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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의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갱년기 증상에 관한 연구

김미정1․이경혜2†

1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Dietary Habits and Climacteric Symptoms according to the Level
of Food Supplement Use of Middle-aged Women

Mi Jeong Kim1 and Kyung-Hea Lee2†

1Dept. of Food and Nutrition, Silla University, Busan 617-736, Korea
2Dep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641-773,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dietary 
habits, climacteric symptoms, and general health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 according to food supplements 
(FS) use. A total of 745 midlife females participated in a face-to-face interview conducted by qualified interviewers, 
which guaranteed a higher quality of data collection. Three levels of FS use were defined: None, Single, and Multi 
for 0, 1, and 2 or more types of FS use, respectively. None, Single, and Multi accounted for 33.56%, 33.29%, and 
33.15% of total subjects, respectively. FS users (Single and Multi) exerted more interest in FS and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FS is helpful for health promotion and amelioration of climacteric symptoms than None (P<0.0001). 
Self-perceived health status of Multi was lower than that of None, but not different from Single (P<0.05). Factor 
analysis extracted three factors for dietary habits: regularity, variety and moderation, and four factors for climacteric 
symptoms: emotional, physical, psycho-somatic, and hot flash. The factor scores for dietary variety as well as emotional, 
psycho-somatic, and hot flash symptoms were higher for FS user than for None (P<0.01). Single reported more frequent 
family meals compared to Non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elucidated potential links between the level of FS 
use, dietary habits, and climacteric symptoms of middle-aged women, suggesting a possible scenario: the greater the 
climacteric symptoms a woman perceives, the more likely the woman will adopt FS use, the greater the efforts toward 
dietary improvement, such as dietary variety. Based on that, in this study, more peri-menopausal women belonged 
to Single and Multi;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FS use, dietary quality, and climacteric symptoms 
in conjunction with menopausal status may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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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에 있어 중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생물학적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

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난소의 기능 쇠퇴로 인하

여 폐경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1). 갱년기는 생애주기에 

있어 중대한 과도기로서, 우리나라 여성의 갱년기는 평균 

폐경 연령인 48세를 전후한 5~10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

고(2), 갱년기와 폐경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45~60세 사

이에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갱년기 증상은 발한, 

안면홍조, 두통, 관절통, 불안, 기억력 감퇴 등 여러 가지 

신체 및 정신적 변화를 포함한다. 갱년기 초기엔 안면홍조와 

같은 가벼운 혈관운동성 증상을 나타내지만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상이 심화되면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

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중년여성의 삶의 질 저

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4). 

갱년기를 겪는 여성에 있어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건강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평상시 

식습관은 여성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자 

중 하나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여성에 있어 중년의 시기

는 긍정적인 건강행동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언급하였고, 

40세 이상 여성의 약 60%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하였다(5). 우리나라 중․노년 여성의 식생활

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는 다수에 달한다. 예를 들면 기초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폐경 여성일수록 영양소 섭취 상태 

및 식사의 질이 우수하고 갱년기 증상 또한 양호한 편이었으

며(6), 두유 제품의 섭취는 노년기 여성의 이소플라본 수준

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7) 가공식품의 섭취는 골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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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8). 한편 현대인의 바쁜 생활패턴

과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상태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식생활에서 영양의 부

족을 보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식이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전주지역 중․노년 층의 생활습

관과 건강상태 조사에서 각각 중년과 노년의 48.2% 및 

50.0%가 식이보충제를 섭취하였으며 폐경을 전후한 여성

의 건강관리에 있어 하루 식사횟수, 식사량, 외식 빈도, 저염

식 등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식이보충제 섭취 관련 연구

는 남성 산업 근로자(10), 성인 남녀(11,12), 대학생(13,14)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의 소비형태, 

건강식품에 대한 의식구조, 식생활 관련 섭취실태 등을 다루

었다. 한편 중․노년 인구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포

괄적 연구에서 식이보충제 섭취를 부분적으로 다루었고(9), 

갱년기,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식사와 

식이보충제 관련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나(15), 갱년기 

증상과의 관련성은 언급되지 못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식품 보충제 또는 식사 보충제(food supplements, dietary 

supplements)라는 용어로 언급되었으며 보충제의 사용과 

영양소 섭취 수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50대 

이상 중년 인구 대상 연구에서 식이 보충제 섭취군이 비섭취

군에 비하여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6 및 마그네슘의 

섭취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식사를 통해 섭취한 영양소의 수

준 또한 섭취군이 유의하게 높았다(16). 또 6,800여명의 미

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의 섭취

를 통하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에 대한 섭취기준이 만

족된 반면에 고용량 사용으로 인한 특정 영양소의 상한섭취

량 초과 문제도 제기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경 단계에 있어 폐경 전, 폐경 

중,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중년 여성의 식이보충제 

섭취 정도에 따른 식습관 및 갱년기 증상 정도를 파악함으로

써 중년 여성의 건강 증진 및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식이보

충제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식약청의 기준을 참고로 ‘인체

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한 것으로 세 끼 식사 외에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하여 섭취

하는 환, 엑기스, 분말, 캡슐 등 각종 형태의 제품으로써, 

한약 등 각종 보약은 포함하지만 특정 질병 치료 목적의 약

은 제외’로 하였다(18).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경상남도 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

하는 45~60세 여성들로서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

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각종 여성단체, 보건소, 건강관련 기관 대상 공문발송 및 대

학교내 게시판을 활용하였다. 조사면접요원은 연구자가 소

속된 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8시간 교육 

및 모의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 설문조사는 철저

히 1:1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745명의 여성들이 

2009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 개발 

본 연구는 폐경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의 식습관, 식이보충제 사용 및 갱년기 증상에 관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지 개발에 다각

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중년 여성의 건강, 영양, 식이보

충제 및 갱년기 증상을 다룬 영양학, 간호학, 의학, 및 여성학 

분야의 폭넓은 문헌검색(19-23)을 통하여 예비설문지가 마

련되었으며, 여성의 연령대와 거주지,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다수의 포커스그룹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문항이 

수정 보완되었다(15).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

양학, 여성학, 사회학 및 통계학 전문가 4인이 설문지 개발 

과정을 통제하였으며 9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 문항

일반사항: 연령, 교육 정도, 가정 수입, 결혼 지속 기간, 

남편 또는 자녀와 동거 여부를 조사하였다.    

식이보충제 섭취: 대상자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와 관련하

여 조사 당시 섭취하고 있던 식이보충제의 개수, 식이보충제 

섭취에 대한 자신과 주변인의 관심, 식이보충제의 건강 증진 

효과 및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에 대한 태도 및 연간 식이보

충제 구입액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건강 상태: 신장과 체중 정보에 근거한 체질량지

수, 규칙적 운동 여부, 수면량, 흡연 여부 및 음주 정도를 

포함하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및 ‘자신의 

건강을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척도는 Likert

의 5점 척도(1: 매우 좋지 않다, 5: 매우 좋다)를 사용하였고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23).   

식습관: 식습관 조사지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개발한 ‘어

르신을 위한 영양관리’ 리플렛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해당 리플렛은 노년층의 식생활 진단을 위하

여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식생활 지침 개발’에 인용되었다(24). 그 내용은 ‘하루 

세 끼 식사’, ‘곡류 섭취’, ‘고지방 섭취’, ‘즐겁게 식사’ 등 

식사의 규칙성, 다양성, 절제, 식태도 등 식습관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20 문항 중 

‘식이보충제 섭취’ 항목은 식이보충제 설문지에 이미 포함되

었기에 삭제하였고, 가족식사 실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 

식사’ 문항을 추가하였다. 측정척도는 기존의 ‘예/아니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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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number of food supplements (FS) use

Variables Characteristics Total
(n=745) 

Number of FS used
P-value 

None (n=250) Single (n=248) Multi (n=247)

Age 
Education 

Income

Length of marriage   
Live with spouse
Live with children

Age in years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Post-graduate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Total years 
Yes
Yes

49.97±3.991)

 87 (11.68)2)

461 (61.88)
175 (23.49)
 22 (2.95)
 39 (5.23)
137 (18.39)
219 (29.40)
175 (23.49)
100 (13.42)
 75 (10.07)
25.04±5.53
214 (89.40)
168 (69.40)

49.76±4.04
 27 (10.8)
155 (62.0)
 61 (24.4)
  7 (2.8)
 15 (6.0)
 55 (22.0)
 79 (31.6)
 54 (21.6)
 25 (10.0)
 22 (8.8)
24.81±6.30
214 (85.60)
168 (67.20)

50.10±3.89
 38 (15.32)
148 (59.68)
 57 (22.98)
  5 (2.02)
 16 (6.45)
 49 (19.76)
 74 (29.84)
 57 (22.98)
 30 (12.10)
 22 (8.87)
25.23±5.08
224 (90.32)
173 (69.76)

50.05±4.07
 22 (8.91)
158 (63.97)
 57 (23.08)
 10 (4.05)
  8 (3.24)
 33 (13.36)
 66 (26.72)
 64 (25.91)
 45 (18.22)
 31 (12.55)
25.06±5.21
228 (92.31)
176 (71.26)

0.55
2.71

17.86****

0.32
6.23*

0.98
1)Mean±SD. 2)N (%). *P<0.05, ****P<0.0001.

서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항상 그렇다)로 수정하였다. 한편 별도의 

문항으로 중년여성의 식욕과 식이보충제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식욕’ 문항을 포함하였고 측정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1: 매우 낮은 편이다, 5: 매우 높은 편이다)를 사용

하였다. 끝으로 식사 시간에 가족의 참여 여부 및 식이보충

제 섭취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식사 빈도’ 및 ‘혼

자 식사 빈도’ 항목을 포함하였고, 측정척도는 6단계(1: 거

의 없음, 2: 1~2회/주, 3: 3~4회/주, 4: 5~6회/주, 5: 1회/

일, 6: 2회/일)를 이용하였다.

폐경단계 및 갱년기 증상: 폐경단계는 월경 유무, 규칙성 

및 불규칙성, 12개월 이상 폐경 여부에 따라 폐경 전(pre-

menopause), 폐경 중(perimenopause), 폐경 후(postme-

nopause) 및 자궁 또는 난소 적출로 인한 인공폐경(surgical 

menopause)으로 구분하였다. 갱년기 증상은 Neugarten과 

Kraines(22)가 갱년기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20 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Baek(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폐경을 전후한 여성이 경험할 수 있

는 갱년기 증상에 관한 25 문항으로 정신신체적 증상, 신체

적 증상 및 심리적 증상으로 구성되었다. 정신신체적 증상은 

팔다리의 무기력감, 피로 등 6 문항을, 신체적 증상은 두통, 

발한 등 12 항목을, 심리적 증상은 이유 없는 신경질, 수면장

애 등 8 항목을 포함하였다. 측정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식습관 및 갱년기 증상에 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인

용한 식습관 척도는 노년기를 겨냥하여 개발되었으며(24) 

갱년기 증상 척도는 45세 이하를 폭넓게 포함한 데 비하여

(19), 본 연구의 대상자는 45~60세로 국한되어 연령의 분포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

여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식습관 및 갱년기 증상의 하위요인

들을 도출함으로써 변수 축소를 보다 과학적으로 시도하고 

이들 요인들과 식이보충제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의 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전체 변수의 상관관계행

렬을 구한 후 변수의 표본적합성(MSA)이 0.6 이상인 변수

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다중상관제곱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이용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개수는 누적 고유치 1 이상 및 스크리 

도표를 참조하였다. 요인적재 값은 0.35 이상을 택하였고 

요인해석의 편의를 위해 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사교

회전법(promax)을 택하였다(25). 

통계분석

본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STAT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기술 통계량

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빈도분석 및 평균분석을 하였고, 명

목 및 서열변수간의 연관성 검정을 위하여 Kruskal-Walli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속변수는 그룹 간 대상자 수가 다르

므로 GLM법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그룹 간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식습

관과 태도 및 갱년기증상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

여 내재요인을 추출하고 명명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   과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일반사항 

Table 1에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른 대상자들의 인

구학적 특성을 요약하였다. 조사 당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식이보충제의 개수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자(None) 33.56 

%, 1가지만 이용하는 자(Single) 33.29%, 2가지 이상을 이

용하는 자(Multi) 33.15%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이하, 영어 그룹명으로 표기함). 식이보충제 섭취와 연

령 및 학력은 관련이 없었다. 식이보충제 섭취와 소득수준은 

연관성이 높았는데 Multi> Single> None의 순서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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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od supplement use associ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number of food supplements (FS) use

 Total
(n=745) 

Number of FS used F-value
None Single Multi 

Number of subjects
Be interested in FS in general2)

  Myself
  Significant others
Belief on the effect of FS3)

  Health promotion
  Amelioration of climacteric symptoms
Annual expense on FS purchase (104 won)4)

745

 3.39±0.811)

 3.48±0.73

 3.56±0.76
 2.88±0.87
48.92±60.01

250 (33.56)

2.91±0.87b

3.22±0.79b

3.12±0.79b

2.58±0.89b

248 (33.29)

 3.58±0.63a

 3.56±0.67a

 3.75±0.64a

 3.01±0.80a

38.92±50.98

247 (33.15)

 3.69±0.69a

 3.65±0.66a

 3.81±0.64a

 2.99±0.87a

58.70±66.42

80.25****

24.87****

76.27****

12.43****

 6.85***

1)Mean±SD.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3)General linear modeling. 4)Student's t test.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P<0.0001. 

Table 3. Health associ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number of food supplements (FS) use

Items Total
(n=745) 

Number of FS used
F-value

None (n=250) Single (n=248) Multi (n=247)
Body mass index1)

Regular exercise (yes)
Hours of sleep 
Drinking frequency2)

Smoking (yes)
Self-perceived health status3)

22.34±2.184)

331 (44.43)5)

 6.68±1.21
 1.56±0.72
 19 (2.55)
 3.22±0.67

22.35±2.07
99 (39.60)
 6.66±1.26
 1.55±0.71
 5 (2.00)
 3.30±0.66a

22.56±2.24
121 (48.79)
 6.73±1.21
 1.56±0.74
  6 (2.42)
 3.17±0.66b

22.42±2.24
111 (44.94)
6.64±1.16
1.57±0.71
  8 (3.24)
3.19±0.68ab

0.37
4.29
0.39
0.07
0.79

 2.91*

1)Body weight in kg/height in meter squared. 2)1, none; 2, once/week; 3, twice/week; 4, 3 or more times/week. 
3)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unfavorable; 5, strongly favorable). 4)Mean±SD. 5)Number of subjects (%). 
General linear modeling was used for body mass index and hours of sleep items and Kruskal-Wallis test was performed for the 
other items.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높게 나타났다(P<0.0001). 전체의 69.4%가 자녀와 함께 거

주하였고 전체의 89.4%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 여부는 영향이 없었으나,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일수록 식이보충제 섭취 개수가 높게 나타났

다(P<0.05). 

식이보충제 섭취에 관한 대상자들의 태도 및 신념  

Table 2에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라 대상자 및 대상

자 주변인의 식이보충제에 관한 관심, 건강 관련 신념 및 

연간 식이보충제 구입액을 비교하였다. 식이보충제에 대한 

본인 및 주변인의 관심 및 식이보충제가 건강에 도움을 주거

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신념은 섭취자(Single과 

Multi)가 비섭취자(None)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 

0.0001), Single과 Multi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Single과 Multi의 평균 연간 식이보충제 구입액은 각각 

389,000원 및 587,000원으로 t-test 검정 결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01).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건강 특성 

Table 3에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건강특성을 요약하였

다. 대상자의 건강 관련 지표와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 비교

에서 체질량지수, 정기적 운동 습관, 수면 시간, 음주 빈도, 

흡연 여부는 식이보충제섭취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약 44%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답하

였으며, 1주간 평균 음주 빈도는 주 1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Single 

(3.17점)이 None(3.30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Multi(3.19점)와는 차이가 없었다(P<0.05). 

식습관에 관한 내재 요인 탐색 

Table 4에 식습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제

시하였다. 20 문항으로 구성된 식습관 척도에 대한 요인분

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째 요인은 ‘하루 

세 끼 식사’, ‘매일 아침 식사’, ‘일정한 식사시간’, ‘일정한 

식사량’ 및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식사’로 구성되어 ‘식사의 

규칙성(규칙성)’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요인은 ‘단백질식

품’, ‘채소류’, ‘우유 및 유제품류’ 및 ‘과일류’의 매끼 섭취, 

‘반찬 골고루 먹기’, ‘건강과 영양 정보 활용’ 및 ‘요리 시 

주로 식물성기름 이용’을 포함하였으며 ‘식사의 다양성(다

양성)’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요인은 ‘고지방 식품’, ‘고 콜레

스테롤 식품’, ‘단 음식’, ‘짠 음식’ 섭취로 구성되었고 역코딩

을 함으로써 ‘유익하지 못한 식품의 절제(절제)’로 명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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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of dietary habit associated questions  

                              Items1) Factor 1 Factor 2 Factor 3 
Regularity Variety  Moderation

Do you have three meals a day? 
Do you eat meals regularly?  
Do you eat breakfast everyday?
Do you have regular meal sizes?
Do you usually eat with your family at home?
Do you eat grain stuffs every meal? (ex. rice, bread, noodle)
Are you willingly accept inform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Do you eat fruits every meal? (ex, apple, banana, citrus fruits)
Do you willingly consume various foods that served for you?
Do you eat dairy products everyday? (ex. milk, cheese)
Do you eat vegetables every meal? (ex. seaweeds, mushrooms)
Do you usually use vegetable oils rather than animal fat?
Do you eat meals slowly?
Do you eat protein stuffs every meal? (ex. fish, meat, egg, bean, tofu)
Do you try to choose nutritious snacks?
Do you enjoy your meals?
Do you eat fatty meats every day? (ex. Galbi, Samgyupsal)
Do you eat high cholesterol foods everyday? (ex. egg yolk, animal intestine)
Do you eat sugary food everyday? (ex. cookies, candies)
Do you eat salty foods everyday? (ex. Jeotgal, Jangajji)

0.85
0.80
0.79
0.58
0.35
0.25

-0.001
0.06
0.09

-0.09
0.14
0.07
0.08
0.22

-0.14
0.21

-0.03
-0.01
-0.05
0.07

-0.11
-0.02
-0.04
0.14
0.26
0.18
0.51
0.45
0.43
0.40
0.36
0.36
0.36
0.35
0.35
0.32

-0.002
-0.02
-0.01
0.02

-0.06
0.07

-0.05
0.10
0.02

-0.22
0.06
0.05
0.06

-0.07
0.04

-0.01
0.02

-0.09
-0.13
-0.003
0.52
0.52
0.40
0.31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3.27 2.46 0.91
Cronbach's alpha 0.83 0.65 0.61

1)Items were asked using 4-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4, strongly agree).

다. 규칙성, 다양성 및 절제 요인에 대한 분산 설명력(R2)은 

각각 3.27, 2.46, 0.91로 나타났다. 한편 각 요인의 문항신뢰

도를 크론바흐 알파계수로 살펴보았다. ‘짠 음식 섭취’는 알

파값을 감소시켰기에 요인에서 삭제함으로써 최종 문항신

뢰도는 각각 0.83, 0.65, 0.61로 나타났다. 다양성과 절제 

요인의 알파계수는 충분한 문항신뢰도를 위한 일반적인 기

준인 0.70에는(26) 미치지 못하였으나 알파값 0.60 이상인 

경우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헌에 기초하여(27) 식습관

에 관한 세 요인 변수는 이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갱년기 증상에 관한 내재 요인 탐색

Table 5에 갱년기 증상 25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요인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

력하다’, ‘허전하고 우울하다’, ‘무엇에 집중할 수 없다’, ‘안

절부절못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 ‘목에 무엇이 꽉 낀 것 같은 

느낌이다’, ‘울기를 잘한다’, ‘이유없는 신경질이 날 때가 있

다’, ‘잠이 잘 안온다’의 8 문항으로 묶였으며 이를 심리적 

증상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요인은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가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 ‘가끔 유방통이 있다’, ‘부부 

관계시 통증이 있다’, ‘식욕이 없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소화가 안 된다’, ‘변비증세가 있다’, ‘손발이 차다’의 9 문항

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신체적 증상이라 명명하였다. 셋째 

요인은 ‘현기증이 난다’,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가슴

이 두근거린다’, ‘팔, 다리가 쑤시고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

다’,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의 6 문항으로 묶였으

며 이를 정신신체적 증상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요인은 ‘진땀이 난다’와 ‘열이 가슴에서 얼굴로 치밀어 오른

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홍조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분산 설명력(R2)은 심리적 증상, 신체적 증상, 정신신

체적 증상 및 홍조가 각각 4.09, 3.07, 2.96 및 1.59로 나타

났다. 요인의 문항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각각 0.89, 0.83, 0.87 및 0.84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척도

에 대하여 Baek과(19) Ju 등(23)이 보고한 도구의 문항신뢰

도인 0.94와 0.91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문항신뢰도 기준을 만족하였기에 이후 분석에 요인변수로 

활용하였다.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식생활 특성 

Table 6은 대상자들의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른 평

상시 식욕, 식습관 관련 세 요인,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식사

하는 빈도를 제시하였다. 한편 절제의 구성항목은 역코딩한 

후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식욕, 혼자 식사하는 빈도, 규칙

성 및 절제는 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양성은 Multi 

(2.71)가 None(2.62)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나 Single 

(2.67)의 평균 점수는 나머지 두 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는 Single(4.75)이 

None(4.4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ulti(4.53)는 나머지 두 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폐경단계 및 갱년기 증상의 정도 

Table 7은 대상자들의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른 폐

경단계의 분포와 갱년기장애 요인별 평균점수를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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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analysis of climacteric symptoms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Emotional Physical Psycho-somatic Hot flashes
Lethargy and no desire 
Feel blue and depressed 
Attention difficulty 
Irritation and anxiousness 
Chest press 
Often crying 
Irritability 
Sleep disturbance 
Itchy, crawly skin  
Tinnitus 
Breast pains 
Dyspareunia 
No appetite 
Urinary frequency 
Gastrointestinal distress 
Constipation 
Cold hands and feet  
Dizziness 
Crashing fatigue 
Palpitation 
Aching, sore joints, muscles and tendons 
Backache  
Headache 
Sweating  
Hot flashes 

 0.751)

0.73
0.70
0.69
0.55
0.54
0.53
0.48
0.25
0.14
0.25
0.17
0.28
0.17
0.24
0.25
0.18
0.24
0.28
0.31
0.18
0.18
0.20
0.26
0.28

0.23
0.16
0.25
0.21
0.24
0.26
0.18
0.23
0.66
0.56
0.51
0.50
0.47
0.46
0.44
0.41
0.37
0.29
0.20
0.30
0.24
0.22
0.26
0.26
0.20

0.23
0.21
0.17
0.23
0.18
0.16
0.27
0.18
0.15
0.24
0.19
0.19
0.28
0.25
0.28
0.16
0.26
0.63
0.60
0.57
0.56
0.55
0.54
0.27
0.28

0.11
0.15
0.11
0.17
0.16
0.07
0.21
0.15
0.13
0.07
0.07
0.24
0.29
0.18
0.21

-0.02
0.10
0.11
0.09
0.25
0.19
0.20
0.11
0.71
0.70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4.09 3.07 2.96 1.59
Cronbach's alpha 0.89 0.83 0.87 0.84

1)Values mean factor loading scores. 

Table 6. Dietar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number of food supplements (FS) use

Variables Total
(n=701)

Number of FS used
F-value

None (n=250) Single (n=248) Multi (n=247)
Appetite1)

Dietary regularity2)

Dietary variety3)

Dietary moderation4)

Frequency of family meals5)

Frequency of eat alone6)

2.75±0.307)

2.81±0.66
2.76±0.48
2.04±0.46
4.56±1.57
3.96±1.77

3.53±0.77
2.79±0.60
2.62±0.35b

2.89±0.43
4.41±1.68b

3.98±1.76

3.53±0.62
2.82±0.60
2.67±0.33ab

2.94±0.42
4.75±1.45a

3.99±1.71

3.64±0.72
2.79±0.58
2.71±0.37a

2.92±0.41
4.53±1.56ab

3.91±1.83

2.07
0.29
4.08*

1.16
2.95*

0.16
1)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unfavorable; 5, strongly favorable). 2-4)4-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4, strongly agree).
5,6)1, never; 2, 1～2 times/week; 3, 3～4/week; 4, 5～6/week; 5, once/day; 6, twice/day. 
7)Mean±S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다. 전체 대상자 중 폐경 전, 폐경 중, 폐경 후 및 인공폐경에 

해당하는 비율은 각각 34.77, 32.75, 26.58 및 5.91%로 나

타났다. 대상자가 인지한 갱년기 증상은 신체적 증상, 홍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신체적 증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폐경 단계와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one과 Single은 각각 폐

경 전(44.4% vs 27.02%)과 폐경 중(27.6% vs 37.10%) 여

성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Multi는 폐경 후(25.51%)에 

비하여 폐경 전(32.79%)과 폐경 중(33.60%)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갱년기 증상에 관한 네 요인 중 정신신체적 증상과

(P<0.01) 홍조는(P<0.001) None이 나머지 두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심리적 증상은 Single(2.54)이 None(2.38)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Multi(2.45)는 나머지 두 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신체적 증상과 식이보충제의 

섭취수준은 유의성이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폐경 단계에 있어 폐경 전, 폐경 중,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중년 여성의 식이보충제 섭취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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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nopause associ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number of food supplements (FS) use

Variables Total
(n=701)

Number of FS used F-value
None (n=250) Single (n=248) Multi (n=247)

Menopausal 
status

Pre-menopausal
Peri-menopausal
Post-menopausal
Surgical menopause

259 (34.77)1)

244 (32.75)
198 (26.58)
 44 (5.91)

111 (44.4)
 69 (27.6)
 58 (23.2)
 12 (4.80)

67 (27.02)
92 (37.10)
77 (31.05)
12 (4.84)

81 (32.79)
83 (33.60)
63 (25.51)
20 (8.10)

12.04**

Climacteric 
symptoms 

Emotional
Physical
Psycho-somatic 
Hot flashes

2.46±0.752)

2.74±0.78
2.33±0.69
2.52±1.07

2.38±0.73b

2.65±0.77
2.22±0.67b

2.32±1.00b

2.54±0.76a

2.77±0.82
2.39±0.70a

2.64±1.08a

2.45±0.74ab

2.79±0.74
2.37±0.67a

2.60±1.10a

 2.83*

 2.14
 4.85**

 6.67***

1)Number of subjects (%).
2)Mean±SD.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eneral linear modeling was used to inf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따른 식습관 및 갱년기 증상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중년 여성

의 건강 증진 및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

일수록 식이보충제의 섭취율이 높게 나타났다. Ju 등(23)의 

도시와 농촌 거주 폐경여성의 건강비교 연구에서 도시와 농

촌의 중졸 이하 학력 비율이 각각 23.3% 및 42%인데 비하

여, 본 연구 참여자의 중졸 이하 비율은 11.7%로 이는 본 

연구에 여성단체 구성원 등 사회적 참여의지가 높은 여성들

이 다수 참여하여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학력은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과 유의

성이 없었다. 뉴질랜드 성인 4636명을 대상으로 식이보충

제 섭취자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28)에서는 가계소득, 결혼

상태, 거주지역 등은 관련이 없었으며, 20대가 40대 이상에 

비하여 섭취경향이 높았다.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섭취율을 보였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특

히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남자는 엽산, 리보플라빈, 칼슘의 

섭취가 높았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여성은 비타민 C, 

엽산, 나이아신의 섭취비율이 비섭취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와 같이 학력, 가계소득, 결혼상

태 등 인구학적 요소와 식이보충제 관련성은 국내외의 연구

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점으로 볼 때, 식이보충제 섭취 

현상의 이해를 위한 식문화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식이보충제 섭취에 관한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였

다. 한 가지 이상 섭취하는 여성이 전혀 섭취하지 않은 여성

에 비하여 식이보충제에 대한 관심과 식이보충제의 건강증

진 및 갱년기증상 완화에 대한 신념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

국 식약청이 2012년에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와 관련한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2%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하였

고, 연령대는 30대(63.5%)> 40대(58.9%)> 60대(36.1%)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9). 직업별로는 주부가 가장 높았

으며 1년 평균 지출액은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10~20

만원> 23~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29). 본 연구에서는 식

이보충제 구입액이 식약청 보도자료에 비해 훨씬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는 45~60세의 폐경 전후 여성에 한하여 조사하

였으므로 식이보충제의 구입이 1회적이 아니고 갱년기 증상

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 지출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15). Yoo 등(30)은 성인 618명 중 약 56%가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 다음이 

50대 이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용돈이 높을수록 

복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Kang과 Park(31)은 서울 지역 

성인 300여명 중 78%가 지난 1년간 식이보충제를 섭취한 

경험이 있고 응답자의 34%는 1가지만을, 45%는 2가지 이

상을 섭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식이보충제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하여 영양소 섭취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나 식이보충제의 과용 및 남용을 우려하였다. Jun과 Lee 

(32)는 사무직 남성에 있어 연간 식이보충제 지출액은 1년

에 5만원 이하가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식이보충제의 선택 및 

소비금액은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곧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식이보충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이보충제를 이용하는 여성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갱

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감안할 때, 중년 여성

의 식이보충제 이용 수준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변수 간에

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

기간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체질량 지수 및 규칙적 

운동 여부, 수면량, 음주, 흡연 등을 조사하였고, 본인의 건

강상태에 대하여 대상자 스스로 느끼는 수준을 알아보았다. 

예상과 달리,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와 식이보충제 이용 간에

는 대체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관적 건

강수준은 None, Single, Multi 각각 3.30, 3.17, 3.19점으로 

나타나 Single이 None에 비하여 인지하는 건강수준이 유의

적으로 낮은 반면에 Multi는 나머지 두 그룹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해석하기

에 까다로운 면이 있으나, Table 7에서 제시하는 식이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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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준별 폐경단계의 분포를 함께 고려한다면 위의 결과는 

단순히 식이보충제 섭취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이 아

니라 다수의 폐경이행기 여성이 Single에 속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즉 중년여성에 있어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이 낮은 것이 식이보충제 이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폐경이행기 여성일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으며 이들은 식이보충제를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

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수준에서는 다수의 변수 간 상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기에 향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관계 규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의 흡연율은 2.55 

%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점으로 볼 때(33) 우리나라 갱년기 여성의 흡연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식습관 및 갱년

기 증상의 하위요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요인들이 식이보충

제 사용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이란 어떤 변수집합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근저에 있는 공통적 차원을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축

소와 요약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다변량 통계분석기법의 하

나이다. 변수들의 목록이 완전할수록 특정 요인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으며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내적일치도로 확인하여 문항신뢰도를 

포함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단, 변수 축약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인수 결정, 요

인 해석, 축회전 선택 등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점, 분석결과

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34). 본 연구에서 요인채택 기준으로 설정한 지표들을 적용

한 결과 식습관 척도에서 단지 한 개의 변수가 손실되었고 

갱년기 증상은 변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표

본을 분할한 다음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수의 요인

의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의 질과 식습관 평가는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데, 

식사기록법 또는 회상법을 통해 식사내용을 정량적으로 수

집하는 것은 대상자 부담이 큰 편이다. 본 연구와 같이 건강

설문조사 자체의 분량이 많을 경우 식사섭취조사를 병행하

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도 하므로 비교적 짧고 간단한 일련의 

문항에 답하게 함으로써 식습관 및 식사의 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영양 

및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의 질과 식습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양지수를 개발하였으며(35) 균형, 다양, 

절제, 규칙 및 실천의 다섯 가지 개념을 측정하는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입증함으로써(36) 간단한 식습관 척도로도 

대상자들의 영양소섭취 상태를 추정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습관 척도는 중년여성의 

식사내용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정량적인 파악은 어려우나 

식사의 규칙성, 다양성, 절제라는 3개의 요인을 통하여 식습

관 및 식사의 질을 정성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외국에서 수행한 식이보충제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식사 내용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영양소 섭취 실태와 

연관성을 다루었다(37-39). Brustad 등(40)은 40~55세 노

르웨이 여성들에 있어 동태간유 보조제 섭취는 교육수준, 

운동량,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식

품섭취빈도조사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일, 채소, 생

선, 비타민 D 섭취수준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사의 다양성은 Multi가 None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식사의 다양성을 구성하

는 항목이 과일, 채소, 생선 등의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Brustad 등(40)의 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해석된다. Troppmann 등(39)은 캐나다 성인에 

있어 칼슘 보충제 섭취자는 비섭취자에 비하여 식사로부터 

얻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식사에서 부족한 특정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충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사례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폐경을 전후한 여성의 식이보충제 

선택 범위 및 수준을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여성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와 식사와의 관련

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갱년기 증상의 요인 및 요인별 

구성항목은 선행 연구들과 다소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Baek과(19) Ju 등(23)의 연구에서는 갱년기증상 25 항목 중 

‘두통’이 신체적 증상에 포함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신신

체적 증상에 포함되었다. 또 두 문항으로 구성된 홍조는 기

존 척도에서는 신체적 증상에 포함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들이 갱년기 장애의 대표적 증상인 홍조는 일반적인 신체적 

증상과 구분하여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ha 등

(41)은 갱년기 증상 21항목의 분석에서 홍조 관련 두 문항은 

신체적 증상 영역에, 두통은 정신신체적 증상 영역에 포함되

어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중년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관한 연구는 다수에 이른다. Ju 등(23)은 갱년기 여

성들이 정신신체적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Lee 등(42)은 중년여성 대상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갱년

기 증상에 관한 70개 항목을 도출하면서 ‘요통’, ‘무릎관절

통’, ‘눈이 뻑뻑함’, ‘잘 잊어버림’, ‘자주 피로함’을 대상자들

이 가장 심하게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문항들은 대체

로 정신신체적 증상에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Kim과 Bae(43)는 폐경여성이 겪는 갱년기 증상 중 

안면홍조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고, Han 등(44)도 안면홍

조 경험이 우세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역학조사 결과 일

본, 캐나다, 북미 여성에 있어 안면홍조 경험률은 각각 

9.7~25%, 30.9% 및 85%로 나타나 인종 간 차이가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45). 

본 연구 결과 중 심리적 증상의 인지 정도에 있어 Single

은 None에 비하여 높았으나 Multi는 나머지 두 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흥미롭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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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앞에서 언급한 주관적 건강수준의 결과와 연관 지어볼 

수 있는데, 다수의 폐경이행기 여성이 Single에 속하고 이들

이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 수준이 가장 낮은 것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폐경이행기 여성일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은데 이는 심리적 증상의 호소와 연결되어 식이보

충제 이용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수준에서는 변수 간 상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기에 향후 구조방정식 모델

링 등 인자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건강식품, 식이보충제, 기능성식

품, 건강기능식품, 뉴트라슈티컬 등 많은 용어들에 대한 정

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논의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46). 한국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원

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건강기능식

품공전 상에 고시된 원료와 개별인정 원료로 분류하여 각각 

게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8). 앞에서 언급한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구매 경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

(50.2%)이 구매 경험이 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성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

는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29). 

한편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관점

이 존재하는데 가령, 비타민이나 미네랄 캅셀이 한국과 일본

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식이보

조제 즉 식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식

품, 식품보조제, 식이보조제 등은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하는

데, 즉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물질의 섭취 증가를 통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제조되고, 

식품의 형태가 아닌 캅셀, 정제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나 일상식단을 구성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46). 건강식품의 종류는 사회 문화

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연구자들마다 정의하는 방

식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방보약, 민간식

품, 영양제, 식이보충제, 자연식품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되

기도 하였고, 조제품 형태의 영양보충제로 한정하기도 하였

다(47). 본 연구에서 식이보충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것으로 세 끼 식사 외에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하여 

섭취하는 환, 엑기스, 분말, 캡슐 등 각종 형태의 제품으로

서, 한약 등 각종 보약은 포함하지만 특정 질병 치료 목적의 

약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사 외에 

섭취하는 모든 형태의 건강식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이보충제 관련 연구가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식이보충제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인구 집단별 이용 실태 조사 및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폐경을 전후한 여성이 겪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은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

한 식생활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건강 관련 행위

는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식이보충제의 선택과 

이용은 그런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45~60세)의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라 건강 관련 특성과 식행동 및 갱년기 증상이 어떻게 관

련되어 있는 지 살펴보았다. 폐경단계와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였던 점과 단순한 신체적 

증상을 제외한 심리적, 정신신체적 및 홍조 현상을 인지하는 

비율이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와 관련성이 있었던 점은 여성

들이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식이보충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이 높을수록 식사의 다양성

과 노력이 큰 것은 평소 식사를 통하여 다양한 식품군을 섭

취하는 여성일수록 식이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확률이 높

음을 추측하게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폐경을 전후한 중

년 여성이 느끼는 갱년기 증상이 심할수록 식사의 다양성을 

유지하려 하고 식이보충제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

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의 식사 내용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의미로 식이보충제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것은 살펴보지 못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의 식사 내용과 

식이보충제 섭취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통한 갱년기증상과 

식행동의 인과 관계 규명, 폐경을 전후한 여성의 다양한 건

강 문제를 독립적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명함으로써 

주요한 주변인(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의 상호관련성 규

명,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과정과 식이보충제 선택에 영향

을 주는 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요   약
 

폐경을 전후한 중년 여성(45~60세) 745명을 대상으로 식

이보충제 섭취 수준에 따라 식습관, 갱년기 증상 및 일반적 

건강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식이보충제 섭취 

수준은 ‘전혀 섭취하지 않음(None)’, ‘한 가지를 섭취함

(Single)’, ‘두 가지 이상을 섭취함(Multi)’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None, Single, Multi에 속하는 비율은 각각 

33.56, 33.29, 33.15%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 사용자

(Single 및 Multi)는 비사용자(None)에 비하여 식이보충제

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으며, 식이보충제가 건강증진과 

갱년기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신념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001).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Multi가 None에 비하여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식습관(20 문항)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 ‘식사의 규칙성’, ‘식사의 다양성’, ‘건강에 해로

운 식품의 절제’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식이보충제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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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준이 증가할수록 ‘식사의 다양성’도 상승하였으며 

Multi는 None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갱년기 증상 25 문항으로부터 네 개의 요인(심리적, 신체적, 

정신신체적, 홍조)이 추출되었다. 정신신체적 증상 및 홍조

는 식이보충제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

으며(P<0.001), 심리적 증상은 Single이 None에 비하여 높

았다. 식이보충제의 섭취 수준과 폐경 단계는 유의한 관련성

이 존재하였으며(P<0.01) Single이 폐경 중과 폐경 후 여성

의 최상위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폐경을 전

후한 중년 여성이 인지하는 갱년기 증상이 심할수록 식사의 

다양성을 유지하려 하고 식이보충제에 대한 의존도도 클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식이보충제 이용은 

이들이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과 식습관과 관련성이 높음을 

입증한 연구로서,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식생활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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