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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urveyed 821 children (ages 12-15 y) in Daejeon city and Cunngcheong province, Korea for their use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VMS), either over-the-counter drugs and/or health functional foods (HFF). We also

considered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VMS use,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variables, eating

habits and nutritional beliefs of VMS by subjects. The frequency of VMS use was 24.8% and, in comparison to counterparts,

it was higher in subjects attending middle school (p<0.001), in those living in a large city (p<0.001), in those with a high

monthly family income (p<0.05), and in those with high concerns about school performance by parents (p<0.01). Self-

health concerns by subjects (p<0.05) and concerns about health of offspring by parents (p<0.01) were higher in users than

in nonusers. Eating habits of subjects did not affect the use of VMS. Users had a more positive view concerning the potential

health benefits of VMS than did nonusers (p<0.05). Most users took VMS when they were healthy (78.9%) and expected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maintenance’ (44.6%). However, most users did not feel any special effects from VMS use

(58.8%), and they got their information on VMS through family and relatives (53.9%). Users of VMS preferred vitamin C

supplements (44.2%) and Ca-supplements (56.9%). Therefore, the results show that VMS use is widely spread among the

subjects, and that use of VMS is influenced by multiple variables and subjective criteria. Therefore, practical guidelines on

VMS use for children’s health and growth should be given through nutri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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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일상식사 외에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통

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가정

에서 성장기 자녀에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제공하는 사

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에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은 어린이에게 실제로 부족하거

나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제를 통

해 보충시켜줌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 등을 돕고자 하

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의 향상, 건

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양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 발표와 관심 증가, 산업발달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활발한 공급 등

이 어린이에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제공을 가능하게 해

준 기반이 되었다(Kim & Keen 2002; Kim 등 2010).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각각 또는

동시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약, 캡슐, 분말 또는 액

체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단일 비타민제, 혼합 비타

민제, 단일 무기질제, 혼합 무기질제, 혼합 비타민·무기질

제로 분류된다. 단일 비타민제에는 비타민 A제, B군제, C

제, E제가 있으며, 단일 무기질제에는 칼슘제, 철제 등이

있다. 그리고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유형에는 의사의 처

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용제품(over-the-

counter drugs)과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영양보충용제품

이 있는데, 이들 두 유형간의 영양소 조성과 함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단지 사람마다 갖고 있는 판단 기준에 의해

각 유형이 선택되고 있는 경향이다(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2004; KIMS OnLine homepage; KFDA

homepage).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섭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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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지 못했던 관계로, 1990

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이 분야에 관한 보고를 폭넓게 살펴보

면, 우선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

은 3-7세 어린이 34.2%(Song & Kim 1998), 초등학교 어

린이 32.5%(Kim & Keen 2002), 청소년 31.3%(Han & Kim

1999)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타민·무기

질 보충제 섭취율은 30%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

라 어린이들 사이에 선호되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종류를

보면, 전국 초등학생의 경우 혼합 비타민·무기질제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이 비타민 C제와 칼슘제의 순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een 2002). 또한 어린이의 비

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에 일반환경요인, 건강관련요인, 비

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 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의 연령이 낮을 때, 가

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 부모 또는 형제가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섭취할 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가 건강

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기대하는 정도가 높을 때 등에 어

린이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Han & Kim 1999; Kim & Keen 2002; Kim 등 2010).

어린이에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

한가에 대해서 영양학계에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가능한 한

일상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상적으로 영

양을 공급 받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의 섭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영양 섭취가

부족한 저소득층의 어린이, 식욕이 저하된 어린이, 편식하는

어린이, 채식하는 어린이, 체중조절을 위해 식이요법을 적용

받고 있는 어린이,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어 우유 섭취가 어

려운 어린이 등에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제공할 필요

가 있으되, 각 비타민과 무기질을 1일 상한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할 위험이 없는 혼합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섭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Kim 등 2006a; Kim 등

2006b).

특히 현대사회에서 어린이의 영양부족섭취보다는 영양과

잉섭취가 더 문제시됨에 따라, 무분별한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 섭취에 따른 미량 영양소 과잉 섭취가 주요 영양문제

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체내 장기가 아직

미숙한 상태이어서 미량 영양소 과잉 섭취에 따른 유해작용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으므로, 어린이는 미량 영양소를 과

잉 섭취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Brown 1999;

Koran Nutrition Society 2005).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조

사한 결과, 비섭취군의 경우 1일 식사를 통한 비타민과 무

기질 섭취량이 상한섭취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으나, 섭취

군의 경우 1일 식사와 보충제를 통해 섭취한 총 비타민 A,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철, 아연 섭취량이 해당 상한섭

취량을 초과하는 비율이 각각 67.6, 97.1, 45.1, 8.3, 7.7,

41.0%가 되어, 우리나라 어린이들 사이에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에 따른 미량 영양소 과잉 섭취 문제가 발생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Kim & Keen 2002).

이처럼 어린이들 사이에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가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를 통한

미량 영양소의 과잉 섭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추

세는 앞으로 어린이의 성장, 건강, 영양간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

취 실태 파악과 어린이의 바른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

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 분

야의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충북 충주시,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총 8개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2-15세의 남녀 어린이 총 821명으로 구성되었

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에 의해 이루어져, 설문 조사를 위해 협조가 가능한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설

문 조사는 연구자가 미리 해당 학교의 학급 담임 또는 가정

교과 선생님에게 설문지 응답 요령을 전화와 우편을 통해 알

려주고, 해당 선생님들이 이를 조사 대상 어린이들에게 전

달한 직후에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으로 행

해졌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대상자를 위해서는 설문 문항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대학

생 설문 도우미들을 해당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설문 조사 진

행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 12. 2.-2008. 12. 30.이며, 이 기간

동안 총 89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885부가 회수(회수율

99.4%)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821부

(회수된 설문지의 통계처리율 92.8%)가 통계처리용으로 사

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예비조사는

본 설문 조사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에 거

주하는 14세 어린이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008. 11.

10.-2008. 11. 18. 사이에 실시되었다.

2.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자의 정의

본 연구에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자(users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는 포장과 용기의 주표시

면에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s)이나 건강기능식

품의 영양보충용제품으로 표시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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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을 설문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1-2

회 이상/주 빈도로 1개월 이상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선행보고(Kim 1997;

Koo & Park 2001; Yoo 등 2001; Kim 2004; Kim 등

2005)를 참조하여 초안을 만든 다음,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후, 다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 보완하는 형

식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1차 설문지와 2

차 설문지로 준비되었으며, 1차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환경

요인, 건강관련요인, 식생활관련요인(평소 식습관),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 등을 묻는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2차 설문지의 내용은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 섭취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차 설문지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인 821명이며, 2

차 설문지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정한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섭취자의 조건을 충족시킨 204명이었다.

1차 설문지 중 일반환경요인에는 학교급(초등학교, 중학

교), 성별, 나이, 거주지, 가정의 월평균수입, 어린이가 느

끼는 부모의 자신 학업에 대한 관심도(부모의 자녀학업관심

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건강관련요인에는 어린이가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건강자각도), 건강관심도(자아건강

관심도), 체형인식도(자아체형인식도)와 함께 어린이가 느끼

는 부모의 자신 건강(부모의 자녀건강관심도) 및 성장에 대

한 관심도(부모의 자녀성장관심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

다. 식생활관련 요인은 평소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

표를 이용하여 파악되었다. 본 진단표는 고지혈증과 관련된

식사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고지혈증 관련뿐만 아니

라, 일반인의 평소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널리 활용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본 진단표를 그대로 적용하였

다(Park 등 2001). 본 진단표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

는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3단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타

민과 무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믿고 있는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연구

자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단계 척도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예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조사시 제시한 13 문항 간의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이 값이 0.93으로 나와

문항간의 내적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설문 조사에서도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비타민·무기질 보충

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를 묻는 13 문항이 그대로 적

용되었다.

2차 설문지에는 비타민 무기질·보충제 섭취행동을 알아

보기 위해, 보충제 섭취 시기, 섭취 이유, 섭취 후에 느낀

효과, 정보 급원, 보충제의 영양표시 이해 정도, 권장 섭취

량 준수여부, 앞으로 보충제 섭취여부 및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해 선호하는 영양소의 종류 등에 관한 문항이 포

함되었다. 섭취군이 섭취한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의 종류

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차

설문 조사시 대학생 설문 도우미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섭

취군에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관한 사진 파일을 보여

주었다. 본 사진 파일은 제조회사 홈페이지 조사와 함께 여

러 약국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수집한 어린이

용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제품 사

진, 제품명, 영양소 조성, 제조회사, 권장 섭취량 중심으로

담아 제작된 것이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일반환경요인, 건강관련요

인과의 관계는 각각 χ
2-test에 의해 분석되었다.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섭취군과 비섭취군간의 식생활진단 점수, 비

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 비교는 각

각 t-test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 처리

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USA) 14.0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환경요인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조사대상자의 일반환경요인 중 조사대상자의 학교급 구성

은 초등학생 31.7%, 중학생 68.3%로서, 초등학생보다 중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Table 1>. 조사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거의 같으며, 연령 분포는 12-15세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나 15세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분포는 대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농촌지역과 중

소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같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부

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섭

취 비율은 24.8%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미취학 어

린이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인 34.2%(Song &

Kim 1998)와 청소년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인

31.3%(Han & Kim 1999)보다 다소 낮았다. 또한 본 조사

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을 생애 다른 주기

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중년기의 40.8%(Kim 1994)와 노

인기의 44.9%(Song & Kim 1997)보다 낮아, 어린이의 비

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이 중·노년기보다 낮은 경향

이었다. 이는 연구마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자에 대

한 정의가 얼마나 엄격하게 되어 있는가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ong & Kim 1998; Han & Kim 1999; Kim 등

2001; Kim 등 2003). 뿐만 아니라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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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2-15세로서 식욕이 좋은 시기에 있는 만큼 정상적인 식

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함과 함께 건강상태도

좋으나, 중·노년기의 경우는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의

영향과 치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식욕이 좋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발생 위험도가 높거나 이미 만

성퇴행성질환을 갖고 있어, 어린이에 비해 중·노년기에 영

양과 건강을 위해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의존률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환경요인이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

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교급에 따른 차이로서 중학생

이 초등학생보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이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각각 32% 정도(Han & Kim 1999; Kim & Keen 2002)로

같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초등학생 중 고학년과 청소년초기로만 구성된

것에 비해,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초등학생과 청소년 전

체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과 대학입

시를 앞둔 고등학생 대상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들 연

구간에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의 필요성

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가 아닌가 생

각된다. 성별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는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비타

민·무기질 보충제 섭취률이 남아가 높은 경우(Song & Kim

1998), 여아가 높은 경우(Han & Kim 1999),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경우(Kim & Keen 2002) 등이 보고되어, 성

별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는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 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도시 거주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

제 섭취율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높았는데

(p<0.001),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Park

1995; Kim & Keen 2002). 가정의 월평균수입과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섭취와는 양의 관계가 있어(p<0.05), 선행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nonusers of vitamin · mineral supplements

Variables Users1) Nonusers Total x2-test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0 702)(34.3)3) 190(30.8) 0260(031.7)4) ***
Middle school 134(65.7) 427(59.2) 561(068.3)

Gender
Male 106(52.0) 361(58.5) 467(056.9) NS
Female 098(48.0) 256(41.5) 354(043.1)

Age(years)
12 067(32.8) 195(31.6) 262(031.9)
13 049(24.0) 170(27.6) 219(026.7) NS
14 066(32.4) 172(27.8) 238(029.0)
15 022(10.8) 080(13.0) 102(012.4)

Residence
Rural community5) 010(04.9) 077(12.5) 087(010.6)
Small/middle city6) 008(03.9) 079(12.8) 087(010.6) ***
Large city7) 186(91.2) 461(74.7) 647(078.8)

Monthly family income(1,000 KW)
<1,500 007(03.4) 048(07.8) 055(006.7)
1,500-2,499 027(13.2) 111(18.0) 138(016.8)
2,500-3,499 050(24.5) 167(27.1) 217(026.4) *
3,500-4,999 064(31.4) 147(23.8) 211(025.7)
≥5,000 056(27.5) 144(23.3) 200(024.4)

Concern about child's school performance by parents
Moderate 035(17.2) 167(27.1) 202(024.6) **
Much 169(82.8) 450(72.9) 619(075.4)

Total 0204(24.8)4) 617(75.2) 821(100.0)
1)A users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VMS) was defined as a person who took VMS belonged to over-the counter drugs and/or health
functional foods at least 1 to 2 d/wk for more than one mo within the previous 6 mo.
2)Number of subjects
3)Percentage of subtotal subjects of same column
4)Percentage of total subjects
5)Rural community: Chongwon myun in Chungbuk province
6)Small/Middle city: Chungju city in Chungbuk province and Kongju city in Chungnam province
7)Large city: Deajon city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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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Park 1995; Yoo 등 2001; Cha 등 2007; Yi 등 2009)

와 같은 경향이었다. 그리고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부모의

자녀학업성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p<0.01).

2. 건강관련요인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섭취

건강관련요인이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

취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와 같다. 우선, 조사 대상 어

린이의 건강자각도와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는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린이가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

고 느낄 때가 좋다고 느낄 때보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이 높다는 선행보고(Han & Kim 1999)와 차이가 있

었다. 어린이의 자아건강관심도(p<0.05)와 부모의 자녀건강

관심도(p<0.01)가 높을 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

이 각각 높았다. Kim 등(2003)의 연구에서도 비타민·무

기질 보충제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부모의 자녀건강관심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어린이의

자아체형인식도와 부모의 자녀성장관심도는 조사 대상 어린

이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Song & Kim 1998; Han & Kim

1999)와 같았다.

<Table 2> Health related variables of users and nonusers of vitamin · mineral supplements

Variables Users Nonusers Total x2-test
Self perception of health status

Poor 0 181)( 08.8)2) 041( 06.7) 0059( 07.2)3)

Fair 111( 54.4) 347( 56.2) 458( 55.8) NS
Good 075( 36.8) 229( 37.1) 304( 37.0)

Self concern about health
Little 028( 13.7) 086( 13.9) 114( 13.9)
Moderate 092( 45.1) 341( 55.3) 433( 52.7) *
Much 084( 41.2) 190( 30.8) 274( 33.4)

Self perception of body shape
Under weight 059( 28.9) 140( 22.7) 199( 24.2)
Normal 107( 52.5) 338( 54.8) 445( 54.2) NS
Overweight 038( 18.6) 139( 22.5) 177( 21.6)

Concern about child's health by parents
Moderate 042( 20.6) 193( 31.3) 235( 28.6) **
Much 162( 79.4) 424( 68.7) 586( 71.4)

Concern about child's growth by parents 
Moderate 049( 24.0) 190( 30.8) 239( 29.1) NS
Much 155( 76.0) 427( 69.2) 582( 70.9)

Total 0204( 24.8)3) 617( 75.2) 0821(100.0)
1)Number of subjects
2)Percentage of subtotal subjects of same column
3)Percentage of total subjects
*p<0.05, **p<0.01
NS: Not significant at α=0.05

<Table 3> Eating habits of users and nonusers of vitamin · mineral supplements1)

Variables Users Nonusers t-test
Do you have full meal? 02.0±0.52) 2.0±0.5 NS
Do you have a variety of food? 1.7±0.7 1.7±0.7 NS
Do you have three meals regularly? 2.5±0.8 2.4±0.8 NS
Do you have vegetable besides Kimchi at every meal? 2.4±0.7 2.3±0.7 NS
How often do you eat meat? 2.2±0.8 2.2±0.8 NS
Do you have fruit everyday? 2.6±0.6 2.5±0.6 NS
How often do you eat fish, egg and soy bean at every meal? 2.2±0.6 2.2±0.7 NS
Do you have milk product and yogurt everyday? 2.3±0.7 2.2±0.7 NS
How often do you eat sea algae? 2.2±0.7 2.1±0.6 *
Do you usually eat not salty foods? 1.8±0.5 1.9±0.6 NS

1)Minimum & maximum score for each statement is 1-3 and that for total statements is 10-30. 1=seldom, 2=sometimes, 3=usually
2)Mean±SD
*p<0.05
NS: Not significan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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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생활관련요인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섭취

조사대상자의 평소 식습관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와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전반적으로 섭취군과 비섭

취군간에 평소 식습관의 차이가 없으며, 단지 해조류 섭취

횟수만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높았다(p<0.05). 선행연구에

서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군에서 비섭취군보다 어린

이가 평소 편식을 하는 비율,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비

율, 영양균형도가 낮은 식사를 하는 비율이 각각 높아, 전

반적으로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어(Song & Kim 1998; Kim & Keen 2002),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4.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와 비

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는

<Table 4>와 같이, 전반적으로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높

았다(p<0.05). 항목별로 보면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먹

으면 힘이 생긴다’(p<0.01),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기 위

해서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한다’(p<0.05),

‘피곤하고 지칠 때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

(p<0.05),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먹으면 감기를 예방·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p<0.05),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p<0.05), ‘비타

민·무기질 보충제를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예방될 수

있다’(p<0.01) 등에서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Kim 등(2001)

과 Kim 등(2003)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5.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군의 보충제 섭취 행동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군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에 대한 섭취 행동은 <Table 5>와 같다.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를 섭취하는 시기는 ‘평소 건강할 때 섭취한다’가 78.9%

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시험기간에 섭취한다’(6.9%)는

비율이 높았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유는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44.6%)>‘성장을 위한 영양보충용으

로’(29.9%)>‘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감소’(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가 평소 건강할 때

섭취되는 경향인 것은, Han & Kim(2000)의 연구에서 청

소년의 경우 섭취군의 67%가 평소 건강할 때 비타민·무기

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리고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주된 이유가 미취

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보고(Song & Kim 1998)에

서는 ‘밥을 잘 먹지 않아서’(39.3%), ‘밥만으로는 영양 섭

취가 충분한 것 같지 않아서’(23.2%)로 나타나, 본 연구 결

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조사대상자는 혼자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 것에 비해, 선행연구의 대상자

는 혼자서 식사를 잘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식, 소식

등의 식사행동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취학 어린이이

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후에 느낀 효과 정도에 대해

서는 ‘부작용은 없었으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58.8%)라

는 응답 비율이 높아, 비타민·무기질 보충제가 안심 차원

에서 섭취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었다.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에 대한 정보 급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53.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 약사’(22.5%)>‘TV, 홈쇼핑, 라디

<Table 4> Nutritional beliefs concerning vitamin · mineral supplements of users and nonusers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1)

Belief statements Users Nonusers t-test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provide pep and energy. 03.1±0.92) 2.8±0.9 **
People should have vitamin·mineral supplements to insure adequate nutrition. 2.7±1.0 2.5±1.0 *
People need vitamin·mineral supplements if they feel tired and run down. 2.7±1.0 2.5±1.0 *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prevent or treat colds. 2.8±1.1 2.6±1.0 *
Use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improve school performance through improvement of memory and concentration. 2.4±1.0 2.2±0.9 NS
Vitamin · mineral supplements can prevent or treat skin diseases such as acne. 2.3±1.0 2.4±1.0 NS
Vitamin · mineral deficiency can cause chronic diseases such as cancer, hypertension and atherosclerosis. 2.5±1.1 2.5±1.1 NS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prevent constipation and bowel cancer. 2.6±1.0 2.5±1.0 NS
Consumption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help reduce stress. 2.4±1.1 2.2±1.0 *
Consumption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help remove freckles. 2.3±1.1 2.3±1.0 NS
Consumption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help get better appetite. 2.3±1.1 2.1±1.0 NS
Consumption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help prevent various diseases. 2.5±1.1 2.3±1.1 **
Consumption of vitamin·mineral supplements can help prevent depressions. 2.1±1.0 2.0±1.0 NS

Total 32.5±8.10 31.0±8.90 *
1)Minimum & maximum score for each statement is 1-5 and that for total statements is 13-65. 1=very strongly disagree, 2=strongly disagree,
3=so so, 4=strongly agree, 5=very strongly agree
2)Mean±SD
*p<0.05, **p<0.01
NS: Not significan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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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인터넷 등의 광고’(12.3%)>’자신의 판단’(11.3%)의 순

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가 비전

문적인 정보 급원의 영향으로 섭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Kim 등

2010), Kim & Kim(2006)의 지적에서처럼 무분별한 비타

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에 따른 건강 부작용 등이 우려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영양표시를 이해하는 정도

는 ‘거의 이해한다’가 52.9%로 높았다. 그리고 섭취군의 대

부분이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포장에 제시된 권장 섭취

량을 준수하고 있으며(69.1%), 섭취군의 경우 87.7%가 ‘앞

으로도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섭취하겠다’고 응답하여,

비타민·무기질 보충제가 미래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섭취될

것으로 보여졌다.

‘섭취군’이 선호하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영양

소 종류는 <Table 6>과 같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제

(44.2%)>혼합비타민(22.5%)>혼합비타민·무기질제(18.6%)

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무기질제 중에서는 칼슘제의 선호율

이 56.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혼합무기질제(31.4%)>

철제(9.3%)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무기질 보충

제에 대해 선호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종류를 조사한 Kim

등(200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그런데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에 대해 선호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종류는 생애 주기

에 따라 차이가 있어, 중년기(Kim 1994)의 경우에는 비타

민·무기질 보충제 중 비타민 B군제의 섭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생애주기별로 건강과 영양에 관

련된 문제가 다름과 함께 이에 맞춘 광고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Usage behaviors of users of vitamin · mineral supplements

Variables Contents  N (%)

Use period 

When they feel sick 
When they are stressful
When they have no appetite
When they are in exam period 
When they are healthy

 7(003.4)
 11(005.4)
 11(005.4)
 14(006.9)

 161(078.9)

Use reason

Fatigue recovery & stress buster 
Disease prevention & health maintenance
Improve memory and concentration 
Supplement for growth
Treat skin diseases such as acne

 33(016.2)
 91(044.6)
 10(004.9)
 61(029.9)
 9(004.4)

Responded effect
obtained from their use 

Bad effect
Neither side effect nor effect
A little effective
Very effective 

 0(000.0)
120(058.8)
 72(035.3)
 12(005.9)

Information source 
Physician, pharmacist
TV, radio, internet, newspaper, magazine
Parent, relative, friend
Own judgement

 46(022.5)
 25(012.3)

 110(053.9)
 23(011.3)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of
nutritional label

Little
Almost
Very well

 66(032.4)
108(052.9)
 30(014.7)

Observance of 
recommended dosage

Less than the recommended dosage
As much as the recommended dosage
More than the recommended dosage

 45(022.1)
141(069.1)
 18(008.8)

Opinion of future use Won't use
Continue to use

 25(012.3)
179(087.7)

Total 204(100.0)

<Table 6> Type of preferred nutrient of vitamin · mineral supple-

ments by users

Type Preferred nutrient  N (%)

Vitamins

Vitamin A
Vitamin D
Vitamin B complex
Vitamin C
Multi-vitamins
Multi-vitamins & 
minerals

 17(008.3)
 2(001.0)

 11(005.4)
 90(044.2)
 46(022.5)
 38(018.6)

Minerals

Calcium
Iron
Zinc
Selenium
Multi-minerals
Others

116(056.9)
 19(009.3)
 2(001.0)
 1(000.4)

 64(031.4)
 2(001.0)

Total  2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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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하여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는 12-15세 어린이 총 821

명(남자 467명, 여자 35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 섭취 실태, 관련 요인 및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행동을 파악하여, 이 분야의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

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율은 24.8%

이며,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 일반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비율이

(p<0.001), 대도시 거주자의 비율이(p<0.001), 가정의 월

평균수입이 높은 비율이(p<0.05), 부모의 자녀학업관심도가

높은 비율이(p<0.01) 각각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

령은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 관계가 없었다.

2) 건강관련요인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의 관계

에서,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어린이의 자아건강관심도

(p<0.05), 부모의 자녀건강관심도(p<0.01)가 각각 높았다.

3) 조사대상자의 평소 식습관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의 관계는 해조류 섭취 횟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었다. 해조류 섭취 횟수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높았다(p<0.05).

4)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와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와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p

〈0.05). 항목별로 보면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먹으면

힘이 생긴다’(p<0.01),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기 위해서

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한다’(p<0.05), ‘피

곤하고 지칠 때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

(p<0.05),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먹으면 감기를 예방·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p<0.05),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p<0.05), ‘비타

민·무기질 보충제를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예방될 수

있다’(p<0.01) 등에서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기대도가 더

높았다.

5)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섭취 행동으로, 섭취군

은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평소 건강할 때 섭취하는 경향

(78.9%)이며, 주된 섭취 이유는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44.6%)를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섭취군은 비타

민·무기질 보충제 섭취 후에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경우(58.8%)가 많으며, 보충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가족

이나 친지 등 주변사람들(53.9%)로부터 얻고 있었다. 또한

섭취군은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영양표시를 이해하

는 비율(52.9%)이 높으며,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고 있었다

(69.1%). 이밖에도 섭취군의 대다수가 ‘앞으로도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섭취하겠다’(87.7%)고 긍정적으로 응답하

였다.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해 선호하는 영양소는 비

타민 C제(44.2%)와 칼슘제(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가 보

편화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에

일반환경요인, 건강관련요인,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건

강 효과에 대한 기대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정

보를 전문가보다는 주변인으로 부터 얻고 있으며,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의 비타

민 · 무기질 보충제의 섭취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

고 있음과 함께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어린이의 체내 장기는 아직 미숙한 상태

이어서, 어린이의 무분별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에

따른 건강 위험성은 생애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 따라서 어

린이와 부모 대상으로 영양 섭취 수단으로서 균형 잡힌 식

사가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가 꼭 필요할 때만 바르게 섭취될 수 있도록 영양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습득된 바른

생활습관 형성은 건강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어

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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