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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은 저하되

고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
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17년만인 2017년에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3%
로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Statistics 
Korea 2018).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65세 이상에서 사망
까지의 노년기 또한 길어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
년 기준 40세 남자는 향후 40.7년, 여자는 46.5년을 더 생존
할 것으로 보고되었다(Statistics Korea 2018). 이와 같이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년기가 점차 길어지면서 노인의 연령에

따라 생리적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노인
대상 연구에 있어 연령을 세분화하여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 중 특히, 미각의

변화는 식품 섭취에 영향을 주어 영양장애를 초래하거나 이

차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적인 위해 물질에 노
출될위험성을높이고, 무엇보다맛을통한즐거움을잃게함
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Schiffman 
SS 1997). 노인은 미각 기능이 저하되면서 미각에 대한 역치
는 높아지는데(Fukunaga A 등 2005), 이러한 변화는 식욕을
떨어뜨려 식품 섭취를 감소시키고, 영양상태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n Wymelbeke V 등 2009). 노인의 미
각 변화가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은

젊은 성인에 비해 맛의 예민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미각 변
화는 영양상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WY 
등 1997).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짠맛 기호도와 식습관
및 건강위험인자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노인의 짠

맛 기호도는 영양상태, 인지기능 및 활동성과 유의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MS 2014). Jiang L 등(2016)
은 연령별 짜게 먹는 식행동은 짠맛에 대한 역치나 미각 판

정치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Uota M 등(2016)
은노인의미각은음주, 고혈압, 치아 수 등과 관련성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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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인의 미각이나 맛 선호도의 변화는 식생활이나 영양상

태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미각 변화는 식품 선택이나 영양 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맛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Chyun JH 등 1994). 이와 같이 미각은 식품 섭취를 통해 삶
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De Jong N 등 1999)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미각 변화와

식생활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의 미각과 식습관은 노인 연령에 따라 다를 것으로생각되지

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세부적인 연령군에 따라 맛 선호도, 식행
동, 식습관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
으로써 노인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식생활 관리방안

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충청도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479명
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복수응답을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는제외하

고, 최종 408부의설문지를통계분석에이용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었다. 본 연
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NU IRB 2014-25)
을 받은 후 대상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받고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노인은 일반적으로 자가 설문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

여 조사원이 질문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면담법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Chyun JH 등 1994; 
Kim WY 등 1997)를 기준으로초안을 작성한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일반
사항, 맛에 대한 선호도, 식행동 및 식습관으로 분류하여 구
성하였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신장, 체중, 활동상태의질
문으로구성하였다. 맛에 대한선호도는단맛, 짠맛, 신맛, 쓴
맛, 매운맛에 대해 ‘매우 싫어한다’ 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행동은 식사빈도, 식사 준비자, 
식사시간, 식사의 규칙성, 최근 3개월 내 식사량 감소상태, 
식사 능력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식습관은 우유 및 유제품
을 매일 한 번 이상 먹는다, 콩제품 및 달걀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다, 생선 및 고기를 매일 한 번 이상 먹는다, 과일
및 채소를 매일 3번 이상 먹는다, 술과 커피의 섭취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자료는입력과정제과정을거친후 SAS program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의기술통계값을산출하였다. 남녀노인간변수의차
이는비연속변수일경우 χ2-test,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t-test를
실시하였다. 65세부터 96세까지의 연구대상자를 5세 단위의
연령군(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으로분류한후남자와여자노인의각연령군별모든변수의

차이는 비연속변수일 경우 χ2-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속변수
일경우에는 ANOVA test를실시한후유의성이나타난경우
에는 Duncan’s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특성
노인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일반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대상자 중 남자는 25.7%, 여자는 74.3%이었다. 평균 신
장, 체중및체질량지수는남자 166.6 cm, 64.9 kg, 23.3 kg/m2

이었고, 여자 154.4 cm, 55.3 kg, 23.1 kg/m2이었으며 남녀 모

두 각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자의 활동
상태는앉거나누워서활동(3.1%)하거나집에서만활동(4.3%)
하는 대상자보다 외출 활동(92.6%)하는 대상자 비율이 크게
높았으며, 연령군별 차이는 없었다(data not shown). 

2. 맛 선호도
노인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맛 선호도는 Table 2와 같다. 

짠맛 선호도는 남자 노인에 있어 연령군별차이를보여 70∼
74세가 65∼69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매운맛 선호
도는여자노인에 있어 연령군별유의한 차이를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았다(p<0.05). 전체 대상자의 맛 선호도는 단
맛이 가장 높았으며,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 순이었다. 

3. 식행동
노인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식행동은 Table 3과 같다. 남

자와 여자 대상자 모두 하루 식사횟수는 3회 이상이 각각
85.6%와 84.4%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 준비자는 남자의 경
우 배우자가 72.1%, 여자의 경우 본인이 80.1%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001) 남녀 각 연령군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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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ge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Age (years)

p-value
Total 65∼69 70∼74 75∼79 80∼85 ≥85

Men  105(25.7)1) 13(24.1) 25(22.7) 39(32.0) 19(25.3)  9(19.2)
0.386

Women 303(74.3) 41(75.9) 85(77.3) 83(68.0) 56(74.7) 38(80.8)

Age (years)
Men   76.5±5.92)  67.0±1.4e3)  72.5±1.6d  77.2±1.5c  81.5±1.3b  88.1±3.6a <0.001

Women  76.7±6.6  67.5±1.2e  72.1±1.5d  77.1±1.3c  81.8±1.5b  88.6±4.3a <0.001

Height (cm)
Men 166.6±5.9 167.1±4.7 165.4±6.9 166.9±5.7 165.9±5.5 169.6±5.6 0.432

Women***4) 154.4±5.5 154.7±5.0 155.3±4.9 154.3±5.0 154.0±6.6 153.1±6.7 0.320

Weight (kg)
Men  64.9±9.9  63.6±8.4  66.6±12.9  63.5±9.2  65.2±8.1  66.9±9.8 0.718

Women***  55.3±8.8  54.6±10.3  56.3±7.8  55.8±8.6  52.4±8.6  56.5±9.5 0.090

BMI5) (kg/m2)
Men  23.3±3.0  22.8±3.2  24.2±3.5  22.7±2.7  23.6±2.3  23.3±3.2 0.334

Women  23.1±3.5  22.7±3.7  23.2±3.1  23.4±3.3  22.2±3.4  24.2±4.3 0.083
1) n(%). 
2) Mean±standard deviation. 
3)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Significance by t-test between men and women. *** p<0.001. 
5) Body mass index.

Table 2. Taste preference according to age of the subjects

Taste Gender
Age (years)

p-value
Total 65∼69 70∼74 75∼79 80∼85 ≥85

Men  105(25.7)1) 13(24.1) 25(22.7) 39(32.0) 19(25.3) 9(19.2)
0.386

Women 303(74.3) 41(75.9) 85(77.3) 83(68.0) 56(74.7) 38(80.8)

Sweet
Men 3.5±1.02) 3.0±0.7 3.8±1.0 3.5±0.9 3.7±1.0 3.4±0.9 0.157

Women 3.4±1.0 3.5±1.0 3.3±0.9 3.6±1.0 3.3±1.0 3.4±1.1 0.309

Salty
Men 3.3±1.0 2.9±0.8b3) 3.8±0.9a 3.2±0.9ab 3.1±1.1ab 3.0±0.5ab 0.031

Women 3.2±1.0 3.5±0.9 3.0±1.0 3.1±1.1 3.2±1.0 3.2±1.0 0.139

Sour
Men 2.6±1.0 2.4±1.2 2.6±1.1 2.6±1.0 2.7±1.2 2.4±0.5 0.925

Women 2.5±0.9 2.6±0.8 2.6±0.9 2.4±1.1 2.4±0.9 2.3±0.9 0.413

Bitter
Men 2.5±1.0 2.2±0.9 2.3±1.1 2.6±0.9 2.7±1.2 2.4±0.7 0.496

Women 2.4±0.9 2.5±0.8 2.5±0.8 2.5±1.0 2.4±1.0 2.3±0.9 0.813

Spicy
Men 2.9±1.2 3.3±1.4 3.3±1.3 2.6±1.1 2.8±1.1 3.1±0.6 0.189

Women 2.7±1.0 3.1±1.1a 2.7±1.0ab 2.8±1.1a 2.7±1.1ab 2.3±0.8c 0.029
1) n(%). 
2) Mean±standard deviation. 
3)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point Likert type scale: strongly dislike (1)∼strongly lik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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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ating behaviors according to age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Criteria
Age (years)

p-value
Total 65∼69 70∼74 75∼79 80∼85 ≥85

Meal frequency
a day

Men
≤Two  15(14.4)1)  0(  0.0)  5(20.0)  6( 15.4)  3(16.7)  1(11.1)

0.557
≥Three  89(85.6) 13(100.0) 20(80.0) 33( 84.6) 15(83.3)  8(88.9)

Women
≤Two  47(15.6)  5( 12.2) 15(17.7) 11( 13.3) 12(22.2)  4(10.5)

0.475
≥Three 254(84.4) 36( 87.8) 70(82.3) 72( 86.7) 42(77.8) 34(89.5)

Person who 
prepares meal

Men

Oneself  17(16.3)  0(  0.0)  6(24.0)  6( 15.8)  5(26.3)  0( 0.0)

0.347
Spouse  75(72.1) 13(100.0) 17(68.0) 25( 65.8) 13(68.4)  7(77.8)

Sons, daughters
and relatives  11(10.6)  0(  0.0)  2( 8.0)  6( 15.8)  1( 5.3)  2(22.2)

Nurse   1( 1.0)  0(  0.0)  0( 0.0)  1(  2.6)  0( 0.0)  0( 0.0)

Women***2)

Oneself 237(80.1) 34( 85.0) 73(86.9) 66( 81.5) 40(74.1) 24(64.9)

0.102
Spouse   7( 2.4)  2(  5.0)  1( 1.2)  1(  1.2)  3( 5.6)  0( 0.0)

Sons, daughters 
and relatives  48(16.2)  4( 10.0) 10(11.9) 12( 14.8) 10(18.5) 12(32.4)

Nurse   4( 1.3)  0(  0.0)  0( 0.0)  2(  2.5)  1( 1.8)  1( 2.7)

Spending time 
on eating meal  

(min)

Men

<10  14(13.3)  3( 23.1)  4(16.0)  6( 15.4)  0( 0.0)  1(11.1)

0.302
10∼20  45(42.9)  7( 53.8) 12(48.0) 16( 41.0)  8(42.1)  2(22.2)

20∼30  39(37.1)  1(  7.7)  8(32.0) 15( 38.5)  9(47.4)  6(66.7)

≥30   7( 6.7)  2( 15.4)  1( 4.0)  2(  5.1)  2(10.5)  0( 0.0)

Women

<10  45(15.0)  6( 14.6) 14(16.5) 11( 13.4)  6(10.9)  8(21.0)

0.869
10∼20 130(43.2) 21( 51.2) 34(40.0) 32( 39.0) 28(50.9) 15(39.5)

20∼30 104(34.5) 13( 31.7) 31(36.5) 32( 39.0) 16(29.1) 12(31.6)

≥30  22( 7.3)  1(  2.5)  6( 7.0)  7(  8.6)  5( 9.1)  3( 7.9)

Regular meal

Men
Yes  84(80.0)  9( 69.2) 17(68.0) 34( 87.2) 16(84.2)  8(88.9)

0.277
No  21(20.0)  4( 30.8)  8(32.0)  5( 12.8)  3(15.8)  1(11.1)

Women
Yes 247(81.5) 36( 87.8) 68(80.0) 70( 84.3) 43(76.8) 30(79.0)

0.619
No  56(18.5)  5( 12.2) 17(20.0) 13( 15.7) 13(23.2)  8(21.0)

Reduction of 
meal intake 
within three 

months

Men

Lots of reduction  10( 9.5)  0(  0.0)  3(12.0)  0(  0.0)  4(21.0)  3(33.3)

0.033A little reduction  29(27.6)  4( 30.8)  4(16.0) 13( 33.3)  6(31.6)  2(22.2)

No change  66(62.9)  9( 69.2) 18(72.0) 26( 66.7)  9(47.4)  4(44.5)

Women

Lots of reduction  43(14.2)  2(  4.9)  9(10.6) 15( 18.1) 10(17.9)  7(18.4)

0.102A little reduction  91(30.0)  9( 21.9) 28(32.9) 30( 36.1) 17(30.3)  7(18.4)

No change 169(55.8) 30( 73.2) 48(56.5) 38( 45.8) 29(51.8) 24(63.2)

Eating ability

Men
Need some help 
another person   5( 4.8)  1(  7.7)  1( 4.0)  0(  0.0)  2(11.1)  1(11.1)

0.333
Eating alone  99(95.2) 12( 92.3) 24(96.0) 39(100.0) 16(88.9)  8(88.9)

Women
Need some help 
another person  18( 6.0)  0(  0.0)  4( 4.7)  5(  6.0)  4( 7.3)  5(13.2)

0.164
Eating alone 284(94.0) 41(100.0) 81(95.3) 78( 94.0) 51(92.7) 33(86.8)

1) n(%). 
2) Significance by χ2-test between men and women. *** p<0.001. 



29(2): 139∼147 (2019)           충청지역 일부 노인의 연령에 따른 맛 선호도, 식행동 및 식습관 비교 143

차이는 없었다. 식사시간은 10∼20분, 식사는 규칙적으로 한
다, 혼자 식사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응답이 남녀모두가
장 높았으며, 각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
근 3개월간식사량감소가없었다는비율은남자대상자의경
우 65∼69세군 69.2%에서 85세 이상군 44.5%로 연령 증가에
따라감소하여연령군별유의한차이를보인반면(p<0.05), 여
자 대상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식습관
노인 대상자의 연령군별 식습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자와 여자 대상자에 있어 우유 및 유제품
을 매일 한번 이상 먹는다는 비율은 각각 23.8%와 34.3% 
(p<0.05), 콩제품이나 달걀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는

78.8%와 80.9%, 생선이나 고기를 매일 먹는다는 40.0%와
25.4%(p<0.01), 과일 및 채소를 매일 3번 이상 먹는다는

58.1%와 56.0%, 커피를 마시는 비율은 59.2%와 53.3%, 음주
를 하는 비율은 41.9%와 7.3%(p<0.001)를 보였으며, 모두 남
녀 각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맛 선호도와 식행동 및 식습관과의 관련성
노인 대상자의 최근 3개월간 식사량 감소에 따른 맛 선호

도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남녀모두 단맛, 짠
맛, 신맛, 매운맛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쓴맛의 선
호도는 여자 노인에있어식사량이 많이 감소한대상자가 감

소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커피 섭
취 및 음주 여부에 따른 맛 선호도의 차이는 Table 6과 같이

Table 4. Dietary habits according to age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Criteria
Age (years)

p-value
Total 65∼69 70∼74 75∼79 80∼85 ≥85

I eat milk or its products 
more than once a day.

Men
Yes  25(23.8)1)  4(30.8)  6(24.0)  6(15.4)  6(31.6)  3(33.3)

0.565
No  80(76.2)  9(69.2) 19(76.0) 33(84.6) 13(68.4)  6(66.7)

Women*2)
Yes 103(34.3)  9(22.5) 29(34.1) 34(41.0) 14(25.5) 17(46.0)

0.083
No 197(65.7) 31(77.5) 56(65.9) 49(59.0) 41(74.5) 20(51.0)

I eat bean products or eggs 
more than twice a week.

Men
Yes  82(78.8) 11(84.6) 21(87.5) 28(71.8) 15(79.0)  7(77.8)

0.644
No  22(21.2)  2(15.4)  3(12.5) 11(28.2)  4(21.0)  2(22.2)

Women
Yes 245(80.9) 34(82.9) 65(76.5) 70(84.3) 44(78.6) 32(84.2)

0.684
No  58(19.1)  7(17.1) 20(23.5) 13(15.7) 12(21.4)  6(15.8)

I eat fishes or meats 
everyday.

Men
Yes  42(40.0)  3(23.1) 11(44.0) 15(38.5)  9(47.4)  4(44.4)

0.688
No  63(60.0) 10(76.9) 14(56.0) 24(61.5) 10(52.6)  5(55.6)

Women**
Yes  77(25.4) 14(34.2) 15(17.7) 24(28.9) 14(25.0) 10(26.3)

0.296
No 226(74.6) 27(65.8) 70(82.3) 59(71.1) 42(75.0) 28(73.7)

I eat fruits and vegetables 
more than three times a 
day.

Men
Yes  61(58.1)  5(38.5) 14(56.0) 21(53.9) 14(73.7)  7(77.8)

0.221
No  44(41.9)  8(61.5) 11(44.0) 18(46.1)  5(26.3)  2(22.2)

Women
Yes 169(56.0) 25(61.0) 49(57.7) 51(61.5) 27(49.1) 17(44.7)

0.340
No 133(44.0) 16(39.0) 36(42.3) 32(38.5) 28(50.9) 21(55.3)

I drink coffee.

Men
Yes  61(59.2)  8(61.5) 11(44.0) 25(65.8) 14(73.7)  3(37.5)

0.177
No  42(40.8)  5(38.5) 14(56.0) 13(34.2)  5(26.3)  5(62.5)

Women
Yes 160(53.3) 24(58.5) 39(46.4) 44(53.0) 27(50.0) 26(68.4)

0.217
No 140(46.7) 17(41.5) 45(53.6) 39(47.0) 27(50.0) 12(31.6)

Coffee intake a week 
(cups)

Men Yes  6.6±5.03) 5.4±3.5  6.6±4.5  6.7±5.1  6.6±6.6  8.0±1.7 0.962

Women No  5.5±4.3 6.8±6.0  5.5±4.2  4.5±4.1  6.4±3.8  5.1±3.1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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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aste preference according to meal reduction of 
the subjects

Taste Gender

Reduction of meal intake within 
three months

p-value
Lots of 

reduction
A little 

reduction
No 

change

Men 10( 9.5)1) 29(27.6)  66(62.9)
0.343

Women 43(14.2) 91(30.0) 169(55.8)

Sweet
Men 3.9±1.12) 3.6±0.9 3.5±1.0 0.521

Women 3.6±1.1 3.4±0.9 3.4±1.0 0.292

Salty
Men 3.5±0.5 3.1±1.2 3.3±0.9 0.504

Women 2.8±1.0 3.2±1.0 3.2±1.0 0.070

Sour
Men 2.2±0.8 2.6±1.1 2.6±1.0 0.557

Women 2.7±1.1 2.4±0.8 2.5±0.9 0.249

Bitter
Men 2.3±1.3 2.7±1.2 2.4±0.9 0.496

Women 2.7±1.0a3) 2.5±0.9ab 2.3±0.9b 0.021

Spicy
Men 2.4±1.0 2.9±1.3 3.0±1.1 0.427

Women 2.7±1.0 2.7±1.0 2.7±1.1 0.987
1) n(%). 
2) Mean±standard deviation. 
3)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

rence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point Likert type scale: strongly dislike (1)∼strongly like (5).

남녀모두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은유의한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짠맛의 선호도는 여자 노인에 있어 음주자가 비음주

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의 연령군별 맛에 대한 선호도, 
식행동 및 식습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간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다. 주요결과로짠맛선호도는남자노인에있어 70∼
74세가 65∼69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매운맛 선
호도는여자 노인에있어 연령이증가할수록낮았다(p<0.05). 
여자노인에 있어 쓴맛의선호도는 식사량이 많이감소한 대

상자가감소하지않은대상자보다유의하게높았으며(p<0.05), 
짠맛의 선호도는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1).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65∼74세와 75세 이상군의 맛의 인

식한계값을 비교한 연구(Lee MS 2013)에서 남자노인은 75
세 이상군의 신맛의 인식한계값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모두 높아 여자노인이 가령에
따른 미각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arragán R 등
(2018)의 연구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 쓴맛의 선호도가 낮
았으며, Lee YH 등(2010)의 연구에서는 4가지 기본 맛의 인
식한계값과 최적염미도는 여자노인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자노인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특히 70대 이후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노인의 미각변화에 따라 맛의 선호도에도 변

화가있을것이라는전제하에 연령군별 맛에 대한선호도 차

이를 살펴보았을 때, 매운맛 선호도는 여자 노인에 있어 연
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마다 맛의
종류별 인식이나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위의 선행연구에서 여
자 노인이 가령에 따라 미각 감소가 더 크고 맛 선호도가 감

소하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ble 4. Continued

Variables Gender Criteria
Age (years)

p-value
Total 65∼69 70∼74 75∼79 80∼85 ≥85

I drink alcoholic 
beverages.

Men
Yes  44(41.9)  9(69.2) 10(40.0) 13(33.3)  7(36.8)  5(55.6)

0.193
No  61(58.1)  4(30.8) 15(60.0) 26(66.7) 12(63.2)  4(44.4)

Women***
Yes  22( 7.3)  4( 9.8)  4( 4.8)  6( 7.2)  5( 9.1)  3( 7.9)

0.836
No 279(92.7) 37(90.2) 80(95.2) 77(92.8) 50(90.9) 35(92.1)

Drinking frequency a week 
(times)

Men Yes  2.9±2.3 2.7±1.1  2.9±1.7  1.9±1.2  3.9±4.4  4.1±2.3 0.223

Women* No  1.7±1.7 1.9±1.4b4)  1.8±1.8b  0.6±0.5b  1.3±1.0b  4.5±2.8a 0.011
1) n(%). 
2) Significance by χ2-test or t-test between men and women. * p<0.05, ** p<0.01, *** p<0.001. 
3) Mean±standard deviation. 
4)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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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자가평가로맛의선호도를조사한점에서

미각의변화를 논의하는데 한계가있기때문에 앞으로 노인

의 연령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미각이나 맛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hyun JH 등(1994)은 노인의 맛 선호도와 맛 감지도에 대

한 연구에서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짠맛과 단맛에 대한

최적 농도가 높아 더 짜고 달게 먹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노인의 맛 선호도는 단맛이 가장
높고, 짠맛이 그 다음이어서 앞선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짠맛 선호도는 남자 노인에 있어 70
∼74세가 65∼69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75세 이후에는
유의한차이가없는결과를통해 70세에접어들면서짠맛 선
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맛의 선호에 따라 노인들은 달고 짜게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짠맛 선호도가 유의하게 변하는 70세 남자 노
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식사 지도가 요구된다.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미각의 변화는 식품 선택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여 영
양부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Mojet J 등 2003). 영양
섭취는 노화와 관련된 질병 이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

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식사에 대한 평가
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Kim OS & Ryu HS 2009; Kim MH 2013; Han 
GS & Yang EJ 2018). 본 연구에서 노인의 식행동을 살펴보
았을 때, 남녀 노인 모두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 없이 하루
식사횟수가 3회 이상이고, 식사시간은 10∼20분이며, 규칙
적으로 식사하고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비교적 양호한 식행동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자 노인에 있어 최근 3개월
동안 식사량 감소가 컸다는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

하게 증가하여 85세 이상군에서 33.3%로 높게 나타난 결과
를 통해 가령에 따른 노화가 식사량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식사량 감소가 맛의 선호도와 관련
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식사량 감소 정도에 따라 맛

선호도 차이를 분석했을 때 여자 노인에 있어 식사량이 많

이 감소한 대상자의 쓴맛 선호도가 감소하지 않은 대상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미각은 어렸을 때 민감하며 나이가 들
수록 둔해진다. 쓴맛은 독성을 표현하는 지표로써 쓴맛이
나면 독성을 인지하여 먹지 않았으며, 특히 미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쓴맛을 싫어하고 잘 먹지 않는 이유가 된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점차 쓴맛에 둔해져 잘 느끼지 못하므로 커

피와 술을 잘 마시고 선호하게 된다(Mennella JA & 
Bobowski NK 2015). 최근 TAS2R38 유전자에 따라 쓴맛에
민감한 유형과 둔감한 유형이 결정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Table 6. Taste preference according to coffee intake and drinking of the subjects

Taste Gender
Drinking coffee

p-value
Drinking alcoholic beverage

p-value
Yes No Yes No

Men  61(59.2)1)  42(40.8)
0.300

44(41.9)  61(58.1)
<0.001

Women 160(53.3) 140(46.7) 22( 7.3) 279(92.7)

Sweet
Men 3.7±0.92) 3.4±1.1 0.134 3.6±0.9 3.5±1.0 0.860

Women 3.4±1.0 3.5±1.0 0.186 3.7±0.9 3.4±1.0 0.223

Salty
Men 3.1±0.9 3.5±1.0 0.101 3.4±1.0 3.2±0.9 0.313

Women 3.2±1.0 3.2±1.0 0.913 3.7±0.9 3.1±1.0 0.006

Sour
Men 2.5±1.0 2.7±1.0 0.367 2.6±1.1 2.6±1.0 0.916

Women 2.4±0.9 2.5±0.9 0.452 2.5±1.1 2.5±0.9 0.990

Bitter
Men 2.4±1.0 2.5±1.0 0.682 2.4±1.0 2.6±1.0 0.378

Women 2.4±0.9 2.5±0.9 0.768 2.7±1.1 2.4±0.9 0.235

Spicy
Men 2.8±1.1 3.1±1.2 0.267 3.1±1.3 2.8±1.0 0.266

Women 2.7±1.1 2.7±1.0 0.846 3.0±1.3 2.7±1.0 0.109
1) n(%). 
2) Mean±standard deviation. 
5-point Likert type scale: strongly dislike (1)∼strongly lik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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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ehrens M 등 2013).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써 쓴맛 선
호도와 식사량 감소와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한

계가 있지만, 미각 변화가 크다고 보고된(Lee YH 등 2010; 
Lee MS 2013) 여자 노인에 있어 연령 증가에 따라 쓴맛에
대한 미각이 변하고, 그에 따라 식사량 감소로 이어졌을 가
능성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앞으로 미각 변화, 식
사량 변화, 맛 선호도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체계
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식습관을 평가했을 때 우유 및 유제

품을 매일 한 번 이상 먹는다, 콩제품이나 달걀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생선이나 고기를 매일 먹는다, 과일 및
채소를매일 3번 이상먹는다, 커피를 마신다, 음주를 한다는
비율 모두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쓴맛의 예민도는 감소하여 커피와

술을 잘마시고 선호하게 되므로 본연구에서는 커피와 음주

여부에 따라 맛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자
노인에 있어 음주자의 짠맛의 선호도는 비음주자보다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써 Lee MS(2014)
는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최적염미도에 따라 저염기호

도군과 고염기호도군으로 나누어 식습관을 비교했을 때 저

염기호도군의 영양진단지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음주비율
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Choi-Kwon 
S & Kim JS(1998)의연구에서도고염기호도는 뇌졸중의위
험인자이지만 음주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보다 음주에 취약하고
가령에따른미각변화가 크기때문에 음주하는 여자노인의

짠맛 선호도가 비음주자보다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주하는 여자 노인에 있어 짠
맛 선호가 짠 음식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식사 지

도와 함께 여성에서 음주와 맛의 선호도의 관계를 보다 분명

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출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맛 선호도는 주관적인 자가 평가방법으로 조사
되어서노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맛선호도의차이를미각의

변화와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
이 충청도의 일부 지역 노인으로 한정되고, 연령군별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를 일반적인 노인에게 적용하

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
고 노인의 연령 범위가커지고있는시점에서노인의연령에

따른 맛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미각 변화에 따른 적절
한 영양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연령 증가에 따라 남자 노인은 짠맛 선호도, 여자
노인은 매운맛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여자
노인의 경우 쓴맛 선호도는 식사량이 많이 감소한 대상자가

감소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고, 짠맛 선호도는 음주자가 비
음주자보다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앞
으로맛 선호도와 식사량변화 및음주와의관련성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
인의영양관리에 있어 미각의 변화나맛에대한선호도고려

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들의 미각 변화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식생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

하고자 408명의 남녀 노인을 5세 단위의 연령군으로 분류한
후, 맛 선호도, 식행동, 식습관을차이를 살펴보고, 이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남자

166.6 cm, 64.9 kg, 23.3 kg/m2이었고, 여자 154.4 cm, 55.3 
kg, 23.1 kg/m2이었으며, 남녀 모두 각 연령군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2. 남자 노인에 있어 짠맛 선호도는 연령군별 차이를 보여
70∼74세가 65∼69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여
자 노인의 경우 매운맛 선호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았

다(p<0.05).
3. 식행동을 평가했을 때 남자와 여자 대상자 모두 하루 식
사횟수는 3회 이상, 식사시간은 10∼20분, 식사는 규칙적
으로 한다,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응답이 가
장 높았으며, 각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 식사량 감소가 컸다는 비율은 남자 대상자
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여 85세 이상
군에서 33.3%로 가장 높았다(p<0.05).

4. 식습관 평가에서 남녀 노인 모두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한 번 이상 먹는다, 콩제품이나 달걀을 일주일에 두 번 이
상 먹는다, 생선이나 고기를 매일 먹는다, 과일 및 채소를
매일 3번 이상 먹는다, 커피를 마신다, 음주를 한다는 비
율은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맛 선호도와 식행동 및 식습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했을 때
여자 노인에 있어 쓴맛의 선호도는 식사량이 많이 감소한

대상자가 감소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짠맛의 선호도는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노인에 있어 연령군별 남자는

짠맛, 여자는 매운맛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여자 노인의
경우 쓴맛에 대한 선호도는 식사량 변화와, 짠맛 선호도는
음주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
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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