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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investigated on type 2 diabetics' actual status of  anti-diabetic functional food intake by patients who 

came to oriental medicine clinics in Daejeon. The male was 37.3% and female was 62.7% of the subjects. The onset of the disease 

was most common in the age of 50's. Also 40% of the subjects have been suffering for more than 5 years. 35.7% of men, 53.2% 

for women had family history. Also 61.5% of the patients chose to carry out both diabetic therapy and exercise at the same time. 

69.3% of the subjects have had experiences in anti-diabetic functional foods. Anti-diabetic functional foods used to surveyed people 

were bean, ginseng, and ginseng steamed red of which efficacies were already well known. Besides these foods, other foods such 

as loach, crucian carp were also used as anti-diabetic foods, but their benefits as anti-diabetic functional foods are not yet fully 

investigated. Subjects first knew about the therapy because friends or relatives recommended to them and most of them have used 

for 6 months to 1 year. However, 78.9% of subjects answered 'not so effective' in a question about satisfaction of anti-diabetic functional 

food. Although many of the patients have tried taking functional foods, they only use them for short period of time and they don't 

show prominent effect.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use scientifically studied functional foods, education about 

anti-diabetic functional foods should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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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2형 당뇨병은 세계 인 사회의 주된 건강 문제

이다. 1995년에 세계 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 수는 1억 3

천5백만 명이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엔 3억 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King et al., 1998). 일본도 제2형 당뇨병 

환자수가 7백만 명에 이르며 pre-diabetic condition인 환

자가 7백만에 이른다고 한다(Akazawa Y& Akazawa S 

2002). 

우리나라는 2003년에 당뇨병 환자가 약 300만 명이 발

생하 고 매년 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신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당뇨학회,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당뇨병은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포도당의 세포내 흡수에 여하는 인슐린이 부족

하거나 인슐린의 작용이상으로 포도당이 액 내에 

한 농도로 유지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만성 사성 질환이

며, 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 당뇨병은 2가지 유형이 있다. 면역성 장애나 바이러스

에 의해 췌장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의 괴로 

췌장에서 정상 인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체

내의 당을 정상 으로 조 하지 못하는 제 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에 한 

말  조직의 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제 2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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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 환자의 85~90%

는 제 2형 당뇨병이며, 제2형 당뇨환자들은 인슐린 매 

포도당 이동(insulin mediated glucose disposal)의 한 

감소를 보인다. 

당뇨병은 일단 발병한 후에는 거의 완치되지 않으므로 

철 한 리를 하지 않으면 심 계질환, 신경계, 신장이

상, 실명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길계

숙 2004; 허걸 2001; Haffner et al., 1998). 장기간의 고

당이 합병증의 주된 원인이며 당을 조 하는 것이 합병

증을 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당을 조 하기 한 약물  sulfonylurea계는 당

증 유발  인슐린 분비능 상실, Biguanide계는 장장애 

 신장독성, 알  Glucosidase 해제는 설사와 배탈 등 

Glitazone계는 심부 , 빈  등의 부작용, Meglitinide계는 

당, 두통, 설사, 요통 등의 기존의 당뇨 치료제의 문제

으로 인하여 동․서양 모두 항당뇨 기능성을 가진 식물 

등 민간요법이나 체 요법에 심이 크다(김 원 1996). 

옛부터 당뇨병 치료를 해 나라마다 민간요법으로 사

용되어온 식품들도 있고 최근 그 기능성이 밝 진 식품들

도 있다. 이들 식품들의 이용 부 는 뿌리, 기, 잎, 열매, 

껍질 등 다양하다. 이들 식품들은 소화흡수 기 에서 당의 

흡수를 떨어뜨려 당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 식품들, 인슐

린과 유사 작용을 하거나 췌장의 베타세포의 활성을 진

하여 당이 잘 이용되도록 돕는 식품들,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들, 항산화능이 있어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 

인슐린의 민도를 높이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방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들이다. 재 세계 으로 400여 종 이상

의 통 식품이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다양한 기능성 식품에 한 연구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약리  효능에 한 과학  의학  연구는 미비한 

수 에 이르고 있다. 지 까지 연구된 문헌 조사결과 주

로 소화흡수 기 에 작용하여 당 조 에 여하는 식품

으로 β- 루칸, 차 자피, 구아검, 멕시코 사람들과 미국 

내 멕시칸들이 식용하는 prickly pear cactus, Fenugreek, 

glucomannan, holy basil 잎 추출물 등이 그 기 이 증명

되거나 연구 에 있다(Agrawal et al., 1996; Anderson et 

al., 1999; Frati et al., 1992; Hannan et al., 2003; 

Ranhotra et al., 1991; Russo et al., 2003; Vuksan et al., 

2000; ).  chromium, 커피, P인삼(미국산), prickly pear 

cactus 기 추출물, 바나듐, banaba 잎, Bitter Melon(여

주), cassia cinnamon, Coccinia Indica, Gymnema 잎, 콩 

단백질 등은 인슐린 유사작용을 하여 당을 강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보고가 되어지고 있다(장문정 

외, 2002; 주충노 외, 1992; Anderson et al., 2004; Eshrat 

MR, 2003; Harland & Harden-Williams, 1994; Orsolya et 

al., 2003; Persaud et al., 1999; Rabinovitz et al., 2004; 

Raman A, 1996; Rayburn et al., 1998; Sheare et al., 

2003). L-Arginine, banaba, prickly pear cactus 내 비타민 

C와 betanin과 indicaxanthin, alpha lipoic acid, 비타민 E 

등은 항산화능이 있어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 insulin의 

민도를 높이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방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들이다(Paolisso et al.,1994; Tesoriere et al., 2004; 

Unno et al., 2004). 

우리나라 당뇨병환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용 실태를 연

구한 박 미 외(2005)의 보고에 따르면 연구 상자의 

49.8%(151명)의 당뇨병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 경

험이 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종류로는 홍삼(29.7%), 

에가루(13.6%), 비타민제(10.4%), 뽕나무(7.1%), 동충하

(6.8%), 인삼(4.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그 기 에 

한 명확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민간

요법으로 당뇨치료를 해 사용되어온 식품들에 한 보

다 극 인 항 당뇨 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기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식이요법과 함께 당조

에 더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효과가 입증되

지 않은 식품의 무분별한 이용은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당

뇨병의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래할 수 있으며 

과다한 비용 지출로 인한 경제 인 손실도 크기 때문에 

민간요법에 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을 완치시켜 보겠다는 욕심과 단지 당뇨병에 좋다

는 이유 때문에 민간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용하고 있

는 식품  이미 그 효능이 인정된 것 일지라도 당강하

제와 같이 복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 하지 않을 경우 

당 증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당뇨 기능성 식

품의 이용에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기능 식품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

로 사료되는 한방병원을 내방한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항당뇨 기능성 식품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당뇨

병환자들에게 항당뇨 건강기능성 식품 권장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2006년 9월~ 10월 당뇨병 치료를 목 으로 

지역 한방병원을 방문한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상 기 은 인슐린비의존형 성인당뇨병환자들로써 

재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통원치료 이며,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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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Female Total P-value

Age

Under 40  5(17.9)  4( 8.5)  9(12.0)

0.504ns

41~50  3(10.7) 11(23.4) 14(18.7)

51~60  6(21.3)  8(17.0) 14(18.7)

61~70  5(17.9)  7(14.9) 12(16.0)

71~80  5(17.9) 13(27.7) 18(24.0)

Over 80  4(14.3)  4( 8.5)  8(10.6)

Occupation

Company employee 10(35.7) 18(38.3) 28(37.3)

0.549ns

Educator  8(28.6) 15(31.9) 23(30.7)

Housewife(no job)  3(10.3)  9(19.1) 12(16.0)

Government official  4(14.3)  3( 6.4)  7( 9.3)

Businessman  1( 3.6)  0( 0.0)  1( 1.3)

Others  2( 7.1)  2( 4.3)  4( 5.4)

Income

(10,000 Won)

Under 50  4(10.4)  5(10.9)  9(12.0)

0.006*

 51~100  0( 0.0)  2( 4.3)  2( 2.7)

101~150  1( 3.6)  1( 3.6)  2( 2.7)

151~200  8(28.6)  1( 2.2)  9(12.0)

201~250 13(54.8) 37(80.4) 50(66.6)

251~300  1( 3.6)  1( 3.6)  2( 2.7)

Over 301  1( 3.6)  0( 0.0)  1( 1.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8(28.6) 25(53.2) 33(44.0)

0.478ns

Middle school  6(21.4)  7(14.9) 13(17.2)

High school  9(32.1)  9(19.1) 18(24.0)

University  2( 7.1)  2( 4.3)  4( 5.4)

Graduate school  1( 3.6)  1( 2.1)  2( 2.7)

Others  2( 7.1)  3( 6.4)  5( 6.7)

Total 28(37.3) 47(62.7) 75(100.0)

1) ns :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at p<0.05by chi-square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이 가능하여 설문을 읽고 답할 수 있는 경우로 하 고, 본

인이 을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  면담을 통해 설문

을 작성하 다. 상자 선정기 에 합한 자로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성실히 답변한 상자는 75명이었다.

2. 연구내용  방법

사용된 연구 도구는 조사 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등의 일반사항과 당 련 기능성 식품 실태조사를 

해서는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식품의 종류와 이용경로, 

효과, 기간  비용을 알아보는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목 과 설문지 내용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참여에 수락한 환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고 기록하게 하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

균 10분 이 으며, 총 90부 배부하 으나 결과처리가 곤

란한 것을 제외한 후 총 75부를 사용하 다. 

3. 자료처리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각 항목에 따라 빈도(N), 백분율(%), 평균과 표 편

차를 구하 으며, 각 변수 간의 계에 하여 χ2-test를 

시행하 다. 

Ⅲ. 결과  고찰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28명(37.3%), 여자가 47명(62.7%)이었으며 남녀의 연령 분

포는 유의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는 51~60세가 21.4%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71~80세가 27.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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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Female Total

Marital status
Divorced 6(21.4) 1( 2.1) 7( 9.3)

Marrige 22(78.6) 46(97.9) 68(90.7)

Family type

Single  12(42.9)  15(31.9)   27(36.0)

Couple   7(25.0)  14(29.8)   21(28.0)

With children   7(25.0)  15(31.9)   22(29.3)

With other family   2( 7.1)   3( 6.4)    5( 6.7)

Total 28(37.3) 47(62.7) 75(100).

<Table 2> Marital status & Family type N(%)

민헌기(199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

자의 연령분포는 40세 이상에서 히 증가하나 서구인

과 달리 60 를 정 으로 하여 어들며, 이러한 상을 

산업화 사회에 노출된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과 survival 

effect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하 다. 

직업은 남자는 회사원이 35.7%, 교육자 28.6%, 공무원 

14.3% 으며 무직이 10.3%이었고, 여자는 회사원이 38.3%, 

교육자 31.9%, 주부 19.1%, 공무원 6.4%이었다. 월수입은 

201만원~205만원이 남자 54.8%, 여자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이 50만원 미만인 남자와 여자는 각각 

10.4%, 10.9%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는 남녀의 유의  차이

가 없었으나, 남자는 고졸, 국졸, 졸, 졸, 학원졸 순이

었고, 여자는 국졸, 고졸, 졸, 졸, 학원졸 순이었다. 

체 상자  고졸이상이 32.0%로 비교  체 학력이 낮은 

편이었다. 

결혼여부와 가족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2와 같다. 

조사 상자  결혼한 사람은 남자가 78.6%, 여자가 

97.9%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를 조사한 결과 남자의 경우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가 42.9%, 부부만 사는 경우 25%,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경우 25% 다. 여자의 경우 역시 혼

자 사는 경우가 31.9%로,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 29.8%,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 31.9% 이었다 .

2. 조사 상자의 질병  치료 련 특성   

국민건강 양조사(보건복지부, 2005)는 30세 이상 상

자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9.0%, 여자 7.2% 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 다. 50 까지의 유병률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았으며 특히 50  남자는 16.6%로 여자 8.1%와 비

교 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당

뇨병의 발병 시기는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

에 발병한 경우는 남녀 모두 없었으며, 남자의 75%, 여자

의 59.6%가 50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 2형 당뇨병의 특성을 그 로 보여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30  40 에 발병한 경우가 남자는 각각 14.3%, 

10.7%, 여자는 각각 17.0%, 23.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30~40 에도 당뇨병의 진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의 진단경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가 남

자 32.1%, 여자 36.2% 고 일반 신체검사에서 알게 된 경

우 남자 28.6%, 여자 14.9% 다. 의 결과로 일반 신체검

사가 만성질환을 알아내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의 39.3%, 여자의 42.6%가 당뇨병을 알게 

된 것이 일반 신체검사,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좀 더 세 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이환기간은 1년 이내가 남자가 25.0%, 여자가 23.4%

으며, 1~3년 이내는 남자가 7.1% 여자가 27.7% 고, 3~5

년 이내는 남자가 14.3%, 여자가 17% 다. 5년 이상인 경

우 남자가 53.6% 여자가 31.9%로 남, 여 모두 5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Table 3). 남자의 

35.7%, 여자의 53.2%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 남문석 

외(1994)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이환기간이 평균 

7.6년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여러 연구 (김윤숙 외, 

2000; 박선 , 1994; 박성재, 2003; 박 미 외, 2005;이경욱 

외, 2005; 조미란, 조여원,1998)에서도 이환기간이 6~9년 

이상으로 나타나 부분의 당뇨환자들이 장기간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항당뇨 기능성 식품의 이용실태조사

1) 기능성 식품 경험여부와 치료실태

기능성 식품 경험 여부와 치료 실태는 Table 4와 같다. 

남녀 체 75명  상의 69.3%에 해당하는 52명이 기능

성 식품을 경험하 는데, 이들의 평균연령은 63±2.5세로, 

40  이하 13.4%, 41세~50세 19.2%, 51세~60세 17.3%, 61

세~70세 17.3%, 71세~80세 28.8%, 81세 이상이 3.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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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d Inexperienced Total

Sex

   Male 17(60.7) 11(39.3) 28(37.3)

   Female 35(74.5) 12(25.5) 47(62.7)

Age 63.2±2.51 65±8.1

   Under 40  7(13.4)  2( 8.7)  9(12.0)

   41~50 10(19.2)  4(17.4) 14(18.7)

   51~60  9(17.3)  5(21.7) 14(18.7)

   61~70  9(17.3)  3(13.0) 12(16.0)

   71~80 15(28.8)  3(13.0) 18(24.0)

   over 81  2( 3.8)  6(26.0)  8(10.6)

Period of affection

   Less than 1 year 12(23.1)  5(21.7) 17(22.7)

   1-3 years 10(19.2)  5(21.7) 15(20.0)

   3-5 years  8(15.4)  5(21.7) 13(17.3)

   More than 5years 22(42.3)  8(34.8) 30(40.0)

Management methods

   Diet therapy only  5( 9.6)  4(17.4)  9(12.0)

   Diet therapy + exercise 32(61.5) 11(47.8) 43(57.4)

   Ddiet therapy + drug 14(26.9)  8(34.8) 22(29.3)

   Eexercise + drug  1( 2.0)  0( 0.0)  1( 1.3)

Total 52(69.3) 26(30.7) 75(100).

1) mean±SD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aking functional food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p-value

Time of onset

Age 20  0( 0.0)  0( 0.0)  0( 0.0)

0.327ns
Age 30  4(14.3)  8(17.0) 12(16.0)

Age 40  3(10.7) 11(23.4) 14(18.7)

After age 50 21(75.0) 28(59.6) 49(65.3)

Route of 

diagnosis

Hospital  9(32.1) 17(36.2) 26(34.7)

0.314ns
Physical checkup  8(28.6)  7(14.9) 15(20.0)

Public health center  0( 0.0)  3( 6.4)  3( 4.0)

Others 11(39.3) 20(42.6) 31(41.3)

Period of 

affection

(year)

Less than 1  7(25.0) 11(23.4) 18(24.0)

0.006ns
1~<3  2( 7.1) 13(27.7) 15(20.0)

3~<5  4(14.3)  8(17.0) 12(16.0)

More than 5 15(53.6) 15(31.9) 30(40.0)

Family

history

Yes 10(35.7) 25(53.2) 35(46.7)
0.109ns

No 18(64.3) 22(46.8) 40(53.3)

Total 28(37.3) 47(62.7) 75(100).

1) ns :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at p<0.05by chi-square test

<Table 3> Diabetic chacteristics of subjects N(%)

조미란, 조여원(1998)의 연구에서는 기능성식품을 경험한 

상자들이 50 에 편 되는 상을 보 으나, 본 연구에

서는 기능성식품 경험 상 군으로 71세~80세 상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성 식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의 

당뇨병 이환기간은 5년 이상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1

년 이내 23.1%, 1-3년 19.2%, 3-5년이 15.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당뇨병 이환기간이 길수록 기능성식품을 경험

한 사람이 많다는 김경래(1996), 이경욱 외(2005)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 다. 

조사 당시 당뇨병의 치료는 식이요법만 하는 경우가 

9.6%,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하는 경우가 61.5%,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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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etables(12)

     bean, radish, young-ji mushroom, cabbage, pear, jujube, barley, pomegranate, arrowroot, pumpkin, mulberry

  Animals (4)

     loach, crucian carp, dog meat, pupa

  Health foods(4)

     red ginseng, ginseng, fruit of Maximowiczia typica, young antler

<Table 5> Varieties of surveyed functional folk food.

Variable N=52

Cost 

(10,000Won)

  5~ <10 32(61.5)

 10~ <20 10(19.2)

 20~<30  8(15.4)

 Over 30  2( 3.9)

Effect

 Yes  9(17.1) 

 No 41(78.9)

 No answer  2( 4.0 )

<Table 6> Cost & effect of  functional food 요법과 약물요법으로 하는 경우가 26.9%, 약물요법과 운

동요법으로 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조미란, 조여원 

(1998)의 연구에서 식이요법과 민간요법만으로 치료하는 

상자들이 9.7%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으며, 본 연구

에 민간요법을 경험한 부분의 상자들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문석 

외(1994)의 연구에서도 민간요법 상자들의 93.8%가 기

존의 당뇨병치료와 민간요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존의 치료를 지하고 민간요법만을 실시하는 상

자는 6.2%에 불과했다. 조미란, 조여원 (1998)의 연구결과

에서도 민간요법을 경험한 상자들이 다른 치료방법을 

병행하지 않고 민간요법만 하는 경우는 2.6%로 낮다고 보

고하 다. 

2) 기능성 식품의 종류  비용

당뇨병 환자들이 경험한 항당뇨 기능성 식품의 종류는 

Table 5와 같다. 총 20종이었으며, 식물성 종류로는 콩, 

무, 지버섯, 배, 추, 보리, 석류 등 12종으로 가장 많았

고, 건강식품류로는 홍삼, 인삼, 오미자, 녹용과 동물성 식

품으로는 미꾸라지, 붕어, 개고기, 번데기가 있었다. 그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는 콩, 인삼, 홍삼 등이었으며, 

한 사람이 경험한 기능성식품의 종류는 평균 1.5종이었다. 

남문석 외(1994)의 알로에, 양배추, 율무, 날콩, 홍삼 등

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으로 조사되었다. 김경래(1996)

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요

법으로 달개비풀, 알로에, 양배추, 율무, 날콩, 홍삼 등이 

있었으며, 조미란, 조여원(1998)의 연구에서는 에분말, 

홍삼, 에번데기, 달개비풀, 날콩, 양배추, 돌미나리 등이 

있었다. 이경욱 외(2005)의 조사에서는 체의학 종류가 

93종이었으며 에, 뽕나무, 동충하 , 홍삼, 가시오가피 

등을 주로 사용하 다. 김윤숙 외(2000)의 부산지역 환자 

상 연구에서는 체의학 종류가 132 종 이었으며 에, 

인삼, 검은콩 순으로 주로 사용하 고, 박성재(2003)의 농

지역 연구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사용한 식품의 종류는 

90종 이었고 에, 검은콩, 미 순으로 사용하 다. 이

게 년도 별 지역 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항당뇨 기능성 

식품에 한 정확한 기능성에 한 정보가 없이 그때 그 

지역에 따라 유행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기능성 식품 사용에 들어간 비용과 효과는 Table 6과 

같다. 비용은 각각 5만원이하 61.5%, 10만원 이상 19.2%, 

20만원 이상 15.4%이었으며, 30만원 이상 지출한 상자

들은 3.9%이었다. 남문석 외(1994)의 연구 결과에서는 

상자들의 민간요법 사용에 들어간 비용이 평균 52만 3천

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식품의 효과 여부에서 78.9%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조미란,조여원(1998)연구에서도 

민간요법 후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1%

에 불과했으며, 남문석 외(1994)의 연구결과에서도 별 효

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9%로 나타났다. 이경욱 

외 (2005)의 연구에서도 별 효과가 없다로 응답한 경우가 

63.5%로 높았으나 당조 에 효과를 보았다는 응답비율

이 1994년 14.5%에서 17.6%로 증가 하 다고 한다. 

3) 기능성식품 섭취 동기  경로, 기간

기능성식품 이용기간은 6개월~1년이 42.3%로 가장 많

았으며, 3년 이상 지속 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9.6%에 불

과했다 <Fig 1>. 기능성식품을 이용하게 된 동기는 친구

나 친척 등 주  사람들의 권유로 하게 된 경우가 82%,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15.7%이었으

며, 민간요법 책자를 보고 이용하게 된 경우는 2.3%이었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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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iod of taking functional food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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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ading folk 
remedies
2.3%

[Fig 2] Access route of functional food

남문석 외(1994)등의 연구결과에서도 민간요법을 하게 

된 동기가 주 친구, 친지의 소개 72%, 신문, 매스컴 등의 

소개가 10.3% 으며, 조미란, 조여원(1998)의 연구결과에

서도 주 의 친구, 친지의 권유에 의해 민간요법을 시도

한 경우가 45.9% 으며,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의 소개에 

의한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박성제(2003)의 연구에서

도 67.8%가 주 의 권유 다. 이경욱 외(2005)의 연구에서

도 70.3%가 주의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본 연구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당뇨병 환자들이 주  사람들이

나 매스컴을 통해서 민간요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요법을 실시하는 당뇨병 환자

나 그 가족들에게 좀 더 극 인 교육을 하고, 학회 차원

에서 신문, 잡지나 매스컴에서 무분별하게 소개되는 민간

요법에 한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경래(1996), 이경

욱 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기능성식품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과, 여러 연구에서 조사된 것

들도 있으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생소한 식품들도 있

었다. 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다른 허 나 항당

뇨 약물과 같이 복용하면 당 증세를 유발시킬 수 있

으므로 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지역 한방병원을 방문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일반사항, 항당뇨 건강 기능성 식품의 섭취실태

를 조사하여 항당뇨 건강 기능성 식품의 올바른 권장을 

한 자료 제공에 목 을 두었다. 

조사 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37.3%, 여자가 

62.7%이었으며, 연령분포는 71세~80세가 24%로 가장 많

았다. 직업에서는 남자 35.7%, 여자 38.3%로 회사원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상자의 월수입은 

66.7%가 201만원~250만원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인 남

자가 50%이었고, 여자는 31.%로 남자의 학력이 조  높게 

나타났다.

상자들의 42.3%가 5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35.7%, 여자의 53.2%가 당뇨병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뇨병 리를 하여 식사요법

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61.5%로 가장 많았다. 항당뇨기능성 식품을 경험한 조사

상자는 69.3%로 나타났으며, 조사 상자들이 사용한 기

능성식품의 종류로는 콩, 인삼, 홍삼 등의 항당뇨기능성 

식품으로 잘 알려진 것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미

꾸라지, 붕어, 오미자, 양배추, 추, 보리, 칡, 뽕나무 등

이 있었다. 그러나 항당뇨기능성 식품의 섭취 만족도에서 

78.9%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주

사람들의 권유로 이용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용기간이 짧

으며, 탁월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상자

들의 82%가 친구 는 친척의 권유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6개월~1년 이용한 조사 상자들이 가장 많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 부분이 항당뇨기능성 식품의 

이용도가 높으나 문가의 도움 없이 부분 친구나 친척

의 권유로 사용하여 당 강하 약품과 같이 복용하거나 

당 강하 효과가 큰 허 류를 복 사용할 경우 당

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항당뇨기능성 식품 복

용 시 반드시 의사나 양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킬 교육이 필요하며, 항당뇨기능성 식품의 선택이 

치 않아 경제  손실이 크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항 당뇨 기능성 기 이 연구된 식품에 한 올바른 

홍보와 교육이 극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당뇨병, 항당뇨기능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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