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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ActualConditionsofEatingHabitsaswellasUseof
HealthFoodsandSupplementsofElementarySchoolTeachers

-FocusedonElementarySchoolTeachersatChonnam-

Jung,min-ju
Advisor:Prof.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isstudy examinedactualconditionsofeating habitsaswellasuseof
HealthfoodsandSupplementsofelementaryschoolteachersatChonnam.The
purposeofthestudywastolettheteachershavehealthyeatinghabitsandto
selectHealthfoodsandSupplementscorrectlyandtosupplybasicmaterialfor
guideandconsultationofdietarylife.

Thesubjectswere550menandwomenteacherswhoworkedforelementary
schools atChonnam.The questionnaires were used.The answers of443
teachersofalloftherespondentswereusedtoinvestigate.SPSSProgram was
used.And,frequency,multiresponseanalysisandcrosstabs,etcwereusedto
process statisticaldata,and hypothesis testwas conducted atp <0.05 of
statisticalsignificancelevel.

Thefindingswereas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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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 subjects consisted of291 women teachers as wellas 152 men
teachers:And,theteachersattheirfortiesandfiftiesoccupied65percent.Only
55percentofalloftherespondentssaidthattheyalwaystookbreakfastand
remaining45percentteachersdidnottakebreakfastbecauseofeithernotime
takingbreakfastorlongtimehabit.Halfoftherespondentstookgreasy,salty
orsweetfoodandatetoomuch.
2.96percentofthesubjectssaidthatboththefoodandthediseaseshad

relations,andtheyweremuchinterestedinhealthandthoughtthattheywere
healthybythemselves.Only57percentofthesubjectssaidthattheyhadno
disease,sothattheythoughtthatthediseasewasindependentfrom thehealth.
Theyweresufferingfrom orcuringdiseasesinorderofgastroentericdisorder,
hypertension,arthritis/rheumatoid arthritis/osteoporosis,and anemia,etc.The
subjectsgotinformationonhealthandnutritionthroughmasscommunication
media,Internet,neighborsandrelatives,etc.
3.No smoking and no drinking werestatistically significantwith useof

HealthfoodsandSupplements.Theoneswhowerewomenattheirfortiesand
hadhigheducationalbackgroundandearnedmoresalaryinaveragetookmore
HealthfoodsandSupplements,andtheysaidthattheytookHealthfoodsand
Supplementstokeephealthandpreventdiseases.Remainingteachersdidnot
takeHealthfoodsandSupplementsbecausetheycouldkeephealthbytaking
foodnottorelyuponHealthfoodsandSupplements,andtheyworriedabout
harmfuleffectsofraw materialsofHealthfoodsandSupplementsuponhuman
body:TheysaidthatHealthfoodsandSupplementsseemedtobeeffectiveafter
taking,sothattheythoughtofaffirmativeeffectsaswellasnegativeideason
ingredient.
4.Mostofthesubjectspreferredredginsengproducts,nutritionsupplement

productsandginsengproducts,etcregardlessofexperienceoftakingofHealth
foodsandSupplements,gender,agesanddiseases,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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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percentofthesubjectcognizedneitherdifferencebetweenhealthfood
andHealthfoodsandSupplements,norlegalenforcementoflogoandhomepage
ofHealthfoodsandSupplements.Thesubjectsmostlyhadnegativeideason
advertisementand distribution system ofmanufacturersand distributors,and
theysaidaffirmativelythatinformationsupply,publicrelationsandeducation,
etcofHealthfoodsandSupplementswererequired,andthey wantedtobe
giventheinformationdirectlyeitheronInternetorthroughtheirowne-mail,
andtheywantededucatorandcounsellorinorderofphysicians,dietitian,herb
doctorsandcollegeprofessors,etc.

Insummary,theteachersweremuchinterestedinhealthtotakeHealthfoods
andSupplementstokeephealth,andtheyhadnegativecognitiononsafetyand
ingredient of raw materials of Health foods and Supplements to prefer
well-known productsregardlessoftheirown diseaseandhealth statewhen
selectingHealthfoodsandSupplements.Therefore,theteacherswereshortof
correctcognitionandinformationonHealthfoodsandSupplements,sothatthey
neededpublicrelationsandeducationofHealthfoodsand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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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최근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그
중에서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식품에 대한 고유기능으
로만 평가되던 과거의 영양에 관한 1차 기능과 기호에 대한 2차 기능에 만족하지 않
고 식품의 3차기능인 생체방어,생체리듬에 대한 식품의 생리조절 능력을 요구함과
동시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측면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손숙미,박진경,2004).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건강기능식품’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각

국가별로 이들 제품의 관리를 위한 적합한 제도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성미경,2005).
또 건강기능식품이 인간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웰빙 추구 현

상,고령화 사회,건강과 영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 증가,한국인의 ‘약식동원’전
통 및 식품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도 주요 소비 품목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선효 등,2005).
그러나 이들 건강 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성분의 섭취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긍정
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용성분을 필요량 이상 사
용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을 함으로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혼
돈을 유발하기도 한다(엄정숙,2004).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대와 선호는 무분별한 섭취를 부추기

고,이들은 시간을 절약하면서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특히 직
장인들이 커다란 노력 없이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손쉽게 섭취 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엄정숙,2004).그러므로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
리는 직장인들이 원하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 및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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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2006년 7월19일 법률 제 7962호로 제 10차 개정된 학교급식법제7조에 의
거하여 2007년 3월1일부터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됨에 따
라 학교급식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영양교사 직무 중 3호의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의 직무를 좀 더 적극적이며 원할 하게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많은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교직원의 식습관과 건강
기능식품의 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담 및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교직원의 상담 및 지도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지도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한다.즉,관
련법에 따른 영양교사의 책무가 ‘식생활지도와 영양상담’이라 명시됨에 따라 ‘영양상
담실’의 설치 등의 법적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의 영양교육과 상담자로서의 직무를 원
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사회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그동안 타 지역에서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나 인식도등은 많이 이루어진바 있으나
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는 많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영양교사가 식생활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 교육 하고 있는 교직원의 인식수준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 및 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 교직원
들에 대한 식생활 지도․홍보 및 상담 방향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
를 실시하였으며,본 연구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교직원의 기초식품군의 균형적 식사와 아침 결식 식사속도 규칙성 과 과식 등의

식습관 실태를 파악한다.
2.교직원의 음주,흡연,외식,운동 여부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각 정도,관심 등

건강관리 행동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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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직원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여부,섭취 이유,종류,선택 시 고려 요인 및 선호
섭취 건강기능 식품 등의 이용 실태를 파악 한다.
4.질병과 건강 기능 식품 섭취의 실태와 건강 기능 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에 대

한인지 여부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률,홈페이지존재 여부 등에 대한 소비자인 교직
원의 인지실태를 파악 한다.
5.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제

공에 대한 교직원들의 견해를 조사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바르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지도․홍보 방안의 방향을 모색해 본
다.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1.본 연구는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하여 실시하는 등 전남의 초등학교에 근무 하는 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
를 전체로 일반화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교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

루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3.본 연구에 있어 식습관 실태와 질병 발병과의 연관성이나 건강기능식품 섭취의

연관성과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많은 변인들의 연관성 파악에 소홀 했다는 아쉬
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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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건건건강강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정정정의의의
WHO에서는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 되며 이는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즉,신체적,정신적,사회적
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건강이 참 건강의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임병우 외,
2004,건강기능성 식품학,p.185:4～5).

222...건건건강강강식식식품품품 (((健健健康康康食食食品品品)))이이이란란란???
건강식품이란 1890년 독일에서 식단개혁운동으로 채식주의를 주체로 하면서 처음

사용 되었다.국어사전에서는 “식품 첨가나 농약을 쓰지 않는 식품,성인병의 예방이
나 치료 등에 좋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다.”로 풀이 되고 건강식품의 식품영양학적
정의는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식품이며 광의의 의미로는 보통
농약이나 화학약제를 쓰지 않고 재배한 채소.버섯.미역.현미.효모.계란.우유 등의 최소
한의 가공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농약이나 살충제의 오염이 없는 자연식품이나 유기농
식품을 말하나 보통 좁은 의미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보조식품을 뜻하기도 한다.

333...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이이이란란란???
1989년 일본 후생성의 기능성 식품 간담회의 중간보고에서 “기능성 식품은 식품성

분이 가진 생체방어,신체리듬의 조절,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에 관계하는 신체조절
기능을 생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계하여 가공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국제식품정보위원회(IFIC)는 “기능성 식품은 기초영양보다 진일보한 건강 이득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정의 하였고 미국 과학학술원(NSF)의 의학원은 “건강에 좋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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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되도록 돕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함유물 농도가 조작.수정된 식품”으로 정의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

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신체의 육체적,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
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농축,정제,혼합 등의 방
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44...건건건강강강행행행위위위(((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란란란???
건강 행위는 크게 건강위험행위(흡연,음주,나쁜 식습관,나쁜 수면 습관)와 건강

기여행위(질병을 예방하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행위 :운동,체중조절,건강보
조식품복용)로 나눌 수 있다.또 Laffrey(1990)는 건강 행위는 “질병치료,질병 예방을
위한 행위,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건강에 관련된 총체적 행위”
를 표현한다고 했으며 Pender(1996)는 건강 행위를 “개인이 건강을 관리하고,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 하였다.

555...건건건강강강정정정보보보 습습습득득득 행행행위위위란란란???(엄정숙,2004,연세대학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적절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는 건강에 관하여 행동 지향적인 소비자
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Rakowski,Assaf,Lefebvre,Lasater,Niknianand
Carleton,1990).건강정보습득 과정은 건강관련 구매결정과정에 이어 매우 중요한 행
위이며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
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건강정보 습득과 관련하여 Rakowski등(1990)은 TV,라디오,인쇄매체,친

구와 가족,건강전문가,체계적인 개인적 관찰과 같은 정보원천으로부터 건강관련 정
보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Worsley(1989)는 식이요법과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면서 주치의와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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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천으로 제시하였고,Probart등(1989)은 건강정보에 대한 가
장 큰 원천으로 영양사와 의사를 들고 있고 두 번째를 건강 식품점 직원을 들었다.

제제제222절절절 기기기초초초식식식품품품군군군 균균균형형형적적적 식식식사사사

바람직한 식생활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모든 영양소가 잘 배합된 적당량의 식사를
의미하며 한 가지 식품에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을 적
당량 식품간의 균형을 이루어 섭취하는 것으로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여 부족 되는 영양소가 없도록 기초식품군의 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남
궁석,2006,건강기능성 식품,p.18:5～10).
즉,우리가 식품을 통하여 영양소를 섭취하고 섭취된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품 안에 들어 있는 영양소들을 기능이 비슷한 것
끼리 묶어서 탑 모양으로 분류하였다.
1층은 곡류 및 전분류로 주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

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섭취해야 하나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부
족하면 허약해 질수 있는 영양소 이며,2층은 채소 및 과일류로 비타민과 무기질,섬
유소가 주된 영양소이다.이들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며 질병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 질수 있다.또 3층은 고
기.생선,계란,콩류로 단백질이 주된 영양소이며 우리 몸의 피와 살을 만들고 뇌의
발달을 도우며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 부족하면 피로를 많이 느끼고 오랜 시
간 운동하기가 어렵다.4층은 우유 및 유제품으로 주된 영양소는 칼슘으로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만들고 튼튼하게 하며,5층은 유지․견과 당류로 지방과 단순 당이 주된
영양소로 몸의 열량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어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이처럼 기초식품군을 식품 구성 탑으로 제
시하여 우리가 각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와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으려면
어떤 식품을 식사로 섭취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각각의 기능이 있으므로 영양의 균형을 위해 매일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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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제제제333절절절 법법법적적적으으으로로로 고고고시시시 된된된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02.08.26)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청이 그 기준 및 규격(04.01.31,개정 05.05.25)에 따라 “허가하여 고시된 건강기능
식품”을 말함.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수록된 품목은 <표 1>과 같다.
<표 1>2006식품의약안전청 건강기능식품 분류(계속)

유형 기능성 내용
1.영양보충용제품 -단백질,비타민,무기질,아미노산,지방산,식이섬유 중 영양
소 1종 이상이 주원료이며,이러한 영양소의 보충이 목적인 건강기능식품

단백질보충제용제품
a.근육,결합 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b.건강증진 및 유지,c.단백질 대사균형에 도움
d.영양보급,영양부족 개선

비타민A보충용제품

a.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있으며 녹황색의 식물성식품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테노이드의 형태로 들어
있음.
b.눈의 관상세포에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색소(로돕신)
를 합성하는데 비타민A가 필요
c.눈의 영양보급(*야맹증 치료 예방)

비타민B1보충용제품
a.곡류(당질)섭취량이 많을수록 비타민 B1의 필요량 증가
b.에너지 대사에 관여 -당질의 적절한 대사를 촉진 시켜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도록 도움(*각기병 치료 예방)

비타민2보충용제품 a.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산화되어 에너지를 발생할
때 작용하는 효소의 작용을 도움(*구각염 치료 예방)

비타민B6보충용제품
a.아미노산대사에 관여
b.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 헴 합성과정에 관여 함 (*피
부병치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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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능성 내용

비타민 B12보충용제품 a.핵산 합성과 조혈작용에 관여함
b.적혈구 형성에 보조적인 역할을 함(*악성빈혈치료 예방)

비타민C보충용제품 a.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항산화작용을 하며 균형 잡힌 식
사를 통해 적절한 비타민 c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비타민C보충용제품 b.항산화 작용 -세포손상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자유기(유
해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함(*괴혈병 치료 예방)

비타민D보충용제품
a.뼈의 형성에 도움,b.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움
c.칼슘의 대사를 촉진 시켜 칼슘이 체외로 배설 되지 않도
록 칼슘의 재흡수를 도움(*구루병 예방)

비타민E보충용제품
a.항산화 작용 -세포막의 구조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파
괴 되는 것을 막아 세포의 손상을 예방함
b.비타민E첨가 시 지방산들의 산화를 막음(*동물 -항불임)

비타민K보충용제품 a.비타민K용 제품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혈액응고가 지연
됨(*지혈제)

니아신보충용제품 a.에너지 대사에 관여,산화 환원작용(*Pellagar병 치료 예
방)

비오틴보충용제품 a.지방,단백질,글리코겐 합성에 관여

엽산보충용제품 a.세포,특히,적혈구 형성에 필요한 장관의 기능 유지(*
빈혈치료 예방)

마그네슘보충용제품 a.골격,체액의 구성성분
망간보충용제품 a.영양보급
몰리브덴보충제품 a.영양보급

셀렌보충용제품 a.항산화 영양소로써 비타민E와 함께 체내에서 지질의 산
화를 방지 하고 세포막을 보호해줌

판토텐산보충용제품
a.coenzymeA와 acylcarrierprotein(ACP)의 구성성분으로
체내에서 지방산의 합성과 대사 및 pyruvate와 a -
ketoglutarate산화 등의 반응에 관여

구리보충용제품 a.영양보급(*빈혈치료,SODcofactor)

야연보충용제품
a.인체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미량 원소
b.핵산과 아미노산의 대사에 관여(*SOD cofactorinsulun
생성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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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보충용제품 a.갑상선호르몬의 구성성분(* 갑상선기능저하증,simple
goitor치료․예방 cretinism 예방)

철보충용제품 a.적혈구의 성분으로 산소를 운반함(*빈혈치료 예방)
b.헤모글로빈,미오글로빈 성분

칼륨보충용제품 a.영양보급

칼슘보충용제품

a.체내 칼슘의 대부분(99%)은 골격과 치아에 존재하고 극
히 일부(1%)가 세포와 세포내외의 체액에 존재하면서 신체
의 생리조절 기능을 수행함
b.골격과 치아의 구성성분(뼈와 이를 구성함)
c.칼슘부족 예방,성장발육 도움

크롬보충용제품 a.영양보급
아미노산보충용제품 a.영양보급(*영양 강화)
지방산보충용제품 a.영양보급

식이섬유보충용제품

a.배변활동 원할(*대장 내 부패성유해물질 흡수감소 간암-
직장암 예방)
b.체중감량에 도움(*저 열량 포만감 식용저하 효과)
c.지방흡수 저하
d.지방합성저해,체지방분해(단,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함유 시)

2.인삼제품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인삼분말
인삼성분함유제품

a.원기회복,
b.면역력증진,
c.자양강장에 도움

3.홍삼제품
홍삼농축액,홍삼분말
홍삼농축액분말
홍삼성분함유제품

a.원기회복,b.면역력증진,c.자양강장에 도움

4.뱀장어유 제품
뱀장어유제품 a.건강 증진 및 유지,b.영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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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PA(뎀20:5n-3魚油 chol.개선)및/DHA(dha22:6n-3海魚 고래油,두뇌기능)함유
제품
EPA함유제품(에이코
사펜타엔산)
DHA함유제품(도코
사헥사엔산)
EPA 및 DHA함유제품

(EPA함유제품)
a.콜레스테롤개선에 도움,b.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DHA함유제품)
a.두뇌.망막의 구성 성분,b.두뇌영양공급에 도움

6.로얄젤리제품
생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동결건조로얄젤리제품

a.영양보급
b.건강 증진 및 유지
c.고단백식품

7.효모제품
건조효모,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a.영양의 불균형 개선,b.영양보급원
c.건강 증진 및 유지, d.신진대사 기능

8.화분제품
화분,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a.영양보급 ,b.건강 증진 및 유지
c.피부건강에 도움,d.신진대사기능

9.스쿠알렌함유제품(상어간 기름,간 보호 ,유해산소 제거)
스쿠알렌
스쿠알렌제품

a.산소공급의 원활화 b.피부건강에 도움
c.신진대사 기능

10.효소제품
곡류 효소제품
배아효소제품과 ․채
류효소제품
기타식물효소제품

a.신진대사 기능
b.건강 증진 및 유지
c.연동작용 및 배변에 도움(식이섬유 다량 함유)

11.유산균 함유제품(bacteriocin,정장작용)
유산균,비피더스균
유산균이용제품
비피더스균이용제품
혼합유산균이용제품

a.유익한 유산균의 증식
b.장내 유해 미생물의 억제
c.장내 연동 운동
d.정장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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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클로렐라제품

클로렐라원말
클로렐라제품

a.단백질 공급원,b.체질개선,c.영양보급
d.핵산 및 단백질,엽록소,섬유소등 성분 함유
e.건강 증진 및 유지

13.스피루리나제품(바다plankton청색미세남조류,高.균형영양)
스피루리나원말
스피루리나제품

a.필수아미노산공급원,b.단백질공급원
c.영양공급,d.생리활성성분함유 ,e.건강증진 및 유지

14.감마리놀렌산(ɤ-linolenicacid)함유제품(18:3⍵-6△ ⁶,⁹,12)달맞이꽃씨,chol개선
*a-linolenicacid18:3w-3(△ ⁹,12,18)들깨기름
감마리놀레산 함유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제품

a.필수지방산의 공급원,b.콜레스테롤개선에 도움
c.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d.생리활성물질 함유

15.배아유제품
배아유,배아유제품
천연토코페놀강화배아유
천연토코페놀강화배아유제품

a.영양보급

16.배아제품
쌀배아,쌀배아제품
밀배아,밀배아제품

밀배아(제품)
a.항산화작용,b.생리활성성분함유,c.신진대사 기능

밀배아,밀배아제품
배아혼합제품

쌀배아(제품)
a.영양보급

17.레시틴제품(콩,인지질)
대두레시틴제품
난황레시틴제품

a.콜레스레롤 개선에 도움,b.두뇌영양보급
c.항산화작용,d.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18.옥타코사놀 함유제품(현미유,운동선수지구력)
옥타코사놀
옥타코사놀함유제품

a.건강증진 및 유지
b.지구력 증진

19.알콕시글리세롤 함유제품(ailkoxy-OR,상어간 백혈구증가 면역증진)
알콕시글리세롤함유유지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a.유아성장에 도움,b.생리활성 성분함유
c.신체저항력 증진

20.포도씨유 제품(linoieic산49%18:2n-6)(△ ⁹,12)
포도씨유,포도씨유제품 a.항산화 작용,b.필수지방산 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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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식물추출물 발효제품
채소류,과일류,종실류
등 식용식물을 압착 또
는 당류의 삼투압에 의
해 얻은 추출물을 자체
발효 또는 유산균,효
모균등의 접종에 의하
여 발효시켜 식용유래
성분과 발효생성물을
제조․가공 한 것

a.건강증진 및 유지
b.체질개선
c.영양공급원

22.뮤코다당 단백제품(연골성분)
뮤코다당.단백
뮤코다당.단백제품

a.연골의 구성성분,b.건강 증진 및 유지
c.영양공급

23.엽록소 함유제품
맥류약엽엽록소원말
알파파엽록소원말
해조류엽함유제품
기타식품류엽록소원말
맥류약엽엽록소함유제품
해조류엽록소함유제품
기타식물류엽록소함유제품

a.SOD함유
b.유해산소의 예방
c.피부건강에 도움
d.건강증진 및 유지

24.버섯제품
버섯자실체제품
버섯균사체제품

a.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b.생리활성물질 함유,c.건강증진 및 유지

25.알로에 제품
알로에겔,알로에겔분말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착즙액,알로에착즙제품
알로에겔제품
알로에분말
알로에겔분말제품
알로에분말제품

a.장운동에 도움
b.면역증강 기능
c.위와 장 건강에 도움
d.피부건강에 도움 (알로에베라)
e.배변활동에 도움 (아보레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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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매실추출물제품
매실추출물
매실추출물제품

a.유해균의 번식억제,b.피로회복에 도움
c.유기산작용, d.알칼리성 생성식품

27.자라제품

동결건조자라분말
열풍건조자라분말
자라유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자라분말(제품)
a.건강증진 및 유지, b.영양보급
c.단백질공급원, d.신체기능의 활성화
e.체력증진,체력보강
자라유(제품)
a.영양보급

28.베타카로틴 함유제품
조류추출카로틴함유제품
녹엽식물추출카로틴
함유제품
당근추출카로틴함유제품

a.비타민A의 전구체,b.항산화 작용
c.유해산소의 예방,d.피부건강 유지

29.키토산 함유제품
키토산분말
키토산함유제품

a.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b.항균작용,c.면역력 증강 기능

30.키토올리고당 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분말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a.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b.항균작용
c.면역력증강기능

31.글루코사민 함유제품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함유제품

a.관절 및 연골의 구성 성분
b.관절 및 연골을 튼튼리 하는데 도움 줌
c.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32.프로폴리스 추출물제품(벌꿀 중 천연항생물질)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a.항균작용
b.항산화작용

이하규정개정(05.05.25)으로 추가된 품목
33.녹차추출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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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
녹차추출물제품

a.항산화작용
(*과량섭취 시 초조감,불면 등을 유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다른 제품을 섭취하고 있
는 경우 주의.)

34.대두단백함유제품
대두단백
대두단백함유제품

1)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도움
(*대두단백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에는 섭취시 주의)

35.식물스테롤함유제품(콩,옥수수,채종유,유래 혈중chol개선)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식물스테롤함유제품

a.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도움
(*식사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전증질환인 시토스테롤(sitosterolemia)혈,뇌건성황색 종
증(cerebrotendinousxanthomatosis)을 가진 사람은 섭취를 삼
가는 것이 좋다.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 식물스테롤은 베타-카로틴(B-carotene)의 흡수를 방해 할
수 있다.
*일일섭취량이 3,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6.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sucrose+1～3과당분자,전이효소 orinuiln가수분해,
장 비피더스균 증식 유해균 억제,Ca흡수,변비에)
프락토올리고당
플락토올리고당함유
제품

a.장내 피비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 억제 도움
b.배변을 원활 도움,c.칼슘흡수에 도움
(*과량섭취 시 복부팽만감,설사를 유발 할 수 있다.)

37.홍국제품(monacolinK chol개선)

홍국
홍국제품

1)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
(*임산부,수유부,간질환 환자,어린이,청소년은 섭취를 삼가
*복통,속 쓰림,어지럼증,복부팽만감 발생가능
*콜레스테롤 조절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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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제제제111절절절 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기기기간간간

본 조사는 전남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된 자
료를 사용하여 2007년 07월 01일부터 2007년 07월 05일 까지 예비 조사를 거친 후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 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 된 도구(강영자 2006,송금숙 2002,오정완 2006,강은진 2006,

엄정숙 2004,정수정 2006)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 작성하여 영양교
사가 배치되어진 전남 지역 학교 중에서 편의 표본추출법으로 추출하여 사전에 18명
의 영양교사들에게 충분하게 본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20～50부까지 총 550부
를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하여 2007년 07월부터 09일부터 2007년 09월 06일까지 약 2개
월에 걸쳐 실시 배부된 설문지 490부(회수율 :89.09%)를 회수 하였으며 회수된 설
문지중 사전 검토 및 편집 과정을 거쳐 분석에 이용 불가능한 47부를 제외한 443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제제제222절절절 조조조사사사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전남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식습관과 건강기능식품의 섭
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이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들이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들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
으며 설문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식생활습관 및 건강관리 행동 요
인,건강기능식품 이용 실태와 인식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하였다.본 연구에 사용 된 최종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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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교육정도,세부직업,가구소득,가족 형태를 조사 하였다.

222...식식식생생생활활활 습습습관관관 및및및 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행행행동동동요요요인인인
조사 대상자의 평소 일상적인 식습관을 통해 일반적인 식습관의 문제점을 알아보

기 위해 유수연(2002),강영자(2006),차은경(2006)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응용
하여 24문항의 설문을 구성 하였다.하루 식사 횟수와 아침 식사 여부,식사의 규칙
성,식사 속도,과식 등의 식습관 관련 5문항과 기초식품군의 균형적 식사에 관한 10
문항,음주여부,흡연여부,외식 여부,운동 여부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성 유 .무,건강
상태에 대한 자각 정도 ,건강에 대한 관심,앓고 있는 질병 등 건강관리 행동에 관한
9문항을 조사 하였다.

333...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 이이이용용용 실실실태태태
건강 기능 식품이용 실태 조사는 강영자(2006)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고로

건강기능 식품 섭취 유․무,섭취 이유,선택 시 고려 요인,설명서를 통한 제품의 이
해 정도,월 평균 구입비용,섭취 후 효과,섭취 및 선호 식품 종류 등 7문항을 조사
하였다.

444...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의의의 인인인식식식 조조조사사사
건강기능식품의 인식조사는 정수정(2006)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고로 건

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구입 시 표시 사항(로고,성분 등)확인 여부,건강기
능식품정보 홈페이지 인지여부,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 인지 여부,건강기능식품 섭
취 시 건강상의 혜택 등 6문항을 조사 하였다.

555...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올올올바바바른른른 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견견견해해해 관관관련련련 조조조사사사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견해 조사는 강영자(2006)의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을 응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회사의 홍보나 광고,유통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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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분야에 대한 견해,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
보와 교육의 필요,교육 및 상담자에 대한 물음으로 6문항을 조사 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자자자료료료 처처처리리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식생활 습
관 건강관리 행동요인,이용 실태,건강기능식품 인식 정보제공은 빈도 분석을 건
강기능식품 섭취경험 유 무 및 건강기능식품 선호 섭취,교육상담자 지정 등은 다
중응답 분석,건강관리 행동,건강에 대한 자각,일반적 특성 등에 따른 건강기능식
품 섭취 여부와의 관계는 교차 분석 등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 p<0.05
이하 에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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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제제제111절절절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표 2>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NNN %%%

성별 남자 152 34.3
여자 291 65.7

연령

20대 30 6.8
30대 97 21.9
40대 164 37.0
50대 124 28.0
60대 이상 28 6.3

학력

고졸 85 19.2
전문대졸 36 8.1
대졸 240 54.2
대학원 이상 82 18.5

직업

일반교사 239 54.0
관리직 교사 18 4.1
유치원 교사 22 5.0
비교과 담당교사 30 6.8
일반직 71 16.0
기타 63 14.2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60 13.5
100～200만원 미만 70 15.8
200～300만원 미만 150 33.9
300만원 이상 163 36.8

가족 구성 형태

핵가족 307 69.3
대가족 47 10.6
부부 28 6.3
미혼 및 기타 61 13.8

일반사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성별은 여자가 65.7%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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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령에서는 40대가 37.0%,50대가 28.0%,30대가 21.9%로 나타났다.학력에서는
대졸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직업에서는 일반교사가 54.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월 평균 수입에서는 300만원이상이 36.8%,200～300만원 미만이 33.9%로
나타났으며,가족 구성형태는 핵가족이 69.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제제제222절절절 식식식생생생활활활 습습습관관관 및및및 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 요요요인인인

111...식식식습습습관관관 실실실태태태 파파파악악악
<표 3>식습관 실태

식식식습습습관관관 NNN %%%

하루 식사 회수
2회 이하 80 18.1
3회 344 77.7
4회 이상 19 4.3

아침식사 여부
꼭 한다. 246 55.5
대체로 하는 편 110 24.8
안 한다. 87 19.6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식욕이 없어서 17 19.5
음식 맛이 없어서 2 2.3
시간이 없어서 36 41.4
오랜 습관 25 28.7
다이어트 4 4.6
기타 3 3.4

규칙적인 식사여부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 344 77.7
보통이다. 46 10.4
가끔씩 불규칙하다. 53 12.0

식사속도
대체로 느린 편이다. 65 14.7
보통이다. 195 44.0
빠른 편이다. 183 41.3

과식여부
자주 있다. 23 5.2
가끔 있다. 219 49.4
거의 없다. 181 40.9
없다. 2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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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기기초초초식식식품품품군군군의의의 균균균형형형식식식사사사 실실실태태태 파파파악악악
<표 4>균형적 식사 실태

균균균형형형적적적 식식식습습습관관관 NNN %%%

하루 곡류음식
먹는 회수

3회 이상 286 64.6
2회 95 21.4
1회 이하 62 14.0

하루 육․어류
반찬
먹는 회수

3회 이상 67 15.1
2회 167 37.7
1회 이하 209 47.2

하루 채소,해조,
버섯류 먹는 회수

3회 이상 148 33.4
2회 160 36.1
1회 이하 135 30.5

하루 튀김,전,
마요네즈 등 먹는
회수

3회 이상 8 1.8
2회 41 9.3
1회 이하 394 88.9

우유나 유제품
먹는 정도

자주 먹는다. 92 20.8
가끔 먹는다. 193 43.6
거의 먹지 않는다. 130 29.3
먹지 않는다. 28 6.3

과일 먹는 정도
자주 먹는다. 169 38.1
가끔 먹는다. 231 52.1
거의 먹지 않는다. 43 9.7

단 음식 먹는 정도
자주 먹는다. 21 4.7
가끔 먹는다. 168 37.9
거의 먹지 않는다. 197 44.5
먹지 않는다. 57 12.9

짠 음식 먹는 정도
자주 먹는다. 17 3.8
가끔 먹는다. 180 40.6
거의 먹지 않는다. 216 48.8
먹지 않는다. 30 6.8

기름이 많은 음식
먹는 정도

자주 먹는다. 6 1.4
가끔 먹는다. 162 36.6
거의 먹지 않는다. 240 54.2
먹지 않는다. 35 7.9

계란 노른자,
어육류의 내장
등을 먹는 정도

자주 먹는다. 9 2.0
가끔 먹는다. 151 34.1
거의 먹지 않는다. 242 54.6
먹지 않는다. 41 9.3

위와 같이 하루 식사에 있어 기초식품군의 균형식사 실태는 <표 4>와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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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하루 곡류음식을 먹는 회수는 3회 이상이 64.6%로 나타났다.하루 육․어
류(단백질함유 :생선,고기,계란,콩,두부 등)반찬을 먹는 회수로는 1회 이하가
47.2%,2회가 37.7%로 나타났으며,하루 채소,해조,버섯류(비타민 및 무기질 함유
:배추,상추,미역,파래,느타리,새송이 등)반찬을 먹는 회수로는 2회가 36.1%,3
회 이상이 33.4%,1회 이하가 30.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하루 튀김,전,볶음 같
은 음식이나 기름,마요네즈를 사용한 음식을 먹는 회수로는 1회 이하가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우유나 유제품(치즈,요플레 등)을 먹는 정도는 가끔 먹는다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과일을 먹는 정도는 가끔 먹는다가 52.1%로 높
게 나타났으며,단 음식을 먹는 정도는 거의 먹지 않는다가 44.5%,가끔 먹는다가
37.9%로 나타났다.그리고 짠 음식(밑반찬,젓갈류,장아찌,자반 등)을 먹는 정도는
거의 먹지 않는다가 48.8%,가끔 먹는다가 40.6%가 나타났고,기름이 많은 고기(삼
겹살,갈비),가공식품(햄,소시지),생크림 케이크,버터 등을 먹는 정도는 거의 먹
지 않는다가 54.2%로 나타났다.계란 노른자,어육류의 내장(간,곱창),오징어 등을
먹는 정도는 거의 먹지 않는다가 54.6%로 나타났다.

333...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
건강관리 행동에 대한 조사는 <표 5>와 같다.음주여부는 먹지 않는다가 45.4%,

거의 먹지 않는다가 32.5%로 나타났으며,운동여부는 가끔 한다가 36.6%,거의 안
한다가 31.8%로 나타났다.흡연여부는 피지 않는 사람이 90.3%이며,피우는 사람은
9.7%로 나타났고 흡연을 했을 경우 피는 정도는 하루에 한 갑이 100.0%였다.외식
회수는 거의 안 한다가 38.1%,안한다가 34.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외식을 하
는 이유로는 간편해 시간이 절약되어서가 33.3%,사람만나는 것이 좋아서가 25.0%,
업무상이 2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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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건강관리 행동(계속)

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 NNN %%%

음주 여부

자주 먹는다. 13 2.9
가끔 먹는다. 85 19.2
거의 먹지 않는다. 144 32.5
먹지 않는다. 201 45.4

운동 여부

거의 매일 30분 이상 60 13.5
자주 한다. 80 18.1
가끔 한다. 162 36.6
거의 안 한다. 141 31.8

흡연 여부 아니오, 400 90.3
예, 43 9.7

피는 정도 하루 한 갑 정도 25 100.0

외식 회수

자주 한다. 7 1.6
가끔 한다. 87 19.6
거의 안 한다. 169 38.1
안 한다. 151 34.1
전혀 안 한다. 29 6.5

외식을 하는 이유

간편해 시간이 절약되어서 32 33.3
식당 음식 맛이 좋아서 6 6.3
업무상 22 22.9
사람만나는 것이 좋아서 24 25.0
기타 12 12.5

단,결측치는 제외

444...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 견견견해해해
<표 6>과 같이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매우 관계가 있다가 50.6%,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45.4%로 나타났고,건강에 대한 관심 부분은 관심이 좀
있다가 43.8%,관심이 매우 많다가 31.6%로 나타났으며,건강상태에 대한 자각은
건강하다가 40.6%,보통이다가 43.3%로 나타났다.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매스컴이 31.2%,인터넷 24.5%,이웃,친지가 18.8%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앓거나 치료중인 질병은 특별한 질병이 없다가 57.0%,위장질환이 8.0%,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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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6.8%,관절염/류머티즘/골다공증이 6.6% 등으로 나타났다.
<표 6>건강관리 행동 견해

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 NNN %%%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매우 관계가 있다. 224 50.6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201 45.4
관계가 없다. 9 2.0
생각해 보지 않았다. 9 2.0

건강상태에 관한
관심

관심이 매우 많다. 140 31.6
관심이 좀 있다. 194 43.8
보통이다. 104 23.5
관심이 없다. 3 0.7
관심이 전혀 없다. 2 0.5

건강상태에 대한
자각

매우 건강하다. 34 7.7
건강하다. 180 40.6
보통이다. 192 43.3
건강하지 않다. 37 8.4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 경로

매스컴 414 31.2
신문,잡지 179 13.5
전문서적 74 5.6
인터넷 325 24.5
전문가 상담 28 2.1
이웃,친지 249 18.8
기타 58 4.4

*앓거나 치료중인
질병

특별한 질병이 없다. 277 57.0
고혈압 33 6.8
당뇨병 13 2.7
동맥경화/고지혈증 18 3.7
빈혈 31 6.4
위장질환 39 8.0
심장질환 2 0.4
관절염/류머티즘/골다공증 32 6.6
간장질환 10 2.1
신장질환 5 1.0
암질환 3 0.6
정신질환 0 0.0
기타 23 4.7

단,결측치는 제외,*는 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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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 이이이용용용 실실실태태태

111...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이이이용용용 실실실태태태
<표 7>건강기능식품 이용실태

단,결측치는 제외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이이이용용용실실실태태태 NNN %%%
건강기능식품
경험유무

있다. 332 74.9
없다. 111 25.1

건강기능식품
경험이 없는 이유

가격이 비싸다. 11 10.0
효과에 대하여 의문스럽다. 27 24.5
안정성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6 5.5
접할 기회가 없었다. 8 7.3
음식의 섭취로 건강유지 가능 45 40.9
기타 13 11.8

건강기능식품
먹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해 210 60.9
원기회복 및 영양보충을 위해 71 20.6
황산화작용 및 체질 개선 22 6.4
질명치료 23 6.7
다이어트 11 3.2
기타 8 2.3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가장
걱정 되는 점

성분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 105 30.4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지 115 33.3
부작용은 없는지 43 12.5
과대 허위 광고는 아닌지 41 11.9
제품의 효과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싼 가격인지

37 10.7

기타 4 1.2
건강기능식품
설명서
이해 가능 여부

이해한다. 55 16.0
조금 이해한다. 219 63.7
이해하지 못 한다. 50 14.5
읽어보지 않았다. 20 5.8

건강기능식품 한
달 평균 구입비용

5만원 미만 171 49.7
5～10만원 112 32.6
10～15만원 27 7.8
15만원 이상 34 9.9

건강기능식품
경험 후 효과
유무

효과를 본 거 같다. 125 36.7
그저 그렇다. 133 39.0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 5.9
잘 모르겠다. 6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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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경험 유․무는 있다가 74.9%로 나타났으며,건강기
능식품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음식의 섭취로 건강유지 가능하다가 40.9%,효과에
대하여 의문스럽다가 24.5%로 나타났고,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로는 건가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해서 60.9%,원기회복 및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20.6%로 나타났다.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안전한 원료를 사용
하는지와 성분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가 각각 33.3%,30.4%로 나타났다.건강기능식
품 설명서로 제품에 대한 이해 가능 여부는 조금 이해한다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건강기능식품 한 달 평균 구입비용으로는 5만원 미만이 49.7%,5～10
만원 미만이 32.6%로 나타났고,건강기능식품 경험 후 효과 유무로는 그저 그렇다
가 39.0%,효과를 본 거 같다가 36.7%로 나타났다.

222...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의의의 섭섭섭취취취 경경경험험험자자자와와와 무무무경경경험험험자자자의의의 선선선호호호 제제제품품품 실실실태태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선호 제품은 <표 8>과 같이 건강기

능 식품 경험자의 선호제품은 영양보충용 제품이 11.2%,홍삼제품이 10.2%,매실추
출물 제품이 6.3%,인삼제품과 유산균 제품이 각각 6.2% 알로에 제품이 5.8% 포도
씨 유 5.1% 등으로 나타났으며,건강기능 식품 무경험자의 선호제품은 홍삼제품이
10.0%,유산균제품이 7.0%,영양보충용 제품이 6.0%,뱀장어유제품,클로렐라제품,
매실추출물제품,키토산함유제품,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녹차추출제품이 각각 5.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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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건강기능성 식품의 선호하는 제품의 종류

단,결측치는 제외,*는 다중응답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경경경험험험자자자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무무무경경경험험험자자자
제제제품품품명명명 NNN %%% 제제제품품품명명명 NNN %%%

영양보충용 제품 228 11.2 영양보충용 제품 6 6.0
인삼제품 127 6.2 인삼제품 4 4.0
홍삼제품 207 10.2 홍삼제품 10 10.0
뱀장어유제품 25 1.2 뱀장어유제품 5 5.0
EPA 및 DHA 함유제품 44 2.2 EPA 및 DHA 함유제품 2 2.0
로얄젤리 제품 83 4.1 로얄젤리 제품 4 4.0
효모제품 28 1.4 효모제품 1 1.0
화분제품 15 0.7 화분제품 1 1.0
스쿠알렌 함유제품 68 3.3 스쿠알렌 함유제품 1 1.0
효소제품 32 1.6 효소제품 0 0.0
유산균제품 126 6.2 유산균제품 7 7.0
클로렐라제품 65 3.2 클로렐라제품 5 5.0
스피류리나제품 26 1.3 스피류리나제품 4 4.0
감마리놀레산함유제품 34 1.7 감마리놀레산함유제품 2 2.0
배아유제품 19 0.9 배아유제품 2 2.0
배아제품 18 0.9 배아제품 0 0.0
레시틴제품 20 1.0 레시틴제품 1 1.0
옥타코사놀함유제품 8 0.4 옥타코사놀함유제품 2 2.0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6 0.3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0 0.0
포도씨유 103 5.1 포도씨유 4 4.0
식물추출물발효제품 30 1.5 식물추출물발효제품 2 2.0
뮤코다당,단백제품 11 0.5 뮤코다당,단백제품 0 0.0
엽록소 함유제품 21 1.0 엽록소 함유제품 2 2.0
버섯제품 48 2.4 버섯제품 3 3.0
알로에제품 117 5.8 알로에제품 3 3.0
매실추출물 제품 128 6.3 매실추출물 제품 5 5.0
자라제품 14 0.7 자라제품 0 0.0
베타카로틴함유제품 12 0.6 베타카로틴함유제품 1 1.0
키토산함유제품 55 2.7 키토산함유제품 5 5.0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16 0.8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1 1.0
글리코사민함유제품 53 2.6 글리코사민함유제품 1 1.0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32 1.6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5 5.0
녹차추출제품 68 3.3 녹차추출제품 5 5.0
대두단백함유제품 40 2.0 대두단백함유제품 2 2.0
식물스테롤함유제품 38 1.9 식물스테롤함유제품 2 2.0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37 1.8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0 0.0
홍국제품 7 0.3 홍국제품 1 1.0
아가리쿠스제품 24 1.2 아가리쿠스제품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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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남남남․․․여여여 선선선호호호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
<표 9>와 같이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호는 남자는 홍삼제품,영양보충용

제품,인삼제품,매실추출물 제품 유산균제품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영양보충용
제품,홍삼제품,유산균,알로에,매실추출물제품 포도씨유 인삼제품 순으로 나타났
으며,건강기능식품 각각의 선호 남․여 비교는 영양보충용 제품은 남자 30.8% 여
자 69.2%,인삼제품 남자 40.3% 여자 59.7%로,홍삼제품은 남자 34.4%와 여자
65.6%,유산균제품은 남자 29.9% 여자 70.1%,포도씨유 제품은 남자 21.2% 여자
78.8%,알로에 제품은 남자 24.2% 여자 75.8%,매실추출물 제품은 남자 33.8% 여
자 66.2%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 선호 섭취 한다고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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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성별에 따른 건강기능 선호식품

단,결측치는 제외,*는 다중응답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선선선호호호식식식품품품 성성성별별별
남남남 여여여

영양보충용 제품 74(30.8) 166(69.2)
인삼제품 54(40.3) 80(59.7)
홍삼제품 74(34.4) 141(65.6)
뱀장어유제품 13(46.4) 15(53.6)
EPA 및 DHA 함유제품 13(27.1) 35(72.9)
로얄젤리 제품 26(29.2) 63(70.8)
효모제품 7(23.3) 23(76.7)
화분제품 3(18.8) 13(81.2)
스쿠알렌 함유제품 23(32.9) 47(67.1)
효소제품 10(29.4) 24(70.6)
유산균제품 41(29.9) 96(70.1)
클로렐라제품 15(22.7) 51(77.3)
스피류리나제품 11(37.9) 18(62.1)
감마리놀레산함유제품 9(25.7) 26(74.3)
배아유제품 7(31.8) 15(68.2)
배아제품 5(25.0) 15(75.0)
레시틴제품 5(25.0) 15(75.0)
옥타코사놀함유제품 3(33.3) 6(66.7)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2(33.3) 4(66.7)
포도씨유 24(21.2) 89(78.8)
식물추출물발효제품 11(33.3) 22(66.7)
뮤코다당,단백제품 4(36.4) 7(63.6)
엽록소 함유제품 8(36.4) 14(63.6)
버섯제품 21(38.9) 33(61.1)
알로에제품 30(24.2) 94(75.8)
매실추출물 제품 46(33.8) 90(66.2)
자라제품 10(62.5) 6(37.5)
베타카로틴함유제품 5(38.5) 8(61.5)
키토산함유제품 14(24.6) 43(75.4)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7(36.8) 12(63.2)
글리코사민함유제품 23(41.8) 32(58.2)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5(45.5) 18(54.5)
녹차추출제품 25(34.2) 48(65.8)
대두단백함유제품 12(27.9) 31(72.1)
식물스테롤함유제품 8(19.0) 34(81.0)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10(25.0) 30(75.0)
홍국제품 2(25.0) 6(75.0)
아가리쿠스제품 10(37.0) 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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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선선선호호호 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연령에 따른 선호 기능식품은 <표10>과 같이 20대는 영양보충용 제품,포도씨

유,알로에제품,매실추출물 제품,홍삼제품,로얄젤리,유산균제품,클로렐라 제품,
인삼제품,녹차추출 제품 순이며 30대는 영양보충용 제품,홍삼 제품,유산균 제품,
알로에 제품,매실추출물 제품 포도씨유,인삼제품 녹차추출 제품,로얄젤리 제품,
프락토올리고당 함유제품 순으로 나타났고 40대는 영양보충용 제품,홍삼제품,유
산균 제품,포도씨유,알로에 제품,매실추출물 제품,인삼제품,스쿠알렌 함유제품,
클로렐라 제품,로얄젤리 제품 순 50대는 홍삼제품,영양보충용 제품,인삼제품,매
실추출물 제품,유산균 제품,로얄젤리 제품,알로에 제품,녹차추출물 제품,버섯제
품,글루코사민 제품순 60대는 홍삼제품,영양보충용 제품,인삼제품 매실추출물,
글리코사민 함유 제품,유산균 제품,로얄젤리 제품,녹차추출물 제품,EPA 및
DHA 함유제품,알로에 제품 순으로 나타났으며,각 제품의 연령대별 선호 비교에
서 영양보충용 제품은 20대와 30대에서 각 6.7% 23.3%를,40대 50대 60대는 각각
37.5%,26.7%,5.8%로 40대에서 많이 선호 하였고 인삼제품은 20대 30대 40대 50
대 60대 각각 5.2%,16.4%,28.4%,40.3%,9.7%로 선호 하였으며,홍삼제품은 20대
3.7%,30대 22.3%,40대 36.7% 50대 29.8%,60대 7.4%로 40대에서 선호 하는 것으
로 나타나 영양보충용 제품과 홍삼제품 그리고 인삼제품을 모든 연령 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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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연령에 따른 건강기능 선호식품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선선선호호호식식식품품품 연연연령령령
222000대대대 333000대대대 444000대대대 555000대대대 666000대대대 이이이상상상

영양보충용 제품 16(6.7) 56(23.3) 90(37.5) 64(26.7) 14(5.8)
인삼제품 7(5.2) 22(16.4) 38(28.4) 54(40.3) 13(9.7)
홍삼제품 8(3.7) 48(22.3) 79(36.7) 64(29.8) 16(7.4)
뱀장어유제품 3(10.7) 6(21.4) 8(28.6) 7(25.0) 4(14.3)
EPA 및 DHA 함유제품 4(8.3) 13(27.1) 18(37.5) 8(16.7) 5(10.4)
로얄젤리 제품 8(9.0) 17(19.1) 28(31.5) 29(32.6) 7(7.9)
효모제품 1(3.3) 4(13.3) 13(43.3) 8(26.7) 4(13.3)
화분제품 1(6.3) 3(18.8) 4(25.0) 8(25.0) 0(0.0)
스쿠알렌 함유제품 2(2.9) 13(18.6) 33(47.1) 19(27.1) 3(4.3)
효소제품 4(11.8) 7(20.6) 13(38.2) 6(17.6) 4(11.8)
유산균제품 8(5.8) 36(26.3) 50(36.5) 34(24.8) 9(6.6)
클로렐라제품 7(10.6) 13(19.7) 31(47.0) 13(19.7) 2(3.0)
스피류리나제품 0(0.0) 5(17.2) 13(44.8) 10(34.5) 1(3.4)
감마리놀레산함유제품 2(5.7) 10(28.6) 10(28.6) 12(34.3) 1(2.9)
배아유제품 3(13.6) 7(31.8) 8(36.4) 4(18.2) 0(0.0)
배아제품 3(15.0) 7(35.0) 7(35.0) 3(15.0) 0(0.0)
레시틴제품 3(15.0) 7(35.0) 5(25.0) 3(15.0) 2(10.0)
옥타코사놀함유제품 2(22.2) 1(11.1) 2(22.2) 2(22.2) 2(22.2)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0(0.0) 1(16.7) 2(33.3) 3(50.0) 0(0.0)
포도씨유 12(10.6) 27(23.9) 50(44.2) 21(18.6) 3(2.7)
식물추출물발효제품 4(12.1) 5(15.2) 15(45.5) 5(15.2) 4(12.1)
뮤코다당,단백제품 0(0.0) 3(27.3) 3(27.3) 5(45.5) 0(0.0)
엽록소 함유제품 0(0.0) 3(13.6) 10(45.5) 5(22.7) 4(18.2)
버섯제품 2(3.7) 12(22.2) 16(29.6) 20(37.0) 4(7.4)
알로에제품 9(7.3) 36(29.0) 46(37.1) 28(22.6) 5(4.0)
매실추출물 제품 8(5.9) 34(25.0) 45(33.1) 38(27.9) 11(8.1)
자라제품 0(0.0) 3(18.8) 6(37.5) 5(31.3) 2(12.5)
베타카로틴함유제품 0(0.0) 2(15.4) 6(46.2) 4(30.8) 1(7.7)
키토산함유제품 5(8.8) 13(22.8) 25(43.9) 11(19.3) 3(5.3)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1(5.3) 2(10.5) 9(47.4) 5(26.3) 2(10.5)
글리코사민함유제품 3(5.5) 4(7.3) 19(34.5) 20(36.4) 9(16.4)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3.0) 4(12.1) 15(45.5) 10(30.3) 3(9.1)
녹차추출제품 6(8.2) 17(23.3) 23(31.5) 21(28.8) 6(8.2)
대두단백함유제품 2(4.7) 11(25.6) 17(39.5) 10(23.3) 3(7.0)
식물스테롤함유제품 2(4.8) 12(28.6) 19(45.2) 7(16.7) 2(4.8)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4(10.0) 14(35.0) 13(32.5) 8(25.0) 1(2.5)
홍국제품 0(0.0) 0(0.0) 6(75.0) 1(12.5) 1(12.5)
아가리쿠스제품 3(11.1) 6(22.2) 6(22.2) 8(29.6)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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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의의의 선선선호호호 실실실태태태
<표 11-1>과 <표11-2>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 중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건강

기능 식품 섭취 선호 조사에서 질병이 없다고 답한 전체 응답자의 57%인 277명은
영양보충용 제품,홍삼제품,유산균제품,알로에제품,인삼제품,매실추출물 제품,
포도씨유,로얄젤리 제품,스쿠알렌 함유 제품 순으로 선호 하며 고혈압은 응답자
의 6.6%인 33명이 홍삼제품,영양보충용 제품,인삼제품,매실추출물 제품,유산균
제품,녹차추출물 제품을 선호하고 당뇨환자는 2.7%인 13명으로 홍삼,영양보충용
제품,인삼제품,유산균제품,로얄젤리제품,스피루리나 제품,식물추출물발효 제품
순으로 동맥경화/고지혈증 환자는 3.7%인 18명으로 홍삼제품,인삼제품,유산균 제
품,매실추출물 제품을 응답자의 6.4%인 31명은 빈혈 환자는 영양보충용 제품,홍
삼제품,알로에제품,버섯제품,알콕시글리세롤 함유제품 순으로 또 위장질환을 앓
고 있는 8%인 39명은 영양보충용 제품,홍삼제품,유산균제품,매실추출물제품을,
심장질환 환자인 0.4% 2명은 유산균제품,인삼제품을 관절염/류마티스/골다공증은
6.6%인 32명으로 이들은 홍삼제품,영양보충용 제품,인삼제품,글리코사민함유 제
품 순으로 선호 하였으며 간장 질환을 앓고 있는 2.1% 10명은 홍삼제품,영양보충
용 제품,인삼제품,매실추출제품 순으로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1%의 5명은 로얄젤
리제품,영양보충용 제품,홍삼제품 순으로 나타났다.또 암 환자 0.6%인 3명은 영
양보충용 제품,매실추출제품,인삼제품,홍삼제품,뱀장어유 제품,EPA 및 DHA함
유제품,로얄젤리제품,스쿠알렌 함유 제품,클로렐라제품 등을 선호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또 기타 질병을 앓고 있다고 답한 4.7%인 23명은 영양보충용 제품,
홍삼제품,알로에제품,포도씨유제품,인삼제품,유산균,로얄젤리 제품 순으로 선호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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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조사대상자의 질병에 따른 건강기능 선호 섭취식품(계속)

건건건강강강 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 앓앓앓거거거나나나 치치치료료료중중중인인인 질질질병병병
111 222 333 444 555 666 777

영양보충용 제품 151(63.7) 16(6.8) 5(2.1) 5(2.1) 20(8.4) 22(9.3) 1(0.4)
인삼제품 81(61.4) 11(8.3) 4(3.0) 7(5.3) 6(4.5) 10(7.6) 2(1.5)
홍삼제품 128(59.8) 17(7.9) 8(3.7) 11(5.1) 14(6.5) 19(8.9) 1(0.5)
뱀장어유제품 13(48.1) 5(18.5) 2(7.4) 1(3.7) 2(7.4) 2(7.4) 0(0.0)
EPA 및 DHA 함유제품 29(61.7) 2(4.3) 2(4.3) 3(6.4) 4(8.5) 3(6.4) 0(0.0)
로얄젤리 제품 57(65.5) 5(5.7) 3(3.4) 4(4.6) 7(8.0) 3(3.4) 0(0.0)
효모제품 20(66.7) 3(10.0) 1(3.3) 1(3.3) 2(6.7) 2(6.7) 0(0.0)
화분제품 11(68.8) 2(12.5) 1(6.3) 2(12.5) 0(0.0) 1(6.3) 0(0.0)
스쿠알렌 함유제품 50(72.5) 4(5.8) 0(0.0) 2(2.9) 2(2.9) 7(10.1) 0(0.0)
효소제품 28(82.4) 3(8.8) 1(2.9) 1(2.9) 1(2.9) 2(5.9) 0(0.0)
유산균제품 86(64.2) 10(7.5) 4(3.0) 7(5.2) 7(5.2)15(11.2) 2(1.5)
클로렐라제품 46(69.7) 4(6.1) 1(1.5) 3(4.5) 4(6.1) 4(6.1) 0(0.0)
스피류리나제품 12(41.4) 4(13.8) 3(10.3) 1(3.4) 2(6.9) 3(10.3) 0(0.0)
감마리놀레산함유제품 22(62.9) 3(8.6) 0(0.0) 1(2.9) 3(8.6) 1(2.9) 0(0.0)
배아유제품 15(71.4) 1(4.8) 0(0.0) 1(4.8) 1(4.8) 1(4.8) 0(0.0)
배아제품 14(70.0) 0(0.0) 0(0.0) 1(5.0) 0(0.0) 2(10.0) 0(0.0)
레시틴제품 13(68.4) 1(5.3) 1(5.3) 1(5.3) 1(5.3) 0(0.0) 0(0.0)
옥타코사놀함유제품 5(55.6) 1(11.1) 0(0.0) 1(11.1) 0(0.0) 1(11.1) 0(0.0)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5(83.3) 0(0.0) 0(0.0) 0(0.0) 0(0.0) 0(0.0) 0(0.0)
포도씨유 76(68.5) 5(4.5) 2(1.8) 5(4.5) 8(7.2) 7(6.3) 0(0.0)
식물추출물발효제품 20(60.6) 2(6.1) 3(9.1) 0(0.0) 4(12.1) 1(3.0) 0(0.0)
뮤코다당,단백제품 8(72.7) 0(0.0) 0(0.0) 0(0.0) 0(0.0) 1(9.1) 0(0.0)
엽록소 함유제품 15(71.4) 2(9.5) 2(9.5) 1(4.8) 1(4.8) 1(4.8) 0(0.0)
버섯제품 35(64.8) 4(7.4) 3(5.6) 3(5.6) 3(5.6) 5(9.3) 0(0.0)
알로에제품 85(69.1) 5(4.1) 3(2.4) 2(1.6) 8(6.5) 8(6.5) 1(0.8)
매실추출물 제품 80(60.2) 11(8.3) 3(2.3) 9(6.8) 9(6.8) 11(8.3) 1(0.8)
자라제품 5(31.3) 4(25.0) 0(0.0) 1(6.3) 1(6.3) 4(25.0) 0(0.0)
베타카로틴함유제품 9(69.2) 0(0.0) 1(7.7) 1(7.7) 1(7.7) 0(0.0) 0(0.0)
키토산함유제품 40(71.4) 3(5.4) 0(0.0) 1(1.8) 2(3.6) 2(3.6) 0(0.0)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10(52.6) 3(15.8) 1(5.3) 0(0.0) 2(10.5) 1(5.3) 0(0.0)
글리코사민함유제품 29(52.7) 4(7.3) 3(5.5) 3(5.5) 5(9.1) 3(5.5) 1(1.8)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9(57.6) 2(6.1) 2(6.1) 3(9.1) 3(9.1) 2(6.1) 0(0.0)
녹차추출제품 43(59.7) 9(12.5) 3(4.2) 3(4.2) 3(4.2) 6(8.3) 1(1.4)
대두단백함유제품 23(56.1) 1(2.4) 2(4.9) 2(4.9) 2(4.9) 4(9.8) 1(2.4)
식물스테롤함유제품 26(63.4) 2(4.9) 0(0.0) 3(7.3) 3(7.3) 3(7.3) 1(2.4)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24(61.5) 2(5.1) 1(2.6) 2(5.1) 3(7.7) 4(10.3) 1(2.6)
홍국제품 4(50.0) 0(0.0) 0(0.0) 1(12.5) 1(12.5) 1(12.5) 0(0.0)
아가리쿠스제품 15(55.6) 5(18.5) 2(7.4) 1(3.7) 0(0.0) 2(7.4) 0(0.0)
1. 특별한 질병이 없다, 2. 고혈압, 3. 당뇨병, 4. 동맥경화/고지혈증, 5. 빈혈, 6. 위장질환, 7. 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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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조사대상자의 질병에 따른 건강기능 선호 섭취식품
건건건강강강 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 앓앓앓거거거나나나 치치치료료료중중중인인인 질질질병병병

888 999 111000 111111 111222 111333
영양보충용 제품 19(8.0) 7(3.0) 2(0.8) 2(0.8) 0(0.0) 12(5.1)
인삼제품 12(9.1) 6(4.5) 1(0.8) 1(0.8) 0(0.0) 7(5.3)
홍삼제품 21(9.8) 8(3.7) 2(0.9) 1(0.5) 0(0.0) 11(5.1)
뱀장어유제품 2(7.4) 0(0.0) 0(0.0) 1(3.7) 0(0.0) 2(7.4)
EPA 및 DHA 함유제품 3(6.4) 1(2.1) 1(2.1) 0(0.0) 0(0.0) 2(4.3)
로얄젤리 제품 8(9.2) 2(2.3) 3(3.4) 1(1.1) 0(0.0) 6(6.9)
효모제품 2(6.7) 0(0.0) 2(6.7) 0(0.0) 0(0.0) 1(3.3)
화분제품 1(6.3) 1(6.3) 0(0.0) 0(0.0) 0(0.0) 1(6.3)
스쿠알렌 함유제품 3(4.3) 1(1.4) 1(1.4) 1(1.4) 0(0.0) 4(5.8)
효소제품 2(5.9) 0(0.0) 2(5.9) 0(0.0) 0(0.0) 0(0.0)
유산균제품 7(5.2) 5(3.7) 1(0.7) 0(0.0) 0(0.0) 7(5.2)
클로렐라제품 5(7.6) 1(1.5) 0(0.0) 1(1.5) 0(0.0) 2(3.0)
스피류리나제품 3(10.3) 0(0.0) 0(0.0) 1(3.4) 0(0.0) 3(10.3)
감마리놀레산함유제품 4(11.4) 0(0.0) 1(2.9) 1(2.9) 0(0.0) 2(5.7)
배아유제품 2(9.5) 0(0.0) 0(0.0) 0(0.0) 0(0.0) 1(4.8)
배아제품 2(10.0) 0(0.0) 0(0.0) 0(0.0) 0(0.0) 2(10.0)
레시틴제품 0(0.0) 1(5.3) 0(0.0) 0(0.0) 0(0.0) 3(15.8)
옥타코사놀함유제품 2(22.2) 0(0.0) 1(11.1) 0(0.0) 0(0.0) 1(11.1)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1(16.7) 0(0.0) 0(0.0) 0(0.0) 0(0.0) 0(0.0)
포도씨유 4(3.6) 4(3.6) 0(0.0) 0(0.0) 0(0.0) 8(7.2)
식물추출물발효제품 1(3.0) 0(0.0) 1(3.0) 0(0.0) 0(0.0) 3(9.1)
뮤코다당,단백제품 1(9.1) 0(0.0) 0(0.0) 0(0.0) 0(0.0) 1(9.1)
엽록소 함유제품 0(0.0) 0(0.0) 1(4.8) 0(0.0) 0(0.0) 0(0.0)
버섯제품 4(7.4) 1(1.9) 0(0.0) 0(0.0) 0(0.0) 2(3.7)
알로에제품 5(4.1) 3(2.4) 1(0.8) 0(0.0) 0(0.0) 11(8.9)
매실추출물 제품 13(9.8) 6(4.5) 3(2.3) 2(1.5) 0(0.0) 5(3.8)
자라제품 0(0.0) 0(0.0) 0(0.0) 0(0.0) 0(0.0) 1(6.3)
베타카로틴함유제품 2(15.4) 0(0.0) 0(0.0) 0(0.0) 0(0.0) 2(15.4)
키토산함유제품 5(8.9) 1(1.8) 1(1.8) 1(1.8) 0(0.0) 3(5.4)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3(15.8) 0(0.0) 1(5.3) 1(5.3) 0(0.0) 0(0.0)
글리코사민함유제품 11(20.0) 1(1.8) 0(0.0) 1(1.8) 0(0.0) 2(3.6)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6(18.2) 1(3.0) 0(0.0) 0(0.0) 0(0.0) 0(0.0)
녹차추출제품 6(8.3) 4(5.6) 1(1.4) 0(0.0) 0(0.0) 4(5.6)
대두단백함유제품 5(12.2) 2(4.9) 0(0.0) 0(0.0) 0(0.0) 3(7.3)
식물스테롤함유제품 4(9.8) 2(4.9) 0(0.0) 1(2.4) 0(0.0) 3(7.3)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2(5.1) 2(5.1) 0(0.0) 1(2.6) 0(0.0) 3(7.7
홍국제품 2(25.0) 0(0.0) 0(0.0) 0(0.0) 0(0.0) 0(0.0)
아가리쿠스제품 4(14.8) 0(0.0) 0(0.0) 0(0.0) 0(0.0) 1(3.7)
8. 관절염/류마티즘/골다공증, 9. 간장질환, 10. 신장질환, 11. 암질환, 12. 정신질환,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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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
<표 12>건강관리행동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

*p<0.05

<표 12>와 같이 건강관리행동(음주,흡연,운동여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음주여부와 건강기능 섭취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운동여부와 흡연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음주여부에 대해서는 자주 먹는다,가끔 먹는다,거
의 먹지 않는다,먹지 않는다.모두 섭취경험이 있는 경우가 69.2%,64.7%,81.3%,
75.1%로 섭취경험이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444...건건건강강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자자자각각각 및및및 관관관심심심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와와와
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표 13>와 같이 건강에 대한 자각 및 관심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건강에 대한 자각과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건강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관심
이 매우 많다.관심이 좀 있다,보통이다,관심이 없다는 섭취경험이 있는 경우
85.0%,72.7%,65.4%,100.0%로 섭취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관심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
χ ppp있있있다다다 없없없다다다

음주여부
자주 먹는다. 9(69.2) 4(30.8)

8.024 0.046*가끔 먹는다. 55(64.7) 30(35.3)
거의 먹지 않는다. 117(81.3) 27(18.8)
먹지 않는다. 151(75.1) 50(24.9)

운동여부
거의 매일 30분 이상 50(83.3) 10(16.7)

6.926 0.074자주 한다. 58(72.5) 22(27.5)
가끔 한다. 112(69.1) 50(30.9)
거의 안한다. 112(79.4) 29(20.6)

흡연여부 아니오, 303(75.8) 97(24.3) 1.427 0.232예, 29(67.4) 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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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없는 경우는 섭취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50.0%로 나타났다.
<표 13>건강에 대한 자각 및 관심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

**p<0.01

555...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표 14>와 같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학력,직업,월 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성별,연령,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학력에 대해서는 고졸,전문대졸,대졸,
대학원 이상 모두 섭취경험이 있는 경우가 58.8%,75.0%,78.3%,81.7%로 섭취경험
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직업에 관해서도 섭취경험이 있는 경우가 일반
교사 80.8%,관리직 교사 72.2%,유치원 교사 77.3%,비교과 담당교사 76.7%,일반
직 69.0%,기타가 58.7%로 섭취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월 평균 수
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섭취경험이 있는 경우가 100만원 미만이 56.7%,100~200
만원 미만 71.4%,200~300만원 미만 80.7%,300만원이상이 77.9%로 섭취경험이 없
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
χ ppp있있있다다다 없없없다다다

건강에
대한 관심

관심이 매우 많다. 119(85.0) 21(15.0)

14.795 0.005**
관심이 좀 있다. 141(72.7) 53(27.3)
보통이다. 68(65.4) 36(34.6)
관심이 없다. 3(100.0) 0(0.0)
관심이 전혀 없다. 1(50.0) 1(50.0)

건강에
대한 자각

매우 건강하다. 23(67.6) 11(32.4)

6.373 0.095
건강하다. 126(70.0) 54(34.0)
보통이다. 154(80.2) 38(19.8)
건강하지 않다. 29(78.4) 8(21.6)
매우 건강하지 않다.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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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

*p<0.05,**p<0.01

666...식식식습습습관관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표 15>와 같이 식습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식사회수,아침식사 여부,규칙적인 식사여부,식사속도,과식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
χ ppp있있있다다다 없없없다다다

성별 남자 112(73.7) 40(26.3) 0.195 0.658여자 220(75.6) 71(24.4)

연령

20대 21(70.0) 9(30.0)

4.736 0.315
30대 77(79.4) 20(20.6)
40대 116(70.7) 48(29.3)
50대 94(75.8) 30(24.2)
60대 이상 24(85.7) 4(14.3)

학력
고졸 50(58.8) 35(41.2)

15.229 0.002**전문대졸 27(75.0) 9(25.0)
대졸 188(78.3) 52(21.7)
대학원 이상 67(81.7) 15(18.3)

직업

일반교사 193(80.8) 46(19.2)

14.626 0.012*
관리직 교사 13(72.2) 5(27.8)
유치원 교사 17(77.3) 5(22.7)
비교과 담당교사 23(76.7) 7(23.3)
일반직 49(69.0) 22(31.0)
기타 37(58.7) 26(41.3)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34(56.7) 26(43.3)

14.516 0.002**100～200만원 미만 50(71.4) 20(28.6)
200～300만원 미만 121(80.7) 29(19.3)
300만원 이상 127(77.9) 36(22.1)

가족 구성
형태

핵가족 236(76.9) 71(23.1)
4.340 0.227대가족 36(76.6) 11(23.4)

부부 17(60.7) 11(39.3)
미혼 및 기타 43(70.5) 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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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식습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

777...음음음식식식 섭섭섭취취취와와와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표 16>과 같이 음식 섭취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채소,해조,버섯류의 반찬과 기름이 많은 고기(삼겹살,갈비),가공식품(햄,소시
지),생크림케이크,버터 음식,계란노른자,어육류의 내장(간,곱창),오징어 등의
음식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나머지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채소,해조,버섯류의 반찬에 대해서
알아보면 섭취경험이 있는 경우가 3회 이상,2회,1회 이하 각각 81.1%,76.9%,
65.9%로 섭취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기름이 많은 고기(삼겹살,
갈비),가공식품(햄,소시지),생크림케이크,버터 음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섭취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끔 먹는다,거의 먹지 않는다.에서 69.1%,82.9%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자주 먹는다와 먹지 않는다는 50.0%,51.4%로 섭
취 경험이 없는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계란노른자,어육류의 내장(간,곱창),
오징어 등의 음식은 가끔 먹는다,거의 먹지 않는다,먹지 않는다가 섭취 경험이
있는 경우에 74.2%,79.3%,58.5%로 섭취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자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
χ ppp있있있다다다 없없없다다다

식사회수
2회 이하 56(70.0) 24(30.0)

1.889 0.3893회 263(76.5) 81(23.5)
4회 이상 13(68.4) 6(31.6)

아침식사
여부

꼭 한다. 191(77.6) 55(22.4)1
2.204 0.332대체로 하는 편 78(70.9) 32(29.1)

안 한다. 63(72.4) 24(27.6)
규칙적인
식사여부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 263(76.5) 81(23.5)
3.895 0.143보통이다. 29(63.0) 17(37.0)

가끔씩 불규칙하다. 40(75.5) 13(24.5)

식사속도
대체로 느린 편이다. 52(80.0) 13(20.0)

2.778 0.249보통이다. 150(76.9) 45(23.1)
빠른 편이다. 130(71.0) 53(29.0)

과식 여부
자주 있다. 13(56.5) 10(43.5)

5.741 0.125가끔 있다. 167(76.3) 52(23.7)
거의 없다. 139(76.8) 42(23.2)
없다. 13(65.0) 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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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먹는다는 섭취 경험이 없는 경우가 55.6%로 섭취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6>음식 섭취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

*p<0.01,**p<0.01,***p<0.001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섭섭섭취취취여여여부부부
χ ppp있있있다다다 없없없다다다

곡류음식
3회 이상 218(76.2) 68(23.8)

2.997 0.2232회 73(76.8) 22(23.2)
1회 이하 41(66.1) 21(33.9)

육․어류
3회 이상 45(67.2) 22(32.8)

5.796 0.0552회 135(80.8) 32(19.2)
1회 이하 152(72.7) 57(27.3)

체소,해조,
버섯류

3회 이상 120(81.1) 28(18.9)
9.133 0.010*2회 123(76.9) 37(23.1)

1회 이하 89(65.9) 46(34.1)
튀김,기름,
마요네즈 등

3회 이상 5(62.5) 3(37.5)
0.768 0.6812회 30(73.2) 11(26.8)

1회 이하 297(75.4) 97(24.6)

우유나 유제품
자주 먹는다. 78(84.8) 14(15.2)

7.322 0.062가끔 먹는다. 139(72.0) 54(28.0)
거의 먹지 않는다. 97(74.6) 33(25.4)
먹지 않는다. 18(64.3) 10(35.7)

과일
자주 먹는다. 132(78.1) 37(21.9)

1.478 0.478가끔 먹는다. 169(73.2) 62(26.8)
거의 먹지 않는다. 31(72.1) 12(27.9)
먹지 않는다. 0(0.0) 0(0.0)

단 음식
자주 먹는다. 12(57.1) 9(42.9)

6.751 0.080가끔 먹는다. 125(74.4) 43(25.6)
거의 먹지 않는다. 156(79.2) 41(20.8)
먹지 않는다. 39(68.4) 18(31.6)

짠 음식
자주 먹는다. 13(76.5) 4(23.5)

4.619 0.202가끔 먹는다. 133(73.9) 47(26.1)
거의 먹지 않는다. 168(77.8) 48(22.2)
먹지 않는다. 18(60.0) 12(40.0)

고기,
가공식품등

자주 먹는다. 3(50.0) 3(50.0)
23.329 0.000***가끔 먹는다. 112(69.1) 50(30.9)

거의 먹지 않는다. 199(82.9) 41(17.1)
먹지 않는다. 18(51.4) 17(48.6)

계란노른자,
어육류 내장등

자주 먹는다. 4(44.4) 5(55.6)
12.873 0.005**가끔 먹는다. 112(74.2) 39(25.8)

거의 먹지 않는다. 192(79.3) 50(20.7)
먹지 않는다. 24(58.5) 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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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의의의 인인인식식식

111...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표 17>과 같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 인식여부는 들어본 적은 있으

나 차이는 모른다가 73.6%로 나타났고,구입 시 영양,기능,표시성분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가 38.8%,꼭 확인한다가 22.6%로 나타났으며,
문구 혹은 로고 확인 여부는 확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와 확인하지
않는다가 각각 27.5%,27.1%로 나타났다.홈페이지 인식 여부는 모른다가 93.2%가
나타났으며,건강기능식품 법률시행 인식여부도 모른다가 78.6%로 나타났다.건강
상의 혜택여부에 대해서는 건강유지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NNN %%%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인식

잘 알고 있다. 52 11.7
들어본 적은 있으나 차이는 모른다. 326 73.6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다. 65 14.7

구입 시 영양,
기능,표시성분
확인여부

꼭 확인한다. 100 22.6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172 38.8
확인하지 않는다. 92 20.8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본적 없다. 12 2.7
관심 없다. 67 15.1

문구 혹은 로고
확인 여부

항상 확인 한다. 47 10.6
확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122 27.5
확인하지 않는다. 120 27.1
로고를 본 적이 없다. 154 34.8

홈페이지
인식여부

알고 있다. 30 6.8
모른다. 413 93.2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 인식여부

알고 있다. 95 21.4
모른다. 348 78.6

건강상의
혜택여부

질병치료 6 1.4
질병예방 47 10.6
건강유지 281 63.4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 3.8
오히려 해가 된다. 1 .2
생각해 보지 않았다. 91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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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정정정보보보 제제제공공공

111...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보보보 제제제공공공
<표 18>와 같이 제조,판매회사의 홍보나 광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허위,

과대광고가 많은 거 같다가 78.6%로 나타났으며,제조,판매 등의 유통구조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다가 47.9%,잘 되어 있지 않다가 34.8%로 나타났고,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안전성 제고 및 유용성 검증이
57.6%로 나타났다.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원한다가 46.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정보제공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와 본인의 메일로가 각각
28.8%,28.3%로 나타났고,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69.5%로 나타났다.교육 및 상담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는 의사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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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올올올바바바른른른 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NNN %%%

제조,판매회사의
홍보나 광고에
대한 생각

생각해 보지 않았다. 49 11.1
허위,과대광고가 많은 거 같다. 348 78.6
정보제공이 많이 부족하다. 35 7.9
적절하다. 4 .9
기타 7 1.6

제조,판매 등의
유통구조에 대한
생각

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2 2.7
잘 모르겠다. 212 47.9
잘되어 있지 않다. 154 34.8
생각해 보지 않았다. 65 14.7

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안전성 제고 및 유용성 검증 255 57.6
허위,과대광고 및 유사제품 단속 137 30.9
유통구조 개선 10 2.3
제조시설의 청결 강화 9 2.0
원료 및 성분표시 기준 강화 20 4.5
기타 12 2.7

정보제공
원한다. 206 46.5
원하지 않는다. 131 29.6
상관없다. 106 23.9

정보제공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여 59 28.8
본인의 메일로 58 28.3
유인물 25 12.2
우편물 23 11.2
직접교육 26 12.7
기타 14 6.8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59 13.3
어느 정도 필요하다. 308 69.5
필요 없다. 41 9.3
상관없다. 35 7.9

교육 및 상담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의사 176 40.3
약사 35 8.0
영양사 71 16.2
간호사 4 .9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18 4.1
대학교수 41 9.4
한의사 44 10.1
기타 4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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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고고고찰찰찰

경제 성장과 우리 삶의 질 향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식품의 영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병예
방,치료,회복의 효과까지도 기대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경향이 있음은
선행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이에 2007년부터 처음 영양교사제도의 시행에 따
라 학교에서 교직원의 상담 교육활동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교직원의 식습관
실태 조사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조사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조사는 현장
에서 영양교사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교육 및 상담.홍보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
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전남 초등학교 교직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490부를 회
수하였으나 설문에 대한 중복 기재 와 기재하지 않은 47부를 제외한 443부만을 자료
로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남 초등학교 교직원 중 편의표본추출법 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므

로 이를 전국 초등학교 교직원을 대표하는 표본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보
다 다양한 지역과 초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사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는 일반적 특성과 식생활습관,건강관리 행동요인,건강기능 식품 이

용 실태와 인식,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견해 등의 기초적인 실태만
을 조사 분석하였으므로 분석범위의 한계가 있다.이에 조사 대상자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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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1.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20～30
대 보다 40～5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탔는데 이는 초등학교 교직원의 구성 비율이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며 20～30대에서 전남 지역을 기피하는 현 실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사료 된다.

2.조사 대상자의 식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침 결식비율이 유수연(2002)등의
연구에서는 15.9% 대한 영양사회에서 주관한 1994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직장인의 건강관리 53～57,1994)에서는 전체인구의 25%정도가 아침식사를 안하고
있는 것과 비교 조사해 보면 조사 대상자 아침 결식 율은 19.6%로 양호한 편이며 결
식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아 유수연(2002)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였다.

3.기초식품군의 균형식사 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하루에 먹는 식품의 회수
를 묻는 질문에 곡류음식 3회 이상,육․어류 1회 이하,채소 해조․버섯류 2회 이상,
우유와 과일은 가끔 먹는다고 하여 식품 구성 탑에서 보여주듯이 하루 섭취량 중 가
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 탄수화물이며 다음이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임을 보여 주고 있
어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적당한 식품구성비의 식습관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단 음식,
짠 음식,기름이 많은 음식 등은 각 42.6%,44.4%,48.3%가 먹고 있으며 계란 노른자
나 어․육류의 내장은 응답자의 64%정도는 거의 먹지 않으나 36%정도는 가끔 먹는
다고 응답하였으며 과식을 하는 경우도 54.6%나 있다고 답하여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매 식사 시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이에 올바른 식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4.건강관리 행동과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에서 엄정숙(2004)의 금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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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섭취한다는 연구와 일치 하며 건강에 대한 자각 및
관심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에서도 건강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섭취한다고 나타났다.또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섭취여부를 보면 학
력,직업,월평균 수입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
음을 알 수 있으나 성별,연령,가족구성형태,식습관 즉,식사 회수,아침식사여부,식
사속도,규칙적인 식사 여부 등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이는 차은경(2006)의 연구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는 유의하다와 차이가 있으나 규칙적인
식사,운동 등은 연구결과가 일치 하였다.음식섭취와 건강기능 식품 섭취여부와의
관계에서 엄정숙(2004)의 연구와 같이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이들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하고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건강관리 행동 견해 조사에서 식품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매우 관계가 있다가
50.6%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45.4%로 나타나 강영자(2006)의 매우 관계가 있다가
68.3%,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31.4%로 나타난 연구와 소비자 그룹에서 매우 관계
가 있다가 54.2%,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42.8%와 전문가 그룹에서 매우관계가 있
다가 73.8%,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26.2%로 나타난 김은진(2006)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였으며 김윤선(2004)의 건강유지에 가장 중요 요인을 식습관이라고 한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식품과 질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또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송화숙(1998),조규수(2004),차은경(2006)의 연구와 같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91.6%가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매스컴
과 인터넷 이웃 친지 ,신문잡지 순으로 나타나 강영자(2006)의 건강기능식품 정보습
득경로가 매스컴,주위사람,방문판매원 순으로 조사되어진 것과 차이가 있었으나 매
스컴이나 인터넷,신문잡지,친구나 주위사람 순으로 조사된 정수정(2006)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6.조사 대상자 91.6%가 건강하다고 긍정적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현재 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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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인 질병이 있는가에 대하여 57%만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없으며 43%는 위
장질환,고혈압,관절염/류마티스/골다공증,빈혈,동맥경화,당뇨,간장,신장,심장,
암등의 질병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져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에도 작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어 건강과 질병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앓거니 치료중인 질병으로 위장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나 김윤선
(2004)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7.건강기능 식품의 섭취 경험 유․무에서 경험 있다가 74.9%로 나타나 김윤선
(2004)의 80%,김나리(2004)88.5%,강세진(2003)의 92.6%보다 적었으나 강영자
(2006)의 61.9%,유양자 등(2002)의 56.3% 엄정숙(2004)50%,도종균(2004)58.3%,
정수정(2006)의 68.9%가 경험 있다는 연구결과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8.조사 대상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많이 선호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
품 유형에서는 보편적으로 영양보충용 제품이나 홍삼,인삼제품을 선호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나 알로에,칼슘제,키토산,로열제리 순으로 나타난 김윤선(2004)의 연구와
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영양보충용,인삼,홍삼제품의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엄
정숙(2004)의 연구와 영양보충용,인삼 및 홍삼제품,유산균제품 순으로 나타난 김은
진(2006)의 연구,영양보충용 제품,홍삼 제품,클루코사민 제품으로 나타난 정수정
(2006)의 연구와는 유사하게 나타나 영양보충용 제품이나 인삼 및 홍삼을 가장 선호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건강 유지 및 질병예방과 원기회복
영양보충으로 나타나 건강증진이 40.7%,영양보충이 35.8% 로 나타난 김나리(2004)
연구와 건강증진 및 유지가 59.73%,영양보충이 16.81%로 나타난 정수정(2006)의 연
구,건강유지 및 체질개선이 58.8%와 질병예방이 36.9%로 나타난 차은경(2006),건강
유지가 65.5%와 질병예방이 21.6%로 나타난 김은진(2006),피로회복이 25.7%,질병
예방이 22.9%와 영양보충이 22.1%로 나타난 강영자(2006)의 연구등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치료의 목적보다는 건강 증진․유지 및 영양보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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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없는 이유로 음식의 섭취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와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나타나 정수정(2006)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와 효과
에 대한 의문,김나리(2004)효과에 대한 의문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연구 결
과와 차이가 있으나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효능에 대한 불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안전한 원료의 사용 여부와 인체에 무해한가를 가장 염려하고 있었다.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답한 경우는 36.7%,효과를 보지 못했다
는 5.9% 로 차은경(2006)연구의 효과를 보았다.30.5%,보지 못했다.17.1%와 강영자
(2006)의 좋아졌다.15.7%,보지 못했다 5.7%보다는 높게 나타나서 섭취 후 효과에서
는 긍정적이면서도 성분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 원료는 안전 한가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11.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들어 본적은 있으나 차이를 88.3%가 모른
다고 나타나 김은진(2006)연구에서 나타난 소비자그룹의 74.1%와 전문가그룹의
53.6%의 모른다.보다 높게 나타나 용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이는
‘건강식품’‘보조식품’‘기능성 식품’등 건강과 관련된 용어들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건강기능식품홈페이지나 건강기능식품법률시행 여부에 대해 모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종균(2004),강영자(2006),정수정(2006)의 연구에서와 같
은 결과였다.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로고 혹은 문구를 확인하는지에 대하여
10.6%가 확인 한다고 나타나 17.4%가 확인한다고 한 정수정(2006)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는 법 시행 이후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많이 부족하고 활발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 된다.

12.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 대한 견해에서 제조 판매회사의 광고나 홍
보,유통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강영자(2006),정수정(2006)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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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능검증 과 허위,과대광고 유사제품 단속,원료 및 성분 표시 기준 강화 유통구
조 개선 등으로 이 또한 강영자(2006),정수정(2006)연구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나 소
비자인 국민들이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보여 주었
다.

13.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인터넷이나 직접교육,유인물,우편물 등을
통해 제공받기를 원하며 홍보와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서 올바른 건강기능
식품의 섭취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또 이러
한 교육 및 홍보 상담자로 의사를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양사 약사 한의
사 대학교수 건강기능식품판매자 순으로 나타나 주치의와 약사를 믿을 만한 정보원
이라고 한 Worsley(1989)와 건강정보에 대한 가장 큰 원천으로 영양사와 의사를 들
고 있고 두 번째를 건강 식품점 직원이라고 한 Probart등(1989)의 연구와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김은진(2006)의 연구에서 기능식품 구입 섭취 시 제품의 기능정보와 의사
약사등 보건전문인의 추천을 받아 섭취하겠다고 나타나 소비자들은 과학적이고 안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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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전남 초등학교 교직원 44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요인,식생활습관 및 건강관
리 행동요인,건강기능식품이용실태,건강기능식품의 인식조사와 건강기능식품의 올
바른 정보제공에 대한 견해 등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조사대상자는 여자가291명(65.7%),남자가 152명(34.3%)이었으며 40-50대 연령
층이 65%를 찾지 하였으며 54%가 일반교사였고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이상이
36.8% 200만원이상이 33.9%였으며 69.3%가 핵가족의 구성 형태로 나타났다.

2.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실태는 77.7%가 하루 3회 식사를 하고 있으며 19.6%가 아
침식사를 하지 않으며 그중 41.4%는 시간이 없어서와 28.7%가 오랜 식습관 그리고
19.5%가 식욕이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규칙적인 식사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
의 77.7%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기초식품군의 균형식사 실태에서는 하루에 먹는 식품군의 회수를 묻는 질문에
곡류식품을 가장 많이 먹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 지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단 음식은 각각48.3%,44.4%,42.6%가
먹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또 우유나 유제품 20.8%만이 자주 먹는다고 하였으며 나머
지 응답자는 가끔 또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과일은 38.1%만이 자주 먹는다
고 답하였다.

4.음주여부는 45.4%가 먹지 않는다.32.5%가 거의 먹지 않는다.로 답하였으며 흡
연 여부에는 90.3%가 금연한다고 답하였고 운동 여부에는 36.6%로 가끔 한다.와
31.7%가 거의 안 한다.로 답하였고 외식은 7.4%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외식을 한다고 답한 이들의 33.3%는 간편해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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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강에 관한 관심은 75.4%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또 96%가 질병과 식품은 관계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건
강기능식품을 먹지 않는 이들의 약 41%가 음식 섭취로 건강 유지가 가능하가고 답하
였고 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60.9%가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
20.6% 원기회복 및 영양보충을 위해서라고 답하였으며 영양보충용 제품,홍삼제품,
매실추출물 제품,인삼 제품 순으로 선호 섭취 하였고 성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
연령대에서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선호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이나 본인의 정
확한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섭취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6.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금연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운동여부는 유의하지 않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
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선호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건강기능식품관련 로고나 홈페이지,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 인식여부를 묻는 질
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제조․판매회사의 홍보 및 유통 구조에 부정적인 견해
가 많았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교육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 즉 홈페이지나 본인의 메일을 통한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하였으며 교육 및 상담자로는 40.3%가 의사를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다음으로 영
양사,한의사,대학교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교직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질병 치료보다는 건
강유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었으나 건강기능식품원료의 안전성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건강기능식품의 선택 시 본
인이 앓고 있는 질병 등 본인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
져 있는 제품 특히 홍삼이나 인삼을 선호하고 선택 섭취하고 있어 건강식품에 대
한 정확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함과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지도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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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식습관과 질병,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를 교직원에게
좀 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지도 및 교육 상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의 계발이 필요하다.

둘째,식생활 지도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영양교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
행 할 수 있도록 소홀해 지기 쉬운 식습관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활발한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 신장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국가 정책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페이지의 활용 홍보 및 기능성식
품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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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대체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장인들의 식습관과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실태를 파악 하여 건전한 식생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바쁘시더라도 부

디 시간을 할애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정민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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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번번번호호호에에에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은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귀하의 직업은?
① 일반교사 ② 관리직 교사(교장,교감,장학사 등)③ 유치원 교사
④ 비교과 담당 교사(상담,보건,영양) ⑤ 일반직 ⑥ 기타
5.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미만 ③200～300만원미만
④ 300～400만원미만 ⑤ 400만원이상
6.귀하의 현재 가족 구성 형태는?
① 핵가족(부부와 자녀) ② 대가족(부모를 모시는 가족) ③ 부부
④ 미혼(독신)⑤ 기타(기입 : )

ⅡⅡⅡ...식식식습습습관관관 및및및 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행행행동동동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평평평소소소 귀귀귀하하하에에에게게게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
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에에에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건건건강강강한한한 생생생활활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식식식생생생활활활수수수칙칙칙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하하하여여여)))

1.귀하의 하루 식사 횟수는?(간식포함)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2.귀하는 아침식사를 합니까?
① 꼭 한다. ② 대체로 하는 편이다. ③ 안 한다.
2-A 귀하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안 한다’에 답 하신분만)
① 식욕(입맛)이 없어서 ② 몸이 아파서 ③ 음식 맛이 없어서
④ 시간이 없어서 ⑤ 오랜 습관 ⑥ 다이어트 ⑦ 기타(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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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하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합니까?
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 한다.②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 한다.
③ 보통이다.④ 가끔은 불규칙하다 ⑤ 항상 불규칙하다.
4.귀하의 식사 속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느린 편이다.② 대체로 느린 편이다.③ 보통이다
④ 빠른 편이다. ⑤ 아주 빠른 편이다.
5.귀하는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주 7회 이상)② 가끔 있다.(주3-6회)
③ 거의 없다 (1-3회) ④ 없다.
6.귀하는 곡류음식(탄수화물함유:밥,빵,국수,감자,고구마 등)을 하루에 몇 회
정도 드십니까?
① 4회 이상 ② 3회 ③ 2회 ④ 1회 이하
7.귀하는 육,어류(단백질 함유 :생선,고기,계란,콩,두부 등)로 만든 반찬을
하루에 몇 회 정도 드십니까?
① 4회 이상 ② 3회 ③ 2회 ④ 1회 이하
8.귀하는 채소,해조,버섯류(비타민 및 무기질 함유:배추,상추,미역,파래,느타
리,새송이 등)로 만든 반찬을 하루에 몇 회 정도 드십니까?
① 4회 이상 ② 3회 ③ 2회 ④ 1회 이하

9.귀하는 튀김,전,볶음 같은 음식이나 기름,마요네즈를 사용한 음식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드십니까?
① 4회 이상 ② 3회 ③ 2회 ④ 1회 이하

10.귀하는 우유나 유제품(치즈,요플레 등)을 얼마나 드십니까?
① 자주 먹는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먹는다.(주3-6회)
③ 거의 먹지 않는다.(1-3회) ④ 먹지 않는다.
11.귀하는 과일을 얼마나 드십니까?
① 자주 먹는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먹는다.(주3-6회)
③ 거의 먹지 않는다.(1-3회) ④ 먹지 않는다.

12.귀하는 단 음식(과자,초콜릿,꿀,아이스크림,청량음료,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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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많이 드십니까?
① 자주 먹는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먹는다.(주3-6회)
③ 거의 먹지 않는다.(1-3회) ④ 먹지 않는다.

13.귀하는 짠 음식 (밑반찬,젓갈류,장아찌,자반 등)을 많이 드십니까?
① 자주 먹는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먹는다.(주3-6회)
③ 거의 먹지 않는다.(1-3회) ④ 먹지 않는다.

14.귀하는 기름이 많은 고기(삼겹살,갈비)가공식품(햄,소세지),생크림케이크,
버터 등을 많이 드십니까?
① 자주 먹는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먹는다.(주3-6회)
③ 거의 먹지 않는다.(1-3회) ④ 먹지 않는다.

15.귀하는 계란노른자,어육류의 내장(간,곱창),오징어 등을 자주 드십니까?
① 자주 먹는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먹는다.(주3-6회)
③ 거의 먹지 않는다.(1-3회) ④ 먹지 않는다.

16.귀하는 술을 자주 드십니까?
① 자주 먹는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먹는다.(주3-6회)
③ 거의 먹지 않는다.(1-3회) ④ 먹지 않는다.
17.귀하는 1주일에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30분 이상 한다. ② 자주 한다 (주 4회 이상)
③ 가끔 한다.(주 2-3회) ④ 거의 안한다.(주1회 이하)
18.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8-A문항으로)
18-A 흡연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하루 두 갑 정도(20개 피 이상) ② 하루 한 갑 정도(10-19개피이하)
③ 하루 반 갑 정도(6-10개피이하) ④ 하루 5개 피 이하
19.귀하의 외식을 하는 횟수는?
(단,학교에서 먹는 점심식사인 학교급식은 외식으로 보지 않는다.)
① 자주 한다.(주 7회 이상) ② 가끔 한다.(주4-6회)
③ 거의 안한다.(주2-3회) ④ 안한다.(주1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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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혀 안한다.(월1회 이하)
19-A 외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9에서 ①,②에 답 하신 분)
① 간편해 시간이 절약되어서 ② 식당 음식 맛이 좋아서
③ 업무상 ④ 사람만나는 것이 좋아서 ⑤ 기타(기입 : )
20.귀하는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관계가 있다. ②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③ 관계가 없다. ④생각해보지 않았다.
21.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관심이 매우 많다. ② 관심이 좀 있다. ③보통이다
④ 관심이 없다. ⑤관심이 전혀 없다.
22.귀하는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3곳에 표시)

① 매스컴 ② 신문,잡지 ③ 전문서적 ④ 인터넷 ⑤ 전문가 상담
⑥ 이웃,친지 ⑦ 기타(기입: )
23.현재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 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24.현재 귀하는 앓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 해 주세요.)

① 특별한 질병이 없다. ② 고혈압 ③ 당뇨병 ④ 동맥경화/고지혈증
⑤ 빈혈 ⑥ 위장질환 ⑦ 심장질환 ⑧ 관절염/류마티즘/골다공증
⑨ 간장 질환 ⑩ 신장질환 ⑪ 암질환( 암)⑫ 정신질환
⑬ 기타 (기입 : )

ⅢⅢⅢ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 이이이용용용 실실실태태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번번번호호호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
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예 비타민
류,인삼류,로얄젤리,글루코사민,스쿠알렌,클로렐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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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2～7문항으로) ② 없다.(1-A문항으로)
1-A 건강기능 식품을 드시지 않는 분은(위에서 ‘없다.’로 답하신 분)드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가격이 비싸다. ② 효과에 대하여 의문스럽다.
③ 안정성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④ 접할 기회가 없었다.
⑤ 음식의 섭취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⑥ 기타(기입: )
2.귀하가 건강기능식품 드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해 ② 원기회복 및 영양보충을 위해
③ 황산화작용(노화방지)및 체질 개선 ④ 질병치료
⑤ 다이어트(체중감소 및 체지방분해) ⑥기타(기입 : )
3.귀하는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① 성분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 ②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지
③ 부작용은 없는지 ④ 과대 허위 광고는 아닌지
⑤ 제품의 효과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싼 가격 인지
⑥ 기타(기입: )
4.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설명서로 제품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이해한다. ② 조금 이해한다.③ 이해하지 못한다.④ 읽어보지 않았다.
5.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한달 평균 구입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5만원미만 ② 5～10만원미만 ③ 10～15만원미만 ④ 15～20만원미만
⑤ 20～25만원미만 ⑥ 25～30만원미만 ⑦ 30만원이상 ⑧ 기타(기입: )
6.귀하는 건강기능식품 드신 후 효과가 있었습니까?
① 두드러진 효과를 보았다.② 조금 효과를 본 것 같다.③ 그저 그렇다
④ 효과를 보지 못했다. ⑤ 잘 모르겠다.
7.귀하가 건강기능성 식품을 드실 때 선호하는 제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
니까?☞ 드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앞으로의 예정과 선호하는 것에 응답해 주세
요.(드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표로,드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 즉,드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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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분은‘○’표로 표기 해 주세요)

ⅣⅣⅣ...건건건강강강 기기기능능능 식식식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번번번호호호에에에 ∨∨∨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건강기능식품품목 유형 표시
(∨,○ ) 건강기능식품 유형 표시

(∨,○)
1.영양보충용제품 단백질,비타민,

칼슘등영양보충 20.포도씨유 포도씨유

2.인삼제품 인삼 21.식물추출물발효제품 식물추출물

3.홍삼제품 홍삼 22.뮤코다당.단백제품 연골성분

4.뱀장어유제품 뱀장어 23.엽록소 함유제품 해조,맥,알파
파류

5.EPA 및 DHA 함유
제품

바다생선유 ,고
래유 24.버섯제품 버섯자실,균사

6.로얄젤리 제품 벌꿀 25.알로에 제품 알로에

7.효모제품 식용효모 26.매실추출물 제품 매실

8.화분제품 화분(꽃) 27.자라제품 자라유

9.스쿠알렌함유제품 상어간유(기름) 28.베타카로틴함유제
품

조류,녹엽식
물,당근추출

10.효소제품 효소(곡류,배아) 29.키토산함유제품 갑각류 껍질

11.유산균제품 유제품
(bacteriocin)

30.키토올리고당함유
제품 키토올리고

12.클로렐라제품 클로렐라 31.글리코사민함유제품 글루코사민

13.스피류리나제품 바다플랑크톤
청색미세남조류

32.프로폴리스추출물제
품

벌꿀중 천연
항생물질

14. 감마리놀레산함
유제품

달맞이꽃,들깨
기름 33.녹차추출제품 녹차추출

15.배아유제품 쌀등 곡류의 배
아유(기름) 34.대두단백함유제품 대두단백

16.배아제품 쌀,밀배아 35.식물스테롤함유제
품

콩,옥수수,채
종 유

17.레시틴제품 콩,인지질,난황 36.프락토올리고당함유
제품 비피더스균

18.옥타코사놀 함유
제품

현미유,사탕수
수 37.홍국제품 식용곰팡이

19. 알콕시글리세롤함유
제품

상어간 38.아가리쿠스제품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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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차이는 모른다.
③ 처음 들어 보는 용어이다.
2.귀하는 건강 기능식품 구입 시 영양,기능,표시 성분 등을 확인 하십니까?
① 꼭 확인한다. ②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③ 확인하지 않는다.
④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본적 없다. ⑤ 관심 없다.
3.귀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아래 로고를 확인
하십니까?

① 항상 확인한다. ② 확인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③ 확인 하지 않는다. ④ 로고를 본적이 없다.

4.귀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홈페이지를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5.귀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법률을 시행하
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6.귀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먹으면 건강상의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질병 치료 ② 질병 예방 ③ 건강 유지 ④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오히려 해가 된다. ⑥ 생각해 보지 않았다.

ⅤⅤⅤ...건건건강강강기기기능능능식식식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올올올바바바른른른 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번번번호호호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1.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의 홍보나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② 허위.과대광고가 많은 것 같다.
③ 정보제공이 많이 부족 하다.④ 적절하다. ⑤ 기타(기입 : )
2.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의 유통 구조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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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② 잘 모르겠다.
③ 잘되어 있지 않다. ④ 생각해보지 않았다.
3.귀하는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가
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전성제고 및 유용성(효능)검증 ② 허위.과대.광고 및 유사 제품 단속
③ 유통구조 개선 ④ 제조 시설의 청결 강화
⑤ 원료 및 성분 표시 기준 강화 ⑥ 기타(기입: )
4.귀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기를 원합니까?
① 원한다.(4-A 문항으로) ② 원하지 않는다. ③ 상관없다.
4-A 귀하가 정보제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①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여 ② 본인의 메일로 ③ 유인물 ④ 우편물
⑤ 직접 교육 ⑥ 기타(기입: )
5.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③ 필요 없다.④ 상관없다.
6.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의 기회를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하
십니까?
① 의사 ② 약사 ③ 영양사 ④ 간호사 ⑤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⑥ 대학 교수 ⑦ 한의사 ⑧ 기타(기입: )

끝까지 답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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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일

저작자 :정 민 주 (인)

조조조 선선선 대대대 학학학 교교교 총총총 장장장 귀귀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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