 5.6
Yes in past 1 year 16.0 21.3 21.5 1.3 2.6 1.2
Not applicable 7.4 9.3 4.5 37.3 36.9 29.1

Consulting about drinking problem in past 1 year (%) 0.011 0.584
Yes 0.9 0.5 3.8 0.0 0.2 0.0
No 99.1 99.5 96.2 100.0 99.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All values are sample weighted.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secure group by Dunnett T or Dunnett T3 test depending on homogeneity of variance (*p < 0.05, **p < 0.01, 
***p < 0.001).



를 보였으나 (p = 0.047), 여자 노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376). 남녀 모두 단백
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철분을 평균필요량 (EAR) 보다 

낮게 섭취하는 비율이 식품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식품 불안정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65세 이상 남녀 노인 각각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그룹별 영양소의 에너지섭취비율 및 

영양소 밀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8로 제시하였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의 에너지 

섭취 비율을 비롯하여 비타민 B2, 나이아신, 칼슘, 칼륨, 인의 영양밀도가 남녀에서 모두 식품
안정군에 비해 식품 불안정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지만, 비타민 A 영양밀도의 경우 여자는 식
품 불안정군에서 가장 낮은 영양밀도를 보였으나 (p = 0.021) 남자의 경우 식품다양성 불안정
군의 수치가 가장 낮아 (p = 0.021) 다른 영양소와 차이가 있었다. 철분 영양밀도의 경우 남자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 = 0.127), 여자 그룹에서만 식품 불안정군의 영양밀도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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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oportions of subjects for energy and nutrient intake below the EER and EAR according to the food security status
Variables Male (n = 1,721) Female (n = 2,271)

Secure  
(n = 871)

Mildly insecure 
(n = 771)

Moderately/severely 
insecure (n = 79)

p-value Secure  
(n = 1,050)

Mildly insecure 
(n = 1,094)

Moderately/severely 
insecure (n = 127)

p-value

Energy < 0.001 0.005
Below the EER 54.0 63.4 83.0 64.0 67.7 80.4
Above the EER 46.0 36.6 17.0 36.0 32.3 19.6

Total sugar 0.047 0.376
Below 20% of energy 89.0 92.3 91.9 83.3 84.7 88.1
Above 20% of energy 11.0 7.7 8.1 16.7 15.3 11.9

Protein < 0.001 < 0.001
Below the EAR 20.8 30.0 58.9 37.9 46.4 60.2
Above the EAR 79.2 70.0 41.1 62.1 53.6 39.8

Vitamin A 0.113 0.001
Below the EAR 80.0 83.6 81.7 79.6 84.0 88.1
Above the EAR 20.0 16.4 18.3 20.4 16.0 11.9

Vitamin B1 < 0.001 0.003
Below the EAR 28.6 33.4 59.8 46.4 49.0 64.2
Above the EAR 71.4 66.6 40.2 53.6 51.0 35.8

Vitamin B2 < 0.001 < 0.001
Below the EAR 48.3 60.4 74.3 49.0 59.7 70.4
Above the EAR 51.7 39.6 25.7 51.0 40.3 29.6

Niacin < 0.001 < 0.001
Below the EAR 50.1 61.0 77.3 71.9 78.1 87.1
Above the EAR 49.9 39.0 22.7 28.1 21.9 12.9

Vitamin C < 0.001 < 0.001
Below the EAR 72.0 80.4 92.6 75.0 82.5 87.1
Above the EAR 28.0 19.6 7.4 25.0 17.5 12.9

Calcium < 0.001 0.002
Below the EAR 64.4 71.9 89.2 78.8 82.6 89.4
Above the EAR 35.6 28.1 10.8 21.2 17.4 10.6

Iron < 0.001 < 0.001
Below the EAR 11.9 17.0 34.1 17.3 20.0 35.8
Above the EAR 88.1 83.0 65.9 82.7 80.0 64.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All values are sample weighted.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고찰

본 연구는 제7기 (2016–2018년) 국민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품안정
성 설문 문항의 답변에 따라 식품안정군, 식품다양성 불안정군, 식품 불안정군으로 나눈 후, 

각 그룹별 일반적인 특성 및 식행동을 비교하고, 영양섭취, 건강 특성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식품불안정성은 식품에 대한 양적인 불충분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것으로 [33], 최근 국외 연구에서도 식품불안정성 정
도를 구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34,35].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식품의 양적 섭취 감소는 없으나 질이나 종류의 감소를 나타내는 낮은 

식품안정 (low food security) 그룹과 식사 패턴 변화 및 식품 섭취 감소를 나타내는 매우 낮은 

식품안정 (very low food security) 그룹을 모두 식품불안정 그룹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충분한 양의 음식은 먹을 수 있었지만, 섭취하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식품다
양성 불안정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가끔 또는 자주 부족한 상태인 

식품 불안정군을 모두 식품불안정 상태로 판단하였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이
를 기준으로 노인을 분류한 결과,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은 남자 44.7%, 여자 48.1%, 식품 불
안정군은 남자 4.4%, 여자 5.5%로 나타났다. 64세 이하 남자 성인에서 식품다양성 불안정군
이 40.2%, 식품 불안정군이 2.3%, 여자 성인에서 식품다양성 불안정군 40.4%, 식품 불안정
군 1.9%로 나온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식품불안정 그룹을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64세 이하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단일 문항의 식생활 형편 조사 항목을 사용하
였던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식품안정성 분석 선행연구 [20]에서도 65세 미만 성
인의 식품다양성 불안정군 54.5%, 식품 불안정군 8.4%인 것에 비해 65세 이상은 각각 57.6%, 

19.8%로 높게 나왔다. 또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년)를 통해 60–79세 노인의 

식품불안정을 조사한 선행연구 [23]에서는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이 56.8%, 식품 불안정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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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utrients intake and CPF ratio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food insecurity status
Variables Male (n = 1,721) Female (n = 2,271)

Secure  
(n = 871)

Mildly insecure  
(n = 771)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79)

p-value Secure  
(n = 1,050)

Mildly insecure  
(n = 1,094)

Moderately/
severely insecure 

(n = 127)

p-value

CPF ratio1)

Carbohydrate (%) 67.56 ± 0.44 68.52 ± 0.46 71.19 ± 1.43** 0.002 71.43 ± 0.43 73.36 ± 0.37*** 75.71 ± 0.88*** < 0.001
Protein (%) 13.74 ± 0.13 13.26 ± 0.14* 11.75 ± 0.44*** < 0.001 13.13 ± 0.13 12.75 ± 0.13*** 11.67 ± 0.27*** < 0.001
Fat (%) 14.45 ± 0.28 13.90 ± 0.30 12.14 ± 0.97** 0.001 14.75 ± 0.30 13.00 ± 0.29*** 11.40 ± 0.72*** < 0.001

Nutrients intake
Vitamin A (μgRAE/1,000 kcal) 183.84 ± 7.42 161.63 ± 5.38* 173.75 ± 22.93 0.024 181.16 ± 4.77 176.22 ± 5.40 144.72 ± 13.42* 0.021
Vitamin B1 (mg/1,000 kcal) 0.70 ± 0.01 0.71 ± 0.01 0.70 ± 0.04 0.439 0.68 ± 0.01 0.71 ± 0.01 0.68 ± 0.02 0.172
Vitamin B2 (mg/1,000 kcal) 0.72 ± 0.01 0.68 ± 0.01** 0.61 ± 0.04** < 0.001 0.73 ± 0.01 0.68 ± 0.01*** 0.57 ± 0.03*** < 0.001
Niacin (mg/1,000 kcal) 6.55 ± 0.08 6.40 ± 0.10 5.61 ± 0.27** 0.002 6.32 ± 0.10 6.05 ± 0.08** 5.38 ± 0.17*** < 0.001
Vitamin C (mg/1,000 kcal) 32.92 ± 1.44 29.45 ± 1.32 20.08 ± 2.16** 0.003 38.03 ± 1.44 34.00 ± 1.27** 29.46 ± 2.662) 0.001
Calcium (mg/1,000 kcal) 274.06 ± 5.76 261.95 ± 5.52 236.49 ± 15.88* 0.048 276.77 ± 4.98 269.14 ± 5.41 236.33 ± 11.87** 0.005
Potassium (mg/1,000 kcal) 1,580.29 ± 18.93 1,474.16 ± 20.05*** 1,257.15 ± 56.10*** < 0.001 1,628.23 ± 22.31 1,581.24 ± 23.20* 1,467.42 ± 48.32* 0.005
Sodium (mg/1,000 kcal) 1,748.68 ± 31.28 1,805.09 ± 36.94 1,816.59 ± 141.02 0.338 1,633.75 ± 35.66 1,656.54 ± 33.09 1,529.54 ± 84.89 0.172
Phosphorous (mg/1,000 kcal) 558.03 ± 5.01 535.30 ± 5.71** 475.58 ± 16.70*** < 0.001 545.81 ± 5.07 534.83 ± 5.27** 495.49 ± 10.92** < 0.001
Iron (mg/1,000 kcal) 6.79 ± 0.10 6.66 ± 0.13 6.12 ± 0.34 0.127 6.74 ± 0.11 6.64 ± 0.11 6.06 ± 0.19** 0.00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ple module. All values are sample weighted.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s.
1)Energy contribution from macronutrients was obtained by expressing energy from macronutrients as percentage of total energy intake. 2)Dunnett T test between 
the secure and the moderately/severely insecur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p = 0.068).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secure group by Dunnett T or Dunnett T3 test depending on homogeneity of variance (*p < 0.05, **p < 0.01, 
***p < 0.001).



5.7%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안정성 관련 문항이 18개로 구성되었
던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 자료를 사용했던 선행연구 [23]에서는 18개 문항
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점수를 매겨 식품안정성정도를 구분하여 노인의 식품불안정성 비율
이 10.6%로 본 연구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식품안정성과 관련된 질문에 따라 식품불안정
에 대한 기준 및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식품안정
성에 대한 문항수가 다시 1문항으로 측정하면서 이전 18문항으로 분석한 결과와 다른 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정성 조사는 순환조사 항목으로 제8기 (2019–2021년) 국
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다시 18문항으로 조사 예정이다. 추후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
품안정성 연구에서는 18문항을 이용한 분석과 1문항을 이용한 분석의 식품안정성 비율의 비
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식품안정성에 따른 가구원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그룹은 2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여자 노인 중 식품 불안정군에서는 44.9%가 1인 가구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식품 불안정군의 남자 63.2%, 여자 52.6%가 무주택자로 식품안정성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도 식품안정성이 가장 낮은 그룹의 남녀 노인
의 80% 이상이 소득4분위 중 1분위 (low)로 나타났다 (p < 0.001). 이는 다른 국내외 선행연구 

[6,25]와 동일한 결과로, 식품불안정성의 요인은 단순 식품에 대한 양과 질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식품불안정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식품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안정화도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만 60세는 정년퇴직 연령으로, 65세 이상은 노동시
장에서 배제되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경제
적인 어려움에 놓이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직∙간접적으
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직장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고용 상태가 반영
된 것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높은 남자 그룹에서는 63.3%, 여자 그
룹에서 64.5%인 것에 비해 식품안정성이 낮은 남자 그룹의 45.3%, 여자 그룹의 42.9%로 나타
나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직장건강보험 가입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p < 0.001). 직장건
강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
자, 형제, 자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일수록 직장에서 근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
지만 의료이용을 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 식품안정성을 가지는 남자 그룹의 38.8%

는 ‘시간이 없어서’, 여자 그룹의 35.2%가 ‘증상이 가벼워서’가 가장 높은 이유인데 반하여 식
품안정성이 낮은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소득 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가 식품불안정
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선행연구 [5]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
으로 대상자에게 식품의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과 같은 다른 사회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
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Likert형 5점 척도를 계
산해보았을 때, 식품안정성이 높은 그룹에서 남자 3.44 ± 0.06점, 여자 3.10 ± 0.05점인데 반
해 식품안정성이 제일 낮은 그룹은 남자 3.20 ± 0.06점, 여자 2.14 ± 0.20점으로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낮았고, 남녀 노인 모두 관절염, 골관절염, 우울장애에 대한 

의사 진단이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p < 0.05). 18–65세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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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불안정 가구가 식품안정 가구보다 고혈압의 위험이 21%, 당뇨병의 위험이 50% 정도 유의
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연구 [36]와 비교해보면 65세 이상을 대상자로 한 본 연구에서는 여자 

그룹에서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유의적 (p = 0.021)으로 의사로부터 고혈압을 진단받은 비
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 남자 고혈압과 남녀 당뇨에 있어서 식품불안정성에 따른 유의
적 차이는 없었다. 이는 노인의 경우 식품불안정과 관계없이 노화로 인한 병리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노인이 질병에 취약한 계층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 분석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로 분석했으므로 

survivorship bias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37],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과거 식습관
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식생활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에너지와 영양공급 부족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 [38]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식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룹과 안정한 그룹을 비교해보았을 

때, 식품불안정 그룹이 안정 그룹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여러가지 결정 요인에서 저하
됨을 확인하였는데,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 노인은 식품안정군에 비해 식품 불안정
군에서 불안 및 우울 항목에 대한 문제가,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는 불안 및 우울과 운동
능력 항목에 대한 문제가 컸던 반면, 여자 노인에서는 식품안정군에 비해 식품 불안정군에서
는 자기관리, 불안 및 우울과 운동능력, 그리고 식품다양성 불안정군에서는 불안 및 우울, 운
동능력, 일상활동 관련한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컸다. 이는 식품불안정성이 주관적인 웰빙과 

연관된 것으로, 선진국보다 저개발국가에서 쾌락적응 (hedonic adaptation)으로 인해 현재 자
신의 식품불안정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4]의 결론과 연계하여 보면 삶의 질에 대
한 인식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정성 그룹에 따른 식사빈도에 있어서 남녀 노인의 모든 그룹에서 평균 일주일에 5회 

이상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불안정성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
안을 마련할 때, 단순히 식사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식품에 대한 양적 보상이 아닌 영양
소에 대한 다양성과 질에 접근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
조사를 통해 노인의 식품안정성을 평가한 연구 [23]에서 도출한 65–74세 노인의 결과와 동일
하게 본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남녀노인 각각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그룹별 에너지, 영양소의 

에너지섭취비율 및 영양소 밀도를 분석한 결과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해 

단백질, 지방에서의 에너지섭취 비율과 비타민 B2, 나이아신, 칼슘, 칼륨, 인의 섭취량이 유의
하게 낮았으며, 특히 남자는 비타민 A, 여자는 철분을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 p = 0.030, 여: p = 0.005). 다만, 앞선 연구[32]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정성
에 따른 에너지 필요추정량 (EER) 및 주요 영양소의 평균필요량 (EAR) 섭취기준으로 분류한 

섭취자의 비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식품안정성이 낮은 식품 불안정군에서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철분을 평균필요량 (EAR)보다 낮
게 섭취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 (p < 0.05)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
구를 통해 식품 불안정군의 70% 이상이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함을 알 수 있었다 (p < 0.05). 이는 식품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
을 위한 사회 보장 혜택 중 하나인 푸드 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 식
품 섭취가 부족하다는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 [8]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양
소의 부족은 뇌신경질환이나 신경병증, 골다공증 등의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식품불
안정 그룹의 노인에 대하여 식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여 식이와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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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등으로 영양소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식품불안정한 

그룹에서 유의하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당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노인의 식품영양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면 추
후 예방의학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64세의 건강식생활 실천 여부가 대사증후군 지표 중 이완기 혈압과 공복혈당에 유의
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앞선 연구 결과 [39]를 바탕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건강식생
활 실천에 따른 대사증후군 지표 (혈당, 혈압, 복부비만 및 혈중 지질농도)가 유의적으로 효
과가 있을지 차후 연구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대
유행으로 인해 전세계 인류는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사
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여러가지 물리적 상황 변동이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 

상황때문에 식품불안정이 약 30% 정도 증가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40]. 지금이야말로 

식품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으로, 특히 취약계층
인 노인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식품안정성 파악이 주목적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으
나 농촌지역에서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 [41]하거나 농업 의존 국가에서 식품안정성이 낮게 

나온 이전 연구 [42]를 참고하였을 때 추후 도시나 농∙어촌 등 거주 지역에 따른 분석이 추가
되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식품 안정성 확보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품안정성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
을 살펴보면, 2013–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나이대별로 저작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하의 24.3%, 65세 이상의 45.4%가 저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특히, 식품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수록 유의적으로 구강 건강이 좋지 않았으
며 [43,44],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염 유병률이 높게 나온 연구 [45]도 있
었다. 따라서 노인의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양프로그램 및 영양 교육을 구상할 때, 

구강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식품 형태 및 조리방법을 선택한다면 식품을 더 원활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 안정성 확보에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해도 건강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줄어
들 수 있다 [46]. 이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인 인구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야 할 필
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식품불안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영양가 

높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유용성 및 이용성을 높이고,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여 그들
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영양교육과 노인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도
입 및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본 연구는 제7기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안정성에 따
른 건강과 영양섭취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직장건강보험 가입
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가 낮았다. 질환
과의 상관관계에서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남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에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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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혈압과 뇌졸중 진단 비율이 높았으며,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남녀 노인 모두에서 질환 

보유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실태에서는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필요
한 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에서 높았다. 또한 남녀 노인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를 보정한 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식품안정성에 따라 분
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세부 항목에 차이는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안정한 그룹에 비해 더욱 삶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이 컸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7잔 이상
인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남녀 노인 모두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남자 노인에
서는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가족이나 의사로부터 금주를 권유 받거나, 조사 시점 직전 1년 

동안 음주 상담을 받은 경험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에너지 필요추정량 (EER)보다 낮게 섭
취하는 비율이 남녀 노인 모두 식품불안정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철분을 낮게 섭취하는 비율 또한 이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품안정성에 따른 영양소의 에너지 섭취비율 및 주요 영양소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단백질, 지방에서의 에너지섭취 비율과 비타민 B2, 나이아신, 칼슘, 

칼륨, 인의 영양밀도가 식품불안정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불안정군 남자 

노인은 비타민 A, 여자 노인은 철분의 영양밀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
로 식품안정성은 사회경제적인 특성, 건강 상태, 삶의 질, 영양과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
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취약 계층인 노인의 식품안정성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식품안정
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식품안정성과 관련한 건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추후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이 될 노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
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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