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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년여성의 건강보조식품 섭취 행위

관련요인 분석

최근 국가 경제가 향상되고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사람들은 식생활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과

실천율이 높아졌다. 특히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조사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일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1∼2학년 학생의 어머니들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

는 455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분

석결과는 t - t est , x 2 - test 및 one- way ANOVA test로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균 연령이 44.5세였고,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274명(60.2%)이었다. 기혼자는 401명

(89.7%)이었고, 직업인은 282명(62.0%), 평균 월총수입은 150만원~ 250

만원 사이가 167명(36.7%), 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하여 279명

(62.6%)으로 가장 높았다.

2.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실태는 건강보조식품을 한 종류라도 섭취하는

대상자는 304명 (66.8% ), 하나도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는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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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이었다 .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304명(66.8%)의 가운데 섭

취율 10% 이상 되는 건강보조식품은 10종류였고, 섭취 율이 높은 순

으로 유산균식품 144명(47.4%), 매실가공 106명(34.9%), 칼슘식품 91명

(29.9%), 단백질식품 74명(24.3%), 식물추출물 66명(21.7%), 효소 63명

(20.7%), 알로에 63명(20.7%), 버섯가공식품 54명(17.8%), 키토산 52명

(17.1%), 로열제리 47명(15.5%)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을 한 번이라도 섭취한 대상자의 건강보조식품 종류는 평

균 3.58로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 섭취 이유는 질병 예방이 145명

(47.7%)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조식품 섭취 동기는 가족 친지의 권

유가 157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구입장소 및 방법은 선물 받은 경우가 86명

(28.3%),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효과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다고 응답

한자는 145명(47.7%)이고,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후 후회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한자는 169명(55.6%)이며 후회경험이 있다고 응답한자는 114

명(37.4%)이였다.

3.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전한 식생활로

충분하여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자는

43명(28%)으로 가장 높았다.

4. 건강 통제위와 건강보조식품 섭취의 관계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

는 대상자 304명(67.9%)의 건강 통제위 평균점수는 21.5점, 건강보조식

품을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 151명(32.1%)에 대한 건강 통제위의 평균

점수는 21.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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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생활양식과 건강보조식품 섭취의 관계는 건강생활양식 7가지 중

금연·금주하는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6. 연구조사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와 건강보조식품 섭취의

관계는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대상자가 인지한 건강상태증상의 수는

9.53개였고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가 인지한 건강상태

증상의 수는 8.02개로 건강상태증상 수가 높을수록 많을수록 건강보조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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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 연 구의 필요성

현대는 눈부신 과학 및 기술,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사회적, 물리적, 경

제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지식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의식수준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조

되었고, 식생활의 향상과 현대 의학의 혜택으로 평균수명이 신장되었다.

건강의 결정요인은 크게 유전, 환경, 생활양식의 3가지 요소로 볼 때 환

경과 생활양식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으며(T aylor , Denham & Ureda,

1982) 특히 생활양식은 개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보건 위생 국에 의하면 매년 발생되는 질병의 50%정도가 불

건전한 생활양식이라고 보고되어 생활양식이 건강유지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건강증진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안녕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만족감을 유지하

거나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지 및

지각이 있다. 개인의 인지 요인은 건강의 중요성, 지각된 건강 통제 위, 자

아 인식, 건강의 정의, 인지된 건강 상태, 건강증진 행위의 지각된 유익성

등을 말한다. 조정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행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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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요인,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통제 위와 인지된 건강 상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 중에서 생활 양식만을 선택하였다.

1996년 보사연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460만여 인구

중 여자가 2239만여 명으로 50%를 차지하며, 그 중 35- 59세의 중년여성은

7,701,975명으로 전체 여성 인구 중 34.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은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필수요인으로, 가족 및 국가의

건강과 직결된다(이경혜,1997).

특히 여성의 중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가운데 정상적인 발달단계의 한

과정이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노화로 더불어 점차 성인병이 증가되기 때문

에 중년여성이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가 경제가 향상되고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식생활 변화와 건

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건강식품 또는 스테미너 식품들이 많이 등

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건강식품이 주로 강장 및 강정을 목적

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반

약품 및 약재와 유사한 효과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혼란이 생길

염려도 있다. 또한 건강식품에 대한 단편적이고 과장된 정보가 쏟아져 나

오고 있으며, 근래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소비자

들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불리는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

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들에게 전달되어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

는 여성들이 이를 과신하여 맹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또

는 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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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년기 여성을 위한 연구를 보면 1990년 이후 갱년기 증상호

소연구(백선숙, 1998), 폐경기 연구(송애리, 최남연 외 2명, 1998), 우울 관

련 연구(김정엽, 김혜영 외 1명, 1997), 건강증진 연구(박명희, 1997. 서연

옥, 1996)등은 많지만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대한 연구는 취약하다.

1990년대에 실시되었던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연구 (안창수 .김미경 ,

1990. 양윤준 , 1991. 임미경 , 1995. 최양찬 , 1997)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

이 건강보조식품의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이 식품이 말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조해 주는 식품

또는 약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과대 선전 광고를 믿고 건강보조식품을 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효능 효과를 기대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양

찬 ,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중년여성의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실태를 파악하

고 관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

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 . 연 구 목 적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건강보조식품 25종에

대한 각 종류별 섭취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소, 건강생활양식, 건강 통제 위, 건강상태 즉 전반적

인 건강에 대한 평가 및 부인과 증상을 포함한 건강증상 등의 변인들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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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중년기 여성들의 건강보조식품 25종에 대한 섭취 행위 분석

2) 중년기 여성들의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 용 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년기 여성

① 이론적 정의

중년기 여성이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

기에 있는 여성을 말하며, 중년기를 정의하는 나이는 학자마다 다

소 차이가 있으나(정문희, 1988), 범위를 규정하는 폭이 30- 70세로

넓고 다양하다.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은 35세부터 59세까지의 중년여성을 말

한다.

2) 건강보조식품

① 이론적 정의

건강보조식품이라 함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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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 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

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② 조작적 정의

건강보조식품은 1997년 식품위생법 제21조 2항에서 지정한 25

종의 식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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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 중 년기 여성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어 가는 전환점이며(서봉연

역, 1989),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등의 발달 단계를 거쳐온 시기이며 또한

노년기로의 준비단계이다. 윤 진(1985)은 중년기를 신체적 나이보다는 인생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35세에서부터 55

세까지를 중년기로 보는데 반해, 전문직 종사자들은 40세에서부터 65세까

지를 중년기로 보았다. Havighust (1972)는 신체적 성숙과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인생의 주기에 따라 6단계의 발달과업 이론을 제시하면

서 중년기를 30- 70세로 규정하고, 중년의 중심이 되는 전기를 중년Ⅰ기

(30- 50세)로 구분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중년여성의 나이를 35- 60세(서연옥, 1994a. 이원희,

1992), 40- 60세 (김태주, 1987. 김희경, 1990. 서연옥, 1994b . 이경혜, 1992.

조옥순, 1986. 최양자, 1989. Uphold ＆ Susnan, 1981)등으로 다양하게 구분

하였으며, Duvall(1977)은 막내 자녀의 결혼 이후부터를 중년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년기의 기간을 적게는 20년, 길게는 40년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중년기의 증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Larcco(1980)는 이 시기에 여성들은 신체적인 노화 현상과 더불어 자녀

의 독립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노부모와 가까운 친척 및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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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죽음에 따른 사회 영역에서의 변화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신체적 발달과 변화는 일부 세포의 증식과 퇴화가 동시에 이루

어지면서 생의 절반을 거쳐 일어나는데, 40세 이후가 되면 그 변화가 현저

하게 나타난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신체의 변화를 노화라

고 하는데(Bee ＆ Mitchell, 1980)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은 시력, 청력, 미각

등의 감각기관의 감퇴와 거친 피부, 주름 형성, 흰머리, 유방의 위축, 치아

의 변화, 기력의 감퇴에 따른 운동 능력 감소, 기억력 등의 인지능력의 감

소 등의 현상으로 특징지어 진다.

중년기 여성의 50% 이상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며 25% 정도가 치료

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관리상 갱년기 증상은

중요한 간호문제가 된다(조한익, 1992).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에스트로겐(estrogen )과 프로게스

테론(progesterone)의 분비능력 감소로 월경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마

침내 월경이 중단되는 폐경기가 된다. 중년기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서 다

양한 신체적 증후가 나타나게 되고, 신체적 노화의 일부로서 생식기능이

감퇴하고 폐경이 된다. 폐경이란 실질적인 월경의 종료를 나타내지만 그

시점에 대한 규정은 어렵다. 따라서 폐경에 관련된 용어 사용에도 적지 않

은 혼돈이 있다(박재순, 1995).

여성의 중년기에는 뇌하수체를 중심으로 한 내분비계와 간뇌를 중추로

한 자율신경계는 시상하부와 관련성이 깊은 까닭에 내분비계 평형 실조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의하여 혼란이 오

고,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으로 자율신경 실조가 나타난다. 자율신경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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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은 혈관운동계의 불안전성을 가져와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장애로

인하여 열감, 발한, 오한, 무딘 감각, 얼얼하게 쑤심, 수족냉증, 심계항진,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이경혜, 1998). 중년기 여성은 폐경이라

는 생리적 변화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자녀의

교육문제와 가족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중년기 여성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지성애,

1986. 정문희, 1988. 김영희, 박형숙, 1991. 박재순, 1996)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사회적 발달 특성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 양

상으로 나타난다. Frankle(1963)은 중년기에 실존적 공허를 경험한다고 하

였다. 또한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인 불편감, 불쾌한 기분, 어머니로서의 역

할 상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등의 부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자녀에게 항

상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며 가사에서 해

방되기 때문에 새로운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중년기는 안정되고

각자의 철학이 재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개인적 발달을 북돋움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이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

다(이강윤, 1986).

또한 여성의 중년기는 역할 변화에 따른 재적응과 신체적, 생리적 변화

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면서 자녀들을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

립시켜야 하는 시기이다(Janet , 1973).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 생리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취약한 조건을 가지게 되므로 적절한 예방조치와 조기발견

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중년여성은 생리적, 심리적·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질병에 취약하게 되

는데, 이 시기에 이환되는 질병들의 특징은 비가역적이어서, 남은 여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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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계속되는 고통과 곤란을 초래하면서도 가족 또는 자신을 위해 일상생활

을 지속해야 하므로 중년여성의 건강은 그들 자신의 질적 삶을 위해 그 어

느 것보다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염순교, 1996).

이렇게 중년기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모두 공존하는 시기이

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 해결하고 긍정적인 면

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중년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년여

성에 대하여 가정과 사회의 지지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2 . 건 강보조 식품의 정의 및 섭 취 실태

1) 한국의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

최근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영합하여 건강식품 이

라고 일컫는 식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건강식품 은 학술적 용어

는 아니고 상업적, 산업적 용어일 뿐이다. 건강식품 이라고 하는 용어 자

체가 식품점에서 구입한 일반 식품보다 영양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오도하기 쉽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건강식품 분류에 들어가는 것을 건강

보조식품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식품 라고 하는 용어는 건강보조식품 이라고 표현해야 한

다. 건강보조식품 의 개념이 1989년 정립되었고 1997년 재정립되었는데,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이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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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 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

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건강보조식품의 관리는 식품위생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중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

조식품으로 25종의 식품을 지정하고 있다(국민생활법령정비위원회, 1997).

건강보조식품의 종류로는 정제 어유, 로열제리, 효모식품, 화분가공,

스쿠알렌, 효소 제품, 유산균, 조류식품, 감마리놀, 배아가공, 레시틴, 버

섯가공 제품, 매실가공 제품, 식품 엑기스 발효 제품, 화분 제품, 정제어

유, 옥타코사, 알콕시글, 포도씨유, 식물추출, 단백 식품, 엽록소함, 버섯

가공, 알로에, 매실추출, 칼슘함유, 자라가공, 베타카로틴, 키토산가, 프로

폴리스 등이 있다.

선진국에서 건강보조식품 산업은 대부분 국민 소득 5천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로 인해 식생활의

패턴이 서구화로 변하면서 가공식품의 섭취율 증가와 영양 섭취의 불균

형 등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건강보조식품

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999년도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316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서 1440개 제품을 출시한 결과, 전년 대비

40.4% 증가한 8,72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와 관심은 증가하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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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적

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고 있다.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가 가장 많은 상품으로 건강보조식품(응답비율 70.9%)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를 믿고 복

용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건강 관련 식품산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식품위생법과는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명섭 국회의원이 지난 11원 29일 발의한「국민건강증

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노완석, 허석현,

2000. 재인용).

2) 독일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이 보급이 가장 잘 되어 있고 제조 및 판매 조

직이 완비되어 있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1890년대에 건강보조식

품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식생활을 개선(REFORM ) 하려는 운동이 시

작되었다. 그 때부터 도시의 공해 문제가 거론되고 식생활에서는 육류의

과식이 몸에 해롭다고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REFORM 운동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보다 더 건강하게 하

기 위해 일상생활을 개선하려는 운동으로, 그 근본사상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자 인 것이다(유태종, 1990).

독일의 REFORM 운동은 REFORM 아카데미 라는 전문 경영자나 종

업원을 육성하는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이 체제는 정부나 자치단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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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공인되고 높은 신뢰성을 갖게 하였다. REFORM 아카데미 는 1956

년 설립된 식생활 개선 및 건강식품 전문교육기관이다. REFORM 식품

에 대해서는 제조기준, 품질관리 기준, 안정성기준, 표시 기준 등이 엄격

하게 정해져 있다. 독일의 REFORM (식생활개선)운동은 100년의 역사적

소산으로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 이것의 계기가 된 것은 산업혁명 후의

공업화에 따른 반 자연적인 생활의 보급이었다. 대량생산에 따른 노동

조건의 악화, 불건전한 식품섭취, 부자연스럽고 거북한 의복, 필요 이상

으로 경직화된 행동 기준과 사회 규제에 대해 사람들은 몸을 죄는 의복

에서 느슨한 의복, 육식보다 채식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노완석,허석현 역. 2000) 그 가운데서도

자연의 생명 질서에 반대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요

법 신봉자들과 육식보다 채식으로의 식생활 개선을 외치는 채식주의자

들, 금주 운동가와 자연주의 청년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자연주의

운동이 REFORM 하우스의 태동이었다. (노완석,허석현 역. 2000)

REFORM 하우스는 1893년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독일의 자연건강

식품 전문점으로, REFORM 하우스 전문 교육기관을 반드시 거쳐 높은

상품 지식과 경영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경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매

우 까다롭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품판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전문 상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일상 생활

에 필요한 식품을 비롯해 영양제, 다이어트식품, 천연식품, 피부 미용제

품, 비 식품류 등 건강과 관련된 6,000천 여종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의 건강식품에 비해 비타민 등의 영양 보조식품이 적고 매일의 식생

활에 필요한 일상식품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노완석,허석현 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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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REFORM 업계의 중심은 노이폼 협회로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

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 규정을 마련하며 회원인 REFORM 하우스에게

경영기법 및 전문 지식 전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자연에 가까운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이바지하겠다는 협회의 설립 의지를 표명하

는 것이다. (노완석,허석현 역. 2000)

3) 미국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

건강식품(Health Food)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50년 전부터 쓰여져

왔다. 예로부터 일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던 채식운동이 1950년부터

60년에 걸쳐 공해의 악화와 현대 식품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였

고, 1977년 미국식 생활 Goal이 발표되자 여러 사람이 영양이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장병, 암, 뇌졸중, 동맥경화, 간 경변 등 6대 질환

이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되면서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점차 정부 수준의 영양개선 운동으로까지 파

급되고 소비자단체들이 서로 단결하여 식생활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

다. 수십 개의 소비자 단체들이 서로 단결하여 손을 잡고 건강보조식품

점을 만들게 되어 전 미국 영양식품협회(NNFA : National Nutritional

Food A ssociation)를 결성하였고, 자치규제를 갖는 협회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FNM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97년도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148억

달러로, 지금까지 5년 간에 걸쳐 매년 2할 대의 경이적인 신장이 계속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비타민, 미네랄 등의 건강보조

식품 분야와 다이어트식품 등의 건강식품이 신장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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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식품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타민제와 허브를 동시

에 섭취하는 소비자는 65%, 허브만 섭취하는 소비자는 35%이며, 소비자

2/ 3 기량은 비타민C와 허브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

운데 허브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보다 여성(56%)이 더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았으며, 여러 세대 중에서도 30대 후반∼40대가 가장 높

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50세 이후에서는 허브보다는 비타민제의 선호

도가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완석,허석현 역. 2000)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식품 의약품 안정청)가

건강보조식품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의회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건강보조식품이 시판될 수 있게 하였다. 미국 식품에서

는 FDA가 식품에 영양표시법을 보급함에 따라 일반 식품과 자연식품의

영양적 가치의 격차가 소비자에게 확실히 이해될 수 있게 되었다. (노완

석,허석현 역. 2000)

4) 일본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

일본의 경우 1985년에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가 정식으로 발족되

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과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협회에

서는 건강보조식품은 식품 성분의 종류, 양, 질에 있어 영양적으로 우수

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간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고 과학적으로도 용인되어 식품이 본래 갖추고 있는 영양 본질을 충분

히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단법인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는 후생

성 소관의 공익법인으로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의

- 14 -



관점으로부터 현재 클로렐라, 스피르리나, EPA 등 47종류의 품종별 규

격 기준의 설정과「JHFA마크」의 표시 허가를 하고 있다.

최근에 소비자의 건강 지향에 수반해 생활습관병이 주목되어 그 제 1

차 예방으로서의 건강보조식품의 위치설정이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되고

건강보조식품의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은 식생활,

운동, 휴양, 음주, 흡연 등의 라이프스타일로부터 오랜 세월의 생활 습관

이 소인이 되어 지금까지 성인병으로 불리고 있던 심장병, 암, 뇌졸증과

달리, 고혈압성 질환, 신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위 및 십이지장 괴양, 간

질환(알코올성), 치주병(충치), 골 조성증, 빈혈(철결핍증) 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내용, 구입 방법 등과 관계되는 상담과 불평은 끊이

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 특성은 식품 단독의 성분 내용만으로 평가되어

서는 안되고 전 국민의 영양 상태, 식품 섭취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노완석,허석현 역. 2000) (http:/ / japan .hanmir .com/ ), 일

본 건강영양 식품협회는 건강식품의 안전·위생면은 물론, 표시내용 등

에 대해서도 엄한 심사를 거쳐서 품목별 규격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서만 JHFA (Japan Health Food Authorization)인정마크의 표시를 허가하

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건강보조식품 매출액을 보면, 1991년 한 해 동안 약 7천억 엔

에 이르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기능성 식품을 특정 보건용 식품 으로 하여 영양

개선법 제12조를 근거로 공정 규격화하여 좀 더 분명한 식품으로 하고

있다.

일본건강산업신문의 건강식품시장조사에서 1998년도 일본의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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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매출액은 6,900억 엔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약품업계, 식품업계,

지정판매 업계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1996년에서 1998년 중에 결산을

맞이하는 도매,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데이터를 집계한 것으로

1997년에 이어 4.5%의 성장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규모는 6,900

억 엔의 내역을 살펴보면 약 계 루트가 1,450억 엔으로 전년대비 12%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연구소가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계한 시장규모에 따르면

1993년 약 3천6백억 엔보다 10.6% 성장한 약 4천억 엔이었다. (노완석,

허석현 역. 2000) (http:/ / japan .hanmir .com/ )

지금까지 각 나라의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를 보면, 각 나라마다 건강

보조식품 섭취 제도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을 정비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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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 연 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의 중년 여성 35세∼59세를 대상으로, 연구

자가 편의 추출한 서울의 고등학교 1개교 1,2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하였다.

2 . 연 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

별, 연령, 월 총수입, 교육 정도, 직업, 결혼 유무, 종교 등 8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2) 건강생활양식

건강생활양식의 가장 기본의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은 금주, 금연, 운

동, 수면조절, 간식제한, 규칙적인 아침식사, 스트레스 관리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N=28)에서는 Cronbach alpha값이 0.88

이었으며, 본조사(N =455)에서는 0.85이었다. 타당도는 간호학자 3인과 간

호학 박사과정 1인을 통해 내용을 검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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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통제 위

건강통제위란 건강이 자신이 행동한대로 되거나 자기 자신의 의지

에 의해 삶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성격을 말한다. W allston (1978)이

개발한 MHLC(Multidim en 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를 다

차원 통제위 척도 중 자신의 의지로 얼마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가

를 측정하는 내적통제 위 문항을 골라 수정 보완하여 임미경(1995)이

이용한 내용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가 동의- 비 동의 연속선상에 응답하

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항상 그렇다 에 4점, `거의 그렇지 않

다 에 1점을 주는 4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

4) 인지된 건강 상태

일본인의 건강조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T HI(T he Health Index ) 의 내

용 중에서 일상적 문항 13문항을 오은주(1987), 임미경(1995)이 이용한

것을 사용하였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평가와 부인과 증상을 포함한

건강증상 12문항을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통해 추가하여 총 25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예 2점, 아니오 1점으로 점수화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하였다 . 본 연구의 예비조사 (N =28)에서는

Cronbach alpha값이 0.81이었으며 본조사(N =455)에서는 0.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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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실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위해 섭취한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연구하였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건강보조식품

25가지 건강보조식품 즉 정제 어유, 로얄제리, 효모식품, 화분가공, 스쿠

알렌, 효소, 유산균, 조류식품, 감마리놀렌산, 배아식품, 레시틴가공, 옥타

코사놀, 알콕시, 포도씨유, 식물추출물, 단백 식품, 엽록소, 버섯가공, 알

로에, 매실가공, 칼슘, 자라가공, 베타카로틴, 키토산, 프로폴리스를 선택

하여 임미경(1995)과 양윤준(1992)이 사용한 문항으로 최근 12개월간 섭

취한 건강보조식품의 종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 건강보조식품의 섭

취이유, 구입비용, 동기, 구입 장소, 건강보조식품을 섭취 안한 이유, 구

입비용,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후회경험 등 8문항으로 하였다. 건강보조

식품 섭취했을 때 본인이 인지한 효과를 임미경(1995)이 사용한 건강보

조식품 섭취 유익성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 자 료 수 집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연구자가 편의 추출한 고등학교 1개교 1- 2학년 900

명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고등학교의 교감에게 본 연

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해당 고등학교의 교감

이 담임교사를 통하여 1,2학년 900명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생들이 어머

니에게 전달하였다. 900부 의뢰하여 52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520부(회

수율 58%)중 기재가 불충분한 설문지 65부를 제외한 455부를 선정하여 분

- 19 -



석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11월7일부터 12월5일까지 28일 동안 실시하

였다 .

4 . 자 료의 통계분 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였고, 전산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한 판정은 0.05수준으로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보조식품 섭취 행위는 기술통계방

법을 이용(실수, 백분율, 산술평균) 하였다.

2.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통제 위와 건강상태

는 T - test를 하였다.

3.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 건강생활양식 요인과의 관계는 x²- test

를 이용하였다.

4. 건강보조식품 섭취 종류 수(0점 : 한 개도 섭취 안함, 1점 : 식품종류

1개 섭취, 2점 : 식품 종류2- 3개, 3점 : 4개이상 섭취)와 인지된

건강상태, 건강보조식품 섭취 종류수와 건강 통제 위는 one- way

ANOVA test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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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결과 및 고찰

1 . 연 구 대 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는 455명이었고,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41세∼45세로

238명(52.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6 - 59세 141명(31.0%), 35세∼

40세가 76명(16.7%)순이다.

교육정도는 고졸 274명(60.2%)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졸

177명(38.9%)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401명(89.7%)으로 대부분이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직장인이 282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 173명

(38%)이었다.

가족의 월 평균수입은 150- 250만원 167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150

만원 미만이 129명(29.0%) , 250만원 이상 149명(33.5%), 250- 300만원이 67

명(14.9%)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279명(62.6%), 불교 및 기타가 169

명(33.7%)순이었다.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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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요인 실 수 백 분 율

연령(세)

35∼40 76 16.7

41∼45 238 52.3

46∼49 141 31.0

총 계 455 100.

교 육

고졸이하 274 60.2

전문대이상 177 38.9

총 계 451 99.1

직 업

주 부 173 38.0

직 장 인 282 62.0

총 계 455 100.

수입(만원)

150 미만 129 29.0

150∼250 167 37.5

250 이상 149 33.5

총 계 455 100.

종 교

천 주 교 103 23.3

기 독 교 176 39.3

불교 및 기타 169 37.7

총 계 448 100.0

(총계 455명이 안 되는 것은 무 응답을 제외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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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 강보조 식품 섭취 실 태

1)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

최근 12개월 간 한 가지라도 섭취한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연구 대

상자 의 304명 (66.8%)이었고, 한가지라도 안 먹은 사람은 151명

(33.2%)이었다 . 이 304명에 있어서 연구자가 제시한 건강보조식품 25

가지 중에서 섭취 율 10%이상 되는 식품은 10가지였다 . 가장 많이 섭

취하는 식품으로는 유산균식품 144명 (47.4% )이였고 그 다음이 매실가

공 106명 (34.9%)과 칼슘함유식품으로 91명 (29.9%), 단백질식품 74명

(24.3%), 식물추출물 발효식품 66명 (21.7% ), 효소와 알로에가 63명

(20.7%), 버섯가공 54명 (17.8%), 키토산 52명 (17.1), 로열제리 47명

(15.5%), 효모식품 45명 (14.8% )순이었다 . (표 2, 표 3)

<표 2>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 수 백분율

유 304 66.8

무 151 33.2

총 계 4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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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

N : 304 명

건강보조식품 종류 실 수 백 분 율

1. 정제 어유

2. 로열제리

3. 효모식품

4. 화분가공

5. 스쿠알렌

6. 효소

7. 유산균

8. 조류식품(클로렐라)

9. 감마리놀렌산(소맥배아유,달맞이꽃)

10. 배아식품

11. 레시틴(가공맥주효모)

12. 옥타코사놀(소맥배아유,포도껍질)

13. 알콕13시(상어)

14. 포도씨유

15. 식물추출물

16. 단백식품

17. 엽록소

18. 버섯가공

19. 알로에

20. 매실가공

21. 칼슘

22. 자라가공

23. 베타카로틴

24. 키토산

25. 프로폴리스

27 8.9

47 15.5

45 14.8

24 7.9

43 14.1

63 20.7

144 47.4

42 13.8

4 1.3

20 6.6

19 6.3

3 1.0

8 2.6

30 9.9

66 21.7

74 24.3

24 7.9

54 17.8

63 20.7

106 34.9

91 29.9

7 2.3

8 2.6

52 17.1

25 8.2

(중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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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조식품 섭취 이유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

하여 질문한 결과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라

고 응답한 대상자가 145명(47.7%)이었다. 그 다음이 허약해진 몸의 보호

를 위하여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19(39.1%), 체력증진을 위하여 라고

응답한 대상자 109명(35.9%), 미용효과를 위하여 라고 응답한 대상자

63명(20.7%), 질병치료를 위하여 라고 응답한 대상자 60명(19.7%), 체중

조절을 위하여 라고 응답한 대상자 51명(16.8%)순으로 나타났다. (표 4 )

<표 4> 건강보조식품 섭취 이유

N : 304 명

건강보조식품 섭취 이유 실수(명) 백분율(%)

질병치료 60 19.7

체중조절 51 16.8

질병예방 145 47.7

체력증진 109 35.9

허약해진 몸 보호 119 39.1

미용효과 63 20.7

기타 26 8.1

(중복응답)

3) 건강보조식품 섭취 동기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응답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동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가족 친지의 권유로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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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잡지를 읽고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

답한 자는 48명(15.8%), 외판원의 권유와 기타에 응답한 대상자 각각 43

명(14.1%), T V나 라디오를 보거나 들은 후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자 36명(11.8%), 전문서적을 통하여 직접 섭취를 결정한 자 28명(9.2%),

의료인의 권유에 의하여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자는 25명(8.2%)순으

로 나타났다. (표 5 )

<표 5> 건강보조식품 섭취 동기

N : 304 명

건강보조식품 섭취 동기 실수(명) 백분율(%)

가족친지의 권유 157 51.6

신문잡지 48 15.8

T V· 라듸오를 통해 36 11.8

전문 서적 28 9.2

의료인의 권유 25 8.2

외판원의 권유 43 14.1

기 타 43 14.1

(중복응답)

4) 건강보조식품 주요 구입 장소 및 방법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대상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장소와

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선물을 받은 대상자가 86명(28.3%)으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이 건강식품전문점에서 구입한 대상자가 77명(25.3%)

이었고, 방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다는 대상자가 74명(24.3%), 약국에서

- 26 -



구입한다는 대상자가 49명(16.1%), 직접 만들어서 섭취한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46명(15.1%)이었고, 한의원에서 구입하는 대상자가 37명(12.2%),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대상자가 32명(10.5%), 통신판매를 통하여 구입하

는 대상자가 17명(5.6%)순이었다. (표 6 )

<표 6> 건강보조식품 주요 구입장소 및 방법

N : 304 명

건강보조식품 주요구입 실수(명) 백분율(%)

약국 49 16.1

백화점 32 10.5

방문판매 74 24.3

건강식품전문점 77 25.3

직접 만든다 46 15.1

한의원 37 12.2

통신 17 5.6

선물 받음 86 28.3

(중복응답)

5) 건강보조식품 섭취 효과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304명중 290명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후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저 그렇다(변함없다)고 응답한 자가 145명

(47.7%)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자는 67명(22%)이

었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자는 69명(22.7%)이었다 (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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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건강보조식품 섭취 효과

건강보조식품 섭취 효과 실수(명) 백분율(%)

섭취효과

나빠졌다

그저 그렇다(변함없다)

좋아졌다

모르겠다

무 응 답

총 계

9 3.0

145 47.7

67 22.0

69 22.7

14 4.6

304 100.0

6) 건강보조식품 한달 평균 구입비용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대상자 304명중 무 응답자 35명을 제외한 응

답자269명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한달 평균 비용이 5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자는 143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6- 10만원이 65명

(21.4%), 11- 15만원이 27명(8.9%), 15- 20만원 15명(4.9%), 21만원이상이

17명(5.5%)이였고 50만원이상이 2명이나 있었다. 김미경(1990) 연구에서

1만원 미만이46.0%, 박수정(1993)의 연구에서는 2만원이하가 45.5%, 본

연구에서는 5만원이하가 47.0%였다. (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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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건강보조식품 월평균 구입 비용

건강보조식품 한달 평균 구입비용 실수(명) 백분율(%)

구입비용

5만원이하

6- 10만원

11- 15만원

15- 20만원

21- 49만원

50만원이상

무 응 답

총 계

143 47.0

65 21.4

27 8.9

15 4.9

17 5.5

2 0.7

35 11.5

304 100.0

7)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후회경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응답자 30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섭

취한 후에 후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1명(33.2%)이였으며,

후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9명(55.6%)으로 과반수 이상이

후회 경험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에 후회 경

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후회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효과 없다, 부

작용이 생겼다, 비용이 많다(비싸다), 효과 없고 부작용이 있다, 변화 없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출혈이 있다, 신용할 수 없다, 장기복용이 힘

들다, 맛이 없다, 의존하게 된다, 가짜를 복용했다, 건강 유지 안됨, 다

먹지 못함, 상술에 넘어갔다, 강제로 섭취했다, 체중이 증가했다, 콩팥이

나빠졌다, 반응이 안 좋다는 이유를 들었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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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후회경험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후회경험 실수(명) 백분율(%)

후회경험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총 계

101 33.2

169 55.6

34 11.2

304 100.0

8)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151명이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건전한 식생활로 충분하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43명(28.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효과에 대

해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2명(27.3%), 건강하기에 필요

성을 못 느낀다는 대상자가 26명(16.9%), 너무 비싸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 24명(15.5%),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9명(12.3%)순이

었다. ( 표 10 )

<표 10> 섭취하지 않는 이유

N : 151명

섭취하지 않는 이유 실수(명) 백분율(%)
1. 너무 비싸다. 24 15.5

2. 효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42 27.3

3. 건강해서 필요하지 않다. 26 16.9

4. 부작용이 우려된다. 19 12.3

5. 건전한 식생활만으로 충분하다. 43 28.0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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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 강보조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보조식품 섭취와의 관계

인구사회학적요인과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연

령, 교육, 직업, 월 평균수입, 종교와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0.05) ( 표 11 )

<표 1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

N : 304

식 품 섭 취

인구 사회학적 요인 유 무 x² p값

연령

(세)

35- 40

41- 45

46- 59

총 계

53 (11.6) 23 ( 5.1)

143 (31.4) 95 (20.9) 11.239 0.004

108 (23.7) 33 ( 7.2)

304 (66.8) 151(33.2)

교육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총 계

180(39.6) 94 (20.6)

121(26.6) 56 (12.3) 0.345 0.557

301(66.2) 150(32.9)

직업

주 부

직장인

총 계

119 (26.1) 54 (11.9)

185 (40.6) 97 (21.3) 0.490 0.484

304 (66.8) 151(33.2)

수입

(만원)

150 미만

150- 250

250 이상

총 계

85 (18.7) 44 ( 9.7)

105 (23.1) 62(13.6) 2.893 0.235

107 (23.5) 42( 9.2)

297 (65.3) 148 (32.5)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및 기타

총 계

72(15.8) 31( 6.8)

124 (27.2) 52(11.4) 2.725 0.256

106 (23.3) 63 (13.8)

302(66.4) 14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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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생활양식과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

건강생활양식과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는 금연하는 대상자가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76.9%(206명)로 높았고, 또한 금주를 하

는 대상자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60.6% (60명)로 금연·금주를

하는 대상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금연·금주를 하는 대

상자가 건강보조식품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본 연구의 7

가지 건강생활양식 중 금연·금주를 제외한 수면 제한, 운동, 규칙적인 아

침식사, 간식제한, 스트레스관리의 건강생활양식은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

와의 관계가 없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P 〉0.05) (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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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건강생활양식과 식품 섭취 유무

식품섭취 상관관계

유 (% ) 무(% ) 총계 x² p값

금연 한다 206 (76.9) 83 (62.4) 289 (72.1)
안한다 62 (23.1) 50 (37.6) 112 (27.6) 9.23 0.002 *

총계 268 (100.0) 133 (100.0) 401(100.0)

금주 한다 160 (60.6) 63 (50.0) 223 (57.2)
안한다 104 (39.4) 63 (50.0) 167 (42.8) 3.92 0.048 *

총계 264 (100.0) 126 (100.0) 390(100.0)

수면제한 한다 183 (68.3) 82 (62.7) 265 (66.1)
안한다 85 (31.7) 51 (38.3) 136 (33.9) 1.74 0.187

총계 268 (100.0) 133 (100.0) 401(100.0)

운동 한다 142 (53.4) 62 (47.0) 204 (51.3)
안한다 124 (46.6) 70 (53.0) 194 (48.7) 1.45 0.228
총계 266 (100.0) 132(100.0) 398 (100.0)

아침식사 한다 188 (68.1) 78 (61.4) 266 (66.0)
안한다 88 (31.9) 49 (38.6) 137 (34.0) 1.74 0.187

총계 276 (100.0) 127 (100.0) 403 (100.0

간식제한 한다 121 (46.7) 56 (46.7) 177 (46.7)
안한다 138 (53.3) 64 (53.3) 202 (53.3) 0.00 0.993
총계 259 (100.0) 120(100.0) 379 (100.0)

스트 한다 114 (46.0) 51 (41.1) 165 (44.4)
레스 안한다 134 (54.0) 73 (58.9) 207 (55.6) 0.78 0.376
관리 총계 248 (100.0) 124 (100.0) 372(100.0)

(총 455가 안 되는 것은 무 응답을 제외한 것)

3) 건강 통제 위와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

건강 통제 위와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에서 응답자 455명

중에서 무응답자 25명을 제외한 430명을 대상으로 7문항 4점 척도로 설

문한 결과는 평균이 28점 만점에 21.3점(76.1%)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대상자는 건강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내적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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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 건강보조식품을 한 종류라도 섭취하는 대상자

67.9%(304명)의 건강 통제 위 평균 점수와 건강보조식품을 한 종류도 섭

취하지 않는 대상자 32.1%(151명)의 건강 통제 위 평균점수는 비슷하였

다. 따라서 건강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내적 성향

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섭취유무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는 내적 성향이

높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다(임미경, 1995)는 주장과

다른 결과였다. (표 13)

<표 13> 건강 통제 위와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

건강 통제 위 실수 백분율(%) Mean T P
건강보조식품섭취 유 292( 67.9) 21.5 1.014 0.311

무 138( 32.1) 21.2
총 계 430(100.0) 21.3

무 응답 25

4) 인지된 건강상태와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

인지된 건강상태와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에서는 전체 연

구 대상자 455명이 인지하고 있는 평균 건강상태는 10가지로 건강보조식

품을 섭취한 대상자 304명이 인지한 건강상태가 평균 9.53이었고 건강보

조식품을 섭취 안한 대상자 151명이 인지한 건강상태 8.02이었다. 그러므

로 건강상태를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

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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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소화불량, 온몸

이 나른함, 머리가 아픈적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눈이 쉽게 피로하다, 우

울할 때가 있다,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

다, 현기증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발이 차다, 소변

이 자주 마렵다의 순서였다.

인지된 건강상태란 건강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증상의 유무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 상태가 개인의 행동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Pender ,1987), 또 Duffy (1988)의 연구에서도

보면 현재의 건강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건강행위가 높다고 하였다. (표 14 )

<표 14> 인지된 건강상태와 건강보조식품 섭취유무

건강보조식품 섭취 N (%)
인지된 건강상태

T P
Mean

식품섭취
유 304(66.8) 9.53 - 3.055 .002

무 151(33.2) 8.02

총 계 45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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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건강보조식품 섭취행위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자,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자

를 임의로 편의 추출한 서울시 고등학교 1개교의 1- 2학년 900명 학생의

어머니이며 조사 기간은 2000년 11월 7일부터 12월 5일 까지 28일간 이었

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수집된 자료 520부

중 탈락 및 기재가 불충분한 설문지 65부를 제외한 455부를 분석에 이용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보조식품 섭취 행태는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실수, 백분율, 산술평균)했고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

치는 건강 통제 위와 건강상태는 T - test ,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 인지

한 건강상태 증상 수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 건강 통제 위는

one- w ay ANOVA test ,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 건강생활양식 변인과

의 관계는 x²- t 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44.5세였고, 교육은 고등학교 졸

업 대상자가 274명(60.2%)으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은 401명(89.7%)이

기혼이었고, 직업은 직장인이 282명(62.0%), 한달 평균 총수입은 150만원

∼ 250만원 사이가 167명(36.7%), 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하여 279

명(62.6%)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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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실태는 건강보조식품을 한 종류라도 섭취한

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04명(66.8%), 하나도 안 먹는다고 응답한 대상자

151명(33.2%)이었다.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304명

(66.8%)중 섭취율 10%이상 되는 건강보조식품은 10종류였다.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은 유산균식품 144명(47.4%), 매실가공 106명

(34.9%), 칼슘식품 91명(29.9%), 단백질식품 74명(24.3%), 식물추출물 66명

(21.7%), 효소와 알로에가 63명(20.7%), 버섯가공 식품이 54명(17.8%), 키

토산 52명(17.1%), 로열제리가 47명(15.5%)순이었다. 건강보조식품을 한번

이라도 섭취한 대상자의 건강보조식품 섭취 종류의 평균값은 3.58종류였

다. 한달 평균 건강보조식품 구입비용은 5만원 이하가 164명(54.5%), 6∼

10만원이 71명으로 23.6(%), 11∼15만원이 29명으로 9.6%순이었다. 건강보

조식품의 섭취 이유는 질병의 예방이 145명(47.7%)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보조식품 섭취 동기는 가족 친지의 권유가 157명(51.6%),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구입장소 및 방법은 선물 받았다가 86명(28.3%),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효과에 있어서는 그저 그렇다(변화 없다)가 145명(47.7%)이고, 건강보

조식품을 섭취한 후 후회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169명(55.6%)으로 과반

수 이상이며 후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14명(37.4%)이었다.

셋째 ,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전한 식

생활로 충분하다 43명(28%)와 효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42명(27.3%)으로 가장 높았고 너무 비싸다가 24명(15.5%)이었고,

건강하기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사람이 26명(16.9%), 부작용이 우려된

다가 19명(12.3%)이었다.

넷째 ,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대상자 67.9%(304명)에 대한 건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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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위의 평균점수는 21.5점이고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

32.1% (151명)의 건강 통제 위 평균점수는 21.2점으로 비슷하였다.

다섯째 , 건강생활양식과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는 건강생활양식 7가지 중 금연·금주하는 대상자가 건강보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여섯째 ,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고있는 건강상태와 건강보조식품 섭취

유무와의 관계는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대상자가 인지한 건강증상의 수

는 9.53개였고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가 인지한 건강증상

의 수는 8.02개로 인지한 건강증상 수가 많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을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올바른 건강생활양식에 의하여 건강보조식

품을 섭취하게 됨으로, 먼저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건강생활양식을 교육

하고 습관화하여야겠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 본 연구는 일개 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서 일

반화 하기 위하여서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반복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 건강보조식품 과 관련요인 분석에 있어서 연구 도구의 타당도나

신뢰도에 대한 반복 연구들이 계속 되기를 제언한다.

셋째 , 건강보조식품 섭취 행위와 중년여성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와 관계를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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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가 건강을 위해 섭취하신 건강보조식품 섭

취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실태를 파악하여 앞

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될 것

입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귀하께서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주시는 의견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

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0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성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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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연령 ; 출생년도 19 _____년

2. 교육정도 ; ①국졸이하___ ②중졸___ ③고졸___

④전문대졸___ ⑤대졸___ ⑥대학원졸___

3. 종교 ; ①천주교___ ②기독교_ __ ③ 불교___

④천도교__ _ ⑤기타( )

4. 결혼 ; ①기혼___ ②이혼___ ③ 별거___

④사별___ ⑤기타

5. 직업 ; ① 사무 관련, 행정관리직__ _

② 판매직___

③ 전문직 및 전문 기술직___

④ 생산직 종사자, 운전장비 및 단순 노무자_ __

⑤ 서비스직_ __

⑥ 주부(직업 없이 가사에만 종사하는 경우)___

⑦ 기타___

6. 가정의 총월수입은? ;

① 50만원 이하___ ② 50∼100만원___

③ 100∼150만원___ ④ 150∼200만원___

⑤ 200∼250만원___ ⑥ 250∼300만원___

⑦ 300만원 이상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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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보조 질 문

식품의 종류

1. 귀하께서 최근 6개월

간 섭취하신 건강 보조식

품에 모두 ∨표시 해 주

십시오

1. 정제어유(EPA나 DHA를 이용해 만든 식품 , 뱀장어유 가공식품 )

2. 로열제리(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물을 수집 동결건조하거나

생로얄제리 또는 이를 이용한 식품 )

3. 효모식품(맥주 및 빵의 제조에 이용되는 식용효모의 균체가 주원료 )

4. 화분가공(화분의 껍질을 파쇄 ,추출 ,농축 ,정제등으로 얻은 유효성분 )

5. 스쿠알렌(상어간에서 추출한 기름이나 이를 주 원료로함 )

6. 효소(곡류 ,과실 ,야채류의 식용미생물을 배양 ,발효가공한 식품 )

7. 유산균(유산균 ,비피더스생균을 배양 가공한 식품 )

8. 조류식품(해조류 :스피루리나 ,클로렐라조류를 배양 ,가열 가공한 식품 )

9. 감마리놀렌산(달맟이꽃종자에서 채취한 기름 )

10. 배아식품(밀 ,쌀 ,배아에서 채취한 기름 )

11. 레시틴가공(대두유 또는 난황유에서 분리한 인지질함유 복합지질 )

12. 옥타코사놀(미강이나 소맥배아에서 추출 )

13. 알콕시(상어간에서 추출 )

14. 포도씨유(포도씨에서 채취한 기름 )

15. 식물추출물발효식품(채소 ,과일 ,종실 ,해조류 등 식용식물을 압착

또는 유산균이나 효모균을 접종하여 발효 가공한 식품 )

16. 단백질식품류(대두,유류,난황류 ,어패류 ,곡류 및 견과류 등의 단백질

을 단백분해효소또는 자가분해 효소로 분해 가공한 식품 )

17. 엽록소(맥류의 어린잎 ,알파파 ,해조류 ,식물을 가공한 식품 )

18. 버섯가공(영지 ,운지 ,표고등 버섯자실체등의 건조 가공한 식품 )

19. 알로에(식용알로에베라 ,아보레센스 ,사포나리아 등의 잎을 가공한 식품 )

20. 매실가공(매실의 과즙을 여과 ,농축한 것으로 구연산 ,사과산 ,유기산의

섭취가 목적 )

21. 칼슘함유식품(칼슘을 많이 함유한 동식물을 원료로 정제 ,살균하여

분말로 가공한 식품 )

22. 자라가공

23. 베타카로틴(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류 ,조류등에서 추출 ,

분리 ,정제 ,농축가공한 식품 )

24. 키토산(게 ,새우등의 껍질을 분쇄 ,탈단백 ,탈염화한 키틴을 탈아세틸화

한 후 얻어진 키토산을 효소처리 가공한 식품 )

25.프로폴리스(꿀벌이 나무의 수액과 화분과 자신의 분비물을 이용한

것에서 왁스를 제거후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가공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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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에 열거된 건강보조식품을 한 가지라도 섭취 하신분께서 답하여

주십시오.

2. 귀하께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모든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① 질병치료약으로 ____ ____

② 체중조절을 위해 ____ ____

③ 질병의 예방 면에서 ____ ____

④ 체력(정력)증진을 위해 ____ ____

⑤ 허약해진 몸의 보호를 위해 ____ ____

⑥ 미용효과 ____ ____

⑦ 기타 ____ ____

3.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효과는?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① 건강이 이용전보다 더 나빠졌다 ____

② 그저 그렇다 (변함없다) ____

③ 건강이 좋아졌다 ____

④ 모르겠다 ____

4.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게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① 가족, 친지의 권유 ____ ____

② 신문, 잡지를 보고 ____ ____

③ T V, 라디오를 통해 ____ ____

④ 전문서적을 통해 ____ ____

⑤ 의료인의 권유로 ____ ____

⑥ 외판원의 권유로 ____ ____

⑦ 기타 ____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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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 섭취하신 건강보조식품의 주요구입장소는?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약국 ____ ____ ② 백화점 ____ ____

③ 방문판매 ____ ____ ④ 선물받음 ____ ____

⑤ 건강식품 전문점 ____ ____ ⑥ 직접 만든다 ____ ____

⑦ 한의원 ____ ____ ⑧ 통신판매 ____ ____

6. 위에 열거된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한가지도 섭취해 본 일이 없다면 섭

취 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번호 모두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① 너무 비싸다 ____ ____

② 효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____ ____

③ 건강하기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 ____ ____

④ 부작용이 우려된다 ____ ____

⑤ 건전한 식생활만으로 충분하다 ____ ____

⑥ 기타 ____ ____

7. 건강 보조식품의 한달 평균 구입 비용은?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① 5만원 이하____ ② 6∼10만원____ ③ 11∼15만원____

④ 15∼20만원____ ⑤ 21∼25만원____ ⑥ 26∼30만원____

⑦ 30∼49만원____ ⑧ 50만원 이상____

8.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①있다____ ②없다____

있다면 그 이유는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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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7가지 건강생활양식에 대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건 강 생 활 양 식 한 다 안 한 다

1.금연

2.금주

3.수면

4.운동

5.규칙적인 아침식사

6.간식제한

7.스트레스 관리

Ⅴ.다음 각 문항은 건강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고 계신 점을 나타낸 것입

니다(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는 난에 V표시 해 주십시오.)

항 목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는 나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2. 내 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은 나 자

신에게 있다.
3.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4. 건강유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느냐

가 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5.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6.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 한다면 건강

을 유지할 수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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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최근 12개월간 귀하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최근에 기침을 합니까? _____ _____

2. 머리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_____ _____

3.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까? _____ _____

4. 신경이 예민한 편입니까? _____ _____

5. 현기증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까? _____ _____

6. 혓바늘이 자주 돗습니까? _____ _____

7. 눈이 쉽게 피로합니까? _____ _____

8. 온몸이 나른한 때가 있습니까? _____ _____

9. 사람들로부터 혈색이 나쁘다는 말을 듣습니까? _____ _____

10. 식은땀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까? _____ _____

11. 쉽게 변비가 됩니까? _____ _____

12. 감기에 잘 걸립니까? _____ _____

13.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_____ _____

14.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다 _____ _____

15. 가슴이 두근거린다 _____ _____

16.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_____ _____

17.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_____ _____

18. 가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 _____ _____

19. 손발이 차다 _____ _____

20. 소변이 자주 마렵다 _____ _____

21. 부부 관계시 통증이 있다 _____ _____

22. 잠이 잘 안 온다 _____ _____

23. 무엇에 집중할 수 없고 안절부절하며 초조할 때가 있다 _____ _____

24. 목에 무엇이 꽉 낀 것 같은 느낌이다 _____ _____

25. 현재 진단 받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습니까? _____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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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적 통제 위

내적 통제 위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응답자

1.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는 나 자

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16 (3.5) 34 (7.5) 328(72.1) 63 (13.8) 441(96.9)

2. 내 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

은 나 자신에게 있다.
17 (3.7) 27 (5.9) 299(65.7) 105 (23.1) 448(98.4)

3.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

은 나의 잘못이다.
17 (3.7) 81(17.8) 276(60.7) 73 (16) 447(98.2)

4. 건강유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9 (4.2) 40(8.8) 288(63.3) 93 (20.4) 440(96.7)

5.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적절히 관

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4.4) 41(9.0) 302(66.4) 81(17.8) 444(97.6)

6.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 한다

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17 (3.7) 33 (7.3) 282(62.0) 118 (25.9) 450(98.9)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9 (4.2) 47(10.3) 270(59.3) 111(24.4) 44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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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지한 건강상태

인지한 건강 상태 예 (%)

1. 최근에 기침을 합니까?

2. 머리가 아픈적이 있습니까?

3.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까?

4. 신경이 예민한 편입니까?

5. 현기증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까?

6. 혓바늘이 자주 돗습니까?

7. 눈이 쉽게 피로 합니까?

8. 온몸이 나른한 때가 있습니까?

9. 사람들로부터 혈색이 나쁘다는 말을 듣습니까?

10. 식은땀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까?

11. 쉽게 변비가 됩니까?

12. 감기에 잘 걸립니까?

13. 우울할 때가 있습니가?

14.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다

15. 가슴이 두근거린다

16.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17.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18. 가끔 귀에서 윙윙 소리가난다

19. 손발이 차다

20. 소변이 자주 마렵다

22. 잠이 잘 안온다

23. 무엇에 집중할 수 없고 안절부절하며 초조할

때가 있다

24. 목에 무엇이 꽉 낀 것 같은 느낌이다

25. 현재 진단받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습니까

131 (28.8)

294 (64.6)

241 (79.3)

283 (62.2)

176 (38.7)

104 (22.9)

292 (64.2)

337 (74.1)

119 (26.2)

122 (26.8)

144 (31.6)

106 (23.3)

244 (53.6)

234 (51.4)

173 (38.0)

145 (31.9)

73 (16.0)

131 (28.8)

164 (36.0)

163 (35.8)

103 (22.6)

150 (33.0)

81 (17.8)

9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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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ct ors as s o c i at e d w ith th e c on s um ption o f

h e alth foo d am on g m iddle - ag e d w om en

Soung Young Lee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Graduated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 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 Jung Cho, RN, PhD)

T 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 s associated

with the consumption of health food among middle aged women in

Korea. T he convenient sample w as recruited at one senior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T he survey questionnaire w as sent out to the

mothers of the tenth and eleventh grade students on November 2000.

T otal questionnaires included in the analy sis were 455. Data w as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 57 -



T he result s of the study are as follow s :

1. T he average age of the respondents w as 44.5. General

characterist ics showed; 89.7 percent was married, 60.2 percent had 12

year s or more of education , 62 percent w as employed, and the

monthly income of 36.7 percent ranged from 1,500,000 won to

2,500,000 won .

2. Close to 70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ey consumed

at least one kind of health foods . T he most frequently purchased

health foods are; lactic acid foods (47.4%), Japanese apricot (34.9%),

calcium supplements (29.9%), protein supplements (24.3%), vegetable

extract s (21.7%), enzyme and aloe (20.7%), processed mushroom

products (17.8%), keto acid (17.1%), and royal jelly (15.5%). T he

average number of health foods consumed by each respondents who

used health foods w as 3.58.

3. T he main reason for them to take the health foods was

prevention of illness (47.7%), the source of information was family

members or friends (51.6%), and 28.3% reported that the health foods

w as gift s .

4. Almost half (47.7%) of the respondent s stated that they did not

notice any effect of the health foods and 37.4% reported that they

money on the health fo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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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 he main reason for not taking any health foods w as that they

w ere satisfied with their health and dietary regime and did not feel

any need of food supplements (28%).

6. T here w as not statistical differences in health locus of control

betw een the respondents who consumed and did not consume health

foods .

7. T he respondents who did not smoke nor drink reported to take

significantly more health foods that those who smoke or drink

(p< .05).

8. T he respondents with more health problems were taking

significantly more health foods than the respondents with less health

problem s (p< .05)

T here is a increasing trend that people consume more health foods

these day s as economic status improves .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effect s of these health foods to

client s .

key w ords : health foods, middle aged women,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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