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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nutritional management at elderly nursing 
homes. A survey was performed of 83 nursing homes from January 5, 2011 to January 21, 2011 via mail. A 
total of 34 nursing home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149 elderly subjec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dietitian. Among the 34 nursing homes, 70.6% had a dietitian on duty. All of the facilities 
with a dietitian had the dietitian making the meal plan, whereas 70% of the facilities without dietitian served 
meals planned by a non-professional person. Overall, however, a low proportion of nursing homes imple-
mented dietetic treatments for residents with diseases. For the nutritional assessment of these residents, a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was performed. MNA scor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ody mass index 
(BMI), mid-arm circumference (MAC), calf circumference (CC), ingestion problems, and weight loss during 
the last 3 months (P＜0.001). Among the elderly studied, 5.4% were malnourished, and 36.9% were at risk 
for malnutrition by MNA score. The results of this survey show that the current management of nutrition at 
nursing homes is insufficient because the elderly who needed dietetic treatment did not receive proper care. 
Dietetic management is the most important service in all nursing homes. Therefore,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of elderly residents in nursing homes, systematic nutrition management by nutrition experts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 Long-term care Insurance, dietitian, nutritional status, assessment, nursing home, MNA (Mini 
Nutri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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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

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

입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2000
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339만명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14.0%으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8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60년에는 10.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
구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

하여 노인복지욕구와 노인문제는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노인문제 중 심각한 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

중, 관절염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노인성 치매, 
중풍 등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노인들

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 따
라서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시설의 

수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생활양식과 식습관이 주요 위험요인인 만성퇴행

성 질환은 노인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의 

주된 사망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기에는 미각기

능 상실 등의 생리적 기능의 저하, 만성질환, 경제

적 어려움과 우울감 등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

하여 균형 잡힌 식품의 섭취가 어렵고, 생체 이용률

도 저하되어 영양적 위험상태에 빠지기가 쉽다

(Pauly 등 2007; Kwak 등 2008).
이에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2008년에 노년

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Sunwoo 2010). 노

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

는 사회보험 제도이다(Long Term Care Insurance 2010).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에서 일정 심사를 거쳐 선택적으로 지급하는데 이 

중에서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노인전문병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

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밖에 일상에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

는 급식은 노인의 건강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균형잡힌 식단과 영양관리가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영양 

전문가가 필요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

준에서 입소자가 50인 이상의 시설에는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권장 사항으로 되어있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노인의료시설의 증가와 전문적

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서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의료시설에서 1명의 영양

사만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

지 않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Cho 등 2006). 
노인의 질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료, 관리에 가장 기

본이 되는 요소는 영양관리일 것이다. 요양시설의 

노인들은 연령도 높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어, 질병 보유율과 약물 섭취 빈도가 높아, 
요양시설의 급식의 질과 영양관리는 노인 건강관리

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영양관리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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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신체적인 변화와 정서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노인성 질환과 질병 등을 고려하여 영양전문가에 

의한 영양과 식사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상태의 파악

이 기본으로 요구되는데, 노인의 영양 불량을 판정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간이영양판정도구인 Mini Nu-
tritional Assessment(MNA, Nestle Nutrition Institute 
2010)는 대부분 신체계측과 식생활 및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을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미 미국

이나 유럽에서 임상적인 영양상태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은 상태이다(Vellas 등 1999). 본 연

구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사 유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요양시설의 전반적인 영

양관리 현황과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법인 83개 요양시설의 영양사와 

시설 한 개당 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1월 5일부터 

2011년 1월 21일로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이 중 회

수된 34개 요양시설의 설문지 결과와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163명의 결과 중에서 설문 응답내

용이 불완전하거나 연령이나 신장, 체중 자료가 없

는 노인 14명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은 34개 요양시설과 이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

스를 받는 노인 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는 법인 요양시설의 영양사에게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노인의 

등급과 시설의 영양사 유무, 식단작성 여부와 식사

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영양사가 없거나 설

문지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국장

이나 시설장이 대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요양시설의 영양사나 영양사가 없

는 시설의 경우엔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에

게 부탁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MNA(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를 통해 간이영양판정을 실시

하였다. 

1) 일반사항 및 판정등급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항목 중 일반

사항으로는 응답자 직업(영양사, 시설장, 사무국장), 
성별, 연령대, 경력, 자격증 소지 종류, 입소 정원 

및 현재 등급판정별 인원을 조사하였다.
장기요양보험 판정 등급(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2)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

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3개 등급으

로 구분된다. 1등급은 와상 상태로 95점 이상, 2등급

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하거나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

들에게 문제 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55점 이상∼75점 미만

이다. 비록 1∼3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등급외(등
급외 A, B, C)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급외 판정자(이하, 등급외자라고 

함)에 대한 인원도 조사하였다.

2) 식생활 및 기타 관련 사항

요양시설에서의 식사와 간식 제공 빈도, 제공되는 

식사 형태, 식단관리(식단 작성, 식단 작성자, 식단 

주기, 치료식단 작성 여부), 현재 영양상담 및 영양

관리 여부를 조사하였다. 식사와 간식 제공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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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 dietitian Without dietitian Total P-value1)

Respondent

Super intendant -  2 (20.0)  2 (  5.9)

＜0.0001
Secretary-general  1 (  4.2)2)  6 (60.0)  7 ( 20.6)

Dietitian 22 ( 91.7) - 22 ( 64.7)

Other3)  1 (  4.2)  2 (20.0)  3 (  8.8)

Sex
Male -  3 (30.0)  3 (  8.8)

-
Female 24 (100.0)  7 (70.0) 31 ( 91.2)

Age

20∼29  6 ( 25.0)  1 (10.0)  7 ( 20.6)

  0.0032
30∼39  7 ( 29.2) -  7 ( 20.6)

40∼49  8 ( 33.3)  6 (60.0) 14 ( 41.2)

＞50  3 ( 12.5)  3 (30.0)  6 ( 17.7)

Work experience

＜1 year  3 ( 12.5)  1 (10.0)  4 ( 11.8)

  0.0040

1∼3 years  6 ( 25.0)  4 (40.0) 10 ( 29.4)

3∼6 years  6 ( 25.0) -  6 ( 17.7)

6∼9 years  4 ( 16.7)  1 (10.0)  5 ( 14.7)

＞10 years  5 ( 20.8)  4 (40.0)  9 ( 26.5)

License

Social worker  4 ( 16.7)  8 (80.0) 12 ( 35.3)

＜0.0001

Nurse -  1 (10.0)  1 (  2.9)

Nurse assistant  2 (  8.3) -  2 (  5.9)

Care-Giver  2 (  8.3)  1 (10.0)  3 (  8.8)

Dietitian 16 ( 66.7) - 16 ( 47.1)

Total 24 ( 70.6) 10 (29.4) 34 (100.0)
1) All P-values were derived by Fisher’s exact tests
2) N (%)
3) Other: social worker

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rs.

식사 3회와 간식 없음, 식사 3회와 간식 1회, 식사 3
회와 간식 2회, 기타의 4개 범주로 조사하였다. 제

공되는 식사 형태는 일반식, 갈은식, 죽, 미음, 경관

영양, 기타(당뇨식, 저염식, 고단백식 등 질환별 식

이)의 6개 범주에 대해 조사하였다. 식단 관리에 대

한 문항은 식단 작성 여부와 식단 작성을 누가 하

고 있는지, 식단 주기는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치

료 식단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 또한 요양시설에서 현재 영양상담 및 영양관

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3) 간이영양평가

요양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앓고 

있는 질병(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장장

애) 및 질병에 따른 식사요법 여부와 MNA 항목별 

점수를 영양사 유무에 따라 조사하였다. MNA는 노

인의 영양 불량을 선별하기 위해 신체계측과 식생

활 및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도구로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계측 

4문항(BMI, Mid-arm circumference: MAC, Calf cir-
cumference: CC, 체중감소여부), 일반조사 6문항(생활

방식, 약물, 신체활동, 정신적인 문제, 욕창, 최근 급

성질환), 식이조사 6문항(식욕변화, 식사섭취빈도, 단
백질 선택, 과일 및 채소섭취, 수분섭취, 섭취방법), 
건강과 영양상태의 본인평가 2문항(본인의 영양상태

평가)의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MNA 점수는 최

대 30점으로 17점 미만은 영양불량(Malnourished), 17
∼23.5점 사이의 경우에는 영양불량위험상태(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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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 dietitian (n=110) Without dietitian (n=39) Total (n=149) P-value1)

Sex
Male 13 (11.8)2) 10 (25.6)  23 (15.4)

0.0401
Female 97 (88.2) 29 (74.4) 126 (84.6)

Age

＜59  2 ( 1.8)  1 ( 2.5)   3 ( 2.0)

0.0031

60∼69  7 ( 6.4)  4 (10.3)  11 ( 7.4)

70∼79 37 (33.6) 13 (33.3)  50 (33.6)

80∼89 50 (45.5) 17 (43.6)  67 (45.0)

＞90 14 (12.7)  4 (10.3)  18 (12.1)

BMI

＜18.5 12 (10.9)  2 ( 5.1)  14 ( 9.4)

0.4366
18.5∼22.9 59 (53.6) 18 (46.2)  77 (51.7)

23∼24.9 17 (15.5)  9 (23.1)  26 (17.5)

＞25 22 (20.0) 10 (25.6)  32 (21.5)

Age  66.1±33.433)  66.1±33.2  66.1±33.2 0.9938

Weight  52.9±9.4  57.0±10.4  54.0±9.8 0.0249

Height 153.9±9.1 154.8±8.7 154.1±9.0 0.5682

BMI  22.3±3.4  23.8±4.3  22.7±3.7 0.0307
1) P-values of sex and age were derived by Fisher’s exact tests. P-values of BMI were derived by Chi-square tests. P-values of mean were 
calculated using the t-test
2) N (%)
3) Mean±SD 

Table 1-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atient subjects.

of malnutrition), 24점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상태 양

호(Well nourished)한 상태로 판정한다(Nestle Nutrition 
Institute 2010). 

3. 자료분석

자료처리는 SAS(Statistic Analysis System, Version 
9.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빈도, 평균값과 표준편차

를 계산하였다. 영양사 유무에 따른 영양판정평가지

표 비율에 대한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 각 항목별 분포 비율에 대한 분석은 기

대빈도수가 5보다 적은 셀이 있어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였고, 두 군 간의 평균 비교는 t-test를 이

용하였으며, MNA score와 영양불량위험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분포에 따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하여 검증하였다. 통계 결과의 유의수준은 α=0.05

로 하였다. 

결 과

1. 요양 시설 및 대상 노인의 일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시설 급여 대상인 요

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일반사항을 조사하였

다. 본 설문에 응답한 시설의 일반사항은 Table 1-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 대상은 34개 시설로 영

양사가 있는 곳은 24개(70.6%), 영양사가 없는 곳은 

10개(29.4%)였으며(P＜0.001), 응답자 성별을 보면 남

녀가 각각 8.8%, 91.2%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
세와 30∼39세가 각각 20.6%, 40∼49세는 41.2%, 50
세 이상이 17.7%로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응답자의 경력은 1∼3년이 29.4%로 

가장 높았고(P＜0.01), 자격증(면허) 보유 여부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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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 dietitian (n=24) Without dietitian (n=10) Total (n=34) P-value1)

Frequency of meal and snack

  Meal: 3 times/day  1 (  4.2)2) -  1 (  2.9)

0.0945

  Meal: 3 times/day
  Snack: 1 times/day 12 ( 50.0)  5 ( 50.0) 17 ( 50.0)

  Meal: 3 times/day
  Snack: 2 times/day 10 ( 41.7)  4 ( 40.0) 14 ( 41.2)

  Meal: 3 times/day
  Snack: 3 times/day  1 (  4.2)  1 ( 10.0)  2 (  5.9)

Type of diet

  Normal diet 24 (100.0)2) 10 (100.0) 34 (100.0) -

  Blended diet 20 ( 83.3)  5 ( 50.0) 25 ( 73.5) 0.1768

  Soft diet 22 ( 91.7)  3 ( 30.0) 25 ( 73.5) 0.4452

  Liquid diet 16 ( 66.7) - 16 ( 47.1) 0.0012

  Tube feeding 17 ( 70.8)  5 ( 50.0) 22 ( 64.7) 0.3004

  Other 12 ( 50.0)  3 ( 30.0) 15 ( 44.1) 0.2677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Fisher’s exact test comparing between nursing homes with dietitian and without dietitian
2) N (%)

Table 3. Frequency of meal and snacks served for a day and type of diets by presence of dietitian.

Grade judgment With dietitian (n=24) Without dietitian (n=10) Total (n=34) P-value1)

First degree 17.7±11.52)  6.8±9.0 14.4±11.6 0.0109

Second degree 23.5±14.7 11.7±14.7 19.9±15.5 0.0418

Third degree 26.1±19.5 19.5±29.9 24.0±18.6 0.5126

Other3) 11.2±10.9  1.4±2.0  8.1±10.1 0.0006

Total 75.1±23.1 39.4±53.9 63.6±38.9 0.0708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t-test comparing between nursing homes with dietitian and without dietitian
2) Mean±SD
3) Other: non-eligible people

Table 2. Mean number of the elderly subjects by classification grad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dietitian.

양사 있는 시설은 영양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영양사 없는 시설은 사회복지

사＞간호사＞요양보호사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본 연구에 참여한 노

인 149명에 대한 일반사항은 Table 1-2에 나타난 바

와 같다. 성별을 보면 남녀 각각 15.4%, 84.6%로 나

타났으며,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남녀 각각 11.8%, 
88.2%,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남녀 각각 25.6%, 
74.4%로 나타났다(P＜0.05). 연령은 80∼89세와 70∼
79세가 각각 45.0%, 33.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90세 이상이 12.1%, 60∼69세는 7.4%, 59세 이하는 

2.0%로 영양사 유무와 상관없이 8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제 측정한 신장(cm)과 

체중(kg)을 살펴보면, 신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영양사가 있는 시설의 노인 체중은 52.9 
kg,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노인 체중은 57.0 kg으로 

두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를 살펴보면, 영양사가 없는 시설 노인에 비해 

영양사가 있는 시설 노인의 BMI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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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etitian (n=24) Without dietitian (n=10) Total (n=34) P-value1)

Menu planning
Yes 24 (100.0)2) 9 (90.0) 33 (97.1)

  0.2941
No - 1 (10.0)  1 ( 2.9)

Person in charge of 
menu planning

Dietitian 24 (100.0) 2 (20.0) 26 (76.5)

＜0.0001Outside agencies - 1 (10.0)  1 ( 2.9)

Other3) - 7 (70.0)  7 (20.6)

Cycle of menu 

1 week 19 ( 79.2) 8 (80.0) 27 (79.5)

  0.1535
2 weeks  1 (  4.2) -  1 ( 2.9)

1 month  2 (  8.3) 1 (10.0)  3 ( 8.8)

Other4)  2 (  8.3) 1 (10.0)  3 ( 8.8)

Therapeutic diet 
menu planning

Yes 11 ( 45.8) 5 (50.0) 16 (47.1)
  0.2696

No 13 ( 54.2) 5 (50.0) 18 (52.9)

Nutrition counseling 
management

Yes 17 ( 70.8) 7 (70.0) 24 (70.6)
  0.3141

No  7 ( 29.2) 3 (30.0) 10 (29.4)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Fisher’s exact test comparing between nursing homes with dietitian and without dietitian
2) N (%)
3) Secretary-general, social worker, care helper, cook
4) Random menu

Table 4. Menu management and nutrition counseling at nursing homes by the presence of dietitian.

2.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등급판정별 인원

시설 입소 노인의 등급판정별 인원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1등급에 해당되는 노

인은 14명, 2등급 20명, 3등급 24명, 등급외자 8명으

로 나타났다. 영양사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영양

사가 있는 군은 1등급 18명, 2등급 24명, 3등급 26
명, 등급외자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없는 

군은 1등급 7명, 2등급 12명, 3등급 20명, 등급외자 

1명으로 대체적으로 등급마다 인원수가 3등급＞2등
급＞1등급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 
등급외자에서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0.05).

3.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제공 

빈도 및 식사형태 

영양사 유무에 따른 요양시설의 식사와 간식 제

공 빈도 및 식사제공 형태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영양사가 있는 군은 식사 3회＋간식 1회 제공

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식사 3회＋

간식 2회가 41.7%, 식사 3회만 제공이 4.2%의 순으

로 조사되었고, 기타로는 식사 3회＋간식 3회도 4.2%
로 조사되었다. 영양사가 없는 군도 식사 3회＋간식 

1회＞식사 3회＋간식 2회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

타로 식사 3회＋간식 3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10.0%
로 조사되었다. 영양사 유무에 따른 두 그룹을 비교

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영양사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식은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은식 제공은 영양사가 있는 

군은 83.3.%, 영양사가 없는 군은 50.0%로 조사되었

고, 죽식 제공은 영양사가 있는 군은 91.7%, 영양사

가 없는 군은 30.0%로 조사되었다. 미음식은 영양사

가 있는 군은 66.7% 제공한다고 하는 반면, 영양사가 

없는 군은 미음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P＜0.05). 
경관급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있는 

군은 70.8% 제공한다고 답하였고, 영양사가 없는 군

은 50% 제공한다고 답하였다. 당뇨식이나 저염식, 
고단백식이 등과 같이 질환별 식이 제공여부를 조

사한 결과, 영양사가 있는 군은 50.0%, 영양사가 없

는 군은 30% 제공한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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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types
With dietitian (n=110) Without dietitian (n=39) Total (n=149)

P-value3)

Prevalence1) Diet therapy2) Prevalence Diet therapy Prevalence Diet therapy

Stroke  25 (22.7)4)  3 (12.0) 11 (28.2) -  36 (24.2)  3 ( 8.3) 0.2301

Heart disease  9 ( 8.2)  1 (11.1)  6 (15.4) -  15 (10.1)  1 ( 6.3) 0.3624

Hypertension 68 (61.8) 25 (36.7) 20 (51.3) 2 (10.0)  88 (59.1) 27 (30.7) 0.0225

Diabetes 23 (20.9) 10 (43.5) 12 (30.8) 1 ( 8.3)  35 (23.5) 11 (31.4) 0.0335

Gastroenteric trouble 12 (10.9)  1 ( 8.3)  4 (10.3) -  16 (10.7)  1 ( 6.3) 0.5510

Total5) 79 (71.8) 31 (39.2) 36 (92.3) 3 ( 8.3) 116 (77.9) 34 (29.3) 0.0088
1) Number of disease holder within number of elderly
2) Number of diet therapy within number of disease holer 
3) P-values were derived by chi-square tests between prevalence of with dietitian group and without dietitian group
4) N (%)
5) Number of disease holder (people with more than one disease counted as one person) with diet therapy

Table 5. Number of elderly subjects with disease and with diet therapy at nursing homes by presence of dietitian.

4. 식단관리와 영양상담 관리

영양사 유무에 따른 식단 관리 및 영양상담 관리

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단을 누가 작

성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은 

영양사가 100.0%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

양사가 없는 군은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사, 조리원 등이 작성한다는 응답이 70%, 다른 시설

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받는다는 응답이 20%, 
외부와 협약해서 식단을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10%
로 나타났다(P＜0.001). 식단 주기는 영양사가 있는 

군은 1주일 단위가 79.2%로 가장 많았고, 1달과 매

번 작성이 각각 8.3%, 2주일 간격이 4.2%로 나타났

고, 영양사가 없는 군도 1주일 간격＞1달, 매번 작

성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식단을 별도로 작성하는지

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있는 군은 45.8%가 치료식단

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양사가 없는 군

도 50% 제공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영양상담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영양

사가 있는 군은 70.8%, 영양사가 없는 군도 70.0% 
영양상담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어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영
양사가 없는 군의 경우 대부분 영양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비전문인이 영양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5.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질병과 식사요법 실시여부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현재 갖고 있는 질

병과 식사요법 실시여부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뇌졸중(중풍)을 앓고 있는 경우는 

36명(24.2%)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식사요법 실시는 

3명(8.3%),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16명(10.7%), 
식사요법 실시는 1명(6.3%),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

우는 88명(59.1%), 식사요법 실시는 27명(30.7%), 당

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35명(23.5%), 식사요법 실

시는 11명(31.4%)으로 나타났다. 위장장애를 앓고 있

는 경우는 16명(10.7%), 식사요법 실시는 1명(6.3%)
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반면, 식사요법 실시 여부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식사요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1개 이상의 질병을 가진 대상자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질병을 2개 가진 대상자는 영양

사가 있는 군에서 31명, 영양사가 없는 군에서는 3명
으로 나타났다. 3개의 질병을 가진 대상자는 군별 각

각 9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질병을 가진 대상

자는 영양사가 있는 군에서는 없는 반면, 영양사가 

없는 군에서 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영양사가 

있는 군의 질병 보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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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etitian
(n=110)

Without dietitian
(n=39)

Total
(n=149) P-value2)

Screening
  A. Has food intake declined over the past 3 months due to loss of appetite, 

digestive problems, chewing of swallowing difficulties? 
    0=severe decrease in food intake 
    1=moderate decrease in food intake 
    2=no decrease in food intake 

 1.79±0.453)  1.92±0.35  1.83±0.43 0.0999

  B. Weight loss during the last 3 months
    0=weight loss greater than 3 kg (6.6 lbs) 
    1=does not know 
    2=weight loss between 1 and 3 kg (2.2 and 6.6 lbs) 
    3=no weight loss 

 2.67±0.72  2.90±0.38  2.73±0.65 0.0160

  C. Mobility
    0=bed or chair bound 
    1=able to get out of bed/chair but does not go out 
    2=goes out 

 1.68±0.56  1.31±0.86  1.58±0.67 0.0147

  D. Has suffered psychological stress or acute disease in the past 3 months?
    0=yes  1=no  1.64±0.77  1.69±0.73  1.65±0.76 0.6949

  E. Neuropsychological problems
    0=severe dementia or depression 
    1=mild dementia 
    2=no psychological problems 

 1.38±0.74  1.21±0.77  0.34±0.75 0.2072

  F. Body Mass Index (weight in kg)/(height in m2)
    0=BMI less than 19 
    1=BMI 19 to less than 21 
    2=BMI 21 to less than 23 
    3=BMI 23 or greater 

 1.85±1.08  2.18±0.94  1.93±1.05 0.0880

Assessment
  G. Lives independently
    1=yes  0=no    1±0    1±0    1±0 -

  H. Takes more than 3 prescription drugs per day
    0=yes  1=no  0.35±0.48  0.49±0.51  0.39±0.49 0.1463

  I. Pressure sores of skin ulcers
    0=yes  1=no  0.98±0.13  0.97±0.16  0.98±0.14 0.7775

  J. How many full meals does the patient eat daily?
    0=1 meal 
    1=2 meals 
    2=3 meals 

 1.98±0.19  1.87±0.34  1.95±0.24 0.0605

  K. Selected consumption markers for protein intake
    - At least one serving of dairy products (milk, cheese, yoghurt) per day 

yes no 
    - Two or more servings of legumes or eggs per week yes no 
    - Meat, fish or poultry every day yes no 
      0.0=if 0 or 1 yes 
      0.5=if 2 yes 
      1.0=if 3 yes 

 0.70±0.33  0.68±0.29  0.70±0.32 0.6733

  L. Consumes two or more servings of fruit or vegetables per day?
    0=no  1=yes  0.95±0.23  0.97±0.16  0.95±0.21 0.3922

  M. How much fluid (water, juice, coffee, tea, milk...) is consumed per day?
    0.0=less than 3 cups 
    0.5=3 to 5 cups 
    1.0=more than 5 cups 

 0.55±0.35  0.46±0.42  0.53±0.37 0.1767

Table 6. Comparison of MNA1) score of elderly subjects by presence of dietitian at nursing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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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etitian
(n=110)

Without dietitian
(n=39)

Total
(n=149) P-value2)

  N. Mode of feeding
    0=unable to eat without assistance 
    1=self-fed with some difficulty 
    2=self-fed without any problem 

 1.90±0.33  1.62±0.71  1.83±0.48 0.0203

  O. Self view of nutritional status
    1=is uncertain of nutritional state 
    0=views self as being malnourished 
    2=views self as having no nutritional problem 

 1.80±0.45  1.87±0.34  1.82±0.42 0.3608

  P. In comparison with other people of the same age, how does the patient 
consider his/her health status?

    0.0=not as good 
    0.5=does not know 
    1.0=as good 
    2.0=better 

 0.89±0.65  0.72±0.54  0.84±0.62 0.1479

  Q. Mid-arm circumference (MAC) in cm
    0.0=MAC less than 21 
    0.5=MAC 21 to 22 
    1.0=MAC 22 or greater 

 0.79±0.35  0.68±0.39  0.76±0.37 0.1023

  R. Calf circumference (CC) in cm
    0=CC less than 31 
    1=CC 31 or greater 

 0.63±0.49  0.56±0.50  0.61±0.49 0.4903

Malnutrition indicator score 23.54±3.43 23.10±3.83 23.42±3.53 0.5113
1) 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 
2) By t-test
3) Mean±SD 

Table 6. Continued.

6. 간이영양평가 판정

MNA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체중감소부분에서 영양사가 있는 군은 2.67점, 영양

사 없는 군은 2.90점으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고, 신체 이동 능력부분에서 영양사 있는 군은 

1.68점, 영양사 없는 군은 1.31점으로 유의적인 차이

(P＜0.05)가 있었고, 식사 상태에서도 영양사 있는 

군은 1.90점, 영양사 없는 군은 1.62점으로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MNA를 이용한 전체 영양

판정 점수를 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과 영양사가 없

는 군은 각각 23.5점과 23.1점의 ‘영양불량 위험 상

태’로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

으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영양 상태는 영양불량 

위험상태로 조사되었다(Table 6).
Table 7은 영양사 유무에 따른 영양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영양불량 5.4%, 영양불

량 위험 36.9%, 영양상태 양호 57.7%로 나타났다. 
영양사가 있는 군은 영양상태 양호 59.0%＞영양불

량 위험 35.5%＞영양불량 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없는 군은 영양상태 양호 53.8%＞영양불

량 위험 41.0%＞영양불량 5.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MNA 결과에 따라 영양불량 판정에 

사용되는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체질량

지수, 상완둘레, 장딴지둘레, 최근 식욕감소/치아문

제/소화 장애 등의 문제점, 3개월 동안 1∼3 kg 정

도의 체중감소정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나 다른 질환

들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사 유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에서는 체

질량지수, 상완둘레, 장딴지둘레, 최근 식욕감소/치
아문제/소화 장애 등의 문제점, 3개월 동안 1∼3 kg 
정도의 체중감소정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
＜0.001)가 있었으며, 연령이나 질환에서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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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With dietitian (n=110) Without dietitian (n=39) Total (n=149)

Correlation with MNA score

r P2) r P r P

Age −0.11   0.2500 −0.01   0.9776 −0.07   0.3799

BMI3)  0.48 ＜0.0001  0.52   0.0006  0.47 ＜0.0001

MAC4)  0.56 ＜0.0001  0.57   0.0001  0.57 ＜0.0001

CC5)  0.57 ＜0.0001  0.58 ＜0.0001  0.57 ＜0.0001

Intake problems6)  0.44 ＜0.0001  0.13   0.4233  0.35 ＜0.0001

Weight loss during last 3 months  0.53 ＜0.0001  0.43   0.0066  0.48 ＜0.0001

Disease 

  Stroke  0.01   0.9406 −0.27   0.0947 −0.08   0.3149

  Heart disease −0.11   0.2532 −0.04   0.8037 −0.10   0.2437

  Hypertension −0.13   0.1885 −0.01   0.9560 −0.09   0.2787

  Diabetes −0.01   0.8953 −0.04   0.8226 −0.03   0.7479

  Gastrointestinal disorders −0.18   0.0549  0.03   0.8557 −0.13   0.1141
1) 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
2)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Age, BMI, MAC, CC, Intake problems, Weight loss during last 3 months; by Spearman’s correlation test: 
Disease
3) BMI: Body Mass Index=body weight (kg)/height (m)2

4) MAC: mid-arm circumference
5) CC: calf-circumference
6) Loss of appetite, digestive problems, chewing of swallowing difficulties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MNA1) score and individual risk factors for malnutrition of the elderly residents by presence of die-
titian at nursing homes.

Assessment indicator score With dietitian (n=110) Without dietitian (n=39) Total (n=149) P-value2)

Malnourished (＜17)   6 ( 5.5)3)  2 ( 5.1)  8 ( 5.4)

0.8249Risk of malnutrition (17∼23.5) 39 (35.5) 16 (41.0) 55 (36.9)

Well nourished (24∼30) 65 (59.0) 21 (53.8) 86 (57.7)
1) 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
2) By chi-square test
3) N (%)

Table 7. MNA1) assessment of elderly subjects by presence of dietitian at nursing homes.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영양사가 없는 군에서는 

체질량지수, 상완둘레, 장딴지둘레, 체중감소정도

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최근 식욕감소/치아문

제/소화 장애 등의 문제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8).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의 영

양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법인 83개 요양시설 영양사(또는 시설장)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4개 요양시설에 

대해 분석하였고, 34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163
명 중 신장과 체중의 측정치 기록이 안 된 대상을 

제외한 149명을 대상으로 MNA(Mini Nutritional A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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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를 통하여 간이영양판정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예상하였던 대

로 영양관리가 미흡하며 특히 영양사가 없는 시설

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영양전문가를 통한 영양

관리가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요양시설 34개의 시설 중 영양

사가 있는 시설은 24개(70.6%), 영양사가 없는 시설

은 10개(29.4%)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현 식품위생

법상 입소인원이 5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영양사 

고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요양시설의 영양사 유무에 따라 요양시설의 식사

형태 및 식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일

반식이 제공되고 있고, 영양사가 있는 시설에서는 

갈은식을 83.3% 제공하였고, 죽을 제공한다고 응답

한 시설은 91.7%로 조사되었으며 미음을 제공한다

는 시설은 66.7%에 해당되었다. 또한 경관영양은 

70.8%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식으로 당

뇨식이나 저염식, 고단백식이 등과 같이 질환별 식

이를 제공한다는 시설은 50.0%로 조사되었다. 영양

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갈은식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50.0%, 죽을 제공한다는 곳은 30.0%로, 미음식은 제

공되지 않았고, 경관영양은 50.%, 기타식은 30.0% 
제공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식과 더불어 어르신들

의 건강과 치아 상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식사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양사 유무에 따른 

대부분의 식사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미음식 제공 여부에 대한 응답은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영양사가 있는 시설이 노인의 상태에 따

라 식사형태별로 체계적인인 식사관리가 된다고 사

료되며, 영양전문가의 투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시설에서의 식단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양

사가 있는 시설에서는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100% 
작성하지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20%만이 영

양사가 작성하고, 10%는 외부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70%는 영양사 외에 사무국장, 사회복지

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eo & Yun(2011)의 연구에서도 43%의 시설에

서 식단 작성을 시설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었고, 영

양사(19%), 사회복지사(14.3%), 간호사(14.3%) 순으로 

나타나 식단 계획을 전문적인 영양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직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997)이 보고한 양로원과 Suh 등(2004)이 보

고한 사회복지관 경로 식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또한 50인 미만의 노인시설에서 영양사 의무 고

용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노인시

설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식단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노

인시설에 식단을 작성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주
변 기관과 연계시켜주어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영양사 고

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

식단을 별도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있

는 시설은 45.8%가 따로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54.2%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치료식단을 50% 작성하

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영양사가 아닌 비전

문인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영양사 배치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요양시설 노인의 질병과 식사요법 실시여부를 영

양사가 있는 시설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질병은 고

혈압이 61.8%로 조사되었고, 식사요법을 실시하는 

식이로 가장 많은 것은 당뇨식이었다. 영양사가 없

는 시설에서는 가장 많은 질병은 30.7%가 당뇨병으

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질병의 식사요법은 실시하

지 않았고 고혈압 10.0%, 당뇨병 8.3%만이 식사요법

을 실시하고 있었다. Hong & Seo(2010)의 연구를 보

면 고혈압과 당뇨가 각각 96개소(90.6%)로 가장 많

이 발병하는 노인질환으로 나타났고, 노인질환과 관

련하여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현재 가장 많이 제

공되고 있는 치료식은 당뇨식이 98건으로 가장 많

았고, 연하곤란식, 저염식, 고단백식, 저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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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고열량식, 고섬유소식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

분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많은데 질병에 알

맞는 식사요법 실시가 미흡하고 대부분 만성퇴행성 

질병임을 감안할 때 개인별 식이요법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요양시설에서 영양상담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양사가 있는 시설에서는 

70.8%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서도 70.0% 실시되고 있어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영양상담 및 영양관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전체로 보면 70.6%의 시설에서 영양

상담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었다. Cho 등(2006)의 

연구에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는 시설특성상 임

상 영양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영양

상담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Kim 등(1997)의 연구에

서 노인 질환 치료에 개인 상담의 필요성을 지적하

였고, Beattie(1998)는 장기요양시설의 고객에게 개별

화된 치료를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의 시행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계획적인 영양상담과 영

양교육 등을 통한 관리로 대상자들에게 꾸준한 영

양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간이 영양평가 도구 중 하나인 MNA는 노인 환

자의 영양상태 판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Omran 
& Morley 2000). 특히 MNA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에서 전문가에 의한 임상적인 영양 상태 조사 결과

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은 상태이며(Vellas 등 

1999; Guigoz 2006), 요양기관이나 병원과 같은 곳에

서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an Nes 등 2001; Persson 등 2002; Donini 등 

2003; Visvanathan 등 2003).
요양시설 어르신의 MNA 영양판정 점수 결과를 

살펴보면, 영양사가 있는 시설에서는 영양불량 위험

상태 35.5%, 영양불량 5.5%로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영양불량 위험상태 41.0%, 영양불

량 5.1%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전체적으로는 영양불량 위험상태 이상이 42.3%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노인의 36.9%가 영양불량

위험상태, 5.4%는 영양불량으로 나타나 현재 영양관

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영
양불량 위험상태 이상에 속한 군이 Kuzuya 등(2005)
의 연구에서는 77.9%, Chung & Sohn(2005)의 연구에

서는 63%로 나타났다.
MNA 조사지의 항목을 영양사 유무로 비교해 본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체중감소, 신체 이동능력, 식
사상태에 관한 항목에서는 영양사가 있는 군의 

MNA score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5). MNA를 이용한 전체 영양판정 점수를 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이 23.54점으로 영양불량 위험상태

이며, 영양사가 없는 군도 23.1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MNA 점수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로는 영양사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의 체중을 살펴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의 체

중은 52.9 kg으로 영양사가 없는 군의 체중 57.0 kg
에 비해 체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

한 영양사가 있는 군의 BMI가 영양사가 없는 군의 

BMI보다 낮게 나타났다(P＜0.05). 두 군의 비슷한 

신장 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영양사가 있는 군의 

노인들 체구가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

한 결과들로 볼 때, 영양사가 있는 군의 경우 입소 

당시 노인의 기본적인 영양상태가 더 나빴을 것으

로 생각되며, 입소 후 영양사에 의해 영양상태가 취

약한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노인의 영

양상태가 더 양호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현재 영양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양

사나 건강관리 전문 인력 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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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기본적인 영양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상태대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더 많은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압박을 초래하게 되므로 

노인의 삶의 질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

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국가차원의 노인 의료비용 증가를 감소화하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이 바람직하며, 노인

들의 심신의 건강회복과 예방적인 측면에서 영양전

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로서,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보

니 낮은 회신율로 인해 이 자료만으로는 경기도 일

부의 현황이므로, 전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영양관리 실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영양관리 개선을 위해 광범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요양시설의 

영양사 유무에 따른 영양관리 현황을 조사해 보았

다. 2011년 1월 5일∼2011년 1월 21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법인 83개 요양시설 영양사를 대상으로 우

편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회수된 34개 요양시설

의 설문지 결과로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영양관리 

현황 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34개의 설문지를 이용,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등급과 시설의 영양사 유무, 
식단작성 여부와 식사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34개 요양시설에 입소한 일부 노인 163명 중 신장과 

체중의 측정치 기록이 안 된 대상을 제외한 149명
을 대상으로 MNA(Mini Nutritional Assessment)를 통

해 간이영양판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MAN 결과가 

어떤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영양불

량위험인자(risk factor of malnutrition)와 질환 보유 

정도와 MNA score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
상자 구성을 살펴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 70.6%, 영
양사가 없는 군 29.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34개 요양시설 중 응답자의 64.7%는 영양사였으

며, 40대가 41.2%로 가장 많았다. 영양사가 있는 

군의 연령은 40대＞30대 순으로 많은 반면, 영양

사가 없는 군은 40대＞50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
력은 1∼3년이 29.4%로 가장 많았다. 자격증(면
허) 소지도 영양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순

으로 나타났다.
2. 영양사 유무에 따른 식단 관리 및 영양상담 관리

를 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은 영양사가 식단을 

100%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양사가 없

는 군은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

원 등이 식단 작성 70%, 다른 시설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받음 20%, 외부와 협약해서 받는 식

단 10%로 나타났다(P＜0.001). 치료 식단을 별도

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있는 군은 

45.8%가 치료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영양상담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은 70.8%, 영양사

가 없는 군도 70.0% 영양상담 및 영양관리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영양사가 없는 군의 경우 

대부분 영양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비전문인이 

영양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질병과 식사요법 실

시 여부를 보면, 뇌졸중(중풍)을 앓고 있는 대상

자는 36명(24.2%)으로 이 중에 3명(8.3%)이 식사

요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질환의 

경우는 16명(10.7%) 중에 1명(6.3%), 고혈압의 경

우는 88명(59.1%) 중에 27명(30.7%), 당뇨병의 경

우는 35명(23.5%) 중에 11명(31.4%)으로 나타났다.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는 16명(10.7%) 중에 1
명(6.3%)이 식사요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양사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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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반면, 
식사요법 실시 여부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식사

요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영양사 유무에 따른 요양시설 노인의 MNA 항목

별 점수를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체중감소, 신체 

이동 능력, 식사 상태에서 유의적인 차이(P＜0.05)
가 있었다. MNA 결과에 따라 영양불량 판정에 

사용되는 항목과의 상관관계는 체질량지수, 상완

둘레, 장딴지둘레, 최근 식욕감소/치아문제/소화 장

애 등의 문제점, 3개월 동안 1∼3 kg 정도의 체

중감소정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영양판정 결과, 
영양불량 5.4%, 영양불량 위험상태 36.9%, 영양상

태 양호 57.7%로 나타났다. 영양사 유무에 따른 

영양판정 결과를 보면 영양사가 있는 군은 영양

상태 양호 59.0%＞영양불량 위험 35.5%＞영양불

량 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없는 군도 

영양상태 양호 53.9%＞영양불량 위험 41.0%＞영

양불량 5.1%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시설요양서비스

를 받고 있는 노인 중 현재 질환을 앓고 있어도 그

에 맞는 식이요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제공되는 식단들이 

전문적인 영양지식을 배우지 못한 비전문인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영양이나 위생문제, 영양전문가로부

터의 영양 상담이나 교육, 전문적인 영양서비스 부

재로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도의 영양관리 운영이 계속

될 경우, 앞으로도 많은 노인들의 등급이 나빠지거

나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노인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노인들의 질병을 예방

하고 현재 상태를 관리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영양전문가

에 의한 식단제공이나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프로

그램 등과 같은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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