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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ortality and the Korean Healthy Eating Index (“KHEI”) is well established.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health habits, mental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and KHEI 
in older Koreans (aged≥65 years). A total of 4,247 subjects (1,842 men and 2,405 women) that  participated 
in the 2016∼2018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lowest scoring KHEI item was milk and milk products. KHEI tertile groups were classified by total 
KHEI score. Tertile group percentages were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ag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ex-smokers (OR: male 1.53 female 2.29), smokers (OR: male 2.90), low 
hand grip strength (OR: male 1.42 female 1.90), poor self-rated health status (OR: female 1.83), stressful 
mental status (OR: female 1.51), po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R: female 1.64), poor nutritional status 
(OR: male 2.88∼37.20 female 1.98∼16.12), and food insecurity (OR: male 6.87 female 2.03) were sig-
nificantly related  to a lower KHEI. This study suggests that gender-specific associations exist between mental 
health status and KHEI.

Key words : the korean healthy eating index, health habits, mental health, nutrient intake status, elderly, the 
2016∼2018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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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0년에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율 7% 이상)로, 
2018년에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 이상)로 진입

하였고, 2021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16.5%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21). 이처럼 급

격히 증가하는 고령자에게는 건강한 삶을 최대한 오

랜 기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식생활의 질이다.
식생활평가지수는 식생활지침을 준수하는 정도를 

점수화하여 식생활의 질을 평가한다(Yun 2019). 한국

인 식생활평가지수(KHEI)는 섭취의 적정성, 절제, 에

너지 섭취의 균형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8, 3, 3항목

으로 구성된다. 식생활평가지수(KHEI)는 식사구성안

의 1일 권장섭취횟수 기준(성별, 연령별 기준)과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2013∼2015년도) 성인

의 섭취 분포에 따라 최대 섭취와 최소 섭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항목을 평가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로 제시된다(Yun 2019). 한국인 식생

활평가지수는 개인의 식생활 수준 평가보다는 인구 

집단의 식생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Yook 등 2015).
최근 미국은 2015년 개정된 식생활지침에 따라 타

당도와 신뢰도 평가를 거쳐(Reedy 등 2018) 식생활평

가지수(HEI)를 갱신했다(Krebs-Smith 등 2018). 우리나

라도 식생활지침과 2010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식

사패턴을 근거로 식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 성인

(19∼64세)의 식생활평가지수를 개발한 후(Yook 등 

2015), 문헌을 고찰하고, 개정된 식생활지침을 반영하

였으며,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식사패

턴과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반영해 19세 이

상 성인(고령자 포함)의 식생활평가지수를 갱신했다

(Yun & Oh 2018). 
한국인 식생활평가지수는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

여 60대에서 가장 높다(Kim & Kim 2019). 이는 고령

자의 식생활의 질이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

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고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도 

만점의 70% 미만으로 식생활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에너지 섭취의 균형 영역은 젊은 사람

에 비해 낮았다(Yun & Oh 2018). 
식생활평가지수 또는 식사의 질이 높은 경우 모든 

원인의 사망률 위험 감소,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위

험 감소, 암 사망률 위험 감소와의 관련성이 있고

(Kant 등 2000; Onvani 등 2017; Reedy 등 2018), 성

인에서 복부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발생 감소와의 

관련성이 있으며(Shin & Lee 2020), 성인에서 우울증

상, 스트레스 인지, 자살생각 등 심리적인 고통 감소

와의 관련성이 있고(Yoon & Oh 2021), 노인 여성에

서 삶의 질과 우울증 개선과 관련이 있다(Lee & Lee 
2021)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또한 식생활평가지수와 

유사한 식사의 질 평가도구인 DQI-K(diet quality in-
dex for Koreans)가 낮으면 사망률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Lim 등 2018)와 영양지수가 낮은 노

인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에너지, 단백질 및 비타

민의 섭취가 낮다는 선행연구도 있다(Ham & Kim 
2020). 하지만 우리나라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기초로 한 식생활평가지수와 건강습관, 정신건강, 
영양섭취상태 등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 영양조사(2016∼2018년

도)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생활평가

지수와 건강습관, 정신건강 및 영양섭취상태의 관련

성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자가 식생활지침에 따른 바른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근

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2016∼2017년도 자료는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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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였고, 2018년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

의위원회 승인(2018-01-03-P-A)을 받아 수행된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식생활평가지수에 대한 자료에 결측

치가 있거나, 열량 섭취가 5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
가 넘는 자를 제외하고(Lee 2014; Lee 2018; Kim & 
Kim 2019; Lee & Lee 2021), 총 4,247명(남자 1,842
명, 여자 2,4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전반적인 식생활 및 식사의 질

을 평가하는 식생활평가지수는 식생활지침의 준수 정

도를 점수화한 것으로(Yun 2019), 섭취의 적정성, 절

제, 에너지 섭취의 균형 영역으로 구분해 각각 8, 3, 
3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Yun & Oh(2018)가 문헌고

찰, 개정된 식생활지침,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의 권장식사패턴을 통해 항목과 배점을 구성한 후, 
19세 이상 성인(고령자 포함)의 제6기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반영해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식생활평가

지수 구성항목의 점수를 살펴보았고, 대상자를 식생

활평가지수 점수에 따라 전체 및 성별 내 3분위로 나

눴다. 일반 특성에 따라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 구성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일반 

특성을 확인하였다.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 구성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 특성 항목을 보정한 후에 

흡연, 음주, 폭음, 유산소운동, 근력저하 등의 건강 습

관,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건강관련 삶의 질 등

의 정신건강, 에너지 및 주요한 영양소 섭취 부족과 

식품불안정성에 따른 상위군에 대한 하위군의 식생활

평가지수의 오즈비를 측정하였다.

 

1) 일반 특성

일반 특성은 성별, 거주지역 등 6가지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 교육수준은 초졸 이

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눴고, 소득수준은 개

인소득 사분위수를 사용하였다. 1인 가구 여부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나눴고, 나이는 65∼74세

(75세 미만)와 75세 이상으로 나눴다.

2) 건강습관 및 근력 요인

건강습관 요인은 흡연, 음주 등 4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흡연 여부는 ‘비흡연자(피운 적이 없음)’, ‘현재 

흡연자(피움)’, ‘과거 흡연자(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끊

음)’로 나눴고, 음주 여부는 ‘음주하지 않음(월 1잔 미

만)’과 ‘음주함(월 1잔 이상)’으로 나눴으며, 과도한 

음주 여부는 한 번 음주에서 7잔(여자는 5잔) 이상일 

때가 한 달 중 1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나눴다. 
유산소 운동 여부는 일주일 기준으로 격렬한 신체활

동 75분 이상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 150분 이상을 기

준으로 나눴다. 근력저하의 기준은 2019년 아시아인 

기준의 낮은 근력 기준의 악력 값을 이용하여 남자 

28 kg 미만, 여자 18 kg 미만으로 하였다(Chen 등 2020; 
Jang & Ryu 2020).

3) 정신건강 

정신건강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건강 

관련 삶의 질로 구성하였다. 건강수준에 대한 자기판

단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과 ‘나쁨’으로, 스트레

스는 ‘많음’과 ‘적음’으로 나눴다(Lee 2018).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를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은 식

생활평가지수와의 관련성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서이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운동능력, 일상

활동, 자기관리,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Lee 2014) ‘평균값 0.88 이상’과 ‘평균값 

미만’으로 나눴다. 우울은 지난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에서 ‘네’라고 답한 경우와 ‘아니오’라고 답한 경

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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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score of Korean Healthy Eating Index(KHEI) in subjects.

Classification 
(No. of components)

Components
(Score range)

Total
(n=4,247)

Male
(n=1,842)

Female
(n=2,405) P-value1)

Total KHEI 67.48±0.292) 66.44±0.37 68.51±0.34 ＜0.001***
  Adequacy (8) Have breakfast (0∼10)  9.50±0.04  9.57±0.06  9.43±0.05   0.084

Mixed grains intake (0∼5)  2.63±0.05  2.74±0.06  2.52±0.05   0.001**
Total fruits intake (0∼5)  2.72±0.06  2.41±0.07  3.02±0.07 ＜0.001***
Fresh fruits intake (0∼5)  2.81±0.06  2.56±0.07  3.05±0.07 ＜0.001***
Total vegetables intake (0∼5)  3.65±0.03  3.73±0.04  3.57±0.04   0.001**
Vegetables intake excluding 

Kimchi and pickled vegetables 
intake (0∼5)

 3.32±0.04  3.17±0.05  3.46±0.04 ＜0.001***

Meat, fish, eggs and beans 
intake (0∼10)

 6.64±0.07  6.70±0.09  6.59±0.09   0.304

Milk and milk products intake 
(0∼10)

 2.55±0.09  2.25±0.11  2.84±0.11 ＜0.001***

  Moderation (3) Percentage of energy from 
saturated fatty acid (0∼10)

 9.05±0.05  9.05±0.06  9.06±0.06   0.923

Sodium intake (0∼10)  7.73±0.06  7.01±0.09  8.45±0.06 ＜0.001***
Percentage of energy from 

sweets and beverages (0∼10)
 9.49±0.03  9.45±0.05  9.52±0.04   0.242

  Balance of energy intake (3) Percentage of energy from 
carbohydrate (0∼5)

 1.71±0.04  1.87±0.06  1.54±0.05 ＜0.001***

Percentage of energy from fat 
(0∼5)

 2.51±0.05  2.68±0.06  2.34±0.06 ＜0.001***

Energy intake (0∼5)  3.19±0.04  3.26±0.06  3.11±0.05    0.038*
1) P-value for t-test for gender
2) Mean±SE 
*P＜0.05, **P＜0.01, ***P＜0.001

4) 영양섭취상태

영양섭취상태 요인은 에너지 및 주요 영양소 섭취 

부족 여부와 식품안정성 평가로 구성하였다. 영양소 

섭취 부족 여부는 조사 직전 24시간 동안 음식으로부

터의 섭취한 영양소 섭취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에너

지는 에너지필요추정량의 75%를 기준으로,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

타민 C는 평균필요량을 기준으로 영양소 섭취 부족

여부를 나눴다. 에너지필요추정량과 각 영양소의 평

균필요량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당시 기

준으로 사용했던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

영하였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식품안

정성은 식생활 형편을 3단계로 나눴는데, ‘식품안정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 섭취 가능)’, ‘식품준안정

(충분한 양 섭취 가능하지만 다양하지 못함)’, ‘식품불

안정(먹을 것 부족)’으로 나눴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복합표본분석방법

을 사용한 SPSS 통계프로그램(ver. 27.0, IBM SPSS 
Inc., NY,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남녀별 식생

활평가지수 평균값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 하

였다. 대상자의 범주형 일반 특성에 따른 3분위 구성

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연속형 일반 특성에 따른 

3분위 차이는 Wald F test로 분석한 후 P＜0.05인 경

우 Bonferroni’s test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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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ertiles of Korean Healthy Eating Index(KHEI) scores.

Characteristics Low tertile (＜62) Middle tertile (62∼73) High tertile (≥73) P-value

Total (n=4,247) 1,416 (32.5)1) 1,407 (32.9) 1,424 (34.6)
Sex ＜0.001***
  Male (n=1,842)  680 (35.7) 616 (33.5) 546 (30.9)
  Female (n=2,405)  736 (29.8) 791 (32.5) 878 (37.7)
Place of residence ＜0.001***
  Urban area (n=3,056)  922 (29.8) 1,004 (32.6) 1,130 (37.6)
  Rural area (n=1,191)  494 (42.3) 403 (34.2) 294 (23.6)
Educational level ＜0.001***
  ≤Elementary school (n=2,360)  912 (37.7) 815 (35.3) 633 (27.0)
  Middle school (n=590)  175 (33.1) 188 (29.6) 227 (37.2)
  High school (n=676)  169 (23.9) 222 (30.9) 285 (45.2)
  College or higher (n=395)   65 (16.1) 112 (27.9) 218 (55.9)
Income level2) ＜0.001***
  Low quartile (n=1,037)  478 (45.0) 314 (30.8) 245 (24.3)
  Low-mid quartile (n=1,070)  389 (35.1) 372 (34.9) 309 (30.1)
  Mid-high quartile (n=1,059)  315 (30.6) 361 (34.1) 383 (35.4)
  High quartile (n=1,057)  223 (20.7) 356 (32.9) 478 (46.4)
Number of family members ＜0.001***
  Single (n=1,017)  406 (38.7) 324 (32.0) 287 (29.3)
  ≥2 (n=3,230) 1,010 (31.0) 1,083 (33.2) 1,137 (35.8)
Age (years) 74.0±0.23)a    72.9±0.23)b    71.9±0.23)c ＜0.001***
  65∼74 (n=2,462)  678 (27.1) 814 (33.1) 970 (39.7)

  ≥75 (n=1,785)  738 (40.3) 593 (32.7) 454 (27.0) ＜0.001***
1) n (%)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2) Adjusted per capita income (monthly household income/√number of household members) grouped by gender and by age (5 years span)
3) Mean±SE 
a,b,c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y Bonferroni’s test at α=0.05
***P＜0.001, Significa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chi-square test or Wald F test

생활평가지수가 건강 습관, 정신건강, 영양소 섭취 부

족과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 구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 특성인 거

주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1인 가구 여부, 나이 구

분 특성을 보정하였으며, 에너지를 제외한 영양소 섭

취부족의 경우에는 추가로 에너지에 대한 보정을 하

였다.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남녀별 삼분위 구성) 중 

상위군에 대한 하위군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건강 습관 불량, 정신건강 불량, 
영양 섭취 부족의 남녀별 오즈비(odds ratio)와 오즈비

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다. 오

즈비는 ‘관련요인’의 바람직한 집단을 1로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의 하위군 발생이 상위군에 비

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이다(Lee 2018).

결 과 

 1. 식생활평가지수 및 세부 영역별 점수

고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 평균은 67.48점이었으며, 
여자 68.51점으로 남자 66.44점보다 유의하게(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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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s for low tertile against high tertile of KHEI scores related to health habits.

 Characteristics
Male Female

Low tertile
% (SE)2)

Adjusted odds ratio1) 
(95% CI)3)

Low tertile
% (SE)2)

Adjusted odds ratio1) 
(95% CI)3)

 Smoking

   No 24.1 (2.8) Reference 30.6 (1.3) Reference

   Quit 31.9 (1.6)   1.53* (1.03∼2.28) 42.5 (6.0)  2.29* (1.05∼4.97)

   Yes 44.7 (3.4) 2.90*** (1.72∼4.89) 47.6 (9.5)   2.30 (0.95∼5.55)

 Alcohol intake

   No4) 34.5 (2.1) Reference 29.0 (1.6) Reference

   Yes 31.0 (1.7)   1.09 (0.80∼1.47) 27.7 (2.4)   0.99 (0.71∼1.39)

 Heavy drinking

   No 31.9 (1.5) Reference 31.1 (1.3) Reference

   Yes5) 33.7 (2.5)   1.34 (0.96∼1.88) 42.6 (6.6)   2.03 (0.92∼4.46)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6) 28.2 (2.1) Reference 25.9 (2.1) Reference

   No 34.7 (1.7)   1.15 (0.85∼1.55) 32.9 (1.5)   0.94 (0.69∼1.28)

 Hand grip strength

   Normal 28.3 (1.6) Reference 23.2 (1.5) Reference

   Low7) 41.8 (2.5)  1.42* (1.00∼2.00) 40.5 (1.9) 1.90*** (1.45∼2.50)
1)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family size and age-adjusted odds ratio for low tertile against high tertile of KHEI scores
2)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3) 95% confidence level
4) ＜1 glass/month
5) ≥7 glasses/event and ≥1 days/month
6) ≥75 min/week with vigorous physical activity or ≥150 min/week with moderate physical activity 
7) ＜28 kg (M), ＜18 kg (F) 
*P＜0.05, ***P＜0.001,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높았다. 식생활평가지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 중 만점

의 50% 미만인 항목은 우유 및 유제품 섭취, 탄수화

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었으며, 특히 우유 및 유제품 

섭취는 25.5%로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각 항목당 만점의 50∼60%에 해당하는 

항목은 잡곡섭취, 총 과일 섭취, 생과일 섭취,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P＜0.05)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총 과일 섭취, 생

과일 섭취, 김치와 장아찌를 제외한 채소 섭취, 우유 

및 유제품 섭취, 나트륨 섭취 항목이었고, 남자가 여

자보다 유의하게(P＜0.05)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잡곡 섭취, 총 채소 섭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

율,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 에너지 적정 섭취 항목이

었다(Table 1). 

2. 일반사항에 따른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 분포

대상자를 고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눴을 때 전체 대상자 4,247명은 하위

군(62 미만) 1,416명과 중위군(62∼73) 1,407명 및 상

위군(73 이상) 1,424명으로 나뉜다. 성별, 거주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독거 여부 및 나이 구분은 3분위 

집단 구성비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P＜0.001).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의 비율은 남자 35.7%, 여자 

29.8%였고, 동지역 29.8%, 읍면지역 42.3%였다. 또한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의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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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ratios for low tertile against high tertile of KHEI scores related to mental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Male Female

Low tertile
 % (SE)2)

Adjusted odds ratio1) 

(95% CI)3)
Low tertile
 % (SE)2)

Adjusted odds ratio1) 

(95% CI)3)

Self-rated health status
  Good or fair 30.6 (1.5) Reference 26.7 (1.5) Reference
  Bad 37.7 (2.7) 1.06 (0.76∼1.48) 38.9 (2.0) 1.83*** (1.41∼2.38)
Stress
  Less 31.7 (1.3) Reference 29.9 (1.4) Reference
  More 37.0 (3.6) 1.18 (0.77∼1.80) 36.2 (2.5)  1.51** (1.12∼2.04)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Good (EQ_5D4) ≥0.88) 29.3 (1.6) Reference 24.9 (1.6) Reference
  Bad (EQ_5D ＜0.88) 38.8 (2.7) 1.26 (0.89∼1.78) 37.6 (1.7) 1.64*** (1.27∼2.12)
Depression
  No 32.2 (2.4) Reference 26.9 (2.1) Reference
  Yes5) 49.2 (6.7) 0.97 (0.44∼2.12) 44.0 (5.4)   2.39* (1.22∼4.69)

1)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family size and age-adjusted odds ratio for low tertile against high tertile of KHEI scores
2)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3) 95% confidence level
4) EQ_5D is EuroQol 5 Dimens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5) Continuously depressed for over 2 weeks
*P＜0.05, **P＜0.01, ***P＜0.001,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에 따라 37.7%, 33.1%, 23.9%, 16.1%로 나타났고, 소

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45.0%, 35.1%, 30.6%, 20.7%
로 나타났다.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 비율은 1인 가

구 38.7%, 2인 이상 가구 31.0%였고, 75세 미만 

27.1%, 75세 이상 40.3%로 나타났다. 표에는 제시하

지 않았으나 남녀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경우에

도 거주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1인 가구 여부 및 

나이 구분 모두는 3분위 집단 구성비율과 유의한 관

련성을 나타냈다. 남녀 식생활평가지수 삼분위 범위

는 하위군, 중위군, 상위군 각각 남자는 61 미만, 61 
이상∼72 미만, 72 이상이었고, 여자는 63 미만, 63 
이상∼74 미만, 74 이상이었다(Table 2).

3. 식생활평가지수 관련 요인

1) 건강습관 및 근력 요인

남자는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이 상위군보다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의 오즈비가 각각 1.53배과 2.90

배였고, 여자는 하위군이 상위군보다 과거 흡연자의 

오즈비가 2.29배였고 현재 흡연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의 구성비율

은 남녀 모두에서 음주 여부나 과도한 음주 여부 및 

유산소 운동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 한편,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은 상위군보다 근력

저하의 오즈비가 남녀 각각 1.42배와 1.90배를 나타냈

다(Table 3).

2) 정신건강

남자는 식생활평가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

스, 건강 관련 삶의 질, 우울감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는 하위군이 상위군에 비해 주관

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의 오즈비가 1.83배였고, 스

트레스가 많은 경우의 오즈비가 1.51배였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나쁜 경우의 오즈비는 1.64배였고, 우

울감이 있는 경우 오즈비는 2.39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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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s for low tertile against high tertile of KHEI scores related to nutrients intake levels. 

 Characteristics
Male Female

Low tertile
 % (SE)2)

Adjusted Odds Ratio1) 

(95% CI)3)
Low tertile
 % (SE)2)

Adjusted Odds Ratio1) 

(95% CI)3)

Energy 

  ≥75%EER4) 23.0 (1.3) Reference 19.4 (1.2) Reference

  ＜75%EER 56.7 (2.6)  7.62*** (5.26∼11.04)5) 55.1 (2.1)  7.12*** (5.29∼9.59)5)

Protein 

  ≥EAR6) 19.0 (1.2) Reference 15.6 (1.2) Reference

  ＜EAR 68.5 (2.4) 28.07*** (16.46∼47.86) 53.1 (1.9) 12.26*** (8.54∼17.59)

Calcium

  ≥EAR 15.7 (1.7) Reference 10.7 (1.8) Reference

  ＜EAR 40.1 (1.7)  3.43** (2.38∼4.94) 36.6 (1.4)  4.17*** (2.67∼6.53)

Iron

  ≥EAR 24.5 (1.2) Reference 23.7 (1.2) Reference

  ＜EAR 77.5 (2.8) 37.20*** (16.26∼85.13) 69.0 (2.6) 16.12*** (9.53∼27.27)

Vitamin A

  ≥EAR 16.0 (2.4) Reference 16.8 (2.4) Reference

  ＜EAR 36.1 (1.5)  2.59*** (1.65∼4.06) 35.0 (1.3)  1.98*** (1.28∼3.08)

Thiamin

  ≥EAR 21.6 (1.3) Reference 19.9 (1.3) Reference

  ＜EAR 55.8 (2.4)  4.69*** (3.23∼6.82) 44.4 (1.8)  2.95*** (2.12∼4.11)

Riboflavin

  ≥EAR 15.9 (1.4) Reference 12.8 (1.3) Reference

  ＜EAR 45.9 (1.9)  4.84*** (3.31∼7.07) 46.9 (1.5)  7.40*** (5.23∼10.46)

Niacin

  ≥EAR 16.2 (1.4) Reference 15.4 (1.9) Reference

  ＜EAR 45.1 (1.9)    3.83* (2.70∼5.44) 36.9 (1.4)   2.02** (1.39∼2.95)

Vitamin C

  ≥EAR 14.7 (1.9) Reference 13.6 (1.8) Reference

  ＜EAR 38.0 (1.5)  2.88*** (1.97∼4.20) 36.5 (1.4)  2.58*** (1.77∼3.75)

Food security status

  Secure with variety 27.4 (1.7) Reference 26.5 (1.6) Reference

without variety 35.9 (1.9)     1.31 (0.96∼1.78)5) 34.0 (1.8)    1.52* (1.14∼2.02)5)

  Insecure 62.7 (6.3)  6.87*** (2.70∼17.51)5) 56.8 (4.9)   2.03** (1.09∼3.79)5)

1)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family size, age and energy -adjusted odds ratio for low tertile against high tertile of 
KHEI scores  

2)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3) 95% confidence level
4)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5)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family size and age-adjusted odds ratio for low tertile against high KHEI
6)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P＜0.05, **P＜0.01, ***P＜0.001,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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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소 섭취상태 및 식품안정성

식생활평가지수는 남녀 모두 에너지 및 영양소 섭

취상태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식품안정성과도 관련

성을 나타냈다.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의 상위군에 

대한 오즈비는 남자는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 

7.62배였고, 단백질 부족은 28.07배, 칼슘 부족은 3.43배, 
철 부족은 37.20배, 비타민 A 부족은 2.59배, 티아민 

부족은 4.69배, 리보플라빈 부족은 4.84배, 니아신 부

족은 3.83배, 비타민 C 부족은 2.88배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 7.12배였고, 단백

질 부족은 12.26배, 칼슘 부족은 4.17배, 철 부족은 

16.12배, 비타민 A 부족은 1.98배, 티아민 부족은 

2.95배, 리보플라빈 부족은 7.40배, 니아신 부족은 

2.02배, 비타민 C 부족은 2.58배로 나타났다. 남자는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이 상위군보다 식품불안정의 

경우 오즈비가 6.87배였으나 식품준안정의 경우 유의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는 식생활평

가지수 하위군이 상위군보다 식품준안정의 경우 오즈

비가 1.52배였고, 식품불안정의 경우 오즈비가 2.03배로 

나타났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인구 집단의 식생활 수준을 모니터링하

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식생활평가지수(Yook 등 

2015)와 건강습관, 정신건강 및 영양 섭취상태의 관련

성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자가 바른 식생활을 통해 건

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

로 수행됐다. 고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 중 만점의 50% 미만인 항목은 남녀 모두 우

유 및 유제품 섭취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항

목이었다. 우유 및 유제품 섭취 부족은 칼슘 섭취 부

족과 관련되는데,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칼슘의 평균필

요량 미만을 섭취하는 비율은 67.4%에 이른다(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은 50% 미만이거나 75%를 

넘으면 0점이고 55∼65%에 해당하면 5점으로 하여 

계산한 값으로(Yun & Oh 2018) 남녀 모두 2.5점보다 

낮은 점수였다. 만 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섭취분율은 62.2%인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71.9%로(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았고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비율인 55∼65%보다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높았다. 반면 우

리나라 만 1세 이상 국민의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의 

섭취분율은 22.6%인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14.5%로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고 지방의 에너지 적정 비

율 15∼30%보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령자는 식생활평가지수의 평

균값과 세부 영역별 점수에서 남녀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식생활평가

지수가 낮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식생활평가지수가 높았다고 하였다(Hiza 등 2013). 본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식생활평가지수는 

높았지만, 잡곡 섭취, 총 채소 섭취, 지방 에너지 섭

취비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에너지 적정 섭

취 항목은 남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018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자

의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분율은 각각 70.1%와 

15.4%이지만, 여자의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분율은 

각각 73.2%와 13.8%로 나타나(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본 연구와 마찬

가지로 남자보다 여자 고령자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분율에서 문제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남자가 여

자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총 과일 

섭취, 생과일 섭취, 김치와 장아찌를 제외한 채소 섭

취, 우유 및 유제품 섭취, 나트륨 섭취 항목이었다. 
남자 고령자는 김치와 장아찌를 제외한 채소 섭취와 

과일 섭취가 부족함을 주목해야 하는데, 김치와 장아

찌의 섭취량을 줄이고 다른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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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섭취 감소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남자 고령자의 식사에서 김치와 장아찌를 제

외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증가하도록 교육하고, 여자 

고령자의 식사에서 탄수화물 위주 식사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적정비율을 유지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

며, 남녀 고령자 모두에서 우유 및 유제품과 과일의 

섭취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대상자를 고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에 따라 

상중하 3개 집단으로 나눴을 때 성별, 거주 지역, 교

육수준, 소득수준, 독거 여부 및 나이 구분이 3분위 

집단 구성비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에서 하위군의 비율이 동지역 29.8%, 읍면지역 42.3%
였는데,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

로 한 Kim & Kim(2019)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인

구에서 식료품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이 도

시지역에 비해 식생활평가지수가 더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고령자의 식생활에 문제가 더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 비율이 낮았는데, 
Hiza 등(2013)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식생활평가지

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높은 교육수준으로 영양지식 

수준이 증가하고 영양지식을 식행동으로 옮기는 역량

도 향상되는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 비율이 1인 가구 38.7%, 2인 이상 가구인 경

우 31.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인 가구의 식

생활평가지수 하위군 비율이 높은 것은 1인 가구에서 

혼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Lee & Shin(2021)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3끼 모

두 혼밥 오즈비가 5.82배로 1인 가구의 혼밥 비율이 

높았고, 혼밥하는 경우 섭취하는 식품의 가짓수가 감

소한다고 하였다. 혼밥하는 1인 가구 고령자에 대한 

식생활지침 기반의 식생활교육이 필요하고, 식품공급 

또는 공동급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의 경우 흡연이 식생활평

가지수와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Reedy 등(2018)도 비

흡연자의 식생활평가지수가 높았다고 하였다. 한편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의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건강

습관 중 음주 여부나 과도한 음주 여부 및 유산소 운

동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칠레

의 60세 이상 노인 대상 연구(Segura-Badilla 등 2022)
에서도 낮은 식생활평가지수와 운동 정도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건강습관과 밀접

하게 연관이 있는 근력은 식생활평가지수와 관련성을 

나타내어 하위군은 상위군보다 정상에 대한 근력저하

의 오즈비가 남녀 각각 1.42배와 1.90배였다. Neville 
등(2013)은 노인에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증가하는 

것이 근력증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McLean 등

(2016)은 단백질 섭취가 노인에서 근력감소를 막아주

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Jang & Ryu(2020)는 동

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근력감소 위험과 연관이 있다

고 하였고, Bigman & Ryan(2021)은 식생활평가지수

가 높은 경우 노화로 인한 근력 약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여 식생활이 근력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

였다. 
여자 고령자는 하위군이 상위군보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나쁜 

경우, 우울감이 있는 경우 오즈비가 높았으나, 남자 

고령자는 위 세 항목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Yoon & Oh(2021)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고통(우울, 스트레스 인

지, 자살 생각)과 식생활평가지수의 관련성은 여자만 

나타났고 남자는 관련성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식생활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런데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생활평가지수 

대신 Kant 등(2000)이 개발한 RFS(recommended food 
score; 식생활지침에서 권고하는 식품들의 섭취로 점

수화)를 사용한 Lee 등(2019)의 연구에서는 19∼64세 

성인 남녀 모두에서 RFS가 높으면 우울감은 낮고 삶

의 질은 좋다고 하여 남자 고령자에서 식생활평가지

수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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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정신건강과 식생활평가

지수의 성별 차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가 상충하

므로 대상자의 나이 차이로 인한 것인지, 평가도구 

차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 고령자 모두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

은 상위군보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부족의 오즈비

는 높게(1.98∼37.20배)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Park 
등(2021)이 제시한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지속 가능

성을 포함한 식품보장기준선의 식품안정성 개념 대신 

식생활 형편을 3단계로 구분하여 먹을 것이 부족한 

식생활 형편을 식품불안정으로 하였을 때, 식생활평

가지수 하위군은 상위군보다 식품불안정의 오즈비가 

남자는 6.87배, 여자는 2.03배로 나타났다. 즉 식생활

평가지수가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 뿐 아니라 식

품불안정성을 반영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제시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Park 등(2021)의 식품안정성 척도로 측정된 자료

가 공개되면 추가적인 식생활평가지수와의 관련성 연

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

석한 결과로 식생활평가지수와 각 요인과의 인과관계

를 밝히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하나의 제한

점은 식사와 관련된 자료가 1일간의 24시간 회상법으

로 수집된 것으로 대상자의 일상적인 평균 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가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가중치 적용 복

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 고

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와 건강습관, 정신건강, 영양소 

섭취와의 관련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정에서 식생

활평가지수 3분위 구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 

특성인 거주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1인 가구 여

부, 나이 구분 특성을 보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교란인

자를 배제한 식생활평가지수와 건강습관, 정신건강, 
영양소 섭취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7기 2016∼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

사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남녀고령자의 식생활평

가지수를 평가하고, 식생활평가지수와 건강습관, 정신

건강 및 영양섭취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 평균은 67.48점이었으며, 

여자의 식생활평가지수는 남자보다 높았다. 식생활

평가지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 중 만점의 50% 미

만인 항목은 우유 및 유제품 섭취,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 비율이었으며, 각 항목당 만점의 50∼60%
에 해당하는 항목은 잡곡섭취, 생과일 섭취, 총 과

일 섭취,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이었다. 
2. 대상자를 고령자의 식생활평가지수 3분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눴을 때 성별, 거주 지역, 교육수

준, 소득수준, 독거여부 및 나이 구분은 3분위 집

단 구성비율과 관련성을 나타냈다. 
3. 남자는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이 상위군보다 비흡

연자에 대한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의 오즈비

가 각각 1.53배와 2.90배였고, 여자는 하위군이 상

위군보다 과거 흡연자의 오즈비가 2.29배였으며, 
현재 흡연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

생활평가지수 하위군은 상위군보다 정상에 대한 

근력저하의 오즈비가 남녀 각각 1.42배와 1.90배를 

나타냈다.
4. 남자는 식생활평가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

스, 건강 관련 삶의 질, 우울감과 관련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 하위군은 상위군보

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대한 나쁜 경

우의 오즈비는 1.83이었고, 스트레스가 적은 경우

에 대한 많은 경우의 오즈비는 1.51이었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좋은 경우에 대한 나쁜 경우의 오

즈비는 1.64이었으며, 우울감이 있는 경우의 오즈

비는 2.39였다.
5. 남자와 여자 고령자 모두 식생활평가지수 하위군

은 상위군보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부족의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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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높았으며(1.98∼28.07배), 식품불안정 오즈비

가 남자는 6.87배, 여자는 2.03배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남자 고령자의 식사에서 김

치와 장아찌를 제외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증가하도

록 하고, 여자 고령자의 식사에서 탄수화물 위주 식

사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적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

며, 남녀 모두에서 우유 및 유제품 섭취, 잡곡섭취, 
총 과일 섭취, 생과일 섭취를 증가하도록 교육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고령자의 식생활에 문제가 더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고령자의 근력저하와 정신건강 문제를 예

방하고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와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지침 기반의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며, 접근성이 떨어져서 섭취하기 어려운 우유 

및 유제품, 과일 등의 식품공급으로 식생활평가지수

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자료이

기 때문에 식생활평가지수와 각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밝히

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신건강과 

식생활평가지수의 성별 차이 등 선행연구 결과와 상

충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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