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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ffectively apply the nutrition and hygiene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ly aged 65 years and above.
Methods: The first study was conducted by enrolling 121 willing elderly subjects from welfare 
centers in four regions of Chungbuk. The second study included 347 people from 10 regions of 
Chungbuk.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version 12.0) and SAS (version 9.2) programs.
Results: Most participants in both studies were women, ranging from 70-79 years of age. In 
the first study, the performance rates of subjects, after imparting the education on hygiene, 
eating habits, and nutritional knowledg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or all factors. Goesan 
and Boeun areas were highly effective in hygiene practice and eating habits after education. 
In the second study, Chungju had the most educational effect on hygiene education, with a 
score of 6.41 points before education and 7.68 points after education. The greatest impact of 
education on eating habits was obtained at Goesan, with 9.23 points and 11.26 points before 
and after education, respectively. Large regional differences were determined for the effect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nutritional knowledge, the combined average score of Boeun 
and Goesan showed a maximum increase after education. When considering satisfaction, the 
scores of Cheongju and Jeungpyeong increased the most after education, whereas Goesan 

J Nutr Health. 2022 Jun;55(3):390-405
https://doi.org/10.4163/jnh.2022.55.3.390
eISSN 2288-3959

Research Article

Effects of nutrition and hygiene 
education program on healthy eating 
habits and behavior of the elderly in 
Chungbuk
Je-ok Yeon  1,2, Byung-chun Song  2, Kyung-Jin Yeum  2, Myoung-sook Kim  3, 
and Mi-young Lee  4

1Chungju Medical Center Chungju, Chungju 27486, Korea
2Department of Food Science, Konkuk University, Chungju 27478, Korea
3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4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net, Cheongju 28515, Korea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수행이 충북지역 
노인의 건강한 식습관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제옥  1,2, 송병춘  2, 염경진  2, 김명숙  3, 이미영  4

1충청북도 충주의료원
2건국대학교 식품학과
3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충청북도청

Received: Jan 28, 2022
Revised: Apr 24, 2022
Accepted: May 18, 2022
Published online: Jun 21, 2022

Correspondence to
Je-ok Yeon
Chungju Medical Center Chungju, Chungju 
27486, Korea; Department of Food Science, 
Konkuk University, Chungju 27478, Korea.  
Tel: +82-43-871-0571
Email: jeok004@hanmail.net

© 2022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iDs
Je-ok Yeon 
https://orcid.org/0000-0003-3529-1365
Byung-chun Song 
https://orcid.org/0000-0002-8500-1242
Kyung-Jin Yeum 
https://orcid.org/0000-0002-7846-0272
Myoung-sook Kim 
https://orcid.org/0000-0003-0533-5996
Mi-young Lee 
https://orcid.org/0000-0002-0583-6216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Chungcheongbuk-do provincial subsidies.
This research is part of a master’s thesis.

https://e-jnh.org

https://orcid.org/0000-0003-3529-1365
https://orcid.org/0000-0002-8500-1242
https://orcid.org/0000-0002-7846-0272
https://orcid.org/0000-0003-0533-5996
https://orcid.org/0000-0002-0583-6216
https://orcid.org/0000-0003-3529-1365
https://orcid.org/0000-0002-8500-1242
https://orcid.org/0000-0002-7846-0272
https://orcid.org/0000-0003-0533-5996
https://orcid.org/0000-0002-0583-6216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163/jnh.2022.55.3.390&domain=pdf&date_stamp=2022-06-21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https://orcid.org/0000-0003-3529-1365
https://orcid.org/0000-0003-3529-1365
https://orcid.org/0000-0002-8500-1242
https://orcid.org/0000-0002-8500-1242
https://orcid.org/0000-0002-7846-0272
https://orcid.org/0000-0002-7846-0272
https://orcid.org/0000-0003-0533-5996
https://orcid.org/0000-0003-0533-5996
https://orcid.org/0000-0002-0583-6216
https://orcid.org/0000-0002-0583-6216


Conflict of Interest
There are no financial or other issues that 
might lead to conflict of interest.

showed that the average scores before and after education were close to perfect. Surprisingly, 
the Okcheon area, whe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ducational effect after the 
education program in the first study,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for all factors after the 
second education program. The current study indicates that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are essential for improving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ly.
Conclusion: Therefore, continuous nutrition and hygiene education programs are 
recommended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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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출생률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15.7%로 이
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도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충북의 고령 인구
는 이미 2020년 18.0%에 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60년에는 4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충북은 2020년 전남 (23.5%), 경북 (21.7%), 전북 (21.4%), 강원 (20.7%)

에 이어 전국에서 고령화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1]. 고령자의 식생활은 단조로운 식사패
턴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자는 다
양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더욱 취약하다 [2].

또한 국내 고령자의 영양부족 문제는 가족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경
우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전체 식품군의 섭취빈도가 낮아 영양결핍의 우려가 있다. 노인의 

올바른 식행동은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3]. 생활환경에 적응하여 

형성된 식습관은 심신적 욕구 충족의 수단이나 개인의 기호 문제라기보다 문화적인 행동으
로 간주하며,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식사횟수, 기호도, 식사습관 등의 식행동을 가져온다 [4].

식습관은 개인의 식품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섭취하는 음식의 질이나 양을 좌우
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5]. 이에 영양교육을 진행하
는데 있어 생활태도와 식행동을 확립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의 변화가 중요하다. 조리교육
은 지식보급과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행동변화가 중요하고, 이것을 실천하여 생활태
도나 행동의 변화로 실천하도록 이끌어준다 [6]. 또한 조리하는 동안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
에 학습에 효과적이며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조리교육은 변화하
는 21세기 교육적 요구 측면에서도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7]. 영양교육은 교육 

대상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식행동을 습득하여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건강증진을 위
해 건전한 식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없
으므로 대상자의 영양문제나 요구도를 알아본 후 교육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 또한 노년기가 될수록 건강행위 실천의 생활습관화를 위해 지속적 프로그램으
로 행동변화를 시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행위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거나 그 방
법을 알지 못해서 건전한 생활양식 습득이나 행동변화가 어렵다.

그러므로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정립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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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
램을 통하여 식습관, 영양지식,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노인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1차연구는 2018년 4월–7월까지 (4개월) 충북 농촌지역 4곳 (괴산, 보은, 옥천, 진천 

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 중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 총 121명 (남자 18명, 여자 103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각 지역 복지관에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각 지역별 4주씩 매주 1회 3시간씩, 월 4회 실습을 병행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 2차연구는 

2019년 4월–10월까지 (6개월) 1차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연구 참여 4개 지
역을 포함하여 충북 총 10개 지역 (충주, 청주, 제천, 증평, 음성,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진천)

으로 확대하여 총 347명 (남자 72명, 여자 2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년도 설문의 영양지식 

문항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지식 향상 평가를 위해 1차년도 내용을 보완하여 문항 수를 

확대하였고 영양교육은 조리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
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7001355-202112- HR-493) 실시되었다.

교육내용 및 방법
1, 2차연구의 교육구성은 각 지역별 주 1회씩 4주간 (1개월) 실시하였고, 교육시간은 총 3시간
으로 이론교육 구성은 1, 2차 다르게 구성하였고, 조리실습은 이론 교육주제에 맞는 조리법
으로 식습관개선과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재료로 구성하였고 식사 섭취량이 낮은 농촌지
역 노인의 단조로운 조리법을 개선시키고자 조리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조리실습을 시연
하여 실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1차연구의 교육내용은 안전한 식품사용,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 개인위생과 손씻기 등의 위
생교육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암예방 식생활, 간질환 예방 식생활, 고혈압과 당
뇨병 예방)으로 구성하였고, 실습식단은 (도토리묵채소무침, 꼬막통들깨무침, 양파참치샌
드위치, 닭가슴살 오색무침)으로 구성하였다. 2차연구는 2회 연속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한 4개 지역과 처음 참여한 6개 지역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1, 2차년도에 연속 참여한 4

개 지역 (괴산, 보은, 옥천, 진천)의 위생교육은 올바른 냉장고 저장법, 주방용기의 올바른 사
용법을 포함한 식품을 안전하게 손질하기 등으로 하였고, 영양교육은 1차 만성질환 교육의 

실천법을 강조한 단맛줄이기, 나트륨바로알기, 골다공증 예방, 뇌혈관질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건강보조식품의 올바른 섭취 등 내용 구성을 다르게 하였다. 조리실습은 샌드위치
와 큐브치즈샐러드 등 한끼식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2차년도에 처음 참여 6개 지역은 

1차연구의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영양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에서 개발한 65세 이상 노인영양지수 

(NQ) 조사지를 기초로 중요 문항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1차년도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 사항은 성별, 연령, 지역과 식품위생교육 경험의 빈도를 내용으로 하였고 식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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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영양지식, 위생, 만족도 분야로 구성하였다. 위생관련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올바른 손 씻
기나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 여부를 묻는 구성으로 ‘예’가 높을수록 위생적 실행이 높음을 의
미한다. 식습관 관련 설문내용은 총 6문항으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다양한 식품섭취를 묻
는 문항으로 ‘예’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음을 의미한다. 영양지식관련 문항은 총4문항
으로 튀긴 음식섭취와 소금·간장 추가사용 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니다’로 응답이 많을
수록 영양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육만족도 문항도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교육의 만족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차연구의 설문지 내용은 성명, 성별, 연령, 지역을 조사하였고 특히 진단받은 질병 유무와 

종류를 포함하였다. 영양지식 설문조사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지식 향상 평가를 위해 

1차연구 내용을 보완하여 문항 수를 확대하였고 잡곡밥 섭취여부, 시금치, 미나리 등의 칼륨 

성분 지식여부와 비타민과 영양제 복용의 건강여부, 식이섬유소의 혈압관련 여부를 세분화
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영양지식 점
수를 산출하였다. 위생 문항은 1차연구 내용과 같게 구성하였고 식습관 관련 문항은 당류와 

염분섭취를 포함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차연구에서 부가적으로 교육만족도를 점수
화 하였다.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1차연구 자료는 SPSS (versio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교육 전과 후 변인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paired t-test 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2차연구 자료
분석 방법은 SAS (version 9.2) program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지역별 차이의 명목척도는 χ2-test와 연속변수는 ANOVA

로, 사후검증은 Duncan multiple test로 검증하였고, 영양교육 전과 후 차이의 유의성은 paired 

t-test 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과

1차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는 총 121명으로 여자 103

명 (85.1%), 남자 18명 (14.9%)으로 대부분 여성노인이었다. 연령은 60–69세 11.6%, 70–79세 

69.4%, 80세 이상은 19.0%로 70–79세가 가장 많았다. 각 지역별 (괴산, 보은, 옥천, 진천) 대상
자는 28명–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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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in Chungcheongbuk-do by gender and age
Target distribution Total Goesan Boeun Okcheon Jincheon
Male 18 (14.9) 8 (28.6) 5 (3.6) 1 (3.6) 4 (12.9)
Female 103 (85.1) 20 (71.4) 29 (96.4) 27 (96.4) 27 (87.1)
Age (yrs)

60–69 14 (11.6) 6 (21.4) 2 (5.9) 1 (3.6) 5 (16.1)
70–79 84 (69.4) 18 (64.3) 24 (70.6) 21 (75.0) 21 (67.8)
80+ 23 (19.0) 4 (14.3) 8 (23.5) 6 (21.4) 5 (16.1)

Total 121 (100) 28 (100) 34 (100) 28 (100) 31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차연구 대상자의 식품위생교육 경험
충청북도 4개 지역 노인의 식품위생교육 경험을 결과는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식품위생 교육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전체 73.6%였다. 진천은 식품위생 교육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1.9%

로 높았으나 괴산, 옥천, 보은은 대상자의 20%만이 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연구 조리실습 병행 영양교육 효과
1차연구 조리실습 병행 영양교육 효과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위생 문항에서 교육 

전·후 응답빈도 변화는 ‘예’가 올바른 대답으로 ‘나는 식사 전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합
니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교육 전 78.5%가 교육 후 92.6%로 나타났고 (p < 0.01), ‘나는 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 합니다’는 교육 전 81.8%에서 교육 후 91.7%로 (p < 0.05), ‘나는 채소나 과일
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 섭취 합니다’는 교육 전 90.9%에서 교육 후 99.2%로 (p < 0.01) 높
아졌다. 이와 같이 위생은 전체적으로 실천률이 교육 후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변화를 보면 ‘나는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가 교육 후 87.6%에서 94.2%로 증가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5), ‘나는 쌀밥보다 현미잡곡밥을 즐겨 먹습니다’는 교육 전 

76.9%에서 교육 후 89.3%로 증가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나는 고기, 생선, 계
란, 콩 제품 반찬을 매끼 먹습니다’는 교육 전 38.8%보다 교육 후 76.0%로 37.2%가 증가되어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01), 또한 ‘나는 다양한 제철 과일을 매일 먹습니다’에서는 교육 전 

55.4% 에서 교육 후 78.5%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01), ‘나는 우유, 요구르트
나 치즈를 매일 먹습니다’는 교육 전 43.0% 였으나 교육 후 67.8%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영양지식문항 에서 ‘나는 짠 음식, 짠 국물을 즐겨 먹습니다’는 ‘아니요’가 교육 전 

73.6%에서 교육 후 86.8%로 높아졌고 (p < 0.01), ‘나는 살코기보다 지방이 있는 부위를 즐겨 먹
습니다’ 역시 교육 전 68.6%에서 교육 후 79.3%로 ‘아니요’가 높아졌다 (p < 0.05).

1차연구 조리실습 병행 영양교육 전·후 지역별 효과 점수 비교
1차연구 조사대상 4개 지역 (괴산, 보은, 옥천, 진천)의 위생, 식습관과 영양지식 관련 문항을 

점수화하여 교육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위생은 ‘예’ 1점,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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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od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of the first study. 
Ratio for having experience in food hygiene education were expressed as percent (%) of total subjects.



0점으로 총점 4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식습관과 영양지식은 총점 10점으로 점수화하여 올바
른 식습관과 영양지식은 1점,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과 영양지식은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위생에 관한 문항점수는 전체 지역 간 교육 전 3.48점에서 교육 후 3.81점으로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p < 0.001).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필수적인 분야로 각 문항에서 위생 

실천률이 높은 곳은 괴산과 보은, 진천에서 가장 유의적으로 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항별 교육 전·후 변화는 괴산이 식사 전 올바른 손 씻기 수행률이 교육 전 0.71점에서 

교육 후 0.96점 (p < 0.05)으로 변화를 보였고, 채소 과일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 섭취하
는 응답은 괴산과 보은이 교육 전·후 각각 0.82점에서 1.00점, 0.88점에서 1.00점 (p < 0.05)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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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in parallel with cooking practice
Division Classification question Education p-value

Before (n = 121) After (n = 121)
Yes No Yes No

Hygiene I make it a habit to wash my hands for at least 30 seconds before eating. 95 (78.5) 26 (21.5) 112 (92.6) 9 (7.4) **

When I buy food, I check the expiration date. 99 (81.8) 22 (18.2) 111 (91.7) 10 (8.3) *

I wash vegetables and fruits 3 times or more under running water. 110 (90.9) 11 (9.1) 120 (99.2) 1 (0.8) **

I always keep leftover side dishes in the refrigerator. 117 (96.7) 4 (3.3) 118 (97.5) 3 (2.5) NS
Eating habits I have three meals a day regularly. 106 (87.6) 15 (12.4) 114 (94.2) 7 (5.8) *

I like to eat brown rice mixed grain rice rather than rice. 93 (76.9) 28 (23.1) 108 (89.3) 13 (10.7) **

I eat meat, fish, eggs, and soy products at every meal. 47 (38.8) 74 (61.2) 92 (76.0) 29 (24.0) ***

I eat at least two vegetable side dishes except for every meal of kimchi. 104 (86.0) 17 (14.0) 113 (93.4) 8 (6.6) NS
I eat a variety of seasonal fruits every day. 67 (55.4) 54 (44.6) 95 (78.5) 26 (21.5) ***

I eat milk, yogurt or cheese every day. 52 (43.0) 69 (57.0) 82 (67.8) 39 (32.2) ***

Nutrition 
knowledge

I add more salt and soy sauce to my food. 22 (18.2) 99 (81.8) 21 (17.4) 100 (82.6)
I like to eat salty food and salty broth. 32 (26.4) 89 (73.6) 16 (13.2) 105 (86.8) **

I like to eat fatty cuts over lean meat. 38 (31.4) 83 (68.6) 25 (20.7) 96 (79.3) *

I like to eat fried food (jeon, pancake, tempura). 25 (20.7) 96 (79.3) 34 (28.1) 87 (71.9) NS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subjects (%).
*p < 0.05, **p < 0.01, ***p < 0.001, NS by Mc-Nemar’s test (NS: not significant).

Table 3. Regional survey before and after nutrition education with cooking practice
Division Classification question Total  

(n = 121)
Goesan  
(n = 28)

Boeun  
(n = 34)

Okcheon  
(n = 28)

Jincheon  
(n = 31)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Hygiene I make it a habit to wash my hands for at least 30 

seconds before eating.
0.791) 0.93** 0.71 0.96* 0.79 0.91 0.82 0.86 0.81 0.97

When I buy food, I check the expiration date. 0.82 0.92** 0.82 0.93 0.74 0.88 0.86 0.89 0.87 0.97
I wash vegetables and fruits 3 times or more under 
running water.

0.91 0.99** 0.82 1.00* 0.88 1.00* 0.93 0.96 1.00 1.00

I always keep leftover side dishes in the refrigerator. 0.97 0.98 0.93 0.96 0.94 0.94 1.00 1.00 1.00 1.00
Total score (4 points) 3.48 3.81*** 3.29 3.86** 3.35 3.74* 3.61 3.71 3.68* 3.94

Eating habits I have three meals a day regularly. 0.88 0.94* 0.89 0.93 0.91 1.00 0.79 0.82 0.90 1.00
I like to eat brown rice mixed grain rice rather than rice. 0.77 0.89*** 0.82 0.82 0.71 0.91* 0.75 0.82 0.81 1.00*

I eat meat, fish, eggs, and soy products at every meal. 0.39 0.76*** 0.29 0.79** 0.24 0.76** 0.46 0.50 0.58 0.97***

I eat at least two vegetable side dishes except for every 
meal of kimchi.

0.86 0.93 0.93 0.96 0.82 0.91 0.82 0.86 0.87 1.00*

I eat a variety of seasonal fruits every day. 0.55 0.79*** 0.54 0.86** 0.59 0.82* 0.46 0.50 0.61 0.94**

I eat milk, yogurt or cheese every day. 0.43 0.68*** 0.43 0.61 0.50 0.68 0.43 0.43 0.35 0.97***

Nutrition 
knowledge

I add more salt and soy sauce to my food. 0.82 0.83 0.89 0.86 0.71 0.74 0.82 0.82 0.87 0.90
I like to eat salty food and salty broth. 0.74 0.87** 0.89 0.93 0.59 0.85** 0.79 0.82 0.71 0.87
I like to eat fatty cuts over lean meat. 0.69 0.79** 0.68 0.75 0.47 0.79** 0.86 0.86 0.77 0.77
I like to eat fried food (jeon, pancake, tempura). 0.72 0.79 0.68 0.71 0.62 0.68 0.89 0.89 0.71 0.87
Total score (10 points) 6.83 8.26*** 7.04 8.21** 6.15 8.15** 7.07 7.32 7.19 9.29***

1)Mean value of responses (Yes:1, No:0), *p < 0.05,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로 변화를 나타냈다. 식습관과 영양지식 총점은 교육 전 6.83점에서 8.26점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특히, 진천지역은 교육 전 7.19점에서 9.29점으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01), 교육 전 점수도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괴산지역의 총점은 교육 전 7.04점에서 교육 

후 8.21점으로 높아졌으며 (p < 0.01), 보은은 교육 전 6.15점에서 교육 후 8.15점으로 높았다 

(p < 0.01). 각 문항의 지역별 식습관의 교육 전·후 효과 점수를 비교해 보면 ‘나는 고기, 생선, 

계란, 콩 제품 반찬을 매끼 먹습니다’에서 진천지역은 교육 전 0.58점에서 교육 후 0.97점 (p 

< 0.001)으로 높아졌고 괴산은 교육 전 0.29점에서 교육 후 0.79점 (p < 0.01)으로 높아졌으며, 

보은도 교육 전 0.24점에서 교육 후 0.76점 (p < 0.01)으로 높게 나타나 세 지역은 교육의 효과
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지역 간 교육 전·후 차이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나는 우유, 요
구르트나 치즈를 매일 먹습니다’ 문항에서는 진천지역이 교육 전 0.35점에서 교육 후 0.97점 

(p < 0.001)으로 교육 효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나는 다양한 제철과일을 먹습니다’ 문
항에서는 괴산과 진천은 교육 전·후 각각 0.54점에서 0.86점, 0.61점에서 0.94점 (p < 0.01)으
로 각각 높아졌고, 보은도 교육 전 0.59점에서 0.82점 (p < 0.05)으로 높아졌다. 또한 ‘나는 쌀
밥보다 현미 잡곡밥을 즐겨 먹습니다’의 문항은 진천지역이 0.81점에서 1.00점 (p < 0.05)으로 

교육 후 높아졌으며, 보은도 교육 전 0.71점에서 교육 후 0.91점 (p < 0.05)으로 나타났다. 영양
지식문항에서 보은지역이 ‘나는 짠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에 ‘아니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
의적으로 (p < 0.01)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나는 살코기보다 지방이 있는 부위를 즐겨 먹습니
다’에서 교육 효과가 유의미한 (p < 0.01) 결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1차연구에서는 진천지역은 교육 전 점수가 높았고 교육 후 효과도 가장 높았다. 

괴산과 보은지역도 교육 후 위생실천과 식습관에서 높은 교육 효과가 나타났다. 1차연구 결
과에서 각 지역별 노인들의 조리실습을 병행한 영양교육효과가 식습관 행동변화로 나타났
으나 옥천지역의 교육 효과는 큰 차이가 없어 더욱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2차연구로 진행하였다.

2차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차연구는 충북 총 10개 지역 (충주, 청주, 제천, 증평, 음성,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진천)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전체 347명으로 남자 72명 (20.8%), 여자 275명 (79.3%)이었
다. 평균 연령은 74.0세였으며, 60-69세 21%, 70-79세 61.4%, 80세 이상 17.6%로 70-79세가 가
장 많았다.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227명 (65.4%)으로 전체의 65%가 질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가운데 1개의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154명으로 44.4%이었으며, 2개
인 경우는 17.6%, 3개인 경우는 2.6%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고혈
압이 151명 (43.5%)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63명 (18.2%), 골다공증 49명 (14.1%), 심뇌혈관
질환 27명 (7.8%) 순으로 나타났다. 2차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2차연구 조리실습병행에 따른 영양교육 효과
2차년도 조리실습병행에 따른 영양교육의 효과는 Fig. 2와 같다. 교육 전보다 교육 후 대상자
의 위생은 0.86점 (p < 0.001), 식습관은 1.34점 (p < 0.001) 높아졌고 영양지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26점 (p < 0.001), 0.61점 (p < 0.001) 상승되어 전반적으로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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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구 지역별 조리실습병행 영양교육 전·후 위생, 식습관, 영양지식, 만족도 변화
지역별 조리실습을 병행한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위생, 식습관, 영양지식과 만족도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결과 위생은 총4개 문항 8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충주는 교육 전 6.41점에서 

7.68점으로 가장 큰 교육효과가 나타났고, 괴산은 6.59점에서 7.67점으로, 증평은 6.12점에서 

7.24점으로, 제천은 6.38점에서 7.41점으로, 보은은 6.38점에서 7.62점으로 (p < 0.001), 큰 교육
의 변화를 보였으며, 청주와 옥천 지역은 교육 전 6.31점에서 7.26점과 7.00점에서 7.67점의 (p 

< 0.01)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단양은 교육 전과 후 평균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진천지역은 교육 전 위생점수가 높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Fig. 3).

식습관의 경우 총 7개 문항 14점으로 점수화하였을 때 (Fig. 4) 괴산의 합산평균 점수가 교육 

전 9.23점에서 교육 후 11.26점으로 가장 큰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 충주는 9.00점에서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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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n second study
Division Total  

(n = 347)
Chungju  
(n = 34)

Cheongju  
(n = 35)

Jeungpyeong 
(n = 34)

Goesan  
(n = 39)

Eumseong  
(n = 31)

Danyang  
(n = 30)

Jecheon  
(n = 34)

Okcheon  
(n = 39)

Boeun  
(n = 34)

Jincheon  
(n = 37)

p- 
value

Gender ***

Male 72 (20.8) 7 (20.6) 7 (20.0) 8 (23.5) 9 (23.1) 6 (19.4) 9 (30.0) 16 (47.1) 2 (5.1) 7 (20.6) 1 (2.7)
Female 275 (79.3) 27 (79.4) 28 (80.0) 26 (76.5) 30 (76.9) 25 (80.7) 21 (70.0) 18 (52.9) 37 (94.9) 27 (79.4) 36 (97.3)

Average age 74.0 ± 5.8 73.7 ± 5.6abc 74.3 ± 5.0abc 71.6 ± 6.1c 72.6 ± 5.7bc 72.0 ± 5.2c 73.6 ± 6.5abc 76.5 ± 4.9a 76.1 ± 6.5a 75.1 ± 6.4ab 74.1 ± 
4.1abc2)

**3)

Age distribution
60–69 73 (21.0) 8 (23.5) 5 (14.3) 12 (35.3) 12 (30.8) 11 (35.5) 9 (30.0) 1 (2.9) 4 (10.3) 8 (23.5) 3 (8.1) NS
70–79 213 (61.4) 21 (61.8) 25 (71.4) 17 (50.0) 23 (59.0) 18 (58.1) 14 (46.7) 25 (73.5) 23 (59.0) 17 (50.0) 30 (81.1) **

80+ 61 (17.6) 5 (14.7) 5 (14.3) 5 (14.7) 4 (10.3) 2 (6.5) 7 (23.3) 8 (23.5) 12 (30.8) 9 (26.5) 4 (10.8) NS
Illness **

Yes 227 (65.4) 24 (70.6) 17 (48.6) 15 (44.1) 31 (79.5) 23 (74.2) 22 (73.3) 22 (64.7) 23 (59.0) 20 (58.8) 30 (81.1)
No 120 (34.6) 10 (29.4) 18 (51.4) 19 (55.9) 8 (20.5) 8 (25.8) 8 (26.7) 12 (35.3) 16 (41.0) 14 (41.2) 7 (18.9)

Number of diagnosed diseases NS
0 120 (34.6) 10 (29.4) 18 (51.4) 19 (55.9) 8 (20.5) 8 (25.8) 8 (26.7) 12 (35.3) 16 (41.0) 14 (41.2) 7 (18.9)
1 154 (44.4) 16 (47.1) 13 (37.1) 7 (20.6) 20 (51.3) 18 (58.1) 13 (43.3) 14 (41.2) 17 (43.6) 13 (38.2) 23 (62.2)
2 61 (17.6) 6 (17.7) 3 (8.6) 6 (17.7) 9 (23.1) 5 (16.1) 6 (20.0) 7 (20.6) 5 (12.8) 7 (20.6) 7 (18.9)
3 9 (2.6) 2 (5.9) 0 (0.0) 2 (5.9) 2 (5.1) 0 (0.0) 2 (6.7) 1 (2.9) 0 (0.0) 0 (0.0) 0 (0.0)
4 2 (0.6) 0 (0.0) 1 (2.9) 0 (0.0) 0 (0.0) 0 (0.0) 1 (3.3) 0 (0.0) 0 (0.0) 0 (0.0) 0 (0.0)
5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0 (0.0) 0 (0.0)

Diagnosed disease1)

Cancer NS
No 323 (93.1) 32 (94.1) 33 (94.3) 34 (100.0) 33 (84.6) 29 (93.6) 26 (86.7) 31 (91.2) 37 (94.9) 33 (97.1) 35 (94.6)
Yes 24 (6.9) 2 (5.9) 2 (5.7) 0 (0.0) 6 (15.4) 2 (6.5) 4 (13.3) 3 (8.8) 2 (5.1) 1 (2.9) 2 (5.4)

Hypertension NS
No 196 (56.5) 15 (44.1) 25 (71.4) 21 (61.8) 18 (46.2) 17 (54.8) 17 (56.7) 21 (61.8) 24 (61.5) 20 (58.8) 18 (48.7)
Yes 151 (43.5) 19 (55.9) 10 (28.6) 13 (38.2) 21 (53.9) 14 (45.2) 13 (43.3) 13 (38.2) 15 (38.5) 14 (41.2) 19 (51.4)

Diabetes mellitus NS
No 284 (81.8) 29 (85.3) 30 (85.7) 30 (88.2) 35 (89.7) 30 (96.8) 24 (80.0) 25 (73.5) 29 (74.4) 25 (73.5) 27 (73.0)
Yes 63 (18.2) 5 (14.7) 5 (14.3) 4 (11.8) 4 (10.3) 1 (3.2) 6 (20.0) 9 (26.5) 10 (25.6) 9 (26.5) 10 (27.0)

Liver disease *

No 345 (99.4) 34 (100.0) 35 (100.0) 34 (100.0) 39 (100.0) 31 (100.0) 30 (100.0) 32 (94.1) 39 (100.0) 34 (100.0) 37 (100.0)
Yes 2 (0.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5.9) 0 (0.0) 0 (0.0) 0 (0.0)

Osteoporosis **

No 298 (85.9) 29 (85.3) 32 (91.4) 29 (85.3) 29 (74.4) 22 (71.0) 22 (73.3) 32 (94.1) 36 (92.3) 34 (100.0) 33 (89.2)
Yes 49 (14.1) 5 (14.7) 3 (8.6) 5 (14.7) 10 (25.6) 9 (29.0) 8 (26.7) 2 (5.9) 3 (7.7) 0 (0.0) 4 (10.8)

Cardiovascular disease NS
No 320 (92.2) 31 (91.2) 32 (91.4) 31 (91.2) 36 (92.3) 29 (93.6) 26 (86.7) 32 (94.1) 37 (94.9) 31 (91.2) 35 (94.6)
Yes 27 (7.8) 3 (8.8) 3 (8.6) 3 (8.8) 3 (7.7) 2 (6.5) 4 (13.3) 2 (5.9) 2 (5.1) 3 (8.8) 2 (5.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D.
1)Multiple responses; 2)Value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by ANOVA adjusted fo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NS (not significant) by χ2 test;3)**p < 0.01 by ANOVA test.



점으로, 증평은 8.50점에서 10.32점으로, 보은은 교육 전 8.53점에서 교육 후 11.09점으로 (p < 

0.001) 지역별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는 교육 전 8.80점에서 9.97점으로 옥천은 

9.95점에서 교육 후 11.21점으로 (p < 0.01) 유의적인 교육 효과를 보였으며, 옥천은 교육 전, 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성은 9.45점에서 10.19점으로, 단양은 8.53점에서 9.47점으로 제
천은 9.44점에서 10.21점으로 유의적인 (p < 0.05) 교육 효과를 보였고, 진천은 교육 전 9.51점에
서 교육 후 10.03점으로 교육 전, 후 평균점수는 다소 증가 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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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in combined with cooking practice in the second study. 
Scores for responses according to the theme of questionnaires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01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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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hygiene practice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Scores for responses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영양지식은 Fig.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6개 문항 6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보은과 괴산의 

합산 평균 점수가 교육 후 가장 크게 증가되었다. 충주 3.97점에서 5.38점으로, 청주 3.97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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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eating habit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Scores for responses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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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nutritional knowledge of the elderly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Scores for responses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서 5.40점으로, 증평 3.71점에서 5.44점으로, 괴산 3.85점에서 8.74점으로, 옥천은 4.05점에서 

5.28점으로, 보은은 교육 전 3.74점에서 교육 후 5.65점으로 (p < 0.001) 가장 큰 교육의 효과를 

보였고, 음성은 교육 전 4.58점에서 교육 후 5.19점으로, 단양은 교육 전 3.80점에서 교육 후 

4.87점으로 제천은 4.44점에서 5.15점으로 (p < 0.01)의 변화를 보였다. 진천지역은 교육 전 영
양 지식의 점수가 높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만족도는 Fig. 6 에서와 같이 총 4점 만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청주와 증평의 합산 평균 점수
가 교육 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괴산은 교육 전과 후의 합산 평균 점수가 모두 만점에 가깝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는 교육 전 3.15점에서 3.88점으로, 청주는 2.63점에서 4.00점
으로, 증평은 2.76점에서 4.00점으로, 옥천은 3.36점에서 3.97점으로, 보은은 3.15점에서 3.94

점으로 (p < 0.001) 유의적인 교육의 효과를 보였다. 단양은 교육 전 3.37점에서 교육 후 3.87

점으로 (p < 0.01) 유의적인 교육효과를 보였고, 제천지역은 교육 전 3.56점에서 교육 후 3.82

점으로 교육 전·후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진천지역도 교육 전 만족도 점수가 높아 교육 전· 

후의 차이는 없었다 (p < 0.05). 교육 전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던 괴산지역은 교
육 전 3.97점에서 교육 후 3.95점으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2차연구의 지역별 위생, 식습
관, 영양지식, 만족도 변화 결과에서 위생은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제천, 보은 지역의 교육 

후의 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p < 0.001). 영양지식 지역별 변화에서는 6개 지역 (충주, 

청주, 증평, 괴산, 옥천, 보은) 노인의 영양지식의 변화가 (p < 0.001) 높았고, 음성, 제천, 단
양, 제천 4개 지역의 변화는 유의적 (p < 0.01) 이었다. 지역별 식습관의 변화에서는 충주, 괴
산, 증평, 보은 4개 지역에서 가장 높은 (p < 0.001) 변화를 보였고, 만족도는 충주, 청주, 증평, 

옥천, 보은 5개 지역의 만족도 (p < 0.001)가 가장 높았고, 괴산지역은 교육 전·후 만족도 차이
가 크게 없었는데 이는 교육 전 이미 만족도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1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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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Scores for responses according to regions in Chungcheongbuk-do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구 교육에서 교육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던 옥천지역이 위생 (p < 0.01), 식습관 (p < 0.01), 영
양지식 (p < 0.001), 만족도 (p < 0.001), 모든 항목에서 2차연구 교육 후 유의하게 향상되는 교
육 효과를 보였다.

교육 전·후 1, 2차 지역 위생, 식습관, 영양지식, 만족도 점수 차이
조리실습을 병행한 영양교육에 처음 참여한 지역과 2회 연속 참여한 지역의 교육효과를 보기 

위해 2차년도에 처음 참여한 6개 지역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증평, 음성) 총 198명을 1차지역
으로 하고, 1, 2차년도에 연속 참여한 4개 지역 (괴산, 보은, 옥천, 진천) 총 149명을 2차지역으
로 하여, 영양교육 전·후 1차지역과 2차지역의 위생, 식습관, 영양지식, 만족도 점수 차이를 비
교해 본 결과 위생은 교육 전 전체문항이 1차지역보다 2차연속 참여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중에서도 문항 1 (p < 0.001) 과 2 (p < 0.05) 그리고 합산평균점수가 (p < 0.01)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교육 후에는 문항1 (p < 0.01), 문항4 (p < 0.001) 그리고 합산평균점수가 (p < 

0.001) 1차지역보다 2차지역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전에는 1차지역보다 2

차지역의 위생 실행도가 높았고, 교육 후에도 위생 실행도가 1차보다는 2차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식습관은 교육 전 문항2에서만 1차지역보다 2차지역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교육 후에는 문항 2 (p < 0.05), 문항 3 (p < 0.001), 문항 4 (p < 0.05) 그리고 합산평균 

점수 (p < 0.001)가 1차지역 보다 2차지역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후 1차지
역보다 2차지역의 식생활 실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번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차지
역의 식생활 실천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지식은 교육 전 6개 문항 

및 합산평균이 1차지역과 2차지역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는 2차지역의 영양지
식 문항의 난이도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 후에는 문항1 (p <0.05)과 문항2 (p 

< 0.05)가 1차지역보다 2차지역의 점수가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도는 교육 전 

문항1 (p < 0.001), 문항2 (p < 0.001) 그리고 합산평균 점수 (p < 0.001) 모두 1차지역보다 2차지
역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후에는 전체문항 및 합산평균 점수 모두 1차지역과 2차지역 간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교육 후 1차지역과 2차지역 모두 만족도가 만점에 가깝게 높
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 전에는 위생과 만족도가 처음 참여한 1차지역보다 2회연속 참여한 2차지역의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후에도 위생과 식습관 점수가 1차지역보다 2차지역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2년 연속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역이 올해 처
음 실시한 지역보다 위생 및 식습관 개선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수록 교육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찰

본 연구의 1차연구에서는 2018년 4월–7월까지 (4개월) 충북 농촌지역 4곳 (괴산, 보은, 옥천, 진
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총 121명 (남자 18명, 여자 103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조리실습 병행 영양·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위
생실천과 식습관, 영양지식의 교육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차연구 조사는 2019년 4월–10

월까지 (6개월)을 1차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연구 참여지역을 포함하여 충북 

총 10개 지역 (충주, 청주, 제천, 증평, 음성,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진천)으로 확대하여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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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총 347명 (남자 72명, 여자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2차 연구대상자 대부분
이 여자노인으로 연령은 70–79세가 가장 많았다. 여자노인이 남자보다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선행연구인 Hong 과 Choi [11], Lim 등 [12], Yang [13]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7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은 (Lee [14], Lee 등 [1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는 2000년 7%에서 2018년 14%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던 영국 (47년), 미국 (73

년)보다 상당히 빠르고 일본 (24년)과 비교해도 매우 짧은 기간이다. 또한 2025년에는 고령사
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20.3%) 예상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고령화 속도이면 2030년 전 세
계적으로 34개국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1차 연구 조리실습 

병행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조사대상 4개 지역 모두 위생실천, 식습관과 영양지식의 모
든 항목에서 교육효과가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영양교육을 진행하
는데 있어 태도와 식행동을 확립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의 변화가 중요한데 [6] 특히 조리활
동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조작과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활동과정을 통해 인지학습, 사
회성 훈련 [16] 등 직접적 행동변화와 통합적 학습효과를 불러온다. 또한 조리활동을 통해 식
재료의 종류와 영양적 기능을 이해하고, 열량과 적절한 분량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양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만족감과 독립심을 갖게 해주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준다 [17]. 

조리를 통한 영양교육은 지식보급과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태도 행동변화가 중요하고 

이것을 실천하여 생활태도나 행동의 변화로 실천하도록 이끌어준다 [18].

위생실천의 각 문항별 정답률이 높은 곳은 괴산과 보은·진천 지역이었고 특히 교육 전 위생교
육 경험이 많다고 조사된 진천지역은 위생교육 경험이 많은 그룹과 비그룹의 비교 연구 [19]에
서 손씻기나,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 올바른 냉장고 보관 (p < 0.001)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식습관과 영양지식은 괴산과 보은지역이 대상자들의 지식
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문항별 항목 중 ‘고기, 생선, 콩류 섭취,’ ‘다양한 제철 과일 섭취,’ ‘유
제품 매일 섭취’가 교육실천 효과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노인의 영양섭취 상태를 연령별로 

비교해본 연구 [20]에서 75세 이상 고령이 될수록 영양 불량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리실습을 통한 직접경험으로 음식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 간의 협동과 창의성
을 통해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갖게 한 영양교육의 효과연구 [21]와 같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교육 후 효과가 가장 높았던 진천지역은 군 단위에서 ‘건강도시’를 지정하여 2008

년부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AFHC)에 가입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10여년이상 진행
하고 있고 [22]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교육이나 주민건강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여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괴산과 보은지역도 교육 후 위생실천과 식습관에
서 높은 교육 효과가 나타났다. 2차연구는 1차연구 지역을 포함하여 충북 1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지역별 위생, 식습관, 영양지식과 만족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1차와 2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지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단양지역은 교육 전 전반적인 평균 점수가 

낮았고 교육 후 평균 점수 변화에 유의적인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교육 효과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차별
화된 영양교육과 관공서나 보건소 등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식습관의 문항별 항목 중 식사의 규칙성 (p < 0.05) 문항은 식사 횟수와 규칙성에 ‘그렇다’가 

각각 83.5%, 86.4%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결과 [23,2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농촌지
역 노인 건강증진 식생활개선 프로그램 교육 결과 (p < 0.05) [25] 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영양지식의 지역별 비교에서도 1차와 2차 연속참여지역인 괴산이 가장 높았고, 단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이는 반복적 영양교육에 의한 영양 지식점수가 높은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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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26]. 결과적으로 조리실습 병행 영양교육 전과 후 위생, 식습관, 영양
지식, 만족도의 평가에서 1차와 2차 연속 참여지역인 괴산, 보은, 옥천 지역의 효과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영양교육이 식생활개선에 미치는 효과 [27,28]에서 식습관 (교
육 전 20.0%에서 교육 후 43.3%)과 영양지식 (교육 전 5.74점에서 교육 후 7.30점)이 대상자들의 

영양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와 같은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들은 자신의 현재 생활양
식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고 다른 인구집단보다 만성질환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식행동
이 쉽게 변화하거나 개선되기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29,30].

따라서 조리실습을 병행한 영양교육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자기관리
능력과 기초생활기술을 습득하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도움을 주며, 식품
을 소재로 한 조리활동은 통합적 교육효과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한다 [7,31]. 또
한 조리활동을 통해 교육 대상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식행동을 습득하여 건전한 식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올바른 식생활교육과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데 다양한 조리활동 교육
이 필요하다고 [25] 여겨진다. 이에 따라 노인의 영양교육에서도 질병 예방측면과 영양관리
에 초점을 두고 노인에게 적합한 교육매체인 조리활동을 병행한 영양교육이 지속적으로 시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정부차원의 조리활동을 활성화한 영양교육이 지속적
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노인들의 식습관 변화를 위한 영양교육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충북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의 조리실습을 병행한 영양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 위생, 

식습관, 영양지식,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1, 2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지역 (괴산, 보은, 

진천)이 위생, 식습관, 영양지식, 만족도 점수 모두 유의적 (p < 0.001)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고령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층의 식생활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영양교육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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