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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lineate yearly trends in the daily consumption of seafood and investigate
the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ing seafood consumption among elderly Koreans. Data from the 2009 to 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as used, and a total of 12,171 subjects aged 65
years or older were included in this study. Seafood intake was assessed by a 24-hour dietary recall. Yearly trends
of seafood or protein intake were analyzed vi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umption
of seafood, including fish, shellfish, and seaweed increased during the past decade (P<0.0001).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afood consumption trend when fish stock intake was excluded. In 2019,
the population’s animal protein intake through meat was approximately twice that through seafood. However, for elderly
subjects in the study, meat accounted for 14.4% and seafood 11.7% of the animal protein intake showing that seafood
is a crucial source of animal protein.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afood intake and educational level
(P<0.0001) and family income (P<0.0001).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income
correlated with greater consumption of seafood.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scientific evidence to show that there
are disadvantaged group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and consuming sufficient seafood, and points to the need
to decrease socioeconomic barriers to promote increased seafood intake in the elderl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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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함유된 오메가-3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Raatz
등, 2013)과 더불어 우울증(Yang과 Je, 2018), 인지기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환경으로

(Chalon, 2006)과 관련하여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해 다양한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산물은 동물성

밝혀졌다. 또한 단백질,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칼슘과 비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자 오메가-3 다가불포화 지방산, 비

타민 D를 풍부하게 함유한 어패류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다

타민, 무기질, 항산화 영양소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풍부

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쇠(frailty)의 발생을 예방

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건강식품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aghehband 등, 2021;

다(Jamioł-Milc 등, 2021). 선행연구를 통해 생선에 다량

Shibasaki 등, 2019). 이에 미국(Lichtenstein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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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Schwingshackl 등, 2020), 일본(Yamori 등, 2001) 등

재료 및 방법

많은 나라에서 건강한 식사 패턴의 구성요소로 수산물을 포
함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수산물을 섭취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대상자와 조사 기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은 1960년대 1인당 평균 9.9 kg에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4기 3차 연도(2009),

서 2016년 1인당 20 kg 이상으로 지난 50년 동안 두 배로

제5기(2010~2012), 제6기(2013~2015), 제7기(2016~

증가했다(Shamshak 등, 201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

2018), 제8기 1차 연도(2019)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

량의 증가, 소비자의 소득향상, 도시화로 인한 유통경로 개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반 및 건강 설문조사, 검진조

선을 통해 수산물 소비의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 영양조사 부문에 참여한 87,281명 중 만 65세 이상의

(Carlucci 등, 2015). 그러나 수산물 소비의 증가 경향은 인

노인 15,7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4시간 회상법을

구집단 내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며 수산물 소비에는 나이,

통한 식품 섭취량 자료가 누락된 1,103명과 조사 기간의 식

소득 및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품 섭취량이 평소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다’ 또는 ‘적게

으로 알려져 있다(Jahns 등, 2014; Myrland 등, 2000). 수

섭취하였다’로 응답한 사람 2,498명을 제외하여 총 12,171

산물의 총섭취량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나이

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

가 많을수록(Myrland 등, 2000),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

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으며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hns 등, 2014). 또한

(2009-01CON-03-2C, 2010-02CON-21-C, 2011-02

주로 남성의 수산물 섭취량이 여성보다 높으며 나이에 따라

CON-06-C, 2012-01EXP-01-2C, 2013-07CON-03-

서는 19~30세의 젊은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수산물의

4C, 2013-12EXP-03-5C, 2018-01-03-P-A, 2018-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사회구조의

01-03-C-A), 본 논문은 대상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

변화가 수산물 섭취의 추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지 않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생성한 기존 자료만을 이용

것으로 예상된다(Jahns 등, 2014; Myrland 등, 2000).

하므로 이화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인

확인받아 이루어졌다(EWHA-202111-0026-01).

구 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특히 활동적 소비력이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일반사항 및 신체 계측조사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소비시장에서 고령층의 영향력이

건강 설문조사 중 성별(남성, 여성), 나이, 가구 소득수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발병,

(하, 중하, 중상, 상), 교육수준(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제어, 개선과 관련된 고령친화 식품이 주목받고 있다(Lee

이상), 가구형태(독거, 비독거), 세대유형[단일세대(1인가

등, 2020). 수산물은 심혈관질환, 치매, 노쇠 등의 예방 및

구, 부부 세대 등 1세대 가구, 2세대 이상(부부＋자녀 등

치료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충분한 섭취가 장려되는 식품이

2세대 이상 가구)], 거주지역[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

다(Jang 등, 2021). 노인의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수산물의

천,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그 외 시도의 동지역), 농촌

생리 대사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의 식생활과 질병

지역(그 외 시도의 읍, 면지역)]에 관한 변수 등 인구통계학

발생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2
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진조사 중 체중(kg)을 신장(m )으

수산물 섭취량을 평가하여 노인의 식생활 지도를 위한 기초

로 나누어 계산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산물 섭취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선호도, 기호도 위주의 연구(Kim 등, 2011) 또는 전

연도별 수산물 섭취량 및 수산 단백질 섭취량 분석

체 인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Kim 등, 2019b)가

조사 기간인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영

수행되었으며, 인구사회구조 변화 흐름에 큰 비중을 차지하

양조사 부분의 24시간 회상법(24-hour recall method)을

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수산식품 섭취 동향 및 섭취 영향

이용하여 수산물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수산물은 조사대상

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자들이 일반적으로 식용하고 있는 모든 수산식품을 포함하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간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인 2009

였다. 수산물의 분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물성분표’에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에 준하였으며, 어패류 섭취량(어류,

노인인구의 수산물 섭취 동향의 특징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

패류, 연체동물, 갑각류, 기타수산물의 합계)과 해조류 섭취

행되었으며, 노인인구의 지난 10년간 수산물 섭취량 및 수

량을 합하여 수산물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2013년 조사 자

산 단백질 섭취 비율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아울러 노인인

료부터 멸치육수, 다시마 육수 등 육수를 통한 식품 섭취량

구의 수산물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요

항목이 추가되어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에 반영되었다. 본

인을 탐색하여 노인의 수산물 섭취 증강 및 식생활 교육 시

연구에서는 수산물 섭취량을 육수를 통한 섭취량과 육수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외한 나머지 섭취량, 그리고 이를 합한 총섭취량으로 구분

노인의 수산물 섭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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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시하였다. 수산 단백질 섭취 비율은 수산물로부터

은 2009년 45.2 g에서 2019년 152.6 g으로 큰 폭으로 상승

섭취한 단백질의 양을 산출하여 전체 단백질 중 수산 단백질

하였다(P-trend<0.0001). 육수를 제외한 수산물 섭취량을

섭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살펴본 결과 2009년 45.2 g에서 2019년 46.3 g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은 없었다(P-trend

통계분석

=0.8867). 어패류는 10년간 40.3 g에서 118.0 g으로, 해조

본 연구에서는 2009~2019년 기수 간 국민건강영양조사

류는 2009년 4.8 g에서 2019년 34.6 g으로 유의적으로 증

원시자료를 통합해 사용하였으므로 복합표본설계요소를 분

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P-trend<0.0001) 이는 대

석에 고려하기 위해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 및

부분 육수를 통한 섭취량이 추가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통합 가중치(weight)를 반영한 proc survey procedure를

국내의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인 식품수

사용해 분석하였다. 통합 가중치는 자료 통합비율을 1/11로

급표(Kim과 Hong, 2020)에 따르면 2019년도 국민 1인당

하여 연도별 건강설문･검진･영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와

어패류 공급량은 115.8 g으로 2009년 98.9 g에 비해 증가

곱하여 산출해 적용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 기술통계

하였으며 해조류의 공급량은 2009년 39.5 g에서 2019년

분석을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로

75.6 g으로 10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 및

그러나 식품수급표의 식품공급량은 취사, 조리, 폐기 등의

가중치가 반영된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도별 수산물 및 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량이 포함되지 않은 생중량을 나타낸

단백질의 1일 섭취 비율의 추이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으

것이므로 실제 식품의 가식 부분 중량의 섭취를 통해 산출되

로 유의성을 검증하여 P-trend를 구하였다. 연도별 성별 구

는 식품 섭취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에 따른 결과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성별을 보정한 결과

식품의 섭취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지난 10년간

로 제시하였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수산물 섭취 수준과

수산식품 섭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식품수급표의 보고와 마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을 시행하였다. 각 요인의 효과는 다른 요인을 공변량으로

그러나 육수를 제외한 수산물의 섭취량만을 살펴보았을 때

하여 개별적으로 검정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는 지난 10년간 노인의 수산물 섭취량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은 SAS 9.4(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멸치나 다시마 등은 육수를 만들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

때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 육수만 내고 건더기를 버리는 경우

은 P<0.05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가 많아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2013년 자료부터 육수 식품의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어

결과 및 고찰

실제로 섭취한 식품의 중량과 영양소 섭취량이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수 식품이 추가됨에 따라 2013년 이전

일반환경

자료에 비해 수산물 섭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오인 해석

연구대상자의 일반환경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될 여지가 있다(Kweon과 Oh, 2015). 2019년 수산물 섭취

는 12,171명이었으며 전체 대상자에 대한 연도별 대상자

량 152.6 g 중 106.3 g이 육수를 통한 섭취량이며 육수를

수의 비율은 7.9~12.5%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성별에

제외한 섭취량은 46.3 g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량을 기준으

따라서는 여성이 57.0%, 남성이 43.0%로 여성이 약간 많았

로 수산물 섭취량 추이를 보았을 때는 멸치육수 등 원재료의

으며,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4.2%가 저체중, 36.6%가 정

밀도가 낮은 육수 식품의 섭취량에 영향을 받아 섭취 추이에

상, 25.1%가 과체중이었고 34.0%가 비만으로 분류되었다.

변화가 생긴 것인지, 실제로 수산물의 섭취가 증가한 것인지

가구소득 사분위의 경우 가장 낮은 ‘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구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Table 3에서는 에너지 섭취량

가 51.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미만

을 기준으로 수산물 섭취량 추이를 제시하였다. 지난 10년

인 대상자가 64.5%였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홀로 거주하

간 노인의 수산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은 유의적인 변화가

는 노인이 20.3%,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가 79.7%였

없었으며(P-trend=0.4302), 해조류를 통한 에너지 섭취량

다. 세대형태는 1인 가구나 부부세대인 단일세대 가구가

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trend<0.0001). 이를

61.1%였으며 자녀세대 등과 함께 가구를 이루는 2세대 이

종합했을 때 지난 10년간 노인의 수산물 섭취의 증가추세를

상 가구가 38.9%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순으로 많았다.

에서는 국민 식생활 지침과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단
백질 급원으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매일 3~4회 섭취

연도별 수산물 섭취량 추이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생선 등 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2009~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적정 섭취 수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Ministry of Health

의 1인 수산물 섭취량을 연도별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and Welfare와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따

같다. 우리나라 노인의 지난 10년간 1일 평균 수산물 섭취량

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한 현재 노인의 수산물 섭취량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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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연구 한계가 있다.

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여 체내의
이용률이 낮으며 소화율 또한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육

연도별 수산 단백질 섭취량 추이

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는 동물성 지방의

중량으로 표현된 수산물 섭취량에 대한 보완자료로 어패

섭취도 함께 높아져 대장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발

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량과 섭취 비율을 Table 4에 제시하

생의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보고(Tilman과 Clark, 2014)가

였다. 지난 10년간 노인의 어패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율은

있어 각 단백질 급원별 적절한 섭취가 요구된다(Kim 등,

2009년 10.4%에서 2019년 11.7%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

2019a). 여러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는 경향성을 보였다(P-trend=0.0096).

근 감소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노인의 어패류, 육류, 달걀류, 유제품 등을 통한 단백질

보고하고 있다(Aubertin-Leheudre와 Adlercreutz, 2009;

섭취율 역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동물성 단

Jang과 Ryu, 2020). 특히 수산물에는 동물성 단백질뿐만

백질 섭취 비율이 2009년 23.2%에서 2019년 36.0%까지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노인에게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P-trend<0.0001;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다(Wall 등, 2010). 또 노년기

Table 4). 반면 식물성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식물성 단백

에는 치아 손실이나 소화액 분비 등 소화 기능의 저하로 인

질의 비율은 76.8%에서 64.0%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추

해 단백질의 소화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Gil-Montoya

세를 나타내었다(P-trend<0.0001). 그러나 노인들이 식물

등, 2015), 부드러운 생선살은 질긴 식감의 육류보다 소화흡

성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단백질의 비율이 약 64%로 나타

수율이 높은 이점이 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

나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훨씬

족한 노인에게 어패류를 통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 증가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식품수급표(Hong과 Yun,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의 공
급 비율은 전체 단백질 공급량의 57.5%로 식물성 단백질보

수산물 섭취 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다 공급 비율이 높았다. 동물성 단백질의 급원에 따라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산물 섭취 수준의 관련성을

육류로부터 공급되는 단백질의 비율이 31.1%로 어패류로

검정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부터 공급되는 단백질 17.3%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보고

5에 나타내었다. 각 요인의 독립적인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

되어 전체 국민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 급원으로 육류를 선호

하여 다른 요인을 공변량으로 보정한 결과 남성에게서(P<

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 노인의 경우

0.0001), 교육수준(P<0.0001)과 가구 소득수준(P<0.0001)

2019년 기준으로 동물성 단백질 급원으로 육류와 어패류의

이 높을수록 수산물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기여 비율이 각각 14.4%, 11.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수산물 소비가 높다는

노인에게는 어패류가 매우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

선행연구 결과(Myrland 등, 2000)와 일치한다. 교육수준에

로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따른 수산물 섭취 수준의 차이는 수산물의 건강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이 다른 나이에 비해 수산물 섭취가 높

지식과 영양학적 이익에 대한 가치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

다고 보고된 바 있다(Olsen, 2003). 나이와 수산물 섭취의

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식재료 중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 노인의 경우는 다른 나이대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수산물의 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을

비해 생선을 조리하기에 편리하다고 인식하며, 건강상의 이

것으로 사료된다(Buekers 등, 2018). 사회경제적 수준은

점을 위해 수산물 섭취에 긍정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의 소비뿐 아니라 소비하는 수산물의 종류에도 영향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수산물 섭취량과 나이 간에는 양의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rmery 등(2018)은 사회

상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등

고조되는 건강에 관한 관심, 건강한 식사에 대한 적극적인

영양 함량이 높은 생선을 소비함으로써 영양을 통한 건강개

태도가 수산물 섭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수산물 식품의

선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실천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

소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Olsen, 2003). 그러나 노인의

으로 보고했다.

어패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본 연

독거 여부에 따라서 혼자 사는 노인은 반찬의 가짓수가 적

구 결과가 나이 차이에 의한 것인지 혹은 세대의 효과에 의

은 비교적 단조로운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수산물의 경우

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포장단위가 커서 구매를 꺼리는 등의 영향으로 비독거 노인

동물성 단백질 급원으로 어패류 섭취의 영양학적 가치는

의 경우보다 수산물 섭취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된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단백질은 급원 식품의 종류에 따

바 있다(Yoshiba 등, 2015). 본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평균

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성분과 필수 아미노산의

수산물 섭취량이 비 독거노인보다 하루 10 g 적게 섭취하였

조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식품

으나 이러한 차이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다른 교란변수를

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과 소화율이

보정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P=0.2360).

높아 양질의 단백질로 분류되는 반면, 콩을 제외한 기타 식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단일세대보다 자녀세대 등 여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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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seafood consumption in Korean elderly
Variables
Gender
BMI distribution

Family income

Education level

Living status
Generation type
Residence

N
Male
Female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Living alone
Living with others
Single generation
Multi-generation
Metropolitan
Mid-sized cities
Rural

5,367
6,804
521
4,489
3,078
4,083
6,359
3,095
1,576
1,031
7,488
1,491
1,689
855
2,675
9,496
8,163
4,008
4,849
3,618
3,704

Seafood intake (g)1)
2)

54.8±1.4
34.6±0.9
31.5±2.4
43.7±1.4
43.7±1.6
44.5±1.3
37.8±1.1
46.3±1.5
50.8±2.3
56.0±2.7
34.4±1.0
51.8±2.7
53.5±2.1
61.8±3.0
35.7±1.4
45.3±1.0
44.8±1.1
41.6±1.3
45.2±1.3
41.3±1.3
43.5±1.8

P-value 13)

P-value 24)

<0.0001

<0.0001

<0.0001

0.6247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2360

0.0666

0.0290

0.1253

0.1464

1)

Weight intake of seafood, excluding stock.
Values are mean±SE.
3)
Unadjusted.
4)
Adjusted for the variables listed in columns, except for variables themselves.
2)

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수산물 소비량이 유의적으로

류, 해조류의 중량과 에너지 기여량을 산출하였다. 이때 24

낮았다(P=0.0290).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함께 사는 가구원

시간 회상법으로 1일간 실시된 식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 수가 많을수록 수산물 섭취량이 많았으나, 가구구성원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평소 수산물 섭취량을 정확하게 반영하

세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영유아 및 청소년기의 자녀가 포함

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된 가구일수록 수산물 섭취가 낮았다(Myrland 등, 2000;

요인에 따른 수산물 섭취 추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지는 못하

Farmery 등, 2018). 특정 가구구성원의 수산물 비선호는

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적인 분석을 통해 성별, 소득 및

식사를 공유하는 다른 가구구성원의 수산식품 섭취에 영향

교육수준이 수산물 섭취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연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구원 수나 세대수와 수

도별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소가 다르며 특히 성별에 따라 사

산물 섭취 수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가구를 구성하는

회경제적 격차가 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수산식품 섭취의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추이를 성별에 따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수산물 섭취 추이

생각된다. 지역에 따른 수산 소비체계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를 살펴보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럼에

가 있을 수 있어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수산물 섭취량을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 단위로 수행된 대규모 자료를

비교한 결과, 대도시가 45.2 g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지역

바탕으로 한 연구로서 식품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43.5 g, 중소도시 41.3 g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의 수산물 소비 추이에 대한 최초의 보고로서 의의가

도･농 간 섭취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있다고 생각한다.

0.1464).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수산물 섭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및 소득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요

약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수산 소비의 취약계층
으로 선별하여 수산식품의 소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하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09년

는 등 수산물 소비의 장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산물 섭

노인인구의 수산물 섭취 추이 및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량과 수산 단백질 섭취 비율의 연차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들에 관해 연구한 본 연구 결과는 수산물 섭취와 관련 있는

또 수산물 섭취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사회경제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평균 수산물 섭취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본 연구는 노인의 수산물 섭취 추이를 평가하고자 어패

보였으나(P-trend<0.0001), 멸치육수, 다시마 육수 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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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을 제외한 수산물 섭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경향
성을 보이지 않았다(P-trend=0.8867). 2019년 기준으로 전
체 국민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 급원으로 육류로부터 공급되
는 단백질의 비율이 어패류로부터 공급되는 단백질보다 약
2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 급원으
로 육류와 어패류의 기여 비율이 각각 14.4%, 11.7%로 거
의 비슷하여 노인에게 어패류가 매우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수산물 섭취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P<0.0001) 수산물 섭취 수준이 높았
다. 본 연구 결과는 수산물 섭취에 취약한 노인집단을 선별
하여 수산물 섭취와 관련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노인들의 수산물 섭취 증가를 통한 영양학적 편
익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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