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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건강행태와 영양제 복용 유무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영양제는 통상 비타민, 무기질 및 아미노산 제품을 일컫는 말로써 본연의 

의미는 영양분의 불균형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것이며, 본 연구의 

전제는 몸에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하였기에 순수하게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고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포함되었

던 질병 치료 목적의 복용자를 제외시키고 기타 의약품 복용자와 영양제 복

용자를 구분하여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영양

제 복용 유무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

석해 보고, 그 관련성의 크기,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

하였다.

연구 방법

200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가구원 24,614명, 즉 7,006명의 가구주 중 

2009년 부가조사 (appen)자료에 응답한 자는 총 6,782명이었으며 자료의 특

성상 가구주의 수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그 중 3개월 이상(예정) 생활/건

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조사에서 (04, 비타민제/05, 영양제)를 복용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영양제 복용자로 정의 하였다. 그 외의 다른 의약품 (01,

비만 치료제 02, 탈모 치료제 03, 발기 부전제 06, 기타)을 복용한 사람을 기

타 의약품 복용자로 보았다. 건강행태 특성 변수는 흡연, 음주, 주관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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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운동,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녀교육, 가족갈등, 사건), 우울

감, 불안/우울, 약물복용, 규칙적인 식사, 체질량 지수, 주중 수면시간이며,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연간 총 가구소득, 월 평균 생활비이고, 카이제곱,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는 연령이 30세 미만

일 때, 의료보장이 의료급여일 때, 미혼상태일수록, 생활비가 많을 때 더 복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행태 특성 변수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 

는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

우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를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영양제 복

용 가능성 6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복용 

가능성이 44% 증가를 보였다.

연구 결론 

결과를 통해 실제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과 섭취하는 사람이 일치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심리와 건강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핵심이 되는 말 : 비타민제, 영양제, 건강행태, 의료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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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생활양식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수적

인 조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유지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식습관의 차이

에 따라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식습관과 건강의 접한 관련성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전보현 등, 2000; 김윤선, 2003).

영양제는 영양분의 불균형과 필요 영양소에서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든 영

양소를 보강하기 위해서 먹는 제품을 의미하고, 건강행태는 보건학에서 학

술적인 의미로 건강유지와 질병 회복에 관련된 개인의 신념, 기대, 가치 등

과 같은 태도를 말하며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생물학적 요인, 의료제도,

환경, 건강행태가 있다 (이순영, 1997).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웰빙(Well Bing)이 떠오르는 라이프스타일이 되었으

며 물질적 가치에 매달리는 삶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

도로 삼고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영양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현옥 등, 1986; 조영숙 등, 1986; 이훈호 등,

2009)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염려를 많이 할 때, 질병이 있거

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선, 2003). 따

라서 건강한 습관을 영위하고 건강행태가 좋은 집단보다는 건강이 염려되는 

집단, 즉 건강상에 영양 부족 및 불균형 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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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영양과다가 문제되고 있다

는 보고도 있다 (김윤정, 2001; 김윤정 등, 2004; 김동희, 2012; 박경영,

2012). 이와 같이 예상되는 영양제의 올바른 소비 패턴이 현대의 변화된 생

활습관에 의해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

과 섭취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건강에 대한 심리와 건강행태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집단이 영양제를 먹으면 더 건강해 질 수도 있지만 

영양 섭취가 양호한 사람들에게 생활습관의 일부분으로의 무분별 복용은 오

남용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에 영양제 복용군과 기타 의약품 복용

군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실제 영양분 불균형과 영양부족 해결이란 본연

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

른 영양제 복용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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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영양제 복용군과 기타 의약품 복용군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집단이 영양제를 복용하면 더 건강해 질수도 있지만 오남용으로 흐

를 수 있기에 실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파악해 보는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영양제 복용 유무를 조사한다.

둘째, 영양제 복용군과 기타 의약품 복용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  

태 특성을 조사한다.

셋째, 영양제 복용 유무와 건강행태의 관련성 (강도, 크기)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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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종  류

Single supplements (단일제제)

Vitamin supplements (비타민제)

(비타민A제)

(비타민E제)

(비타민B제)

(비타민C제)

Multiple supplements (혼합제제)

Vitamin complex (비타민B군제):

비타민 B군 C 및 E등 함유
Multiple Vitamin (혼합비타민제)

Multiple Vitamin minerals

(혼합비타민, 무기질제)

Ⅱ. 문 헌 고 찰

영양제의 본연의 의미는 일반식품보다 많은 양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제품으로 영양분의 불균형과 부족을 해결하기 위

해 먹는 제품이며 한방보약이나 현미효소, 알로에 및 식이섬유질 등과 같은 

건강보조 식품과 함께 영양 보충제의 일종이며 단일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이고 종합 비타민제 또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제로 여러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있다 (이훈호 등, 2009).

한국제약협회에서는 비타민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1. 비타민제의 분류

(약업신문, 2001). Korean Dru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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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영 (2008)의 논문 <비타민 보충제 섭취 실태 분석과 영양 교육 교수 

학습지도안> 에서는 서울지역 30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임의로 선정하

여 2008년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289명으로 남(144명), 여(145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식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영양교육, 교수학습 지

도안을 개발하여 고등학생의 정확한 영양지식 습득 및 바람직한 식습관 확

립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보충제 복용자는 지난 1년 동

안 적어도 1개월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보충제를 복용한 자로 하였고,

일반 환경요인과 비타민 복용군과 비복용군간의 관계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복용실태는 백분율 및 빈도수를 구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아버지 직업은 자영업과 사무직에서, 자신의 건강관심이 높을수록, 부

모의 학생에 대한 성장과 성적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보충제를 많이 복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환경이 고 3학생들의 비타민 복용에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 직업을 모두 조사한 것이 이 논

문의 특이점이었다.

김윤정 (2001)의 논문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복용에 따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비교(중년기를 중심으로)> 에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세~59세

의 중년기 남녀 40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복용에 따른 비복

용자, 소량복용자 및 다량복용자로 분류하여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비교하고 

복용자들을 대상으로 복용양상과 복용량을 조사하여 과잉복용 경향을 조사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주요 결과로는 보충제 복용율은 33.2%였고, 월수입과 성별은 복용율과 관련

되지 않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판매기술직에 종사할수록 보충제를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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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선 (2003)의 논문 <강원지역 중년 남녀의 건강기능 식품의 섭취 실태와 

식습관>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40~60대 남 168명, 여 162명~330명

을 대상으로 중년기 성인의 일반적인 환경, 성별, 연령별 음주 및 흡연, 커피 

이용실태, 식생활 실태(식습관, 식습관과 질병과의 관계, 영양지식), 건강상태,

건강보조식품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령이 

증가 (40대: 67.3%, 50대: 72.3%, 60대: 94.4%) 할수록 복용율이 높아지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건강상태와 보충제 섭취는 부적 상관관계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여자,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윤진 (2004)의 논문 <경남지역 여중생의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복용실태

조사> 에서는 경남지역 6개 도시에서 선정된 여중생 472명을 대상으로 보

충제 복용 유무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2004년 6월 3일 ~ 6월 10일까지 하였

고, 40명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21일 ~ 7월 7일까지 본 조사를 시작하였으

며, 바람직한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영양교육 자료를 마련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보충제 복용자는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개

월 이상 1주일에 한두 번 이상을 특정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복용한 자

로 정의하였고, 수면시간과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영양태도 비교는 

두 군간의 유의성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총 79.4%

가 보충제를 복용하였고, 시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 7 -

수면시간이 길수록, 어머니 유직업자, 생활비가 많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

을수록,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할수록, 저녁 결식율이 높을수록 보충제를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정 (2003)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논문 <성인의 비타민, 무기질제 

사용 실태조사> 에서는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S사의 중

학교와 고등학교 2개교의 학부형과 K회사 직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성인 남녀의 비타민, 무기질제의 사용실태

를 파악함으로써 성인기 건강관리를 위한 비타민, 무기질제의 중요성을 인

지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건강의 중요성 및 올바른 비타민, 무기질제 

소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대상자는 

여자, 40대, 전문대졸 이상, 주부, 가족의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

았고,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운동을 하는 경우, 교육수준은 전문대

졸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보충제를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영 (2012)의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초등학생 영양보충제 섭취

실태조사>에서는 김해 초등학교의 학부모 336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0

일~4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일반사항 16문항과 영양보충

제 섭취 여부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초등학생의 영양보충제 섭취

실태를 분석하고 섭취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비만도, 성별, 어머니의 직업,

수입, 어머니의 학력, 자녀의 키, 몸무게에 따른 영양보충제의 섭취 여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보충제 복용자는 최근 

1년간 15일 이상 영양 보충제를 복용한 자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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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으로 보았고 통계 처리시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

쳤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편식이 

심할수록,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보충제를 더 많이 복용

하였고, 직업에서는 전업주부, 성별로는 여성이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박은숙 (1995)에서 연구한 논문 <청소년의 식이 섭취와 비타민, 무기질 보

충제 복용> 에서는 대도시, 중소 도시, 농촌에 거주하는 인문계 여고생 706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비타민, 무기질의 복용실태와 식이로부터 섭취하는 

비타민, 무기질의 양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그 결과 주

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가족의 월수입, 학력, 건강염

려증이 높을수록 더 복용하였으며,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식습관은 양호할

수록 복용율이 더 높았다.

이훈호 등 (2009)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조사와 검진조사, 영양

조사를 모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4,385명을 대상으로 실제 한국인이 복

용하는 보충제의 종류를 확인하고 보충제 복용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만성 질환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

으며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행동, 유병질환과의 관련성은 단변량 로지스

틱 회귀분석으로 하였고,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건강행동 보정한 후에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최근 1년간 2주 이상의 비타민/무기질 

제 및 건강식품을 보충제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단순 분석, 다중회귀분석 결

과 흡연은 하지 않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운동을 할수록 복용율이 

더 높았고, 단순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교육기간이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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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이 많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가 중

간정도로 평가하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성택 (2010) <운동선수와 성인 남녀의 영양 보충제 복용실태와 영양지

식> 에서는 운동선수 24명과 주 1회 운동하는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3

월 한 달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보충제의 

복용실태, 영양지식, 영양 및 건강에 대한 정보의 습득 경로와 문제점을 파

악하고 운동수행 능력과 건강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올

바른 영양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운동과 영양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보충제를 일반적으로 음식에만 

의존하는 식품보다 많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이

라고 정의하고, 운동선수와 성인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섭취비율은 운

동선수가 83.3%, 성인집단은 76.6%였고, 복용 목적으로는 운동선수 37.5%,

성인 90%로 둘 다 건강유지를 위해 복용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보충제 중

에서도 종합비타민, 미네랄 보충제의 섭취가 운동선수 30.8%, 성인 29.9%로 

가장 많았다.

조미숙 (2008)의 논문 <성인 남성들의 건강보조식품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자로 특별한 질

병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 6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보충제의 섭취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조사하고 남성들의 연령에 

따른 보충제 소비형태의 차이를 조사 하였으며 연령에 (20-29, 30-39, 40-49,

50-59, 60이상)따라 건강식품 소비 형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

다. 변수간의 유의성 검정은 카이제곱으로 하였으며, 40대를 전후한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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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행동과 건강관리 및 보충제 사용행태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 그 

연령층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관리의 부분이 차별화됨을 볼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서 연구한 논문 <우리나라 국민의 식이보충

제 이용 현황> 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제3기(2005년)와 제4기 1차년

도 (2007년) 영양조사부문에서 각각 9,004명, 4,09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

의 보충제 이용 현황과 그 추이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을 연구의 목

적으로 두고 최근 1년 이내 보충제 복용 경험여부, 복용동기, 복용중인 식이

보충제 제품종류, 제조회사명, 제품명, 유형, 복용기간, 복용빈도, 1회 복용분

량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소 제제를 묶어 보충제로 

정의하였다. 성별, 연령, 아침 식사 유무,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확인여

부, 흡연여부, 고위험 음주여부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 건강행태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복용율이 더 높았고, 남자보

다는 여자, 연령대로는 50~64세가 38.2%로 제일 높았다.

황유진 (2005)의 논문 <보충제를 복용하는 노인의 특성과 복용실태>에서는  

보충제의 복용이 체위 및 체구성 성분, 혈액 성상 및 혈중 면역 성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분석하였다. 60세 이상 남녀노인 123명을 대상으로 

보충제 복용여부에 따라 보충제 복용군과 비복용군으로 분류하여 생활습관,

건강 상태 및 건강관련 습관, 식습관 및 식이 섭취량, 혈액 성상 및 혈중 면

역 성분 체위 및 체구성 성분을 조사하였다. 2004년 6월에서 2005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본조사를 위하여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고 신체 계측조사, 채혈 및 혈압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충제 복용군은 일반사항, 생활습관, 건강관련요인, 식이 섭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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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비복용군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용돈도 많은 편

이었으며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 병력도 더 많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정

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건강상태에 대한 자아 평가에서는 복용군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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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대상과 개념적 틀

200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가구원 24,614명, 즉 7,006명의 가구주 중 

2009년 부가조사 (appen)자료에 응답한 자는 총 6,782명이었으며 자료의 특

성상 가구주의 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중 3개월 이상(예정) 생활/

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조사에서 (04, 비타민제/05, 영양제)를 복용한다

고 답변한 응답자를 영양제 복용자로 정의 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을 치료

하기 위해 복용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순수하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으로 복용한 대상이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의약품 (01, 비만 치료제 02, 탈

모 치료제 03, 발기 부전제 06, 기타)을 복용한 사람을 기타 의약품 복용자

로 보았다. 영양제 복용자는 (04, 비타민제, 05, 영양제)남자가 280명 

(83.1%), 여자가 271명 (85.8%)이었고, 기타 의약품 복용자 (01, 비만 치료제 

02, 탈모 치료제 03, 발기 부전제 06, 기타)는 남자가 57명 (16.9%), 여자가 

45명 (14.2%)이었다. 따라서 영양제 복용자는 총 551명, 기타 의약품 복용자

는 102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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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자의 선정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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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는 흡연, 음주,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녀교육, 가족갈등, 사건) 우울감, 불안/우울, 약물복용, 규칙적인 식

사, 체질량 지수, 주중 수면시간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연간 총 가구소득, 월 평균 

생활비로 보았고 종속변수인 영양제 복용 유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영양제 복용 유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개념적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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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방법

종속
변수

영양제 복용 여부 1. 유            2. 무

2. 변수의 구분과 정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양제 복용 유무라고 정의하였다.

2008년 상반기 설문지 10쪽 의료이용표지에서 1. 만성질환 유무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 내용에서 ➀‘예’

➁‘아니오‘ 중 ➁’아니오‘를 선택한 사람 중 2.생활/건강증진 의약품 복용에 

관한 설문 내용으로 “지난 (조사원의)방문 이후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

발기 부전제, 비타민제, 영양제 등 3개월 이상 복용 하셨거나 복용 예정인 

의약품이 있습니까?”란 물음에 ➀‘예’ ➁‘아니오’ 중 ➀‘예’로 표기한 대상 

중 13쪽 3개월 이상(예정)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약국에서 구매

한 경우) “1. 복용하고 계시는 의약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지에

서 코드 (04, 비타민제, 05, 영양제)를 기입한 자를 영양제 복용자로 선정하

여 만성질환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영양제를 복용 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몸을 생각하여 예방 목적으로 먹는자를 분류하였다. 그 외

의 다른 의약품 (01, 비만 치료제 02, 탈모 치료제 03, 발기 부전제 06, 기

타)을 복용한 사람을 기타 의약품 복용자로 보았다. 허나 만성질환이 있음

에도 자신의 질환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표 2. 종속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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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건강행태 특성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영양제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하여 찾은 변수 중 

의료패널 데이터에서 사용된 변수를 이용하여 흡연, 음주,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녀교육, 가족갈등, 사건), 우울감, 불

안/우울, 약물복용, 규칙적인 식사, 체질량 지수, 주중 수면시간을 선정하였

다.

1) 흡연 (S1)

흡연은 코드북 (S1), 흡연 여부에서 ➀‘예’(100개비이상)을 체크한 사람을 

흡연자, ➁‘아니오’(100개비 미만) ➂‘피운 적 없음’에 체크한 사람을 비흡연

자로 보았다.

2) 음주 (S17)

음주는 코드북 (S17)에서 ➀‘평생 마시지 않음’을 체크한 사람을 음주 하

지 않는 사람 ➁~➇에 체크한 사람을 음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3) 주관적 건강상태 (SJ6)

코드북 (SJ6) 자신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를 100(상)~가장 나쁜 상

태를 0(하)으로 나누었을 때 이 안에 체크한자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정의하고 ➀‘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한자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정의하였다.

4) 운동 (S27)

코드북 격렬한 신체활동 (S27)중 ➀~➆에 체크한자를 운동하는 사람으로 

➇‘전혀 하지 않음’에 체크한 사람을 운동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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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트레스인지(경제적 어려움) (S39)

코드북 (S39)에서 ➀~➃를 체크한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➄번에 체크한자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6) 스트레스인지(질병) (S40)

코드북 (S40)에서 ➀~➃를 체크한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➄번에 체크한 자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7) 스트레스인지(자녀교육) (S41)

코드북 (S41)에서 ➀~➃를 체크한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➄번에 체크한 자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8) 스트레스인지(가족갈등) (S42)

코드북 (S42)에서 ➀~➃를 체크한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➄번에 체크한 자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9) 스트레스인지(사건) (S43)

코드북 (S43)에서 ➀~➃를 체크한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➄번에 체크한 자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10) 우울감 (S44)

코드북 (S44)에서 ➀‘예’라고 표시한 사람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➁‘아니

오’라고 표시한 사람을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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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안/우울 (SJ5)

코드북 (SJ5)에서 ➀‘불안 또는 우울하지 않다’에 표시한 자를 불안/우울

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➁,➂을 체크한 사람을 불안/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으로 정의하였다.

12) 약물복용 (S46)

코드북 (S46)에서 ➀‘예‘라고 표시한 사람을 약물 복용자로 ➁‘아니오’에 

표시한 사람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13) 규칙적인 식사 (S33)

코드북 (S33)에서 ➀‘예’라고 표시한 사람을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으

로 정의하고 ➁,➂에 표시한 사람을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14) 체질량 지수 (S35&S37)

체질량 지수는 코드북 신장 (S35)와 몸무게 (S37)을 이용하여 구했으며 옥

스퍼드 대학의 수학자 닉 트레페톤의 체질량 1.3*몸무게/키^2.5 공식에 의

하여 신장과 체중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비만도를 ‘마른편’

(<18.5), ‘정상’ (18.5~24.9), ‘살찐편’ (25~29.9), ‘비만’ (30=<) 4개로 범주화하

였다.

15) 주중 수면시간 (S47)

코드북 (S47)에서 ➀~➅번에 체크한 자를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

으로, 7~16번에 체크한 자를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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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방법

독립
변수

흡연 S1
1. 예 (100개비이상)

2. 아니오 (100개비 미만)

3. 피운 적 없음

음주 S17

1. 평생 마시지 않음
2. 최근 1년간 금주
3. 월1회 미만
4. 월1회
5. 월2~3회
6. 주1회
7. 주 2~3회
8. 거의 매일

주관적 건강상태 SJ6
1. (0~100)안에 체크한자
2. (0~100)안에 체크하지 않은 자

운동 S27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 5일    6. 6일
7. 매일    8. 전혀 하지 않음

스트레스인지 (경제적 어려움) S39

1. 아주 많이 받았다.

2. 많이 받았다.

3. 어느 정도 받았다.

4. 약간 받았다.

5. 전혀 받지 않았다.

스트레스인지 (질병) S40

1. 아주 많이 받았다.

2. 많이 받았다.

3. 어느 정도 받았다.

4. 약간 받았다.

5. 전혀 받지 않았다.

스트레스인지 (자녀교육) S41

1. 아주 많이 받았다.

2. 많이 받았다.

3. 어느 정도 받았다.

4. 약간 받았다.

5. 전혀 받지 않았다.

다.

수면은 피로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며 육체적, 심리적 기능을 회복

시켜 준다.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남녀 모두 가장 좋은 

건강지수를 나타냈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이 위험하다고 한다.

표 3. 독립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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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방법

독립
변수

스트레스인지 (가족갈등) S42

1. 아주 많이 받았다.

2. 많이 받았다.

3. 어느 정도 받았다.

4. 약간 받았다.

5. 전혀 받지 않았다.

스트레스인지 (사건) S43

1. 아주 많이 받았다.

2. 많이 받았다.

3. 어느 정도 받았다.

4. 약간 받았다.

5. 전혀 받지 않았다.

우울감 S44
1. 예 (있었음)

2. 아니오 (없었음)

불안/우울 SJ5
1. 불안 또는 우울하지 않다.

2. 다소 불안 또는 우울하다.

3. 매우 불안 또는 우울하다.

약물복용 S46 1. 예       2. 아니오

규칙적인 식사 S33
1. 예
2. 아니오(하루 두 끼 규칙적 식사)

3. 아니오(하루 한 끼 규칙적 식사)

BMI S35 & S37

마른편 (<18.5)

정상   (18.5~24.9)

살찐편 (25~29.9)

비만   (30=<)

주중 수면시간 S47

1. 1시간     2. 2시간     3. 3시간
4. 4시간     5. 5시간     6. 6시간
7. 7시간     8. 8시간     9. 9시간

10. 10시간   11. 11시간   12. 12시간
13. 13시간   14. 14시간
15. 15시간   16. 16시간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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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건강행태는 사회 경제적 변수와 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태는 건강수준 뿐만 아니라 건강행위 실천 수준과도 상관성이 있다는 연

구 결과에 따라 이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건강행태는 일반적으로 개인수준에서 각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에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영양제와 건

강행태의 관련성을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연간 총 가구소득, 월 평균 생활비를 변수로 선정

하였다. 성별 (C3)은 남자와 여자, 연령 (C4)은 2008년 조사 기준으로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7가지로 범주화하였고, 학력 

(C8)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5가

지로 범주화 하였으며 직업 (C28)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9가지로 범주화 하였

다. 의료보장형태 (C11)는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의료급여 3가지로 

범주화 하였고, 결혼상태 (C7)는 사실상 동거하는 유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결혼, 그 외 별거, 이혼, 사별 등을 미혼, 2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연간 총 

가구소득 (Total)과 월 평균 생활비 (liv)는 모두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상,

중, 하 3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2008년 상반기 설문지 가구원 일반사항에서 성별은 “000(가구원 이름)님

은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➀‘남’ ➁‘여’로 답하게 하였으며 연령은 “000

(가구원 이름)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학력은 “000(응답자 이름)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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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방법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C3 1=남자  2=여자

연령 C4

0세~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학력 C8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이상

직업 C28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의료보장 C11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의료급여

결혼상태 C7 기혼    미혼

연간 가구소득 Total 하    중    상

월 평균 생활비 liv 하    중    상

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으로 직업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일하고 계시

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의료보장 형태는 “OOO(가구원 이름)님은 건강보험

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의료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결혼상태는 “000(가구

원이름)님은 혼인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월 평균 생활비는 “지난 1년간 

저축을 제외하고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였습니까?” 라는 설문 문항을 사용

하였다.

표 4. 통제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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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방법

200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가구원 24,614명, 즉 7,006명의 가구주 중 

2009년 부가조사 (appen)자료에 응답한 자는 총 6,782명이었으며 자료의 특

성상 가구주의 수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그 중 3개월 이상(예정) 생활/건

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조사에서 (04, 비타민제/05,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영양제 복용자로 정의 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순수하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한 대상이다. 그 외의 다른 의약품 (01, 비만 치료제 02, 탈모 치료제 

03, 발기 부전제 06, 기타)을 복용한 사람을 기타 의약품 복용자로 정의하고 

건강행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영양

제와 관련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그 중 의료패널 자료에서 사용된 건강행

태 특성 변수 흡연, 음주,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녀교육, 가족갈등, 사건), 우울감, 불안/우울, 약물복용, 규칙적인 식

사, 체질량 지수, 주중 수면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연간 총 가구소득, 월 평균 생활비를 인구 사

회학적 특성 변수(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건강행태 특성 변수와 영양제 복용 유무에 따

른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각각 파악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인구 사

회학적 특성 변수인 연령,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월 평균 생활비를 보정

하고 건강행태 특성 변수와 영양제 복용 유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했다.

통계분석 방법은 SPSS를 사용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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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 6,782명에서 순수하게 복용한 영

양제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검증(분석대

상 A)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6 ,7과 같다.

연구대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3 ,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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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 A)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연구 대상이 된 인원은 총 6,782명이었고,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은 학력 (p=0.0243), 직업 (p<.0001), 연간 총 가구소득 (p=0.0002), 월 

평균 생활비 (p=0.0029)로 학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고, 대학교 이상에

서, 직업은 관리자일 때, 연간 총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생활비가 많을 때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행태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약물복용 (p=0.027), 규칙적인 

식사 (p=0.0051)이며 약물복용을 하지 않을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영

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제 복용 유무와 건강행태의 순수한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력, 직업, 연간 총 가구소득, 월 평

균 생활비를 보정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그 결과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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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제변수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분석대상 A)

인구‧ 
사회학적 

특성 

범 주　

N

(6782명)

 영양제 복용유무

유의확률
영양제 복용자 

 전체-영양제 

복용자

n % n %

성별
남자 3573 323 9.04 3250 90.96 0.2559

여자 3209 316 9.85 2893 90.15

연령(세)

<20 1602 160 9.99 1442 90.01 0.2972

20-29 803 83 10.34 720 89.66

30-39 1156 113 9.78 1043 90.22

40-49 1208 109 9.02 1099 90.98

50-59 932 72 7.73 860 92.27

60-69 645 68 10.54 577 89.46

>=70 414 32 7.73 382 92.27

학력

무학 136 13 9.56 123 90.44 0.0243

초등학교 졸업 1160 88 7.59 1072 92.41

중학교 졸업 795 67 8.43 728 91.57

고등학교 졸업 2039 184 9.02 1855 90.98

대학교 이상 2202 239 10.85 1963 89.15

직업

관리자 181 23 12.71 158 87.29 <.000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38 72 11.29 566 88.71

사무 종사자 363 41 11.29 322 88.71

서비스 종사자 249 11 4.42 238 95.58

판매 종사자 404 44 10.89 360 89.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8 0 0 158 1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11 36 8.76 375 91.2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17 16 5.05 301 94.95

단순노무 종사자 412 17 4.13 395 95.87

의료보장형태

직장 건강보험 3746 372 9.93 3374 90.07 0.056

지역 건강보험 2348 202 8.6 2146 91.4

의료급여 183 24 13.11 159 86.89

결혼상태
기혼 3660 325 8.88 3335 91.12 0.102

미혼 2593 262 10.1 2331 89.9

연간 총 

가구소득

하 1083 177 16.34 906 83.66 0.0002

중 1041 191 18.35 850 81.65

상 1096 253 23.08 843 76.92

월 평균 

생활비

하 1077 175 16.25 902 83.75 0.0029

중 881 175 19.86 706 80.14

상 1323 288 21.77 1035 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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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독립변수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분석대상 A)

건강행태 특성 범 주　

N

(6782명)

영양제 복용 유무

유의확률
영양제 복용자

전체-영양제  

복용자

n % n %

흡연
예 2354 251 10.66 2103 89.34 0.9086

아니오 3671 388 10.57 3283 89.43

음주
예 5243 565 10.78 4678 89.22 0.0604

아니오 855 74 8.65 781 91.35

주관적 건강상태

하 1545 152 9.84 1393 90.1 0.5148

중 1432 159 11.1 1273 88.9

상 2668 274 10.27 2394 89.73

운동
예 1600 183 11.44 1417 88.56 0.1456

아니오 4497 456 10.14 4041 89.86

스트레스인지

(경제적어려움)

예 4053 425 10.49 3628 89.51 0.6288

아니오 1592 160 10.05 1432 89.95

스트레스인지(질병)
예 3268 333 10.19 2935 89.81 0.6162

아니오 2377 252 10.6 2125 89.4

스트레스인지

(자녀교육)

예 1675 189 11.28 1486 88.72 0.9846

아니오 1048 118 11.26 930 88.74

스트레스인지

(가족갈등)

예 2133 240 11.25 1893 88.75 0.0804

아니오 3474 340 9.79 3134 90.21

스트레스인지(사건)
예 1571 166 10.57 1405 89.43 0.7556

아니오 4074 419 10.28 3655 89.72

우울감
예 453 48 10.6 405 89.4 0.8653

아니오 5192 537 10.34 4655 89.66

불안/우울
예 899 90 10.01 809 89.99 0.7057

아니오 4746 495 10.43 4251 89.57

약물복용
예 220 13 5.91 207 94.09 0.027

아니오 5425 572 10.54 4853 89.46

규칙적인 식사
예 4103 409 9.97 3694 90.03 0.0051

아니오 1709 213 12.46 1496 87.54

체질량 지수

(<18.5) 2448 259 10.58 2189 89.42 0.6286

(18.5~24.9) 2077 219 10.54 1858 89.46

(25~29.9) 803 90 11.21 713 88.79

(30=<) 768 71 9.24 697 90.76

주중 수면시간
7시간 미만 2737 296 10.81 2441 89.19 0.2801

7시간 이상 2908 289 9.94 2619 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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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영양제 복용 유무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분석대상 A)

건강행태 특성 　범 주

N

(1249명)

유의확률 교차비
 95% 신뢰구간

흡연
아니오 741 1

예 508 .2352 .835 .62 1.125

음주

　

아니오 155 1

예 1094 .3565 1.234 0.789 1.931

우울감

　

아니오 1153 1

예 96 .4535 0.793 0.433 1.453

불안/우울

　

아니오 1058 1

예 191 .848 1.045 0.668 1.634

약물복용

　

아니오 1205 1

예 44 .2948 1.706 0.628 4.634

규칙적인 식사

　

아니오 400 1

예 849 .9827 0.996 0.726 1.367

주중 수면시간

　

7시간 이상 630 1

7시간 미만 619 .857 0.973 0.722 1.311

운동

　

아니오 849 1

예 400 .0517 0.732 0.534 1.002

주관적 건강상태 0~100 1249 .1585 1.148 0.948 1.391

체질량 지수 비만~정상 1249 .9431 0.994 0.851 1.162

*보정변수: 학력, 직업, 연간 총 가구소득, 월 평균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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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 B)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연구 대상이 된 인원은 총 653명이었고, 연령에 따른 복용율은 ‘20대미

만’(94.4%), ‘20대’(93.0%), ‘30대’(76.3%) ‘40대’(80.1%), ‘50대’(74.7%), ‘60

대’(88.0%), ’70대 이상‘(84.6%)으로 20대 미만, 20대, 60대, 40대, 50대순으로 

높았다.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복용율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87.4%), ‘지

역 건강보험 가입자(78.2%)’, ‘의료급여’(100%)로서 의료급여, 직장보험, 지역

보험 순으로 영양제를 더 복용함을 알 수 있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복용율

은 ‘기혼’(78.6%), ‘미혼’(94.5%)으로 미혼 일수록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월 평균 생활비에 따른 복용율은 ‘하’(77.8%), ‘중’(73.9%),

‘상’(90.3%)이며, 월 평균 생활비가 많을 때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연령 (p<0.001), 의료보

장형태(p=0.007), 결혼상태 (p<0.001), 월 평균 생활비 (p=0.003)로 연령이 30

미만일 때, 의료보장이 의료급여일 때, 미혼 상태일수록, 생활비가 많을 때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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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통제변수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분석대상 B)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 주　

N

(653명)

영양제 복용유무

유의확률
영양제 

복용자

기타 의약품 

복용자

n % n %

성별
남자 337 280 83.1 57 16.9 0.347 

여자 316 271 85.8 45 14.2

연령(세)

<20 195 184 94.4 11 5.6 <0.001

20-29 57 53 93.0 4 7.0

30-39 131 100 76.3 31 23.7

40-49 141 113 80.1 28 19.9

50-59 91 68 74.7 23 25.3

60-69 25 22 88.0 3 12.0

>=70 13 11 84.6 2 15.4

학력

무학 72 67 93.1 5 6.9 0.148 

초등학교 졸업 88 74 84.1 14 15.9

중학교 졸업 63 49 77.8 14 22.2

고등학교 졸업 195 161 82.6 34 17.4

대학교이상 235 200 85.1 35 14.9

직업

관리자 23 18 78.3 5 21.7 0.08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6 59 89.4 7 10.6

사무 종사자 42 36 85.7 6 14.3

서비스 종사자 25 20 80.0 5 20.0

판매 종사자 30 21 70.0 9 3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 11 57.9 8 42.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23 71.9 9 28.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3 24 72.7 9 27.3

단순노무 종사자 24 17 70.8 7 29.2

의료보장형태

직장 건강보험 428 374 87.4 54 12.6 0.007 

지역 건강보험 216 169 78.2 47 21.8

의료급여 7 7 100.0 0 0.0

결혼상태
기혼 373 293 78.6 80 21.4 <0.001

미혼 253 239 94.5 14 5.5

연간 총 

가구소득

하 104 77 74.0 27 26.0 0.164 

중 210 168 80.0 42 20.0

상 104 88 84.6 16 15.4

월 평균 생활비

하 153 119 77.8 34 22.2 0.003 

중 153 113 73.9 40 26.1

상 113 102 90.3 1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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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제 복용 유무와 건강행태의 차이 (분석대상 B)

대상자의 건강행태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연구 대

상이 된 인원은 총 653명이었고, 흡연자 중 영양제 복용자는 (74.0%), 기타 

의약품 복용자는 (26.0%)이고 비흡연자 중 영양제 복용자는 (84.6%), 기타 

의약품 복용자는 (15,4%)으로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영양제를 더 복용함을 

알 수 있다. 운동을 하는 사람 중 영양제 복용자는 (77.1%), 기타 의약품 복

용자는 (22.9%)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 영양제 복용자는 (85.1%), 기타 

의약품 복용자는 (14.9%)이며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영양제를 더 복용하며 

체질량 지수가 정상 (<18.5)인 사람 중 영양제 복용자 (83.2%), 기타 의약품 

복용자는 (16.8%), 마른편 (18.5~24.9)인 사람 중 영양제 복용자(83.2%), 기타 

의약품 복용자는 (16.8%)이며, 살찐편 (25~29.9)인 사람 중 영양제 복용자는 

(72.5%), 기타 의약품 복용자는 (27.5%), 비만 (30=<)인 사람 중 영양제 복용

자는 (100%)이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더 영양제를 복용하였다.

따라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흡연 (p=0.010), 운동

(p=0.043), 체질량 지수 (p=0.021)이며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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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독립변수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분석대상 B)

건강행태 특성 범 주　
N

(653명)

영양제 

복용 유무

유의확률영양제 

복용자

기타 의약품 

복용자

n % n %

흡연
예 146 108 74.0 38 26.0 0.010 

아니오 253 214 84.6 39 15.4

음주
예 64 47 73.4 17 26.6 0.108 

아니오 335 275 82.1 60 17.9

주관적 건강상태

하 147 116 78.9 31 21.1 0.196 

중 126 99 78.6 27 21.4

상 94 82 87.2 12 12.8

운동
예 218 168 77.1 50 22.9 0.043 

아니오 181 154 85.1 27 14.9

스트레스인지

(경제적어려움)

예 261 207 79.3 54 20.7 0.216 

아니오 106 90 84.9 16 15.1

스트레스인지(질병)
예 162 136 84.0 26 16.0 0.190 

아니오 205 161 78.5 44 21.5

스트레스인지

(자녀교육)

예 151 120 79.5 31 20.5 0.749 

아니오 76 59 77.6 17 22.4

스트레스인지

(가족갈등)

예 174 147 84.5 27 15.5 0.095 

아니오 192 149 77.6 43 22.4

스트레스인지(사건)
예 104 86 82.7 18 17.3 0.567 

아니오 261 209 80.1 52 19.9

우울감
예 41 31 75.6 10 24.4 0.358 

아니오 326 266 81.6 60 18.4

불안/우울
예 33 28 84.8 5 15.2 0.548 

아니오 334 269 80.5 65 19.5

약물복용
예 4 3 75.0 1 25.0 0.762 

아니오 363 294 81.0 69 19.0

규칙적인 식사
예 274 220 80.3 54 19.7 0.948 

아니오 110 88 80.0 22 20.0

체질량 지수

(<18.5) 303 252 83.2 51 16.8 0.021 

(18.5~24.9) 9 5 55.6 4 44.4

(25~29.9) 80 58 72.5 22 27.5

(30=<) 6 6 100.0 0 0.0

주중 수면시간
7시간 미만 146 121 82.9 25 17.1 0.440 

7시간 이상 221 176 79.6 4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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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제 복용 유무와 건강행태의 관련성 (분석대상 B)

영양제 복용 유무와 건강행태의 순수한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 8>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월 평균 

생활비를 보정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

고 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알아보기 위해 Hosmer & Lemeshow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χ2
=9.154, df=8, p=0.330). 독립변수들간의 상관인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복용 가능성이 

6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소 22%~최대 82% 감소). 체질량 지수는 정

상인 경우 복용 가능성이 44% 증가를 보였다 (최소 6%~최대 104% 증가).

따라서 정리해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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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영양제 복용 유무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분석대상 B)

건강행태 특성 　 범 주
N

(242명)
유의확률 교차비

 95% 신뢰구간

흡연
아니오 134 1

예 108 .382　 .728 .357　 　1.484

음주

　

아니오 213 1

예 29 .741　 1.214 　.384 　3.834

우울감

　

아니오 217 1

예 25 .334　 .582 　.194 1.747　

불안/우울

　

아니오 223 1

예 19 .763　 1.227 .325　 4.635　

약물복용

　

아니오 238 1

예 4 .959　 1.067 .092　 12.345　

규칙적인 식사

　

아니오 72 1

예 170 .712　 .867 .407　 1.847　

주중 수면시간

　

7시간 이

상
146 1

7시간 미

만
96 .245　 .656 　.322 　1.335

운동

　

아니오 108 1

예 134 　.009 .379 .183　 　.783

주관적 건강상태 0~100 242 .718 1.005 .977 1.034

체질량 지수 비만~정상 242 .040 1.438 1.016 2.035

*보정변수: 연령,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월 평균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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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며 다른 의료이용이나 생활습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관련성을 보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영양제 복용군과 기타 의약품 복용군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건

강한 집단이 영양제를 복용하면 더 건강해 질수도 있지만 오남용으로 흐를 

수 있기에 실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파악해 보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연구의 장점은 첫째, 영양제 복용 유무와 건강행태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기에 요인의 순수한 

관련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건

강행태 특성 변수와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를 카이제곱으로 검정했고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차이를 보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연

령,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월 평균 생활비를 보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관련 논문 대부분은 질환이 

있어 복용하는 사람과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 복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

고 영양제 복용자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연구 하였으며 

이는 다른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변수의 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건강행태 특성 변수를 넣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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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철저한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관련성이 규명된 변수들로만 분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연구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거나 처방받지 않아 설

문에 잘못 기재한 사람도 설문지 기준으로 분류하였기에 기억에 의존한 결

과로 인한 bias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단면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영양제 복용 유무와 건강행태의 관련성에 있어서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는 단점이 있다. 향후 관련성을 규명하는 전향적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영양제 복용 유무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p<0.001), 의료보장형태 (p=0.007), 결혼상태 

(p<0.001), 월 평균 생활비 (p=0.003)로 연령이 30세 미만일 때, 의료보장이 

의료급여일 때, 미혼상태일수록, 생활비가 많을수록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더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연구의 결과 연령에서는 30세 미만일 때, 많이 복용하는 것에 반해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복용한다고 나온 연구 결과가 가장 많았으며 (유

양자, 2001; 이훈호 등, 2009), 30-60대 중년층 (김진아, 2006; 김은서, 2011)에

서 복용율이 높은 연구도 있었다. 결혼상태에서는 연구의 결과 미혼 상태일

수록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와 반대로 기혼 상태일수록 더 복용한

다는 선행연구 (김은서, 2011)도 있었다. 월 평균 생활비에서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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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많을수록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같은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로는 (박은숙, 1995; 김윤진, 2004; 이훈호 등, 2009)이며 관련이 없

다고 나온 연구 (김윤정, 2001; 김진아, 2006; 김은서, 2011)도 있었다. 그리

고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성별에서는 여성일수

록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

다 (김윤선, 2003; 박경영, 2012). 성별과 관련이 없다고 한 연구도 있었다 

(김윤정, 2001; 김진아, 2006; 이여옥, 2010; 김은서, 2011). 학력에서는 무학 

(93.1%), 대학교 이상 (85.1%), 초등학교 졸업 (84.1%), 고등학교 졸업 

(82.6%), 중학교 졸업 (77.8%)순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

수록 복용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 (김윤정, 2001; 황유진, 2005; 이여옥,

2010; 김은서, 2011).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

을수록 (공은영, 2008; 박경영, 2012),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김태정,

2003)에서 더 복용한다고 하였으며 특이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복용하지 않

는 연구도 있었다 (김윤선, 2003). 직업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 (89.4%)가 가장 많이 복용했고, 판매 기술직 (김윤진, 2004; 김은서, 2011)

에서 많이 복용한 연구도 있었으며, 전업 주부일수록 (김태정, 2003; 김은서,

2011; 박경영, 2012) 어머니의 직업 (김윤진, 2004; 박경영, 2012)이 있을수록 

아버지 직업이 자영업과 사무직에서 높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다 (공은영,

2008). 연간 총 가구소득에서 본 연구는 많을수록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왔

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김주현, 1996; 유양자, 2001;

김윤선, 2003; 공은영, 2008; 이여옥, 2010; 박경영, 2012).

건강행태 특성 변수 중 영양제 복용 유무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표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 (p=0.010), 운동 (p=0.043), 체질량 지수 (p=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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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흡연을 하지 않

는 사람이 더 많이 복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양제를 

더 복용한다는 의미이고,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더 복용한다는 것은 운동이 

몸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라 보았을 때 그 대신의 역할로서 복

용한다는 의미이기에 본연의 의미인 영양분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순기능

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흡연에 대해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온 선행연구이다. (이훈호 등,

2009).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더 복용하며, 이와 반대로 운동을 하

는 경우 더 복용하는 선행연구도 있었다 (김태정, 2003; 이훈호 등, 2009).

그리고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건강행태 특성 변수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복용한다고 하였다 (황유진, 2005). 운동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더 복용한다고 했으며 운동을 할수록 더 복용한다고 한 연

구도 있었다 (김태정, 2003; 이훈호 등, 2009). 우울감이 없을수록, 불안/우울

을 느낄수록,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을수록,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습관에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더 복용한다고 했으며 식습관이 양호할

수록 (박은숙, 1995), 아침 식사가 규칙적 일수록, 저녁 결식율이 높을수록 

(김윤진, 2004), 채식을 할수록 더 복용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다. 주중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사람이 더 복용하며 수면시간이 길수록 (김윤진,

2004), 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상 일수록 더 복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었다 (노원주, 2001, 김은서, 2011).

그리고 차이를 보이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보정한 후 영양제 복용 유무

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체질량 지수가 정

상인 경우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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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흡연은 연령을 보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에 비하여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복용 가능성이 62%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고 (최소 22%~최대 82% 감소), 체질량 지수의 경우 정상인 경우 복용 가

능성이 44% 증가를 보였다 (최소 6%~최대 1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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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연구는 200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가구원 24,614명, 즉 7,006명의 가구주 

중 2009년 부가조사 (appen)자료에 응답한 자는 총 6,782명이었으며 자료의 

특성상 가구주의 수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이 중 3개월 이상(예정) 생활/

건강증진관련 의약품을 복용한다고 대답한 653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복용군

과 기타 의약품 복용군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건강한 집단이 영양제를 복

용하면 더 건강해 질수도 있지만 오남용으로 흐를 수 있기에 실제 영양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알아봄으로써 그것을 파악해 보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영양제 복용자와 기타 의약품 복용자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건강행태 특성 변수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각각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30세 미만일때, 의료보장이 의료급여

일 때, 미혼 상태일수록, 생활비가 많을수록,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양제의 복용 유무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의 접

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행태 특성 변수별 영양제 복용 유무의 

차이를 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흡연을 할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체

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

성 변수에서 차이가 나는 변수들을 보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분석 결과 운동

을 하지 않는 경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정 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흡연은 연령을 보정하였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복용 가능성이 6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최소 22%~최대 82% 감소), 체

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복용 가능성이 44% 증가를 보였다 (최소 6%~최

대 1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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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영양제 본연의 기능인 영양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즉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한 순기능의 역할로서 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 가정 (영양제 본연의 의미는 영양분의 불균형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제품이다)과 전제 (질환이 있어 영양제를 복용하는 자를 대상에

서 제외하였기에 복용자는 자기의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이다)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영양제 복용 유무는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과 접

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

에서 순수한 건강행태의 관련성과 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영양제 복용자와 

기타 의약품 복용자는 건강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강행태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통해 실제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과 섭취하

는 사람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심리와 건강행

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기존 선행연구는 영양제 복용자를 선정

함에 있어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이를 제외한 복용자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현재 영양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거의 복용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관

련성 연구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올바른 영양제 복용 문화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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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of health behaviors and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s

Background and Purpose

Nutritional supplements include products such as vitamins, minerals,

and amino acid, and the purpose of these supplements is to adjust and

supplement imbalances and deficiencies in our body.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required to be healthy individuals who care and pay attention

to their health, excluding people with illness. The subjects who take

nutritional supplements for treatment of illnesses were included in

previous researches but was neglected from this research to accurately

understand if there are any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other

form takers from the nutritional supplement taker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 of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s, socio-demograp

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and to measure the size and

degrees of such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Method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as 24,614 in 2008 according to Korea

Health Panel data. In addition, total of 6,782 people among 7,006 of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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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ouseholds responded to the additional survey (appen) in 2009. This

survey was based on number of households for characteristic

considerations of data. They have answered yes to taking medicine

related to enhancing one’s life and health (04, vitamin /05, nutritional

supplements) for over (scheduled to be) 3 months and those who take

medicine due to illnesses were excluded so that the subjects were set to

those who take the nutritional supplements purely to maintain their

health. The subjects who take other medication (01, medication for

obesity 02, medication for baldness 03, erectile-dysfunction medicine 06,

other) than the nutritional supplements were put in the other form takers

group. Health behaviors variables include smoking, drinking, subjective

view of health conditions, exercise, stress, (financial difficulties, illness,

children's education, family conflicts, incidents), melancholy, anxieties and

depressions, taking medicine, regular diet, body mass index (BMI),

sleeping hours of weekday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include gender, age, academic abilities, occupation, types of medical

insurance, marriage status, annual gross earning of household, monthly

average living expenses. Thes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differences in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if ages are under 30, medical insurance is

medical care assistance, with unmarried status, having higher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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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es, then it is shown that the subject is more likely to take

nutritional supplements. For differences in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s by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 variables, subjects who do

not exercise and do not smoke, and with lower BMI, it is shown that

then the subject is more likely to take nutritional supplements.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correcting each variable, shows that

among subjects who do not exercise, individuals with normal BMI are

more likely to take nutritional supplements. On average, the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 decreases by about 62% in the group that

answered that they exercise compared to the group that does not and in

BMI, the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s increase on average by 44%

as it moves from the obese group to the normal range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due to the difference in health behaviors showed that the

nutritional supplement takers matches the people who needed it reality

and it is thought to have deep relationship with one’s view on health

and health behaviors

---------------------------------------------------------------------------------------------------------

Key words: nutritional supplements, health behaviors, medical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