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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은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 영양섭취 문제를 크게 겪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독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취

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영양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효

과적으로 입안하고 취약계층 노인 영양섭취와 관련하여 물가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

섭취가 농식품가격의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다.

본 논문은 취약계층 노인이 농식품가격변동에 의해 영양섭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취한다.

우선 농식품 수요체계모형을 이용하여 농식품 분류별 자기가격탄력

성 및 교차가격탄력성을 도출, 특정 농식품가격이 변동하였을 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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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농식품의 구매량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농식품 분류별 영양소

함유량을 계산함으로써, 특정 농식품가격변동이 유발한 개별 농식품

구매량의 변화가 전반적인 영양섭취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영

양소의 식품가격 탄력성’의 형태로 도출한다.

연구 결과 평균적인 성인과 비교하여, 취약계층 노인 영양섭취의

곡물 및 곡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

탄력성이 크게 도출되었다. 반면에 영양섭취의 외식가격탄력성은 평

균적인 성인과 비교했을 때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곡물 및 곡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은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지원에 있어 다른

품목군보다 상대적인 중요도가 크며, 외식가격의 경우 그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은 실제로 일어

나고 있는 물가변동에 평균 성인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 가격탄력성이 큰 채소 및 채소가공품이

여타 농식품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수요체계모형, 농식품, 취약계층, 노인, 영양섭취량

학 번 : 2016-2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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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식량부족 문제에서 탈피한 지는 오래되었지

만, 아직도 영양불균형 및 영양부족 문제가 계층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은 이러한 영양불균형 문제를 다른 계층보다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임 등(2013), 양윤정(2015), 오상우

등(2017)등의 선행연구는 취약계층 노인이 상대적으로 심한 영양결

핍 및 영양불균형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영양은 기본적으로 농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것이며,

농식품 섭취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농식품

가격의 변동은 영양섭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영양지원사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 노인의 농식품 구매결정체계가 개별 영양소들의 섭취와 어떻

게 연관되어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태우(2009), 권오상(2015)과 같은 국내 선행연구들은 농식품 구

매 의사결정체계를 분석하였으나, 농식품 구매 의사결정체계와 영양

섭취를 연계하지는 않았다. 반면 이계임 등(2013), 양윤정(2015), 오

상우 등(2017)등과 같이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현황을 분석한 연

구는 농식품 구매 의사결정체계를 분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식

품 물가변동이나 영양섭취 지원정책에 취약계층 노인이 어떻게 반

응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노인

을 대상으로 Huang(1996)과 같이 농식품 구매 의사결정체계와 영양

섭취를 연계한 국내 연구사례가 없으므로,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

취를 농식품 구매 의사결정체계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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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격에 반응하는 취약계층 노인의 농식품 구매행동과,

농식품으로부터의 영양소 섭취 패턴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농식

품 가격이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농식품 구매행동과 영양소 섭취 패턴

을 연계한다는 것은, 개별 농식품의 자기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교

차가격탄력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교차가격탄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별 농식품의 소비

에는 강하거나 약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곡물과

육류가 대체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면, 육류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육

류소비는 감소하겠지만 곡물소비가 증가하여 육류소비 감소로 인한

에너지섭취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농식품

의 가격 변동이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식

품 소비시스템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식품가격 변동이 취약계층의 영양섭취에 미

치는 영향을 개별 농식품의 자기가격탄력성으로 인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교차가격탄력성으로 인한 간접효과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이

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간접효과의 크기

와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관찰되는 농식품 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여 농

식품의 물가변동이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시뮬레이션해 볼 것이다. 영양섭취의 농식품 가격에 대한 탄력성

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불안정하다면 영양섭취에 큰 문제를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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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내용 및 방법론

농식품가격 변동이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도출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농식품별 자기

가격탄력성 및 교차가격탄력성, 둘째로는 농식품별 영양소 함량 및

섭취량이다.

농식품별 자기가격탄력성 및 교차가격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Deaton and Muellbauer(1980)에서 제시한 준이상수요체

계 모형(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을 사용하되, 대부분

의 국내 연구가 특정 집단 전체의 지출비중값을 사용해 모형을 추

정한 것과는 달리 가구별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한 추정을 시도한

다. 또한 기본적인 준이상수요체계모형으로는 농식품별 자기가격탄

력성 및 교차가격탄력성의 계층 간 차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

를 보완하기 위해 Ray(1983)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

에 사용하는 자료로써 농식품별 영양소 함량과 계층별 영양섭취현

황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농식품별 물가지수 변동이 취약계층 소

비자가 섭취하는 개별 영양소의 섭취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

악할 것이다. 분석 대상 영양소로 에너지, 단백질과 이계임 등(2013)

에서 노인계층에게 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한 칼슘, 비타민A, 리보

플라빈, 비타민C를 선정하였다.

농식품의 가격변동이 영양섭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뮬레이

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농식품가격의 변동성을 고

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3~2016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보

정한 개별 농식품의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추세적인 물가상승과 추

세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물가의 변동이 영양섭취량에 미치는 영향

을 계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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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행연구 검토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현황을 광범위하게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로

는 김혜련 등(2011), 이계임 등(2013), 양윤정(2015), 오상우 등(2017)

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정

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취약계층 중 노인계층은 특별히 중요

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계임 등

(2013)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의 150% 미만일 경우를 취약계층

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김혜련 등(2011)에서는 차상위계층2)

의 소득요건을, 오상우 등(2017)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

조의 취약계층 소득요건3)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영양섭취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영양섭취량을 계층별

로 대조하거나, 한국영양학회 기준 권장섭취량을 계층별 영양섭취량

과 비교함으로써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현황을 분석하는 방법론

을 취한다.

수요시스템모형을 이용하여 농식품의 수요체계를 분석한 국내 선

행연구로는 국내에서 이계임·최지현(1999), 김태우(2009), 권오상

(2015), 진현정·오현석다라(2016)가 있다. 이계임·최지현(1999), 임청

룡 등(2014)의 경우 선형근사 준이상수요체계(Linear Approxim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사용하여 과일 세부품목들에 대하

여 수요체계를 추정하였다. 김혜영·김태균(2003)은 개별 육류품목의

수요시스템을 선형근사 준이상수요체계를 통해 추정하되, 3단계 최

소자승추정법을 통하여 가격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였다. 김태

우(2009)는 횡단면자료를 이용하는 선형근사 준이상수요체계에 학력

및 연령변수를 추가적으로 반영, 11개 농식품군을 대상으로 수요체

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수요체계모형에

1) 최저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한다.
2) 차상위계층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의 취약계층 소득요건은 대한민국 가구 평균소득의 40%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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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을 완전히 구매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

으로 반영하였다. 권오상(2015)은 계수확장 초월대수 효용함수에서

유도된 수요체계모형을 사용하여 8개 농식품군에 대하여 수요체계모

형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층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였다.

진현정·오현석다라(2016)는 분기별 수요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파동

함수를 적용하여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에 대하여 수요체계모형을

추정하였다.

농식품의 수요시스템모형을 분석한 해외 연구사례의 경우, 앞의

국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집단 전체의 소비자료가 아닌 가구별 소

비지출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다. 그 예로 Yen et al.(2004)의 경우 중국 도시가구의 가구

별 농식품 소비자료를 이용하여 트랜스로그 간접효용함수에서 유도

한 수요시스템을 추정하였으며, Alviola VI et al.(2010)은 미국 개별

가구의 비알콜음료 소비의 수요체계를 이차준이상수요체계모형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농식품의 가격변동이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해외사례로서 Huang(1996), Andreyeva et

al.(2010)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개별 농식품의 수요가격탄력성과

개별 농식품의 영양소 함유량을 사용하여, 미국 소비자의 개별 영양

섭취의 농식품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농식품

의 가격탄력성을 단일 파라미터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탄력성이 계층

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노인의 농식품 분류별 영양섭취 정보를 수요

체계모형에 결합함으로써 농식품 분류별 가격지수의 변동이 취약계

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 현황을 다룬 선행연구는, 경제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특

정 상황에서의 영양섭취량만을 기술한 일종의 정태분석(Static

Analysis)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식품가격의 변동이 농식

품의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참조함

으로써, 정태분석에 한정되어 있던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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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영역까지 확

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반

영하는 수요체계모형을 사용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층별로 도

출하였기 때문에 Huang(1996)과 비교하여 방법론적으로 일부 차별

성을 가지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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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및 자료

2.1. 분석 모형

2.1.1. 준이상수요체계모형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별 자기가격탄력성 및 교차가격탄력성을 도

출하기 위해 Deaton and Muellbauer(1980)에서 제시된 준이상수요

체계 모형(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을 사용하여 농식

품 수요체계를 추정한다. Deaton And Muellbauer(1980)가 제시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상품 개수만큼의 지출비중함수들을 사용하여

수요체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m은 총지출, 는 개별 품목들의 가격, 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되는 가격지수이다.

이와 같은 지출비중함수는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함수에서 유도된다.

여기에서 보상수요함수의 대칭성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ln ln          (1)

ln   


ln  









lnln  (2)

  

 lnl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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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효용함수의 p, m에 대한 0차동차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 


  , 지출비중함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의 제약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모형은 가격과 소비량만을 변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인구통계변수를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모형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준이상수요체계모형에 인구통계변수를 반영하는 방식

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Ray(1983)의 방법론을

참고할 것이다. Ray(1983)에서는 인구통계변수 z를 반영한 지출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에서  는 일반적인 준이상수요체계모형의 지출함수로,

ln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함수   는 동일한 효용을 얻기 위한 계층별 지출액 차이를 반

영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는 k번째 인구통계변수가 i번째 지출비중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지출함수는 p에 1차동차함수여야 하며,  가

p에 대해 1차동차함수이기 때문에   는 p에 대하여 0차동차

함수여야만 한다. 그리고 z는 샘플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지기

         (4)

ln    


ln  


lnln 





  (5)

    ex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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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동차성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의 제약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출함수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정의된다.

해당 지출함수로부터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이상의 간접효용함수에서 로이의 항등식(Roy's Identity)를 통해 다

음과 같이 상품 종류만큼의 지출비중함수가 유도된다.

추정된 지출비중함수는 상품가격이나 소비지출액으로 미분하여 개

별 상품 통상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 교차가격탄력성, 지출액탄력성

의 형태로 조정할 수 있다. 자기가격탄력성은 식 (10), 교차가격탄력

성은 식 (11), 소비지출액탄력성은 식 (12)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

다.

ln     


ln  


lnln 





 




(7)

   




   




lnln (8)

     


ln  


ln

        
(9)

    


× 


ln  (10)

    


× 


ln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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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에서 표현되듯이, 결과적으로 Ray(1983)의 방법론은 인구통계

변수가 파라미터 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파라미터 제약에 따라 N-1개의 지

출비중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하나를 복원할 수 있는 비선

형 방정식체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출비중함수의 잔차가 다

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N-1개의 지출비중함수를 최대

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하여 추정한 후, N

번째의 함수를 복원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최대우도추정은 잔

차가 가정에서와 같은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일치성

(consistency), 점근적 효율성(asymptotic efficiency)을 갖는 파라미

터를 도출한다.

2.1.2. 영양소의 식품가격탄력성 도출

농식품별 자기가격탄력성 및 교차가격탄력성과 농식품별 영양소

함유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농식품가격 변동이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할 수 있다. 특정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A라고 하고, 개

별 농식품 한 단위에 함유된 해당 영양소를 라고 하면 A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상품 의 가격이 변동한다고 가정하자. 영양섭취량 A의 가

격 에 대한 탄력성은 식 (14)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상품 i수요의 상품 j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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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기 때문에, 영양섭취량 A의 에 대한 탄력성

은 개별 상품들의 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개별 상품으로부터의 영

양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것과 같다. 이러한 계산방식의

장점은 교차탄력성을 통해 소비대체를 영양소 섭취 변동 분석에 반

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가격의 변동이 영양섭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가격지

수의 변동 수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가지

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변동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기대될 수 있는 변동성을 계측하는 데 있어 안병일, 김관수

(2008)의 지적과 같이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세에 의한 물가변동과 추세에서 벗어나는 물가변동을 함께 고려

하기 위하여 가격지수에 대해 추세방정식을 식 (15) 의 형태로 추정

한다. 이때 는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연간 물가상승률에 해당

한다. 추세에서 벗어나는 물가상승률은 에 해당한다. 연평균 물가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이 다소 제한되어 복

잡한 시계열모형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

순한 OLS모형을 통해 추세방정식을 추정할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물가상승 추세가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은 식 (14)

에서부터 식 (16)과 같이 유도된다.

ln  


 lnl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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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추세선 이상의 물가상승이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은 식 (17)과 같

이 계산할 것이다. 식 (17)에서 M은    인 경우의 개수를 의미

한다.







× 

  

 ×






  (17)

본 연구에서는 식 (16)과 식 (17)의 값을 제시함으로써 식품별로 추

세적인 물가상승과 추세를 넘어서는 물가상승이 각 영양섭취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할 것이다.

2.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식품을 곡물 및 곡물

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어류 및 어류가공품(), 계란

및 유제품(), 유지류 및 조미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

소 및 채소가공품(), 외식()의 8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분석에

적용하는 인구통계변수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여부(), 차상위계층

소득요건 해당 여부(), 연령 65~74세여부(), 연령 75세 이상 여부

(), 대졸 여부(), 독거 여부()이다.

저소득층 여부를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여부, 차상위계층 소득요건

해당 여부로 분석에 반영한 것은 2018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대

다수의 영양 관련 지원정책이 최저생계비나 차상위계층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노인층 여부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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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65~74세여부, 연령 75세 이상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한 것

은 ‘2015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노인기를 65-74세, 75세 이상

의 2개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권장섭취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여부와 차상위계층 소득요건 해당 여부는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실질소득으로 환산한 후 2016년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하여 판정했다. 2016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표 2-1>와 같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1인 1,652,931 495,879 826,465
2인 2,814,449 844,334 1,407,224
3인 3,640,915 1,092,274 1,820,457
4인 4,467,380 1,340,214 2,233,690
5인 5,293,845 1,588,153 2,646,922
6인 6,120,311 1,836,093 3,060,155
7인 6,946,776 2,084,032 3,473,388

<표 2-1> 2016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단위 : 원)

주: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이 추가될 때마다 기준중위소득은 826,465원씩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본 연구의 모형에서 지출비중() 변수는 2003~2016 분기별 가계

동향조사 397,256개 성인가구(가구주 20세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가격()변수는 2015년도 가중치 기준 2003~2016년 분기별/품목

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가격변수는 앞서 언급한 물가의

추세방정식을 추정할 시에도 사용하는데, 이때 계절적인 변동이 추

세에서 벗어나는 잔차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 자

료를 연간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또한, 효과적인 추정을 위한

샘플 확보를 위해 수입개방 이후인 1996~2002년, 2017년 자료를 추

가적으로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2-2>와 같다. 지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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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경우 외식()이 약 46.2%로 전체 식비 지출의 약 절반을 차

지한다. 이는 외식업이 소득효과의 형태로 타 식품의 소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격지수의 경우 곡물

및 곡물가공품(ln)과 외식(ln)의 표준편차가 타 농식품보다 작아,

이들 상품의 가격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샘플 중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은 약 9.0%로, 빈곤통계연보의 2016년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인

8.4%보다 다소 높다. 이는 차상위계층 소득요건 기준의 경우 이전

연도 샘플들의 실질소득과 2016년도의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최저

생계비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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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출비중

곡물 및 곡물가공품  0.1163 0.0845
육류 및 육류가공품  0.0995 0.0730
어류 및 어류가공품  0.0736 0.0709
계란 및 유제품  0.0537 0.0539
유지류 및 조미식품  0.0324 0.0519
과일 및 과일가공품  0.0721 0.0585
채소 및 채소 가공품  0.0897 0.0751
외식  0.4627 0.2222

가격

곡물 및 곡물가공품 ln 4.4687 0.1096
육류 및 육류가공품 ln 4.4274 0.1489
어류 및 어류가공품 ln 4.3999 0.1849
계란 및 유제품 ln 4.3736 0.1964
유지류 및 조미식품 ln 4.3486 0.2454
과일 및 과일가공품 ln 4.5310 0.1621
채소 및 채소 가공품 ln 4.4805 0.1867
외식 ln 4.4806 0.1026

총지출 ln 12.9079 0.6694

인구통계변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여부  0.0907 0.2872
차상위계층 소득요건 해당여부  0.5023 0.5000
연령 65~74세 여부  0.1179 0.3225
연령 75세 이상 여부  0.0596 0.2368
대졸 여부  0.3516 0.4775
독거 여부  0.1404 0.3474

<표 2-2> 수요체계모형 추정 사용 변수의 기초통계량

자료: 2003~2016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농식품별 영양섭취량()변수는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개인별 자료를 활용하여 취득하였다. 분석대상 중 소득이 최저생계

비 미만인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그리고 기타 가구의 주요 영양소

섭취현황을 비교하면 <표 2-3>~<표 2-6>과 같다. 다량영양소의 경

우, 남성은 65세 미만일 시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에

너지 및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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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취약계층 남성의 에너지섭취량은 전반적으로 필요추정량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남성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경우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89% 수준이었

다. 여성 역시 65세 이상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및 단백질 부

족이 크게 나타나는데, 75세 이상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평균

에너지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80%, 평균 단백질섭취량은 권장섭취

량의 84% 수준이었다.

미량영양소의 경우 비타민C 섭취 부족이 75세 이상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남성(권장섭취량 대비 65%) 및 여성(권장섭취량 대비

64%), 차상위계층 여성(권장섭취량 대비 74%)에서 크게 나타나는

등, 취약계층 노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비교적 심한 결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노인 여성의 칼슘섭취량은 권장섭취량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75세 이상 여성 최저생계비 미

만 소득자의 경우 칼슘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33% 수준에 불과했

다. 또한,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75세 이상 남성의 경우 비타민 A섭

취량은 권장섭취량의 35%, 여성은 48% 수준으로 기타계층 남성의

60%, 기타계층 여성의 72%보다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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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

(kcal/일)

탄수화물

(g/일)

단백질

(g/일)

지방

(g/일)

12

~18세

최저생계비미만 2,287 321 86 69
차상위계층 2,584 357 99 80
기타 2,434 342 92 72

19

~29세

최저생계비미만
2,279 300 91 70
(88%) (140%)

차상위계층
2,746 337 110 91

(106%) (169%)

기타
2,586 323 98 77
(99%) (151%)

30

~49세

최저생계비미만
2,096 311 76 48
(87%) (127%)

차상위계층
2,576 347 91 63

(107%) (152%)

기타
2,562 322 93 65

(107%) (155%)

50

~64세

최저생계비미만
2,150 298 77 38
(98%) (128%)

차상위계층
2,386 352 80 45

(108%) (133%)

기타
2,306 332 84 49

(105%) (140%)

65

~74세

최저생계비미만
1,950 324 55 22
(98%) (100%)

차상위계층
1,988 335 64 33
(99%) (116%)

기타
2,236 363 76 42

(112%) (138%)

75세

이상

최저생계비미만
1,602 278 49 22
(80%) (89%)

차상위계층
1,806 310 57 27
(90%) (104%)

기타
1,947 320 64 35
(97%) (116%)

<표 2-3> 취약계층 남성 영양섭취기준(RI)대비

영양섭취량(다량영양소)

주: 1) ~11세의 경우 최저생계비미만, 차상위계층의 샘플 크기가 20개 미만으로, 신뢰성 

문제로 집계하지 않음.

: 2) 괄호 안은 권장섭취량 대비 비율로(에너지의 경우 필요추정량), 12~18세는 연령 

별로 영양섭취량 및 영양섭취기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탄수화물,

지방은 권장섭취량기준이 없음.

자료: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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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타민A

(μgRAE/일)

칼슘

(mg/일)

리보플라빈

(mg/일)

비타민C

(mg/일)

12

~18세

최저생계비미만 350 439 1.28 98
차상위계층 388 548 1.74 80
기타 448 529 1.62 74

19

~29세

최저생계비미만
330 530 1.74 42

(41%) (66%) (116%) (42%)

차상위계층
440 532 1.85 57

(55%) (67%) (123%) (57%)

기타
455 497 1.75 65

(57%) (62%) (117%) (65%)

30

~49세

최저생계비미만
459 467 1.34 63

(61%) (58%) (89%) (63%)

차상위계층
453 537 1.66 78

(60%) (67%) (111%) (78%)

기타
465 550 1.71 103

(62%) (69%) (114%) (103%)

50

~64세

최저생계비미만
343 590 1.29 96

(46%) (79%) (86%) (96%)

차상위계층
468 550 1.44 113

(62%) (73%) (96%) (113%)

기타
485 564 1.59 127

(65%) (75%) (106%) (127%)

65

~74세

최저생계비미만
322 390 1.06 88

(46%) (56%) (71%) (88%)

차상위계층
406 450 1.15 114

(58%) (64%) (77%) (114%)

기타
485 568 1.14 144

(69%) (81%) (76%) (144%)

75세

이상

최저생계비미만
244 351 0.86 65

(35%) (50%) (57%) (65%)

차상위계층
335 440 1.1 102

(48%) (63%) (73%) (102%)

기타
418 463 1.3 160

(60%) (66%) (87%) (160%)

<표 2-4> 취약계층 남성 영양섭취기준(RI)대비

영양섭취량(미량영양소)

주: 1) ~11세의 경우 최저생계비미만, 차상위계층의 샘플 크기가 20개 미만으로, 신뢰성 

문제로 집계하지 않음.

: 2) 괄호 안은 권장섭취량 대비 비율로(에너지의 경우 필요추정량), 12~18세는 연령 

별로 영양섭취량 및 영양섭취기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탄수화물,

지방은 권장섭취량기준이 없음.

자료: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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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

(kcal/일)

탄수화물

(g/일)

단백질

(g/일)

지방

(g/일)

12

~18세

최저생계비미만 1,695 254 57 48
차상위계층 1,783 250 66 54
기타 1,943 284 70 55

19

~29세

최저생계비미만
1,867 259 61 50
(89%) (111%)

차상위계층
1,753 240 63 53
(83%) (115%)

기타
1,806 248 66 52
(86%) (120%)

30

~49세

최저생계비미만
1,781 256 61 40
(94%) (122%)

차상위계층
1,817 273 66 45
(96%) (132%)

기타
1,767 263 64 45
(93%) (128%)

50

~64세

최저생계비미만
1,509 266 49 24
(84%) (98%)

차상위계층
1,633 274 55 32
(91%) (110%)

기타
1,729 285 61 36
(96%) (122%)

65

~74세

최저생계비미만
1,407 258 43 20
(88%) (96%)

차상위계층
1,503 268 49 24
(94%) (109%)

기타
1,642 284 56 30

(103%) (124%)

75세

이상

최저생계비미만
1,285 239 38 17
(80%) (84%)

차상위계층
1,282 239 38 17
(80%) (84%)

기타
1,382 252 45 21
(86%) (100%)

<표 2-5> 취약계층 여성 영양섭취기준(RI)대비

영양섭취량(다량영양소)

주: 1) ~11세의 경우 최저생계비미만, 차상위계층의 샘플 크기가 20개 미만으로, 신뢰성 

문제로 집계하지 않음.

: 2) 괄호 안은 권장섭취량 대비 비율로(에너지의 경우 필요추정량), 12~18세는 연령 

별로 영양섭취량 및 영양섭취기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탄수화물,

지방은 권장섭취량기준이 없음.

자료: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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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타민A

(μgRAE/일)

칼슘

(mg/일)

리보플라빈

(mg/일)

비타민C

(mg/일)

12

~18세

최저생계비미만 321 366 1.22 47
차상위계층 317 360 1.2 60
기타 378 446 1.42 80

19

~29세

최저생계비미만
265 364 1.3 63

(41%) (52%) (87%) (63%)

차상위계층
447 373 1.23 71

(69%) (53%) (82%) (71%)

기타
380 408 1.22 72

(58%) (58%) (81%) (72%)

30

~49세

최저생계비미만
256 398 1.18 91

(39%) (57%) (79%) (91%)

차상위계층
375 438 1.28 90

(58%) (63%) (85%) (90%)

기타
370 448 1.31 104

(57%) (64%) (87%) (104%)

50

~64세

최저생계비미만
266 383 1.06 98

(44%) (48%) (71%) (98%)

차상위계층
373 428 1.13 128

(62%) (54%) (75%) (128%)

기타
400 486 1.29 157

(67%) (61%) (86%) (157%)

65

~74세

최저생계비미만
258 331 0.83 89

(52%) (41%) (55%) (89%)

차상위계층
303 391 1.0 121

(61%) (49%) (67%) (121%)

기타
363 415 1.15 149

(73%) (52%) (77%) (149%)

75세

이상

최저생계비미만
239 267 0.65 64

(48%) (33%) (43%) (64%)

차상위계층
367 292 0.74 74

(73%) (37%) (49%) (74%)

기타
360 328 1.03 125

(72%) (41%) (69%) (125%)

<표 2-6> 취약계층 여성 영양섭취기준(RI)대비

영양섭취량(미량영양소)

주: 1) ~11세의 경우 최저생계비미만, 차상위계층의 샘플 크기가 20개 미만으로, 신뢰성 

문제로 집계하지 않음.

: 2) 괄호 안은 권장섭취량 대비 비율로(에너지의 경우 필요추정량), 12~18세는 연령 

별로 영양섭취량 및 영양섭취기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탄수화물,

지방은 권장섭취량기준이 없음.

자료: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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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은 평균 성인과 비교하여 <표 2-7>에 제시된 모든

영양소를 곡물 및 곡물가공품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

물로부터의 영양섭취 절대량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오히려 높

다. 하지만 곡물 및 곡물가공품, 어류 및 어류가공품과 기타식품 외

의 농식품을 통한 영양섭취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낮았다. 또

한, 취약계층은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C를 채소 및 채소가공

품에 크게 의존한다. 채소 및 채소가공품을 통한 영양섭취량은 소득

이 낮은 계층일수록 낮지만, 그 정도가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

민C가 풍부한 타 농식품의 경우보다 작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노인

은 외식업 이용도가 낮아 기타계층 노인과 비교하여 외식업을 통한

영양섭취에 큰 차이를 보인다. 기타계층 노인이 외식업을 통해 단백

질,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C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인계

층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상당 부분 보충하는 반면,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외식업을 통한 영양섭취량이 매우 적은 수준

이다.

구분

에너지

( k c a l /

일)

단백질

(g/일)

칼슘

(g/일)

비타민A

(μgRAE

/일)

리보

플라빈

(mg/일)

비타민C

(mg/일)

곡물 및

곡물가공

품

최저생계비

미만

933 21 8 57 0.16 6

(63%) (47%) (2%) (22%) (20%) (8%)

차상위계층
893 21 6 58 0.16 6

(54%) (40%) (2%) (17%) (16%) (6%)

평균 성인
836 19 5 55 0.17 12

(45%) (30%) (1%) (13%) (13%) (8%)

육류 및

육류가공

품

최저생계비

미만

39 4 3 2 0.04 0

(3%) (9%) (1%) (1%) (5%) (0%)

차상위계층
56 5 5 3 0.05 0

(3%) (9%) (1%) (1%) (5%) (0%)

평균 성인
60 5 3 3 0.05 0

(3%) (8%) (1%) (1%) (4%) (0%)

<표 2-7> 노인계층 농식품 분류별 영양섭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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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및

어류가공

품

최저생계비

미만

27 4 6 37 0.03 0

(2%) (9%) (2%) (15%) (4%) (0%)

차상위계층
30 5 6 45 0.03 0

(2%) (9%) (2%) (14%) (3%) (0%)

평균 성인
31 5 8 38 0.04 0

(2%) (8%) (2%) (9%) (3%) (0%)

계란 및

유제품

최저생계비

미만

42 3 20 38 0.12 0

(3%) (7%) (6%) (15%) (15%) (0%)

차상위계층
58 3 27 57 0.16 0

(4%) (6%) (7%) (17%) (16%) (0%)

평균 성인
76 4 36 74 0.22 0

(4%) (6%) (8%) (18%) (17%) (0%)

유지류 및

조미식품

최저생계비

미만

47 2 17 14 0.06 0

(3%) (4%) (5%) (6%) (7%) (0%)

차상위계층
51 2 20 13 0.06 0

(3%) (4%) (5%) (4%) (6%) (0%)

평균 성인
53 2 21 12 0.07 0

(3%) (3%) (4%) (3%) (6%) (0%)

과일 및

과일가공

품

최저생계비

미만

83 1 7 21 0.04 36

(6%) (2%) (2%) (8%) (5%) (47%)

차상위계층
111 2 11 28 0.06 61
(7%) (4%) (3%) (8%) (6%) (57%)

평균 성인
167 3 23 37 0.09 80
(9%) (5%) (5%) (9%) (7%) (55%)

채소 및

채소

가공품

최저생계비

미만

71 4 152 118 0.24 27

(5%) (9%) (47%) (46%) (30%) (36%)

차상위계층
77 5 174 122 0.27 29

(5%) (9%) (44%) (37%) (27%) (27%)

평균 성인
88 5 205 128 0.28 38

(5%) (8%) (44%) (31%) (22%) (26%)

외식

최저생계비

미만

142 6 29 28 0.08 4

(10%) (13%) (9%) (11%) (10%) (5%)

차상위계층
280 11 71 64 0.19 8

(17%) (21%) (18%) (19%) (19%) (7%)

평균 성인
473 19 104 109 0.33 13

(25%) (30%) (22%) (26%) (26%) (9%)

기타식품

최저생계비

미만

96 1 8 13 0.04 1

(6%) (2%) (2%) (5%) (5%) (1%)

차상위계층
97 1 10 12 0.03 2

(6%) (2%) (3%) (4%) (3%) (2%)

평균 성인
89 1 10 12 0.02 1

(5%) (2%) (2%)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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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괄호 안은 전체 영양섭취 중 해당 식품에서 얻는 영양소의 비율임.

: 2)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였음.

: 2) 기타식품은 수요체계모형 추정에서 제외한 주스, 주류, 식이보충제 등임.

: 4) 평균 성인은 2016년도 자료 기준, 20세 이상 대상으로 집계함.

최저생계비 미만 계층 내에서도 독거노인은 곡물 및 곡물가공품

에 대해 높은 영양의존도를 보이며, 과일 및 과일가공품에 대한 낮

은 영양의존도를 보인다.

합계

최저생계비

미만

1,480 45 324 254 0.81 76

(100%) (100%) (100%) (100%) (100%) (100%)

차상위계층
1,653 53 398 332 1.01 107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성인
1,873 63 467 418 1.27 145

(100%) (100%) (100%) (100%) (100%) (100%)

구분

에너지

( k c a l /

일)

단백질

(g/일)

칼슘

(g/일)

비타민A

(μgRAE

/일)

리보

플라빈

(mg/일)

비타민C

(mg/일)

곡물 및

곡물가공

품

평균 성인
730 17 54 10 0.17 6

(38%) (25%) (12%) (3%) (13%) (5%)

75세 미만 비독거
963 22 62 6 0.18 7

(60%) (44%) (17%) (2%) (16%) (7%)

75세 미만 독거
968 23 64 5 0.20 8

(69%) (57%) (20%) (2%) (21%) (15%)

75세 이상 비독거
971 22 58 12 0.16 4

(64%) (47%) (18%) (5%) (18%) (6%)

75세 이상 독거
813 18 46 6 0.13 5

(65%) (49%) (18%) (2%) (17%) (9%)

육류 및

육류가공

품

평균 성인
85 7 4 6 0.07 1

(4%) (10%) (1%) (2%) (6%) (1%)

75세 미만 비독거
34 3 2 3 0.03 0

(2%) (7%) (1%) (1%) (3%) (0%)

75세 미만 독거
19 2 1 3 0.02 0

(1%) (5%) (0%) (2%) (2%) (0%)

75세 이상 비독거
48 5 2 3 0.04 0

(3%) (10%) (1%) (1%) (4%) (0%)

75세 이상 독거
42 4 2 3 0.04 0

(3%) (10%) (1%) (1%) (5%) (0%)

<표 2-8>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계층 농식품 분류별 영양섭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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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및

어류가공

품

평균 성인
31 5 37 5 0.04 0

(2%) (7%) (8%) (1%) (3%) (0%)

75세 미만 비독거
34 5 40 9 0.05 0

(2%) (10%) (11%) (3%) (4%) (0%)

75세 미만 독거
16 2 29 4 0.02 0

(1%) (6%) (9%) (2%) (2%) (0%)

75세 이상 비독거
29 4 47 4 0.03 0

(2%) (10%) (14%) (2%) (3%) (0%)

75세 이상 독거
18 3 23 5 0.03 0

(1%) (7%) (9%) (2%) (3%) (0%)

계란 및

유제품

평균 성인
82 5 82 38 0.22 1

(4%) (7%) (18%) (10%) (17%) (1%)

75세 미만 비독거
48 3 43 21 0.15 0

(3%) (6%) (12%) (7%) (13%) (0%)

75세 미만 독거
55 3 49 30 0.16 1

(4%) (8%) (15%) (14%) (17%) (1%)

75세 이상 비독거
33 2 31 18 0.10 0

(2%) (5%) (10%) (8%) (11%) (1%)

75세 이상 독거
39 2 34 17 0.10 0

(3%) (6%) (13%) (7%) (14%) (1%)

유지류 및

조미식품

평균 성인
52 1 10 19 0.06 0

(3%) (2%) (2%) (5%) (4%) (0%)

75세 미만 비독거
47 2 12 19 0.06 0

(3%) (3%) (3%) (7%) (6%) (0%)

75세 미만 독거
62 2 18 16 0.10 0

(4%) (6%) (5%) (7%) (10%) (1%)

75세 이상 비독거
50 2 15 16 0.07 0

(3%) (4%) (5%) (7%) (7%) (0%)

75세 이상 독거
37 2 12 14 0.05 0

(3%) (4%) (5%) (6%) (7%) (0%)

과일 및

과일가공

품

평균 성인
110 2 26 11 0.06 53
(6%) (3%) (6%) (3%) (5%) (51%)

75세 미만 비독거
108 2 29 9 0.06 47
(7%) (4%) (8%) (3%) (5%) (49%)

75세 미만 독거
52 1 19 3 0.03 15

(4%) (2%) (6%) (2%) (3%) (28%)

75세 이상 비독거
83 1 19 7 0.04 37

(6%) (3%) (6%) (3%) (5%) (53%)

75세 이상 독거
52 1 13 4 0.03 25

(4%) (2%) (5%) (1%) (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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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괄호 안은 전체 영양섭취 중 해당 식품에서 얻는 영양소의 비율임.

: 2) 기타식품은 수요체계모형 추정에서 제외한 주스, 주류, 식이보충제 등임.

: 3) 평균 성인은 2016년도 자료 기준, 20세 이상 대상으로 집계함.

채소 및

채소

가공품

평균 성인
63 4 97 139 0.21 24

(3%) (5%) (21%) (36%) (16%) (23%)

75세 미만 비독거
82 5 125 166 0.27 35

(5%) (10%) (35%) (57%) (24%) (36%)

75세 미만 독거
66 4 118 142 0.25 26

(5%) (11%) (37%) (66%) (26%) (49%)

75세 이상 비독거
67 4 119 126 0.24 24

(4%) (9%) (37%) (56%) (27%) (34%)

75세 이상 독거
59 4 103 168 0.20 19

(5%) (10%) (39%) (69%) (26%) (34%)

외식

평균 성인
665 27 133 148 0.44 17

(34%) (40%) (29%) (38%) (34%) (17%)

75세 미만 비독거
185 7 37 35 0.10 5

(12%) (15%) (10%) (12%) (9%) (5%)

75세 미만 독거
58 2 16 9 0.03 2

(4%) (4%) (5%) (4%) (3%) (3%)

75세 이상 비독거
131 6 26 29 0.08 2
(9%) (12%) (8%) (13%) (9%) (3%)

75세 이상 독거
118 4 22 28 0.08 6
(9%) (11%) (9%) (11%) (11%) (11%)

기타식품

평균 성인
118 1 12 14 0.04 2
(6%) (1%) (3%) (3%) (3%) (2%)

75세 미만 비독거
104 1 9 23 0.20 1
(6%) (2%) (3%) (8%) (19%) (1%)

75세 미만 독거
104 0 8 3 0.18 1
(7%) (1%) (2%) (1%) (18%) (2%)

75세 이상 비독거
97 0 7 11 0.15 1

(6%) (1%) (2%) (5%) (16%) (1%)

75세 이상 독거
78 0 5 1 0.10 1

(6%) (1%) (2%) (0%) (14%) (1%)

합계

평균 성인
1,937 68 457 389 1.30 104

(100%) (100%) (100%) (100%) (100%) (100%)

75세 미만 비독거
1,606 50 360 291 1.10 97

(100%) (100%) (100%) (100%) (100%) (100%)

75세 미만 독거
1,400 40 321 216 0.99 54

(100%) (100%) (100%) (100%) (100%) (100%)

75세 이상 비독거
1,510 46 326 226 0.92 70

(100%) (100%) (100%) (100%) (100%) (100%)

75세 이상 독거
1,256 37 261 244 0.75 56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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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결과

3.1. 농식품 수요체계 추정결과

수요체계모형의 파라미터 추정결과는 <표 3-1>와 같으며, 대부분

의 파라미터가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곡물 및 곡물가공

품가격이 유지류 및 조미식품의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 육류 및 육류가공품가격이 외식업의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은 그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월드검정(Wald

Test)을 유의수준 10%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류 및 어류

가공품의 가격-지출비중 간 관계를 의미하는 역시 유의수준 10%

에서 월드검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류 및 어류가공품가격이 과일

및 과일가공품의 지출비중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 외식 지출비

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 10% 유의수준에서 월드검정을 통

과하지 못했다. 인구통계변수와 관련된 파라미터 중에서는 독거 여

부가 생선 및 생선가공품의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농식품에 대한 총 지

출액이 생선 및 생선가공품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는

10%에서는 유의하였으나 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 , , 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이들 파라미터들의 하첨

자에 표시된 관계 상품(예: 의 경우 곡물 및 곡물가공품과 유지

류 및 조미식품)간에 대체 또는 보완관계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일반적으로 곡물이

유지류 및 조미식품을 첨가하여 조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

할 때 정상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유의하게 도출되지

않은 것은 생선 및 생선가공품과 과일 및 과일가공품이 특별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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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며, 두 상품의 이질

성을 고려할 때 이는 정상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모형 내에서 육류 및 육류가공품과 외식, 그리

고 어류 및 어류가공품과 외식 간에 적극적인 대체 또는 보완관계

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수요체계모형을

사용한 권오상(2015)에서 역시 이들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를 의미하

는 파라미터들이 유의하지 않았다. 외식업의 식재료에서 육류 및 육

류가공품과 어류 및 어류가공품의 비중이 높아, 육류 및 육류가공품

/어류 및 어류가공품과 외식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어 대체 또는 보완관계가 확실히 추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파라미터 추정치 t-value 파라미터 추정치 t-value

 -25.2903 -8.22    0.001169 10.71  

 1.307848 12.08    0.000403 10.72  

 0.188658 18.1    0.000734 10.77  

 0.07621 12.4    0.001133 10.65  

 0.693586 11.63    -0.00003 -3.31  

 -0.03278 -3.69    -0.00076 -10.59  

 0.312727 13.67    0.000304 9.78  

 1.012236 12.25    0.000202 9.94  

 -2.55849 -9.41    0.000557 10.67  

 0.017377 2.68    0.000409 10.23  

 -0.05783 -17.39    -0.00017 -9.62  

 -0.00767 -2.68    -0.00071 -10.67  

 -0.02391 -7.81    0.000591 10.62  

 0.002559 1.3  0.000197 10.31  

 -0.02611 -17.13    0.001435 10.84  

 -0.0437 -13.55    0.001478 10.74  

 0.139282 11.58    -0.00044 -10.79  

 0.035623 11.53    -0.0000001 -0.01

<표 3-1> 농식품 수요체계모형 파라미터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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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월드(Wald)검정에서 유의수준 10%, 5%, 1%내로 유의함을 의미

<표 3-1> 의 결과로부터 식 (12), (13), (14)를 이용하여 농식품별

 -0.0119 -5.42    0.000132 8.54  

 -0.01092 -5.75    0.000212 10.26  

 0.052007 35.67    -0.00038 -10.36  

 -0.01571 -14.48    -0.00018 -9.17  

 0.004138 3.64    0.00042 10.88  

 0.004598 0.9  -0.00056 -10.48  

 -0.00094 -0.3  0.000515 10.74  

 0.048907 26.81    0.000219 10.67  

 -0.04173 -24.94    0.000817 10.87  

 -0.00069 -0.67  0.000984 10.77  

 0.012123 10.73    -0.00028 -10.6  

 0.001902 0.45  0.000084 8.48  

 0.00765 3.25    -0.00008 -6.11  

 -0.03179 -24.27    -0.00009 -8.63  

 0.01791 18.85    0.000622 10.76  

 -0.03703 -20.24    0.000479 10.53  

 0.029189 4.66    0.000086 8.46  

 0.047973 35.4    -0.00004 -5.02  

 -0.00775 -9.51    0.000822 10.72  

 -0.0061 -7.98    0.000216 10.46  

 -0.01517 -4.83    0.001574 10.8  

 0.015915 15.88    0.001715 10.7  

 0.003872 4.25    -0.00041 -10.71  

 0.012558 4.27    -0.00039 -10.46  

 -0.03445 -14.32    -0.03572 -194.15  

 0.101133 13.21    -0.0025 -12.97  

 -0.27349 -10.22    -0.00035 -1.86

 -0.0191 -142.69  

 0.00179 12.55  

 -0.00722 -48.97  

 -0.02768 -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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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격탄력성 및 교차가격탄력성, 농식품소비지출액탄력성을 계층

별로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3개 소득계층, 3개 연령계

층, 대학졸업여부, 독거여부를 인구통계변수로 반영하였으므로 총

×××  개 계층별 대조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36개 계층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므로, 대표적으로 1) 평균 가구, 2) 소득 최저

생계비 미만 65~74세 비독거노인층, 3)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75세

이상 비독거노인층, 4)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65~74세 독거노인층,

5)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층에 대하여 분석을 진

행할 것이다.

식 (12)~(14)에 대입하는 가격 및 지출액 비중을 2016년도로 설정

하여 평균 성인의 농식품별 수요의 자기가격, 교차가격, 농식품소비

지출액탄력성을 산출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평균 성인의 경우

어류 및 어류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외식의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 이상으로 높아 이들 품목의 소비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 및 육류가공품, 계란 및 유제품, 유지류 및 조미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의 경우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 미만으로 비교

적 낮았다. 평균 성인의 유지류 및 조미식품의 자기가격탄력성이 양

수로 도출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유지류 및 조미식품이 단독으로

소비되기보다는 관련된 여타 농식품과 함께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일 및 과일가공품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과의 교차탄력성이 양

수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권오상(2015)에서 이들 간의 교차탄력성을

음수로 도출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균 성인의 과일 및 과일가공품-채소 및 채소가공품 간 교차탄력

성은 0.14(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과일 및 과일가공품가격탄력성),

0.15(과일 및 과일가공품의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탄력성)로 작다.

권오상(2015)에서는 이들 간의 교차탄력성을 -0.1보다 작은 수준으

로 도출했기 때문에, 과일 및 과일가공품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 간

의 대체 및 보완관계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영양소 섭취 측면에서 과일 및 과일가공품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물가관리가 동시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과일 및 과일가공품과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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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채소가공품은 섭취량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및 무기질을 주로

공급하므로 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가 줄었을 때 다른 품

목의 소비가 상승하는 것이 영양균형 상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두

품목 간에는 대체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한 품목의 가격상승이 영양

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식소비의 타 품목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

은 수치로 도출되었다. delta method를 통해 도출한 통계량으로 해

당 탄력성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10%내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 경우가 없었다. 이는 외식에 대한 지출 비중이

타 품목과 비교하여 매우 크기 때문으로, 대체관계로 인하여 외식의

소비량이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률은 작기 때문이다. 반면 타 품목

소비의 외식가격탄력성은 육류 및 육류가공품과 어류 및 어류가공

품을 제외하면 비교적 큰 수치로 도출되었으며, 그 수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에서 기각하였다. 이는 외식에 대한 지출비

중이 높기 때문에, 외식가격의 상승이 실질소득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외식가격탄력성은 0.45, 채소 및 채

소가공품의 외식가격탄력성은 0.34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이 두 품

목이 낮은 지출액탄력성을 가져 외식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

소했을 때 외식에 대한 매력적인 대체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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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

곡물 및
곡물가공
품

육류 및
육류가공
품

어류 및
어류가공
품

계란 및
유제품

유지류 및
조미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
품

채소 및
채소가공
품

외식

소
비
량

곡물 및
곡물가공품

***

-0.41

***

-0.47

*

-0.05

-

0.00

-

0.01

***

-0.14

***

-0.07

***

0.45

육류 및
육류가공품

***

-0.48

***

-0.68

***

-0.10

***

-0.08

***

0.45

***

-0.13

***

0.06

***

-0.02

어류 및
어류가공품

***

-0.11

***

-0.16

***

-1.01

***

0.68

***

-0.58

***

-0.01

***

0.17

***

0.03

계란 및
유제품

*

0.02

***

-0.14

***

0.97

***

-0.60

***

-0.63

***

0.46

***

-0.34

***

-0.38

유지류 및
조미식품

-

-0.01

***

1.64

***

-1.33

***

-1.06

***

0.53

***

-0.27

***

-0.26

***

-0.31

과일 및
과일가공품

***

-0.22

***

-0.19

***

0.00

***

0.30

***

-0.10

***

-0.76

***

0.14

***

-0.07

채소 및
채소가공품

***

-0.09

***

0.10

***

0.15

***

-0.20

***

-0.08

***

0.13

***

-1.07

***

0.34

외식
-

0.05

-

-0.03

-

-0.01

-

-0.07

-

-0.03

-

-0.03

-

0.02

***

-1.10

농식품
소비지출액

***

0.67

***

0.98

***

1.00

***

0.63

***

1.07

***

0.91

***

0.70

***

1.20
지출액
비중(계=1) 0.11 0.11 0.07 0.05 0.03 0.08 0.09 0.45

<표 3-2> 농식품별 수요의 자기가격, 교차가격, 지출액

탄력성(평균 성인)

주:


,
 

,
  

는 delta method를 사용하였을 때 해당 탄력성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 5%, 1%에서 기각했음을 의미함

반면 <표 3-1>의 결과로부터 식 (12), (13)을 이용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농식품별 자기가격탄력성 및 교차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는 <표 3-3>~<표 3-6>과 같다. 취약계층 노인은 곡물 및 곡물가공

품의 자기가격탄력성이 -0.61~-0.67로 평균 성인의 -0.41보다 크다.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곡물 및 곡물가공품

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 소비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로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농식품소비지

출액탄력성은 평균 성인의 경우 0.67이나,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0.79~0.82의 값을 가진다. 취약계층 노인의 외식의 자기가격탄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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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6으로 평균 성인의 -1.10보다 컸으며, 외식의 농식품소비

지출액탄력성 역시 1.44~1.57로 평균 성인의 1.20보다 높다. 이는 외

식가격을 할인하는 형태 또는 농식품 구매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

는 형태의 영양섭취 관련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노인의 외식 소비를

비교적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평균 성인과는 달리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어류 및 어류가공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성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취약계

층 노인의 경우 곡물 및 곡물가공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비교적 크

기 때문으로, 대체관계로 인하여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소비량이 변

동하더라도 그 변동률은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식 외 농식품의

가격변동이 확정적으로 외식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성

인과 대조적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곡물 및 곡물가공품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가격은 비교적 확실하게 외식소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노인 외식소비의 곡물 및 곡물가공품

가격탄력성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탄력성은, 취약계층 노인의 경

우 그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10%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다. 소

득 최저생계비 미만 75세 이상 비독거노인의 경우 이에 더하여 외

식소비의 육류 및 육류가공품탄력성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10% 유

의수준에서 기각한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영양섭취를 곡물

및 곡물가공품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

에, 이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는 외식으로 이들을 대체할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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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

곡물 및
곡물가공
품

육류 및
육류가공
품

어류 및
어류가공
품

계란 및
유제품

유지류 및
조미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
품

채소 및
채소가공
품

외식

소
비
량

곡물 및
곡물가공품

-0.64

***

-0.3

***

-0.03 0.00 0.01 -0.09 -0.06

*

0.31

육류 및
육류가공품

-0.41

***

-0.73

***

-0.09

***

-0.07

***

0.38

***

-0.11

***

0.04

***

0.00

어류 및
어류가공품

-0.08

***

-0.09

***

-1.01

***

0.37

***

-0.32

***

-0.01

***

0.08

***

0.05

***

계란 및
유제품

0.02

***

-0.12

***

0.80

***

-0.67

***

-0.52

***

0.38

***

-0.28

***

-0.32

***

유지류 및
조미식품

-0.03

***

0.9

***

-0.74

***

-0.6

***

-0.16

***

-0.15

***

-0.16

***

-0.13

***

과일 및
과일가공품

-0.19

***

-0.16

***

0.00

***

0.24

***

-0.09

***

-0.81

***

0.12

***

-0.05

***

채소 및
채소가공품

-0.06

***

0.05

***

0.08

***

-0.12

***

-0.04

***

0.07

***

-1.05

***

0.22

***

외식
0.17

*

-0.06 -0.03 -0.15 -0.07 -0.07 0.10

*

-1.35

***

농식품
소비지출액

0.80

***

0.99

***

1.01

***

0.69

***

1.05

***

0.93

***

0.85

***

1.44

***
지출액
비중(계=1) 0.17 0.14 0.13 0.06 0.06 0.09 0.17 0.19

<표 3-3> 농식품별 수요의 자기가격, 교차가격, 지출액

탄력성(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65~74세 비독거)

주:


,
 

,
  

는 delta method를 사용하였을 때 해당 탄력성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 5%, 1%에서 기각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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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

곡물 및
곡물가공
품

육류 및
육류가공
품

어류 및
어류가공
품

계란 및
유제품

유지류 및
조미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
품

채소 및
채소가공
품

외식

소
비
량

곡물 및
곡물가공품

-0.61

***

-0.32

**

-0.03 0.00 0.01 -0.1 -0.06

**

0.31

육류 및
육류가공품

-0.4

***

-0.73

***

-0.09

***

-0.07

***

0.38

***

-0.11

***

0.05

***

-0.01

어류 및
어류가공품

-0.08

***

-0.1

***

-1.01

***

0.38

***

-0.33

***

-0.01

***

0.08

***

0.05

계란 및
유제품

0.03

***

-0.1

***

0.67

***

-0.71

***

-0.43

***

0.32

***

-0.23

***

-0.29

유지류 및
조미식품

-0.03

***

1.00

***

-0.82

***

-0.66

***

-0.06

***

-0.17

***

-0.18

***

-0.14

과일 및
과일가공품

-0.17

***

-0.14

***

0.00 0.22

***

-0.08

***

-0.83

***

0.1

***

-0.04

채소 및
채소가공품

-0.06

***

0.05

***

0.08

**

-0.11

***

-0.04

***

0.07

***

-1.05

***

0.2

***

외식
0.17

**

-0.07 -0.03 -0.18 -0.08 -0.08 0.09

***

-1.34

***

농식품
소비지출액

0.79

***

0.98

***

1.01

***

0.73

***

1.06

***

0.94

***

0.85

***

1.5

***
지출액
비중(계=1) 0.16 0.14 0.13 0.07 0.05 0.10 0.18 0.17

<표 3-4> 농식품별 수요의 자기가격, 교차가격, 지출액

탄력성(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65~74세 독거)

주:


,
 

,
  

는 delta method를 사용하였을 때 해당 탄력성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 5%, 1%에서 기각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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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

곡물 및
곡물가공
품

육류 및
육류가공
품

어류 및
어류가공
품

계란 및
유제품

유지류 및
조미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
품

채소 및
채소가공
품

외식

소
비
량

곡물 및
곡물가공품

-0.67

***

-0.28

***

-0.03 0.00 0.01 -0.09 -0.05

***

0.29

육류 및
육류가공품

-0.38

***

-0.75

***

-0.08

***

-0.07

***

0.35

***

-0.10

***

0.04

***

0.00

어류 및
어류가공품

-0.07

***

-0.09

***

-1.01

***

0.34

***

-0.3

***

-0.01

***

0.07

***

0.04

***

계란 및
유제품

0.02

***

-0.12

***

0.84

***

-0.65

***

-0.54

***

0.4

***

-0.3

***

-0.33

***

유지류 및
조미식품

-0.03

***

0.85

***

-0.69

***

-0.56

***

-0.21

***

-0.14

***

-0.16

***

-0.11

***

과일 및
과일가공품

-0.19

***

-0.16

***

0.00 0.26

***

-0.09

***

-0.8

***

0.12

***

-0.06

***

채소 및
채소가공품

-0.06

***

0.05

***

0.08

***

-0.11

***

-0.04

***

0.07

***

-1.05

***

0.21

***

외식
0.23

**

-0.08

*

-0.03 -0.19 -0.09 -0.09

***

0.13

***

-1.46

***

농식품
소비지출액

0.82

***

0.99

***

1.01

***

0.68

***

1.05

***

0.92

***

0.86

***

1.57

***

지출액
비중(계=1) 0.18 0.15 0.14 0.06 0.06 0.09 0.18 0.14

<표 3-5> 농식품별 수요의 자기가격, 교차가격, 지출액

탄력성(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75세 이상 비독거)

주:


,
 

,
  

는 delta method를 사용하였을 때 해당 탄력성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 5%, 1%에서 기각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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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

곡물 및
곡물가공
품

육류 및
육류가공
품

어류 및
어류가공
품

계란 및
유제품

유지류 및
조미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
품

채소 및
채소가공
품

외식

소
비
량

곡물 및
곡물가공품

-0.64

***

-0.3

*

-0.03 0.00 0.01 -0.09 -0.05

**

0.30

육류 및
육류가공품

-0.53

***

-0.65

***

-0.11

***

-0.09

***

0.51

***

-0.15

***

0.07

***

-0.02

어류 및
어류가공품

-0.08

***

-0.09

***

-1.01

***

0.36

***

-0.32

***

-0.01

***

0.08

***

0.05

***

계란 및
유제품

0.02

***

-0.09

***

0.62

***

-0.74

***

-0.4

***

0.3

***

-0.21

***

-0.26

***

유지류 및
조미식품

-0.03

***

0.87

***

-0.71

***

-0.58

***

-0.18

***

-0.15

***

-0.16

***

-0.11

***

과일 및
과일가공품

-0.19

***

-0.16

***

0.00

-

0.25

***

-0.09

***

-0.8

***

0.12

***

-0.05

***

채소 및
채소가공품

-0.05

***

0.04

***

0.07

***

-0.10

***

-0.03

***

0.06

***

-1.04

***

0.18

***

외식
0.18

**

-0.07 -0.03 -0.18 -0.08 -0.09 0.10

***

-1.37

***

농식품
소비지출액

0.80

***

0.98

***

1.01

***

0.76

***

1.06

***

0.92

***

0.87

***

1.52

***
지출액
비중(계=1) 0.17 0.10 0.13 0.08 0.06 0.09 0.20 0.16

<표 3-6> 농식품별 수요의 자기가격, 교차가격, 지출액

탄력성(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75세 이상 독거)

주:


,
 

,
  

는 delta method를 사용하였을 때 해당 탄력성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 5%, 1%에서 기각했음을 의미함

3.2. 영양섭취의 식품가격탄력성 도출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표 3-2>~<표 3-6>의 가격탄력성, <표

3-12>의 농식품별 영양섭취량을 통해 도출된 개별 영양소섭취의 농

식품가격 탄력성은 <표 3-7>과 같다. 영양소의 농식품가격탄력성은

비타민C 섭취의 어류 및 어류가공품 가격탄력성처럼 일부 양수 값

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상 0에 가까울 정도로 작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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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특정 농식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더 영양가가 풍부한 식

품을 대체소비함으로써 영양섭취가 개선될 수 없다.

취약계층 노인은 평균 성인보다 곡물 및 곡물가공품 가격상승에

취약하다. 연령 및 독거여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취약계

층 노인 에너지섭취의 곡물 및 곡물가공품가격 탄력성은 -0.42~–

0.36의 값으로 평균 성인의 -0.03에 비해 매우 크다. 단백질섭취의

곡물 및 곡물가공품가격탄력성 역시 -0.27~-0.39의 값으로 평균 성

인의 0.02에 비하여 매우 크며, 이러한 경향은 여타 영양소에도 마

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안보문제에

취약계층이 특별히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양곡할인지

원사업4)과 같은 곡물 지원사업은 곡물가격이 상승할 때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 보조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취약계층 노인은 에너지 및 단백질섭취에 있어서 육류 및 육류가

공품가격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다. 취약계층 노인 에너지 섭취

의 육류 및 육류가공품가격 탄력성은 -0.26~-0.36으로 평균 성인의

-0.21보다 크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 단백질 섭취의 육류 및 육류

가공품가격 탄력성은 -0.24~-0.31로, 평균 성인의 -0.21보다 크다. 이

는 우선 취약계층 노인의 육류 및 육류가공품 자기가격탄력성이

-0.73~-0.75로 평균 성인의 -0.68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취약계층 노인의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육류 및 육류가공품가격 탄

력성이 -0.38~-0.41(<표 3-3>~<표3-6> 참조)로 평균 성인의 -0.48

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육류가공품 가격이 오를 때 주요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원인 곡물로의 대체가 비교적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칼

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C 등 미량영양소의 경우 평균 성인

과 취약계층 노인 양쪽에서 육류가격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노인은 평균 성인보다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 상승에

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인의 경우 에너지 섭취의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 탄력성이 0.05, 단백질 섭취의 채소 및 채소가공

품가격 탄력성이 0.07로, 채소 및 채소가공품 가격이 오를 시 대체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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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증가로 에너지와 단백질의 섭취량이 오히려 늘어난다. 반면 취

약계층 노인의 경우 에너지섭취의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탄력성이

(-0.06~-0.08)이며, 단백질섭취의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탄력성이

(-0.09~-0.14)로 채소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가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C 섭취

의 채소 및 채소가공품가격탄력성의 경우,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가

평균 성인보다 2배 이상 크다(<표 3-7> 참조). 따라서 채소 및 채

소가공품가격의 물가안정은 취약계층 노인의 칼슘, 비타민A, 리보플

라빈, 비타민C 등의 미량영양소 섭취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과일가격은 전 계층에서 비타민C 섭취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노인이 평균 성인보다 높은 탄력성

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취약계층 노인은 비타민C의 결핍을 상

대적으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표 2-4>, <표 2-6> 참조) 과일가

격 안정은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비타민C 섭취의 과일가격탄력성

이 낮은 것은, 독거노인의 경우 비타민C의 과일 의존도가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2-8> 참조).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는 외식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영향을 적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인의 경우 에너지섭취의 외식가격

탄력성은 -0.37, 비타민 A섭취의 외식가격탄력성은 -0.42인 등 모든

분석대상 영양소의 섭취가 외식가격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취

약계층의 경우 영양소섭취의 외식가격탄력성이 -0.14보다 큰 경우가

없어(<표 3-7>참조), 분석대상인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외식가격

상승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의 외식 자기가격

탄력성이 평균 성인보다 크다는 추정결과와는 대비된다. 이러한 결

과가 도출된 것은 취약계층 노인의 외식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소비율의 증가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소비량의 증가율이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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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에너지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리보
플라빈 비타민C

가
격

곡물 및
곡물가공품

평균 성인 -0.03 0.02 0.05 0.12 0.05 -0.04
65~74세 비독거 -0.36 -0.27 -0.11 -0.01 -0.11 -0.10
65~74세 독거 -0.46 -0.39 -0.15 -0.04 -0.15 -0.14

75세 이상 비독거 -0.42 -0.32 -0.13 -0.04 -0.13 -0.10
75세 이상 독거 -0.40 -0.32 -0.12 -0.02 -0.11 -0.08

육류 및
육류가공품

평균 성인 -0.21 -0.20 -0.07 0.00 -0.10 -0.08
65~74세 비독거 -0.26 -0.23 -0.08 0.02 -0.08 -0.07
65~74세 독거 -0.26 -0.24 -0.07 0.02 -0.07 -0.06

75세 이상 비독거 -0.26 -0.25 -0.07 0.01 -0.08 -0.06
75세 이상 독거 -0.36 -0.31 -0.08 0.04 -0.09 -0.09

어류 및
어류가공품

평균 성인 -0.04 -0.06 0.06 0.09 0.07 0.03
65~74세 비독거 -0.06 -0.12 -0.06 0.02 0.00 0.02
65~74세 독거 -0.06 -0.08 -0.04 0.05 0.01 0.02

75세 이상 비독거 -0.06 -0.12 -0.11 0.03 -0.01 0.02
75세 이상 독거 -0.06 -0.10 -0.04 0.04 0.00 0.02

계란 및
유제품

평균 성인 -0.14 -0.15 -0.20 -0.33 -0.27 0.09
65~74세 비독거 -0.03 -0.03 -0.11 -0.24 -0.16 0.07
65~74세 독거 -0.04 -0.07 -0.15 -0.32 -0.22 -0.05

75세 이상 비독거 -0.03 -0.03 -0.08 -0.27 -0.17 0.10
75세 이상 독거 -0.04 -0.06 -0.15 -0.23 -0.18 0.02

유지류 및
조미식품

평균 성인 -0.11 -0.14 -0.44 -0.29 -0.26 -0.25
65~74세 비독거 -0.07 -0.10 -0.24 -0.18 -0.15 -0.15
65~74세 독거 -0.04 -0.07 -0.15 -0.32 -0.22 -0.05

75세 이상 비독거 -0.03 -0.03 -0.08 -0.27 -0.17 0.10
75세 이상 독거 -0.04 -0.06 -0.15 -0.23 -0.18 0.02

과일 및
과일가공품

평균 성인 -0.15 -0.10 -0.01 0.02 -0.03 -0.38
65~74세 비독거 -0.17 -0.11 -0.04 0.04 -0.03 -0.37
65~74세 독거 -0.15 -0.11 -0.01 0.09 0.00 -0.20

75세 이상 비독거 -0.17 -0.12 -0.02 0.04 -0.03 -0.40
75세 이상 독거 -0.15 -0.10 0.00 0.07 -0.01 -0.33

채소 및
채소가공품

평균 성인 0.05 0.07 -0.16 -0.27 -0.09 -0.13
65~74세 비독거 -0.06 -0.09 -0.36 -0.58 -0.25 -0.34
65~74세 독거 -0.08 -0.14 -0.40 -0.70 -0.29 -0.50

75세 이상 비독거 -0.06 -0.09 -0.38 -0.57 -0.28 -0.32
75세 이상 독거 -0.06 -0.10 -0.41 -0.70 -0.27 -0.31

외식

평균 성인 -0.37 -0.44 -0.33 -0.42 -0.38 -0.20
65~74세 비독거 -0.06 -0.13 -0.11 -0.12 -0.10 -0.06
65~74세 독거 0.09 0.05 -0.02 0.00 -0.01 0.02

75세 이상 비독거 0.01 -0.09 -0.06 -0.13 -0.09 -0.04
75세 이상 독거 -0.02 -0.08 -0.08 -0.10 -0.13 -0.14

<표 3-7>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계층 영양소별 농식품가격탄력성

주: 평균 성인은 20세 이상으로 인구통계변수를 2016년 평균치로 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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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제 가격변동에 의한 취약성 분석

식 (15)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추세적인 연

간 물가상승률은 곡물 및 곡물가공품은 2.9%, 외식의 경우 2.7%, 과

일 및 과일가공품은 3.2%로 낮으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은 4.6%,

채소 및 채소가공품은 4.8%로 높게 산출되었다. 추세적인 연간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과일 및 과일가공품, 외식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0이

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0%에서도 기각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물가가 추세선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하여 잔차

의 분산이 컸기 때문이다.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경우 추세적인 물

가상승률은 2.9%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이 작아 물가상승

률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도 기각할 수 있었다.

추세선 이상의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곡물 및 곡물가공품은

2.6%, 어류 및 어류가공품은 3.5%, 계란 및 유제품은 2.6%로 비교

적 작은 추가 물가상승률을 보인다. 반면 과일 및 과일가공품은

10.3%, 채소 및 채소가공품은 8.9%로 추세선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발생했을 때 그 추가적인 상승률이 높았다.

구분
ln 추세 이상

물가상승률의 기댓값
(

 

)추정치 t-value  변환치

곡물 및
곡물가공품 0.02841 3.39*** 1.029 1.026
육류 및
육류가공품 0.04450 3.05*** 1.046 1.045
어류 및
어류가공품 0.03934 4.14*** 1.040 1.035
계란 및
유제품 0.04204 3.79*** 1.043 1.029
유지류 및
조미식품 0.04591 3.73*** 1.047 1.037
과일 및
과일가공품 0.03133 1.20 1.032 1.103
채소 및
채소가공품 0.04719 2.54** 1.048 1.089
외식 0.02649 1.46 1.027 1.059

<표 3-8> 물가상승 추세와 추세 이상의 물가상승률

주:


,
 

,
  

는 t 검정 결과 유의수준 10%, 5%, 1%내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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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에서 나타나는 추세적인 물가상승이 영양소섭취에 미치

는 영향은 <표 3-9>와 같다. 곡물 및 곡물가공품은 낮은 물가상승

추세를 보이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이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

인다. 때문에 <표 3-7>에서는 곡물가격이 취약계층 노인의 에너지

섭취에 미치는 영향이 육류가격의 경우보다 크게 높았지만, <표 3-

9>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물가상승에 의한 효과는 두 상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취약계층 노인의 단백질섭취는 곡물

및 곡물가공품가격상승 추세보다 육류 및 육류가공품가격 상승 추

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경우 물가상승 추세와 영양섭취의 가격탄

력성이 동시에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물가상승 추세가 영양섭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특히 부족한 미량영양소

인 칼슘의 경우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물가상승 추세로 인한 섭취

감소율이 -1.73%~-1.97%, 리보플라빈의 경우 -1.20-1.39%에 달한

다. 이는 채소 및 채소가공품이 물가지수 상승 추세가 가장 높은 품

목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소득

이 전체 물가에 맞춰 상승하더라도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상대가격

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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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에너지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리보
플라빈 비타민C

가
격

곡물 및
곡물가공품

평균 성인 -0.09 0.06 0.15 0.35 0.15 -0.12
65~74세 비독거 -1.04 -0.78 -0.32 -0.03 -0.32 -0.29
65~74세 독거 -1.33 -1.13 -0.43 -0.12 -0.43 -0.41

75세 이상 비독거 -1.22 -0.93 -0.38 -0.12 -0.38 -0.29
75세 이상 독거 -1.16 -0.93 -0.35 -0.06 -0.32 -0.23

육류 및
육류가공품

평균 성인 -0.97 -0.92 -0.32 0.00 -0.46 -0.37
65~74세 비독거 -1.20 -1.06 -0.37 0.09 -0.37 -0.32
65~74세 독거 -1.20 -1.10 -0.32 0.09 -0.32 -0.28

75세 이상 비독거 -1.20 -1.15 -0.32 0.05 -0.37 -0.28
75세 이상 독거 -1.66 -1.43 -0.37 0.18 -0.41 -0.41

어류 및
어류가공품

평균 성인 -0.16 -0.24 0.24 0.36 0.28 0.12
65~74세 비독거 -0.24 -0.48 -0.24 0.08 0.00 0.08
65~74세 독거 -0.24 -0.32 -0.16 0.20 0.04 0.08

75세 이상 비독거 -0.24 -0.48 -0.44 0.12 -0.04 0.08
75세 이상 독거 -0.24 -0.40 -0.16 0.16 0.00 0.08

계란 및
유제품

평균 성인 -0.60 -0.64 -0.86 -1.42 -1.16 0.39
65~74세 비독거 -0.13 -0.13 -0.47 -1.03 -0.69 0.30
65~74세 독거 -0.17 -0.30 -0.64 -1.38 -0.95 -0.22

75세 이상 비독거 -0.13 -0.13 -0.34 -1.16 -0.73 0.43
75세 이상 독거 -0.17 -0.26 -0.64 -0.99 -0.77 0.09

유지류 및
조미식품

평균 성인 -0.52 -0.66 -2.07 -1.36 -1.22 -1.18
65~74세 비독거 -0.33 -0.47 -1.13 -0.85 -0.70 -0.70
65~74세 독거 -0.19 -0.33 -0.70 -1.50 -1.03 -0.24

75세 이상 비독거 -0.14 -0.14 -0.38 -1.27 -0.80 0.47
75세 이상 독거 -0.19 -0.28 -0.70 -1.08 -0.85 0.09

과일 및
과일가공품

평균 성인 -0.48 -0.32 -0.03 0.06 -0.10 -1.22
65~74세 비독거 -0.54 -0.35 -0.13 0.13 -0.10 -1.18
65~74세 독거 -0.48 -0.35 -0.03 0.29 0.00 -0.64

75세 이상 비독거 -0.54 -0.38 -0.06 0.13 -0.10 -1.28
75세 이상 독거 -0.48 -0.32 0.00 0.22 -0.03 -1.06

채소 및
채소가공품

평균 성인 0.24 0.34 -0.77 -1.30 -0.43 -0.62
65~74세 비독거 -0.29 -0.43 -1.73 -2.78 -1.20 -1.63
65~74세 독거 -0.38 -0.67 -1.92 -3.36 -1.39 -2.40

75세 이상 비독거 -0.29 -0.43 -1.82 -2.74 -1.34 -1.54
75세 이상 독거 -0.29 -0.48 -1.97 -3.36 -1.30 -1.49

외식

평균 성인 -1.00 -1.19 -0.89 -1.13 -1.03 -0.54
65~74세 비독거 -0.16 -0.35 -0.30 -0.32 -0.27 -0.16
65~74세 독거 0.24 0.14 -0.05 0.00 -0.03 0.05

75세 이상 비독거 0.03 -0.24 -0.16 -0.35 -0.24 -0.11
75세 이상 독거 -0.05 -0.22 -0.22 -0.27 -0.35 -0.38

<표 3-9> 추세적 물가상승에 의한 영양소섭취 변동률

주: 평균 성인은 20세 이상으로 인구통계변수를 2016년 평균치로 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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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이상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률이 영양소섭취에 미치는 영향

은 <표 3-10>에 제시되어 있다. 과일 및 과일가공품은 추세선 이상

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의 추가상승률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취약

계층 노인의 농식품 소비에 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를 발생시키며,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 섭취에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추세선

이상의 과일 및 과일가공품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에너지

섭취는 -1.55%~-1.75%, 단백질섭취는 -1.03%~-1.24% 감소한다. 이

는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추세선 이상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감소하

는 에너지, 단백질섭취량보다 큰 수치다. 과일 및 과일가공품이 이

들 영양소를 섭취하는 주된 수단이 아님을 고려할 때, 영양섭취에

있어 농식품 간의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매

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소 및 채소가공품은 추세선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의 추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때문에 취약계층 노인은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추세선 이상의 물가상승에 대해 특히 취약하다. 추세

이상의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 노인의

칼슘 섭취는 -3.20%~3.65% 비타민A 섭취는 -5.07%~-6.23%, 리보플

라빈 섭취는 -2.23%~-2.58%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채

소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소 및 채소가공품

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미량영양소

섭취와 관련된 정책적 안전장치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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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에너지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리보
플라빈 비타민C

가
격

곡물 및
곡물가공품

평균 성인 -0.08 0.05 0.13 0.31 0.13 -0.10
65~74세 비독거 -0.94 -0.70 -0.29 -0.03 -0.29 -0.26
65~74세 독거 -1.20 -1.01 -0.39 -0.10 -0.39 -0.36

75세 이상 비독거 -1.09 -0.83 -0.34 -0.10 -0.34 -0.26
75세 이상 독거 -1.04 -0.83 -0.31 -0.05 -0.29 -0.21

육류 및
육류가공품

평균 성인 -0.94 -0.90 -0.32 0.00 -0.45 -0.36
65~74세 비독거 -1.17 -1.04 -0.36 0.09 -0.36 -0.32
65~74세 독거 -1.17 -1.08 -0.32 0.09 -0.32 -0.27

75세 이상 비독거 -1.17 -1.13 -0.32 0.04 -0.36 -0.27
75세 이상 독거 -1.62 -1.40 -0.36 0.18 -0.40 -0.40

어류 및
어류가공품

평균 성인 -0.14 -0.21 0.21 0.31 0.24 0.11
65~74세 비독거 -0.21 -0.42 -0.21 0.07 0.00 0.07
65~74세 독거 -0.21 -0.28 -0.14 0.18 0.03 0.07

75세 이상 비독거 -0.21 -0.42 -0.38 0.11 -0.03 0.07
75세 이상 독거 -0.21 -0.35 -0.14 0.14 0.00 0.07

계란 및
유제품

평균 성인 -0.41 -0.43 -0.58 -0.96 -0.78 0.26
65~74세 비독거 -0.09 -0.09 -0.32 -0.70 -0.46 0.20
65~74세 독거 -0.12 -0.20 -0.43 -0.93 -0.64 -0.15

75세 이상 비독거 -0.09 -0.09 -0.23 -0.78 -0.49 0.29
75세 이상 독거 -0.12 -0.17 -0.43 -0.67 -0.52 0.06

유지류 및
조미식품

평균 성인 -0.41 -0.52 -1.63 -1.07 -0.96 -0.92
65~74세 비독거 -0.26 -0.37 -0.89 -0.67 -0.55 -0.55
65~74세 독거 -0.15 -0.26 -0.55 -1.18 -0.81 -0.19

75세 이상 비독거 -0.11 -0.11 -0.30 -1.00 -0.63 0.37
75세 이상 독거 -0.15 -0.22 -0.55 -0.85 -0.67 0.07

과일 및
과일가공품

평균 성인 -1.55 -1.03 -0.10 0.21 -0.31 -3.91
65~74세 비독거 -1.75 -1.13 -0.41 0.41 -0.31 -3.81
65~74세 독거 -1.55 -1.13 -0.10 0.93 0.00 -2.06

75세 이상 비독거 -1.75 -1.24 -0.21 0.41 -0.31 -4.12
75세 이상 독거 -1.55 -1.03 0.00 0.72 -0.10 -3.40

채소 및
채소가공품

평균 성인 0.45 0.62 -1.42 -2.40 -0.80 -1.16
65~74세 비독거 -0.53 -0.80 -3.20 -5.16 -2.23 -3.03
65~74세 독거 -0.71 -1.25 -3.56 -6.23 -2.58 -4.45

75세 이상 비독거 -0.53 -0.80 -3.38 -5.07 -2.49 -2.85
75세 이상 독거 -0.53 -0.89 -3.65 -6.23 -2.40 -2.76

외식

평균 성인 -2.18 -2.60 -1.95 -2.48 -2.24 -1.18
65~74세 비독거 -0.35 -0.77 -0.65 -0.71 -0.59 -0.35
65~74세 독거 0.53 0.30 -0.12 0.00 -0.06 0.12

75세 이상 비독거 0.06 -0.53 -0.35 -0.77 -0.53 -0.24
75세 이상 독거 -0.12 -0.47 -0.47 -0.59 -0.77 -0.83

<표 3-10> 추세 이상 물가상승에 의한 영양소섭취 변동률

주: 평균 성인은 20세 이상으로 인구통계변수를 2016년 평균치로 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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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취약계층 노인은 영양섭취 현황에서 평균적인 성인과 크게 구별

된다. 취약계층 노인은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 섭취량이 전반적으

로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독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취약계층 노인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고려하

면, 영양지원사업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물가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

한 효과적인 영양보조정책을 입안하거나, 취약계층의 영양섭취를 고

려했을 때 물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취

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 현황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의 농식품 구매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정보 역시 필요하다.

취약계층 노인은 농식품 구매 및 농식품별 영양섭취에 있어 평균

적인 성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취약계층 노인은

곡물 및 곡물가공품과 외식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이 평균 성인보

다 높다. 취약계층 노인은 곡물 및 곡물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의존

도가 다량영양소, 미량영양소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는 곡

물 및 곡물가공품에서 다량영양소만을 주로 섭취하는 평균적인 성

인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은 채소 및 채소가공

품에 대한 칼슘, 비타민 등 미량영양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취약계층 노인은 외식업에 대한 영양의존도가 평균 성인에 비해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는 개별 농식품가격의 변동

에 평균적인 성인과는 다르게 반응한다.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가격

변동은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취약계층

노인은 육류 및 육류가공품에 영양을 상대적으로 적게 의존하나, 육

류 및 육류가공품가격의 변동은 오히려 취약계층 노인의 다량영양

소 섭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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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자기가격탄력성이 더 크고, 육류 및 육류

가공품에서 곡물 및 곡물가공품으로의 대체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다.

과일가격 변동은 취약계층 노인과 평균 성인 모두의 비타민C 섭취

에 큰 영향을 미치나, 평균 성인과는 달리 취약계층 노인은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과일가격 상승에 취약

하다고 볼 수 있다. 채소가격의 변동은 전반적인 미량영양소 섭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식가격의 변동은 평균 성인에 비해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대해 매우 적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취약계층

노인의 외식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곡물 및 곡물가공품과 채

소 및 채소가공품의 가격은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측면에서 이들 상품에 대한

물가관리 중요도 역시 크다. 정부양곡할인사업과 같은 이들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지원정책은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 노인의 육류 및 육류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의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은

취약계층의 영양섭취에 중요하다. 취약계층 노인은 육류 및 육류가

공품의 자기가격탄력성이 비교적 크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과 곡물

및 곡물가공품 간 교차가격탄력성이 작아 상호 대체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외식가격은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

취에 미치는 효과가 작으므로,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측면에서 외식

의 물가관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만일 외식가격 할인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 보조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할인 폭이 커

야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농식품 물가상승

추세는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이 특히 부족한 칼슘, 리보플라빈 섭취의 채소가격탄력성이 상대적

으로 큰 상황에서, 채소가격 및 채소가공품은 추세적으로 타 상품보

다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채소 및 채소가공

품과 과일 및 과일가공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은 그 가격이 추세선 이상으로 상승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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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동시에 취약계층 노인 영양소섭취의 가격탄력성 역시 높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노인의 농식품 구매결정체계를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농식품을 크게 8개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식품군 내 세부품목과 관련된 구매 의사

결정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가격탄력성 정

보를 가구 단위로 도출하였기 때문에, 대가족에 소속되었지만 가구

주가 아닌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 제한적으로 반영되

었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영양소섭취의 농식품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이기 때문에 농식품가격이 갑자기 크게 변동하였을 때의

영양섭취 변동은 설명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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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derly in vulnerable class are suffering from nutritional

problems more than the average adults. This problem is more

serious in the cas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hen the age is

high, and when the income is relatively low. Therefore, additional

support is needed from the aspect of nutritional support for

vulnerable elderly people, and food items that have a relatively

large impact on the nutrition intake of the elderly in vulnerable

groups should be paid particular attention in terms of price

control. In order to enforce effective nutritional support programs

for the vulnerable elderly class and to derive important food

items for price control related to the nutrition of the elderly in

vulnerable cla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elderly in

vulnerable class change their nutrient intake.

This paper takes the following steps to analyze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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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in vulnerable class change their nutrient intake by price

change. First, I derive the price elasticity and the cross price

elasticity for each category of food items by using the demand

system analysis, and specify the change of the purchase amount

of each individual food item when the price of the specific

product changes. By calculating the nutrient content of each

category of food items, I derive in a form of elasticity how the

overall nutrient intake changes from the change in the purchase

amount of individual food item.

It has been revealed that nutrient intake for the elderly in

vulnerable class is mo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rice of

grain and grain processed products, meat and processed meat

products, and vegetable and vegetable processed products,

compared to the average adult. Instead, the price of eating out

had significantly smaller effect on the nutritional intake of the

elderly in the vulnerable class compared to the average adult.

Therefore, the prices of grain and grain processed products, meat

and processed meat products, vegetables and vegetable processed

products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other items in

supporting nutrient intake of vulnerable class elderly. In addition,

the actual price fluctuations turns out to have a greater negative

impact on the nutritional intake of the elderly in the vulnerable

class than the average adult. The price of vegetables and

vegetable processed products, which has higer price elasticity of

nutrition intake for the elderly in the vulnerable class, shows a

relatively high inflation rate,

keywords : demand system, food, vulnerable class, elder,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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