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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aseptic foods (sterilized foods with radiation
technology) in cancer patients in Busan. The subjects were 192 cancer patients at a hospital. This study was
performed through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s. Patients had perception scores on the need to develop aseptic
foods (4.30 points out of 5.00), use aspetic foods (4.06/5.00), and intake aseptic foods (4.04/5.00). Patients less
than 59 years old had significantly higher perception scores than those over 60 years old (p<0.05). The scores
on aseptic food indicated the importance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sanitation (4.86/5.00), good materials
(4.82/5.00), nutritional value (4.79/5.00), unused of monosodium glutamate (MSG) (4.66/5.00), taste (4.61/5.00),
and reasonable prices (4.60/5.00). The patients who were college graduat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and importance in good materials, proper packaging unit, simple cooking methods, food diversity, and familiar
foods (p<0.05). In the aseptic menu items, patients wanted to include seasoned raw vegetables (4.11/5.00), a
set menu (including cooked grain, soup, and a side dish) (4.08/5.00), seasoned cooked vegetables (4.04/5.00),
low sodium kimchi (3.98/5.00), and fermented sauces (3.92/5.00). The patients with gastrointestinal cancer and
other cancers (e.g. breast, thyroid, and renal cancer) had significantly higher necessity scores than lung patients
for stew, seasoned raw vegetables, salad, low sodium kimchi, and a set menu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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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자 증가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소비자들의 편의식품의 이용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1,2). 특히 식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주부들의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조리과정을 최소

화한 편의식의 간편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편의식 판

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4). 그러나 소비자

들의 웰빙과 로하스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첨가

물 함유와 위생 등 편의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5,6). 최근 들어 악성 신생물, 뇌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

고 있으며, 식사요법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7). 그러나 치료식 조리방법의 어려

움과 전문지식 부족, 치료식을 조리해 줄 사람의 부재 등으

로 인해 실제 가정 내 식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편의식 형태의 치료식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8).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노인이나 면역에 문

제가 있는 특정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배달급식과 같은

영양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9-11), 우리나

라에서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의식 개

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을 뿐(11,12)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식 개발 연구는 미우 미비

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8.2%로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단기술의 발달과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암 환자의 수도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13,14). 암환자의 상당수는 비정상적인 대사항진

으로 인하여 열량 섭취량 감소와 열량 요구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 근육소모, 체중감소, 영양불량 등이 나타나는 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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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질(cancer cachexia) 상태가 된다(15). 특히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과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구내염, 마각의 변화 등으로 영양공급이 감

소하여(16) 암환자에게 있어서 영양 불량 상태는 암의 치료

를 방해하며, 사망률과 이환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17). 따라서 암환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영양 섭취는 영양

상태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계속되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

도록 하며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므로, 환자의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암환자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다

(18). 일반적으로 암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충분한 열

량과 단백질을 공급하고 과다한 동물성 지방이나 염분의 섭

취를 제한하면서 균형된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결핍이나 면

역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9).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비멸균제품을 섭취할 경우 세균에 의

한 장관내의 오염으로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멸

균된 환자식 개발이 필요하다 보겠다.

식품산업에서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생물의 사멸에 의한

위생화를 위해 방사선 조사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데(20,21),

적절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적 및 관능

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에서 유래하는 오염 유

기체들로부터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유익한 식품

위생 처리 방법이다(22). 환자식의 경우 크로아티아, 핀란드,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는 10 kGy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방사선 조사식품 규정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약

30～50 kGy로 환자식 및 군대식에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고

(23), 한국에서도 식품에 10 kGy 이하로 조사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4). 반조리나 완전조리 상태의 편의

식품류는 위생 및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유통

중인 편의식품의 식중독균의 오염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꾸

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바(25), 암환자를 비롯한 면역치료

및 장기이식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품 선택권 보장

을 위하여 환자용 멸균 편의식 개발이 시급하다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기술

을 활용한 멸균식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요구하는 식품 종류

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환자용 멸균

편의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부산지역 암전문병원의 암환자 192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입원 및 외래 암환자에게 조사자가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한 후 조사에 응한 대상자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면서 일대일 면접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총 배부

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92부(회수율: 100%)이며,

모두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22일

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내용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은 편의식 및 치료식 편의식 개발

에 대한 선행문헌(3,5,7)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부산지역 암전문병원 외래 암

환자 20명을 임의로 선정한 후, 설문문항의 이해도 및 필요

한 문항 도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

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문항을 성

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 식사준비자 등의 5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질환 특성 문항은 환자분류와 진단명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멸균식에 대한 인식 항목은 멸균식 섭취 바람직

함, 멸균식 개발 필요성, 멸균식 이용 의지 등의 3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음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은 반찬류는 국

및 탕류, 나물류, 샐러드류 등 12가지, 일품 요리류는 죽류,

비빔밥 등 5가지 및 세트음식(밥＋국＋반찬) 1가지 등 총

18가지로 구성하였다. 멸균식 선택속성의 중요성은 맛, 좋은

식재료, 영양 등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멸

균식 개발에 대한 인식, 음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 및 멸균

식 개발 시 선택 속성의 중요도에 대해 Likert의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5: 매우 동의한다, 매우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였다.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및 진단명에 따른 멸균식에 대한 인식, 개발

필요성 및 개발 속성별 중요도는 t-test 및 일원분산분석

(one way- ANOVA)으로 분석하였고, 각 집단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질환 특성에 대한 결과

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64.1%, 여

자는 35.9%, 60～69세 32.3%, 50～59세 31.7%, 49세 이하

19.3%, 70세 이상이 1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46.1%), 중졸(35.1%) 순이었고, 가족형태는 단독가족(45.7

%), 핵가족(44.2%) 순이었다. 식사준비자는 배우자가 61.1%,

본인이 직접 식사준비를 한다는 응답도 26.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질환특성은 외래환자 47.5%, 입원환자 25.5%이었

으며, 소화기암 46.4%, 호흡기암 24.6%, 기타 암 29.0%이며

기타 암의 종류에는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신장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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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 (%)

Demographic
feature

Gender
Male
Female
Total

123 (64.1)
69 (35.9)
192 ( 100)

Age (years)

≦49
50～59
60～69
≧70
Total

37 (19.3)
61 (31.7)
64 (32.3)
32 (16.7)
192 ( 1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Total

67 (35.1)
88 (46.1)
36 (18.9)
191 ( 100)

Family type

2 Genarations (parents＋children)
Couple (no children)
Single
Other
Total

84 (44.2)
87 (45.8)
11 ( 5.8)
8 ( 4.2)
190 ( 100)

Family member who
prepare meal

Him(her)self
Spouse
Child or grandchild
Other
Total

51 (26.8)
116 (61.1)
11 ( 5.8)
12 ( 6.3)
190 ( 100)

Clinical feature

Type of patients
In-patients
Out-patients
Total

49 (25.5)
143 (47.5)
192 ( 100)

Type of cancer

Gastrointestinal cancer
Lung cancer
Other cancer (breast, cervix, thyroid, renal etc.)
Total

85 (46.4)
45 (24.6)
53 (29.0)
183 ( 100)

멸균식 개발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멸균식에 대한 인

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멸균식 섭취에 대해 바람

직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4.04/5.00점이었다. 성

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49세 이하와 50～59세가 70세 이상보다 멸균식 섭

취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p<0.05),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멸균식 섭취

에 대한 인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멸균식 개발 필요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4.30/5.00점이며,

성별과 연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

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이 중졸 이하보다 멸균식 개발 필요성

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멸균식이

개발되어 시판될 경우 이용 의지의 평균점수는 4.06/5.00점

으로 나타나 암환자들이 멸균식 이용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성별, 연령 및 학력 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Yoon

등(3)의 한국형 건강 편의식 개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원하며 가공 및

전처리 식품의 이용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노인세대의 편의식 이용현황에 대한 연구(26)에서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식사 시 대용식을 이용하는 응답률이 유의적으

로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멸균식에 대한 인식 결과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기타 암환자가 호흡기암과 소화기

암 환자보다 멸균식 섭취에 대한 인식과 멸균식이 시판될

경우 이용 의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소화기암 환자는 멸균식 개발 필요성

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반찬류에서는

생채류 4.11점, 나물류 4.04점, 김치 3.98점, 장류 3.92점 순이

고, 일품요리류에서는 비빔밥 3.77점, 밥․국․반찬의 세트음

식도 4.08점으로 나타났다. 항암화학요법 환자들의 식습관

변화에 대한 연구(15)에서 육류섭취를 줄이고 의식적으로

야채를 많이 먹는 채식위주 식습관으로 변하였다고 보고되

었는데, 이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도 생채류와 나물류와

같은 채소 반찬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샐러드와 김치의 필요성 점수가 남

자보다 여자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0.05) 나머지 음식에

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차이에서 반찬

류 중 나물류는 49세 이하가 70세 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0.05), 생채류는 49세 이하가 60대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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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for aseptic foods by type of cancer

Lung cancer
Gastrointestinal

cancer
Other
cancer

Intake of aseptic
foods

3.97±0.751) 4.05±0.76 4.10±0.76
NS

2)

Need for aseptic
foods

4.31±0.82 4.33±0.70 4.27±0.83
NS

Use for aseptic
foods

4.08±0.99 4.01±0.84 4.13±0.92
NS

Score scale: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1)Mean±SD. 2)NS: Not significant.

세 이상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샐러

드는 49세 이하와 50대가 60대와 70세 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01). 일품요리 중 냉면은 49세 이

하가 50대 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p<

0.01), 볶음밥은 59세 이하가 60대 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연령층이 낮은 경우 필요성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반찬류 중 찜은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생채류는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p<0.05), 샐러드류는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일품요

리 중 냉면은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p<0.05), 볶음밥은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

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01). 밥․국․반찬

의 세트음식은 고졸이 중졸 이하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

를 보였다(p<0.05). 따라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경우

음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질환 특성에 따른 음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진단명에 따른 차이에서 반찬류 중 찜

(p<0.05), 샐러드류(p<0.01), 김치(p<0.05)는 소화기암과 기

타암 환자가 호흡기암 환자보다 필요성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채류는 기타암 환자가 호흡기암 환자보

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일품요리 중 볶

음밥은 소화기암과 기타암 환자가 호흡기암 환자보다 필요

성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1), 세트메뉴

는 소화기암과 기타암 환자가 호흡기암 환자보다 필요성 점

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p<0.05) 호흡기암 환자가 음

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멸균식 개발 시의 중요한 속성

조사대상자들이 멸균식 개발 시의 중요한 속성에 대한 점

수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 점

수는 ‘위생’(4.86/5.00점), ‘좋은 식재료 사용’(4.82/5.00점),

‘영양’(4.79/5.00점), ‘조미료 첨가 안함’(4.66/5.00점), ‘맛’(4.61/

5.00점), ‘적절한 가격’(4.60/5.00점)의 순으로 나타나 암환자

들은 음식의 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는 당뇨환자의 열량조절용 편의식 개발을 위한 소비자 행동

조사 연구(11)에서는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경우 위생, 영



멸균식 개발에 대한 암환자의 인식조사 207



208 이경아․손은주․송범석․김재훈․이주운․류은순

Table 5. The necessity for aseptic menu items by type of cancer

Items Lung cancer Gastrointestinal cancer Other cancer F-value

Side
dishes

Soups
Stews
Stir-fried dish
Braised dish
Glazed dish
Grilled dish, pan-fried delicacies
Seasoned cooked vegetables
Seasoned raw vegetables
Salad
Low sodium kimchi
Low sodium pickles
Fermented sauce foods

3.82±1.051)
3.64±1.06
3.82±0.91
3.42±1.11b2)
3.57±0.98
3.24±1.02
3.80±0.94
3.80±1.01b
3.37±1.28b
3.68±0.99b
3.60±1.28
3.93±0.96

3.91±0.86
3.88±0.89
3.71±0.98
3.93±0.92a
3.94±0.90
3.47±1.03
4.17±0.85
4.12±1.03ab
3.91±0.97a
4.08±0.87a
3.87±1.20
4.02±0.91

3.89±0.91
3.79±0.87
3.70±0.81
3.87±0.85a
3.81±0.88
3.51±0.99
4.05±0.78
4.33±0.71a
4.01±0.99a
4.06±0.83a
3.54±1.13
3.75±0.92

NS
3)

NS
NS
4.532

*

NS
NS
NS
4.041

*

5.257
**

3.213
*

NS
NS

One dish
meals

Porridge
Hot noddle
Naengmyeon
Bibimbap
Bokkeumbap

3.71±1.07
3.53±1.01
3.55±1.09
3.57±0.96
3.11±1.02b

3.71±1.18
3.54±1.05
3.46±1.13
3.76±0.99
3.24±1.10b

3.81±1.06
3.73±1.09
3.70±1.13
3.93±0.79
3.74±0.96a

NS
NS
NS
NS
5.649

**

Set meals (cooked grain＋soups＋side dish) 3.74±1.07b 4.20±0.92a 4.16±0.78a 3.850*

Score scale: 1 (never needed)～5 (very needed).
1)Mean±SD.
2)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3)NS: Not significant.

양, 건강, 맛 순으로 고려한다고 보고되었고, 치료식 편의식

개발에 대한 환자와 영양사의 요구도 조사 연구(7)에서 환자

들은 위생적으로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Jung 등(5)의 연구에서 일반 소비자들도 가정식사 대용

식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으로 위생적인 품질,

음식의 맛, 음식의 신선도 순이라 보고하여 일반소비자와 환

자들 모두 위생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저장의 용이성’이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p<0.05)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차이에서

59세 이하가 70세 이상보다 ‘영양’이 유의적(p<0.05)으로 높

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좋아하는 메뉴’는 49세 이하와 60～

69세가 70세 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

0.05).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70세 이상이 다른 연령군보다

중요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고(p<0.001), ‘친숙한 음식’

은 70세 이상과 60～69세가 49세 이하 환자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1).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좋은

식재료 사용’(p<0.05), ‘저장의 용이성’(p<0.05), ‘구입의 용

이함’(p<0.01)은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유의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으며, ‘적절한 포장단위’(p<0.05), ‘조리과정의

간편함’(p<0.01), ‘가정에서 조리하기 어려운 음식’(p<0.05),

‘다양한 종류의 음식’(p<0.05), ‘자주 먹는 친숙한 음식’(p<

0.001)은 대졸이 중졸 이하와 고졸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

수를 보였다.

질환 특성에 따른 멸균식 개발 시의 중요한 속성에 대한

점수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진단명에 따른 차이에서

소화기암 환자는 ‘좋은 식재료’가 4.90/5.00점으로 호흡기암

환자보다 중요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위생’은 호흡기암과 기타암 환자에서 각각 4.80점과

4.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질환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산 암전문병원 외래를 방문한 암환자들

을 대상으로 멸균된 편의식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환자용 멸균 편의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멸균식 섭취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전체 평균점수는 4.04/5.00점이

었다. 49세 이하와 50～59세가 70세 이상보다 멸균식 섭취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p<0.05),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멸균식 섭취에 대

한 인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멸균식

개발 필요성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4.30/5.00점이며, 학력

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이 중졸 이하보다 멸균식 개발 필요성

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멸균식이

개발되어 시판될 경우 이용 의지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4.06/

5.00점으로 나타났다. 음식별 멸균식 개발 필요성은 생채류

4.11점, 밥․국․반찬의 세트음식도 4.08점, 나물류 4.04점, 김

치 3.98점, 장류 3.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에서,

반찬류 중 나물류는 49세 이하가 70세 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0.05), 생채류는 49세 이하가 60대

와 70세 이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p<0.05),

샐러드는 49세 이하와 50대가 60대와 70세 이상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01). 진단명에 따른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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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portance for aseptic food items by clin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Lung cancer Gastrointestinal cancer Other cancer F-value

Taste
Good materials
Unused of MSGs
Nutritional value
Sanitation
Proper packaging unit
Neat and clean appearance
Easiness of preserving
Reasonable price
Simple cooking methods
Ease of purchasing
Foods difficult to cook at home
Favorite menu
Food diversity
Familiar foods

4.51±0.811)
4.73±0.57b2)
4.53±1.01
4.66±0.67
4.80±0.54
4.40±0.83
4.53±0.78
4.48±0.78
4.53±0.86
4.44±0.72
4.33±0.90
4.02±0.98
4.20±0.99
4.22±0.79
4.04±1.04

4.59±0.67
4.90±0.29a
4.67±0.92
4.84±0.39
4.89±0.30
4.44±0.71
4.55±0.66
4.58±0.56
4.59±0.72
4.49±0.74
4.55±0.66
3.90±1.11
4.25±0.83
4.33±0.75
4.33±0.78

4.69±0.50
4.77±0.46ab
4.75±0.50
4.80±0.39
4.87±0.33
4.57±0.59
4.54±0.59
4.61±0.52
4.64±0.58
4.43±0.68
4.62±0.52
4.05±1.02
4.26±0.81
4.24±0.85
4.23±0.89

NS
3)

3.105
*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Score scale: 1 (very unimportant)～5 (very important).
1)Mean±SD.
2)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3)NS: Not significant.

서, 반찬류 중 찜(p<0.05), 샐러드류(p<0.01), 김치(p<0.05)

는 소화기암과 기타암 환자들이 호흡기암 환자들에 비해 필

요성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채류는 기타암

환자들이 호흡기암 환자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일품요리 중 볶음밥은 소화기암과 기타암

환자들이 호흡기암 환자들에 비해 필요성 점수가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p<0.01), 세트메뉴는 소화기암과 기타

암환자들이 호흡기암 환자들에 비해 필요성 점수가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좋은

식재료 사용’(p<0.05), ‘저장의 용이성’(p<0.05), ‘구입의 용

이함’(p<0.01)은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유의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으며, ‘적절한 포장단위’(p<0.05), ‘조리과정의

간편함’(p<0.01), ‘가정에서 조리하기 어려운 음식’(p<0.05),

‘다양한 종류의 음식’(p<0.05), ‘친숙한 음식’(p<0.001)은 대

졸이 중졸 이하와 고졸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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