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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식이보충제는 영양소 섭취의 주된 급원인 식품 및 강화 형태의 식품과 

더불어 영양소 급원 중 하나이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식이보충제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의 섭취는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더하여 총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하여 총 영양소 

섭취를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이 큰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이보충제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상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로는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조사에 응답한 만 1세 이상 

대상자 중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결과 식이보충제를 섭취한다고 

응답하고 섭취하고 있는 제품 정보를 기입한 6,082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식이보충제 1회 제공량에 따른 영양소 함량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품을 제외한 1,319 

제품의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이 중 비타민-무기질 

제품이 392종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비타민-무기질 제품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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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의 미량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었다.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상태를 평가하였다. 분석 자료로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조사에 응답한 만 1세 이상 대상자 22,11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그룹 별로 분석하였다. 식이보충제로부터의 영양소 

섭취량은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의 섭취 기준 분량 대비 실제 1회 

복용 분량과 복용 빈도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식이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는 일상섭취량으로 산출 하였고, 총 영양소 섭취량은 식이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과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성인에서 식이보충제 섭취자는 비섭취자에 비해 식품 급원 만으로도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어린이 및 

유아에서는 일부 영양소를 제외하고는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고려한 총 영양소 섭취량에 

있어서는 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다량영양소와 나트륨을 

제외한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량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전 연령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의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했을 때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칼슘, 철에 대해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로 섭취 부족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식이보충제의 섭취가 비타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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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철과 같은 일부 영양소에 대해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식이보충제 이용은 일부 

영양소의 과잉 섭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식이보충제 이용은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의 섭취에 도움을 주나,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 일부 대상자의 과잉 섭취의 우려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응답 정보, 제품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섭취하였다고 응답한 모든 제품을 포함할 수는 없어 제한점이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서 오는 영양소 섭취량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국가적 조사의 식이보충제 섭취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섭취량 계산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종류를 더 

넓혀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영양소 섭취 평가 

학번: 2009-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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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식이충제의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식이보충제는 영양소 섭취의 주된 급원인 식품 및 강화 형태의 

식품과 더불어 영양소 섭취의 급원 중 하나이다 (Block, Sinha et al. 

1994).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세 이상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2005년 25.8% 였으나, 2007년 33.3%, 2008년 

34.1%, 2009년 33.8%로 증가하였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조사 결과에서도, 식이보충제 섭취 

조사를 처음 실시하였던 1970년대의 20세 이상 성인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남자 28%, 여자 38% 였으나, 1988-1994년 약 40%, 2003-

2006년 약 50% (1세 이상 4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Bailey, 

Gahche et al. 2011, Gahche, Bailey et al. 2011).   

식이보충제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식이보충제의 

섭취는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더하여 총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이나 개인의 영양상태 판정에 있어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영양상태 

판정에 오류를 범할 수 도 있다 (Block, Sinha et al. 1994).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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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하여 영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에 따른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식이보충제의 사용은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나, 

또한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는 과잉 섭취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phy, White et al. 2007, Burnett-Hartman, Fitzpatrick 

et al. 2009). 

 한국인을 대상으로 식이보충제 이용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30-70%의 

대상자가 식이보충제를 이용하였으며, 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Song and Kim 1997, Yoo, Hong et al. 2001, Kim, Mun et al. 

2004, Kim, Lee et al. 2010, Kim 2010, Chung and Lee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부분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및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요인을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식이보충제 섭취는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나 

우리나라에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한 연구는 

부족한데, 이는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이 큰 이유이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각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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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함유량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식이보충제 섭취 및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이보충제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상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세부목표 1.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이보충제의 주요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2. 한국인의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및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한다. 

세부목표 3.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실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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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식이보충제 섭취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식이보충제의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식이보충제 복용률은 

25.8% 였으며, 2007년 33.3%, 2008년 34.1%, 2009년 33.8%로 

증가하였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조사 결과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의 식이보충제 섭취 

비율은 1988-1994년 약 40%, 2003-2006년 약 50%로 

NHANES에서 식이보충제 섭취 조사를 처음 실시하였던 1970년대의 

남자 28%, 여자 38% (NHANES 1971-1975)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Gahche, Bailey et al. 2011). 영국의 National Diet and 

Nutrition Survey (NDNS) 결과도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1986/87년에는 남자 9%, 여자 17%에 

불과하였으나 2000/01년에는 남자 30%, 여자 41%로 증가하였고 

(Henderson, Irving et al. 2003), 2008/9-2010/11년에도 33% 정도의 

식이보충제 복용률을 보였다 (Bates, Lennox et al. 2011). 

네덜란드에서는 30-56%의 성인이 식이보충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Van Rossum, Fransen et al. 2011). 또한 식이보충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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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어린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한국에서는 약 34%, 

미국에서는 약 37%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on, 

Park et al. 2012, Dwyer, Nahin et al. 2013). 

 식이보충제 이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1999-2000의 

20세 이상 성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일정 수준의 신체활동을 할수록, 

과체중/비만 보다는 정상체중에서 식이보충제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adimer, Bindewald et al. 2004),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study 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자주 할수록, 과일과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을수록 

식이보충제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비만 일수록, 흡연을 

할수록, 지방 섭취가 높을수록 식이보충제 이용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Foote, Murphy et al. 2003). 

 영국의 18세 이상 성인 21,9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백인 그룹에서, 주택 소유자 그룹에서, 비흡연자 그룹에서, 

일정 수준의 신체활동을 하는 그룹에서 식이보충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rrison, Holt et al. 2004). 또한 이탈리아 18세 이상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신체활동 

정도, 스트레스 정도 등에 따라 식이보충제 이용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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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mmarioli, Boniglia et al. 2012). 식이보충제 이용에 따른 이러한 

특성 차이는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 

독일의 35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25,5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흡연자일수록,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식이보충제의 이용이 높은 것을 나타났고, 식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 생선류의 섭취가 높을 수록, 포화지방 

및 가공육류의 섭취가 낮을수록 식이보충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Reinert, Rohrmann et al. 2007). 18세 이상 프랑스 성인 

남녀 79,7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신체활동 정도가 높고, 식생활 지침 

인지율이 높을수록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ouchieu, Andreeva et al. 2013). 즉, 성인 대상 연구 결과 

식이보충제 이용자는 남자 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식이보충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고, 

흡연, 신체활동 정도, 식생활 지식 및 식생활 습관 측면에서 비교적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이보충제 이용에 관한 연구를 

부족한 실정이지만 식이보충제 이용자의 특성은 성인 연구 결과와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의 

18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식이보충제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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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현재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wyer, Nahin et al. 2013), 하와이에 거주하는 8-11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비교적 더 어릴수록 식이보충제 이용이 

높았으며, 보호자가 식이보충제를 이용할수록 아이의 식이보충제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 Murphy et al. 2008). 미국 

텍사스의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 이용이 

신체활동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orge, Springer et 

al. 2011). 또한 일본의 취학 전 아동 2,1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식이보충제를 이용하고, 식생활과 관련된 지식이 

많을수록 아이의 식이보충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to, 

Yamagish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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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식이조사는 영양상태 평가 및 건강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식품 및 

영양정책이나 보건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Paik, Kim et al. 1997).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식이 섭취 결과가 

요구되며, 수집된 식이섭취 자료를 바탕으로 섭취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 

데에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수록 성분의 범위, 수록 성분의 단위, 

자료의 출처, 대푯값의 고려, 식품성분표와의 연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품 별 성분에 따른 함유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제품 용기의 영양성분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분석값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구축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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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NHANES Dietary Supplement Database 

(NHANES-DSD)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가 제정되었으며, 국가적 영양조사인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에서는 1971-1975년도에 

시행하였던 NHANES I 부터 비타민-무기질제의 섭취 조사를 

시작하였다 (Dwyer, Picciano et al. 2003, Saldanha, Dwyer et al. 

2010). 

미국의 NHANES Dietary Supplement Database (NHANES-

DSD)에는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와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된 제산제 (antacids)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Dwyer, 

Picciano et al. 2003). NHANES-DSD는 식이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의 섭취 기여율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wyer, Picciano et al. 2003, 

Saldanha, Dwyer et al. 2010).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NHANES 대상자들이 섭취한 것으로 보고된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국가적 영양조사인 NHANES의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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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에는 약 10,000개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회사 및 판매사, 

함유된 성분명 및 함유량, 함유 성분의 분류(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등), 제형 (tablet, capsule, softgel 등), 1회 제공량 (serving size), 

제품의 대상 연령, 자료 출처 등과 같은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Dwyer, Picciano et al. 2003, Saldanha, Dwyer et al. 2010, NCHS 

2014). (Table 1). 자료 출처는 주로 제품 라벨 정보 (53.3%) 이며, 

제품 용기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제조회사 혹은 판매사의 인터넷 

정보 (30.9%)를 활용하였다.  

NHANES-DSD는 Dietary Supplement Product Information (DSPI),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Information (DSII), Dietary 

Supplement Blend Information (DSBI)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DSPI는 각 제품(supplement) 별 전체적인 설명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로서 식이보충제 ID, 제품명, 자료출처, 1회 제공 분량, 제형, 

식이보충제에 함유된 비타민의 수, 식이보충제에 함유된 무기질의 수, 

식이보충제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수, 식이보충제에 함유된 식물성 

성분(botanicals)의 수, 그 외 성분의 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DSII에는 각 제품에 함유된 성분(ingredient)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각 제품 별로 성분명 및 그에 따른 함유량, 성분의 단위, 성분의 

분류 정보, 각 성분의 혼합물(blend flag) 여부에 따른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DSBI는 각 제품의 함유 성분 중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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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어 있다 (NCHS 2014). 

 또한 NHANES-DSD에는 generic dietary supplement와 default 

dietary supplement 코드도 생성되어 있다. Generic 코드는 제품의 함유 

성분과 그 함유량까지 알 수 있으나 이 제품의 특정 브랜드명을 알 수 

없을 경우, vitamin C 500 mg과 같이 표기하였다. Default 코드는 

제품의 함유성분 및 함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 이전까지의 NHANES 

조사 결과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다빈도 제품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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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ingredients in the NHANES Dietary Supplement 

Database (NHANES-DSD) 

Nutrients 

Vitamins 

Vitamin A, Vitamin B1, Vitamin B2, Niacin, Pantothenic Acid, 

Vitamin B6, Vitamin B12, Vitamin C, Vitamin D, Vitamin E, 

Vitamin K, Biotin, Folic Acid 

Minerals 

Arsenic, Copper, Phosphorus, Barium, Fluoride, Selenium, 

Boron, Iodine, Silicon, Bromine, Iron, Strontium, Cadmium, 

Magnesium, Sulfur, Calcium, Manganese, Tin, Chromium, 

Molybdenum, Vanadium, Cobalt, Nickel, Zinc 

Botanicals 

Botanicals may include the following words: 

Extract, Powder 

Leef, Root, Flower, Stem, Peel, Fruit 

Component of a botanical 

Amino acids 

Alanine, Glycine, Proline, Arginine, Histidine, Serine, 

Asparagine, Isoleucine, Taurine, Aspartic Acid, Leucine, 

Threonine, Cysteine, Lysine, Tryptophan, Glutamic Acid, 

Methionine, Tyrosine, Glutamine, Phenylalanine, Valine 

Others 

an electrolyte (ex. Chloride, potassium, sodium) 

a hormone (ex. DHEA, cholesterol) 

an enzyme (ex. Cellulose, glucoamylase) 

Complexes, Bioflavonoids, etc 

Sourc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ietary Supplement Database, 

2014 

Abbreviation: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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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제품 라벨 (product label) 

정보에 기반하여 구축되었는데 (Blitz, Murphy et al. 2006,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Yonemori, Morimoto et al. 2009), 영양소의 

분석값 (analytical data)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 별 분석값을 사용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용적 측면의 제약으로 

널리 적용되지 못한 실정이다 (Dwyer, Picciano et al. 2003).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 

(ODS) 에서는 미국에서 상용되고 있는 식이보충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제 분석값에 기반하여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영양소의 실제 분석값과 제품 라벨의 영양성분 함량 

(label-reported ingredient levels)과도 비교하였다 (Saldanha, Dwyer 

et al. 2010). 이러한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DSID)의 개발에 있어, 대표 식이보충제 제품 선정, 분석 대상 

영양성분의 우선순위 선정, 타당도 있는 표준화된 분석 방법의 선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Dwyer, Frances Picciano et al. 2006, 

Dwyer, Frances Picciano et al. 2008). 여러 유형의 식이보충제 중에서 

멀티비타민-무기질 식이보충제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s, 

MVMs)를 성분 분석의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영양성분으로는 fo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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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cin, riboflavin, thiamin, vitamin B12, vitamin B6, vitamin C, vitamin 

E, calcium, copper, iodine, iron, magnesium, manganese, phosphorus, 

potassium, selenium, zinc의 18항목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DSID-1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멀티비타민-무기질 제품 (adult 

MVMs)에 대한 성분 정보가 수록되어 2009년도에 처음 공개되었고, 

2012년도에는 업데이트되어 DSID-2로 공개되었다 (USDA 2012).  

DSID-2에 따르면 MVMs는 3개 이상의 비타민 및 무기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미국의 식이보충제 시장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즉,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2001-2002/ 2003-2004 결과와 

Multiethnic Cohort (MEC) study 결과를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Top Market Share (TMS) products, n=210, 35종)과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품 (lower-market share (LMS) products, 약 

80종)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때, TMS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55%를 차지하였다. 영양소 별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질 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niacin, vitamin B12, vitamin 

C, vitamin E, magnesium, manganese, phosphorus의 7종의 영양소는 

분석값과 라벨 표시값과의 차이가 0~10% 사이에 있었고, thiamin, 

vitamin B6, iron, zinc의 4종의 영양소는 그 차이가 -7~16% 사이에 

있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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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ult MVM results for vitamins and minerals in USDA 

DSID-2 

Ingredient 

Range of 

predicted % 

differences from 

label 

Most common 

labeled level per 

serving 

Predicted % 

difference from 

label at most 

common level 

Folic Acid 8 to 18 % 400 mcg 13.2 % 

Niacin 0 to 6 % 20 mg 0.9 % 

Riboflavin 4 to 14 % 1.7 mg 13.9 % 

Thiamin -7 to 9 % 1.5 mg -6.4 % 

Vitamin B12 9 % 6 mcg 8.6 % 

Vitamin B6 -5 to 6 % 2 mg 5.4 % 

Vitamin C 8 to 9 % 60 mg 8.3 % 

Vitamin E 5 to 6 % 27 IU 6.0 % 

Calcium 7 to 29 % 162 mg 14.1 % 

Copper 1 to 16 % 2 mg 7.4 % 

Iodine 26 % 150 mcg 26.2 % 

Iron -1 to 16 % 18 mg 0.9 % 

Magnesium 2 to 9 % 100 mcg 2.3 % 

Manganese 4 to 7 % 2 mg 6.5 % 

Phosphorus 8 % 109 mg 8.4 % 

Potassium 7 to 12 % 80 IU 8.2 % 

Selenium 22 to 26 % 20 mcg 25.5 % 

Zinc -1 to 10 % 15 mg 4.3 % 

Source: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DSID-2), 2012 

Abbreviation: USDA DSID-2,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Release 2.0 i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MVM,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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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DSID-2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멀티비타민-무기질 제품 

(children’s MVMs)에 대한 성분 정보도 수록하였는데,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2003-2004/ 2005-

2006 결과와 store survey 결과를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Top Market Share (TMS) products, 21종)과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품 (lower-market share (LMS)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64종의 

제품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때, TMS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LMS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22%를 

차지하였다.  

영양소 별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질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folic acid, niacin, riboflavin, thiamin, total vitamin A, vitamin 

B12, vitamin B6, vitamin D, vitamin E, calcium, copper, iodine, iron, 

magnesium, phosphorus, zinc의 16종의 영양소의 분석값과 라벨 

표시값을 비교하였다. Chromium, potassium, manganese, selenium은 

이들 영양소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가 15개 보다 작아 분석값을 바탕으로 

통계적 추론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제외하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세부적으로 연령 구분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영아, 1-

4세 미만, 4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 때, 4세 

이상을 대상 연령그룹으로 삼은 제품의 수가 가장 많았다 (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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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별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질 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magnesium과 phosphorus 만이 분석값과 라벨 표시값과의 차이가 

0~10% 사이에 있었다 (Table 3). 1-4세 미만을 대상 연령그룹으로 

삼은 제품의 (50종) 분석 결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도출되어, niacin, 

riboflavin, copper, magnesium의 4종의 영양소 만이 분석값과 라벨 

표시값과의 차이가 0~10% 사이에 있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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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ildren’s MVM results for vitamins (serving size for ages 

4 and older) in USDA DSID-2 

Ingredient 

Range of 

predicted % 

differences from 

label 

Most common 

labeled level per 

serving 

Predicted % 

difference from 

label at most 

common level 

Folic Acid 14 to 22 % 400 mcg 13.8 % 

Niacin 5 to 15 % 13.5 mg 5.4 % 

Riboflavin 2 to 13 % 1.7 mg 8.6 % 

Thiamin 2 to 16 % 1.5 mg 10.6 % 

Total Vitamin A 0 to 24 % 2500 IU 22.6 % 

Vitamin B12 8 to 25 % 6 mcg 14.5 % 

Vitamin B6 5 to 19 % 2 mg 6.1 % 

Vitamin D 34 to 49 % 400 IU 34.2 % 

Vitamin E 14 to 46 % 30 IU 14.0 % 

Calcium 4 to 31 % 100 mg 19.0 % 

Copper 5 to 11 % 2 mg 4.8 % 

Iodine 2 to 64 % 150 mcg 24.3 % 

Iron 2 to 13 % 18 mg 1.7 % 

Magnesium 4 to 6 % 20 mcg 4.2 % 

Phosphorus 1 to 5 % 100 mg 1.2 % 

Zinc 0 to 20 % 12 mg 0.9 % 

Source: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DSID-2), 2012 

Abbreviation: USDA DSID-2,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Release 2.0 i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MVM,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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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ildren’s MVM results for vitamins (serving size for ages 

1 to 4) in USDA DSID-2 

Ingredient 

Range of 

predicted % 

differences from 

label 

Most common 

labeled level per 

serving 

Predicted % 

difference from 

label at most 

common level 

Folic Acid 12 to 62 % 200 mcg 16.2 % 

Niacin 7 to 8 % 7.5 mg 7.5 % 

Riboflavin 8 % 0.85 mg 7.8 % 

Thiamin -5 to 23 % 0.75 mg 16.0 % 

Total Vitamin A 12 to 23 % 2500 IU 11.5 % 

Vitamin B12 10 to 24 % 3 mcg 15.0 % 

Vitamin B6 -3 to 16 % 1 mg 8.9 % 

Vitamin D 37 to 42 % 200 IU 39.5 % 

Calcium 13 to 25 % 50 mg 18.6 % 

Copper 5 to 7 % 1 mg 4.7 % 

Iodine 18 to 41 % 75 mcg 18.1 % 

Iron 0 to 12 % 9 mg 2.4 % 

Magnesium 3 to 5 % 10 mcg 3.9 % 

Phosphorus 1 to 12 % 50 mg 1.4 % 

Zinc -1 to 17 % 6 mg 4.2 % 

Source: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DSID-2), 2012 

Abbreviation: USDA DSID-2,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Release 2.0 i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MVM,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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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ncer Research Center of Hawaii supplement 

composition table (SCT)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Study (MEC)에서는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제품에 대해, 제품 용기의 

영양성분표 (supplement label) 정보에 기반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또한 Supplement Reporting (SURE) 

study를 통한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약 6,700종의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Yonemori, Morimoto et al. 2009).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Study (MEC)는 Hawaii와 

Los Angeles에 거주하는 만 45-75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로써 African-American, Caucasian, Latino, Japanese-

American, Native Hawaiian 215,251명이 포함되었으며, 1993년에 

초기조사를 시작하였다 (Blitz, Murphy et al. 2006). 식이보충제와 

관련하여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이보충제에 대한 설문을 모든 대상자에게 시행하였다. 식이보충제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최대 3제품까지 제품명과 브랜드명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섭취 빈도를 주 1-3회, 주 4-6회, 하루 1회, 

하루 2회, 하루 3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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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Question regarding supplement use on the MEC 

questionnaire. 

Source: Blitz CL et al. (2006), “Creating default codes and assigning nutrient values for 

non-specific dietary supplements.” Journal of Food Composition and Analysis 19: 45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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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Cancer Research Center of Hawaii 에서는 제품명과 브랜드명을 

바탕으로 제품의 영양소 정보를 수집하여 412종의 멀티비타민, 222종의 

멀티무기질, 2,109종의 멀티비타민-무기질을 포함한 3,414종의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식이보충제를 분류하는데 

있어 두 종류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면 멀티비타민, 마찬가지로 

두 종류 이상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면 멀티무기질, 비타민과 

무기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면 멀티비타민-무기질로 분류하였다. 각 

제품 별 영양소 함유량 정보는 제품의 라벨 (supplement label), 제조사 

및 판매사의 사이트, 카다로그 및 제조회사의 협조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에는 개별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품 

코드를 생성하고 제품명 및 상표명을 함께 표기하였으며, 단일 영양소 

함유 제품의 경우 함량도 표시하였다 (Ex, Supplement product: 

Kirkland SignatureTM daily multivitamin & minerals, Vitamin C 500 

mg). 

 또한, 대상자들의 응답정보를 바탕으로 판매되고 있는 특정 제품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default code를 생성하였다. Hawaii supplement composition table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응답정보의 수준 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유형의 default code를 생성하였다는 것이다. 첫 번째, 

“totally unknown default”는 대상자들의 응답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23 

 

제품명 및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product defaults”는 어떠한 제품 유형인지는 명시하였으나 특정 제품명 

및 브랜드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ex, multivitamin)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Manufacturer/brand defaults”는 제품의 특정 제조회사 혹은 

브랜드명은 응답하였으나 구체적인 제품명을 응답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Combination manufacturer/brand and product 

defaults”는 제품명/브랜드명 및 제조회사명을 응답하였으나 대상자가 

응답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하나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다 (Table 5). 각 default code의 영양소 함유량은 각 유형 별로 대상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다빈도 제품 상위 5개 항목의 영양소 함량을 

섭취 빈도로 가중 평균하여 추정하였다.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Study (MEC)에서 

1999년도부터 2001년도에 시행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중 

하와이 거주 대상자 103,899 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을 때, 총 

70,058개의 식이보충제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17,057개 (24%) 가 

default code로 분류되었다 (Blitz, Murphy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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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pplement default types and examples 

Default type Example 

Product 
Default multivitamins, default 

multivitamins with minerals 

Manufacturer/brand 
Nature Made Default, Walgreens 

Default 

Combination manufacturer/ 

brand and product 

Longs Default B-Complex, Bayer 

Corporation Default One-A-Day 

Source; Blitz CL et al. (2006), “Creating default codes and assigning nutrient values for 

non-specific dietary supplements.” Journal of Food Composition and Analysis 19: 45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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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ement Reporting (SURE) study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으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비교한 연구로써 2005년부터 

2007년에 행해졌다 (Yonemori, Morimoto et al. 2009). 즉, MEC 

대상자 중 식이보충제 이용자에 한해서 임의로 모집하였고, 최종적으로 

444명에 대해서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총 5회 조사를 완료하였다. 

식이보충제 이용조사는 식이보충제 섭취빈도 조사법 (self-

administered supplement frequency questionnaire; SFQ), 회상을 

통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recall of supplement use), 일별 

기록을 통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daily diary)를 시행하였으며, 

기준자료로 대상자 가정에 있는 식이보충제 이용 현황과 비교하였다. 

SURE study를 통한 업데이트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는 726종의 단일 

영양소 식이보충제, 545종의 멀티비타민, 307종의 멀티무기질, 

1,026종의 다른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포함하여 약 6,700종의 

식이보충제가 포함되어 있다 (Blitz, Murphy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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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nnish dietary supplement database 

 핀란드에서 식이보충제의 판매는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제품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식품류 (foodstuffs)와 의약품(medicinal products) 으로 

분류하는데, 식품류로 분류된 제품은 Finnish Food Safety 

Authority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주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self-care products) 으로 

National Agency for Medicine에서 관리되고 있다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Finnish dietary supplement database는 지난 1985년도부터 일부 

구축되어 수정되어 왔으며, National Agency for Medicine과 Finnish 

Food Safety Authority로 부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개정하였다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또한 임신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섭취한 것으로 보고된 제품 정보도 개정 

작업에 포함하였다.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를 개정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의 health survey 결과의 식이보충제 제품 별 섭취 빈도 현황을 

활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있어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식사 대용의 음료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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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간주하여 제품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품 라벨 (product label) 정보와 제조회사 및 

판매사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Finnish dietary supplement database의 특징적인 부분은 연령 그룹에 

따른 default code를 생성하였다는 점과 식품성분표와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멀티비타민의 default code의 경우 연령 별 다빈도 상위 

4종의 영양성분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성인으로 나누어 생성하였다. 

또한 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의 Finnish food composition 

database와 통합하였는데, 100g 당 영양소 함량을 제시한 

식품성분표달리 식이보충제는 제형 (ex, tablet) 에 따른 영양소 함량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Finnish dietary supplement database에는 491종의 

식이보충제가 포함되었으며, 154종의 비타민-무기질 식이보충제, 

138종의 비타민 식이보충제, 106종의 무기질 식이보충제, 65종의 지방산 

식이보충제, 16종의 프로바이오틱 식이보충제, 12종의 그 외 

식이보충제가 이에 해당된다. 식이보충제에 함유된 영양소 수는 최소 

1개부터 최대 36개로, 절반 이상의 식이보충제가 1-2개의 영양소를 

함유하였다. 영양소 종류 별로는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B6,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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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 

 식이보충제는 영양소 섭취의 주된 급원인 식품 및 강화 형태의 식품과 

더불어 영양소 섭취의 급원 중 하나이다 (Block, Sinha et al. 1994, 

Patterson, Kristal et al. 1998). 식이보충제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과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한 총 영양소 섭취량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 유형이 비타민-무기질 유형으로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는 총 영양소 섭취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은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더하여 총 영양소 

섭취량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평균필요량 및 상한섭취량을 기준으로 

집단의 내 부족 및 과잉 섭취자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MEC)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만을 영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 

DRIs)과 비교했을 때, 식이보충제 섭취자는 비섭취자에 비해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이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2%에 불과하였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한 후에는, 식이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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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자들의 평균적인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이 남녀 모두 8% 향상되었다. 

그러나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는 아연, 비타민A, 나이아신과 

같은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자들의 과잉 섭취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phy, White et al. 2007). 

Multi-Ethnic Study of Atherosclerosis (MESA) 에서도 

식이보충제의 사용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에 있어 영양섭취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과잉 섭취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urnett-Hartman, Fitzpatrick et al. 2009). 

최근 들어 Bailey 등은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과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총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급원 비타민 섭취량만을 비교했을 때, 

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이 비섭취자들에 비해 남자에서는 엽산,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K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여자에서는 엽산,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비타민 섭취량을 합산한 총 비타민 

섭취량에 있어서는 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이 비섭취자들에 비해 성인 남녀 

모두 분석 영양소로 포함된 모든 비타민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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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원 무기질 섭취량만을 비교했을 때에는, 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이 

비섭취자들에 비해 남자에서는 마그네슘, 구리, 칼륨, 셀레늄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여자에서는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인, 구리, 칼륨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 섭취자에게 있어 

식이보충제를 통한 섭취량을 합산한 후에는 남녀 모두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구리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Bailey, Fulgoni 

III et al. 2011). 또한 식이보충제 이용은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을 낮춰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엽산, 비타민A, 칼슘, 아연, 철, 마그네슘과 

같은 일부 영양소에 있어서는 상한 섭취량 이상 섭취자의 비율을 높여 

과잉 섭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iley, Fulgoni III et al. 

2011;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의 섭취는 

불충분한 섭취가 우려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를 증진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철, 아연, 엽산, 비타민A와 같은 영양소에 있어서는 일부 

대상자에게 과잉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따라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의 섭취는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에 더하여 영양소 섭취 상태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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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보충제 이용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의 섭취 보완의 측면뿐 아니라 

과잉 섭취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에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우리나라 식이보충제 연구 현황 

식이보충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관리되는데 

주로 비타민무기질제가 이에 해당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ww.mfds.go.kr) 에서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식이보충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비타민무기질제 이용을 

조사한 연구 결과 30-60%의 대상자가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타민무기질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으며, 무기질제보다는 비타민제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Song and Kim 1997, Yoo, Hong et al. 2001, Kim, Mun et al. 

2004).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상자 중 30-70%가 

섭취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섭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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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Kim 2010, Kim, Han et al. 2010, Chung and 

Lee 2011). 많이 섭취하는 제품은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홍삼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으로 나타났다 (Kim 2010, Kim, Han et al. 2010, 

Chung and Lee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및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요인을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인해,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총 영양소 섭취량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제 III장에서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식이보충제 제품에 대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후, 구축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식이보충제 섭취 현황과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 

부족 및 과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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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작성 

1. 서론 

 식이섭취조사에서 조사된 음식 및 식품의 영양소 함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식품 별 영양소 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한다 

(Willett 2013).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지의 국가적 조사 결과 30-56%의 높은 섭취율을 보이고 

있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각 

식이보충제에 함유된 영양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Bates, Lennox et 

al. 2011; Gahche, Bailey et al. 2011; Van Rossum, Fransen et al. 

2011).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자료로부터 영양소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고하고 있다.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Study (MEC)에서는 대상자가 섭취하고 있는 

식이보충제 제품용기의 영양성분표 (supplement label) 정보를 활용하여 

함유된 영양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고 Supplement Reporting 

(SURE) study를 통한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약 6,700종의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Yonemori, Morimoto et al. 2009). 

마찬가지로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기반으로 영양성분자료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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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Finnish dietary supplement database는 개정 작업을 통해 

491종의 제품정보가 포함되었다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또한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에서는 식이보충제의 영양성분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용되고 있는 식이보충제의 

일부를 선정하여 실제 분석값에 기반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Dwyer, Picciano et al. 2003; 

Saldanha, Dwyer et al. 2010). 

식이보충제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영양소에 따라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이 총 섭취량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이 큰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섭취하고 있는 식이보충제 제품에 대해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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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1) 대상 자료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식이보충제 제품의 목록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조사에 응답한 1세 이상 대상자 22,11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와 국민을 목표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제4기 1차년도 (2007) 조사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고, 23차년도 (2008-2009) 조사는 각 

연도 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제4기 (2007-2009) 조사 

대상자 31,705명 중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중 1개 이상 

참여자는 24,871명으로 전체조사 참여율은 78.4% 였고, 연도별로는 

2007년 71.2%, 2008년 77.8%, 2009년 82.8% 였다 (Prevention 

2010).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는 영양조사 중 식생활 조사의 일부로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Prevention 2010) (Figure 2). 조사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제를 섭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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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Question regarding supplement use on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2007-2009). 
Sourc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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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Question regarding supplement use on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2007-2009). (Continued) 
Sourc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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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복용중인 제품에 대해 최대 4종류까지 제조회사 혹은 수입판매원, 

제품명, 복용 종류(정, 캡슐, 포, 환 등), 1회 복용 분량을 설문하였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조사에 응답한 1세 이상 

대상자 22,113명 중 7,673명이 비타민/무기질제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섭취중인 제품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한 6,082명이 응답한 비타민/무기질제 또는 

건강기능식품 응답자료를 다음과 같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자료로 선정하였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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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ata source of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s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HFF, health functional foods;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9); PD, pharmaceutical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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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유형 분류 

식이보충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관리되는데 

주로 비타민무기질제가 이에 해당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ww.mfds.go.kr) 에서 관리되고 있다. 각 제품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는데 있어, 먼저 제시된 제품들의 목록을 작성한 

후 각 제품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Service, KPIS, kpis.or.kr)와 다른 검색엔진 (Korean Medical Library 

engine, KMLE, www.kmle.co.kr; Druginfo, druginfo.co.kr)에 제품명과 

키워드로 검색하여 목록에 있는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하였다.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www.foodnara.go.kr) 에서 검색하여 여기에 포함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제품은 제조회사 및 판매사 확인이 

가능한 것은 해당 제품을 확인하여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각기 추가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미확인으로 분류하였다. 제시된 제품 중 의약품 417종, 

건강기능식품 1,403종, 미확인 508종 이었다 (Figure 3).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제품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KPIS, KMLE, Druginf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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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른 의약품의 효능군 별 분류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Table 6).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의 국내 제품 및 해외 제품 

검색 시 기능성 원료 (고시형 원료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에 따른 “유형 

또는 분류”, “품목명”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Figure 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을 경우, 

제품명 및 포함된 영양성분정보에 맞추어 제품군을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영양소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용 빈도가 높았던 

비타민 및 무기질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비타민 함유 제품, 무기질 함유 

제품, 비타민과 무기질 모두 함유 제품으로 세분하여 재분류 하였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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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assification of pharmaceutical drug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상성 의약품 비타민제 혼합비타민제 (비타민AD 혼합제제를 제외) 

기타의 비타민제 

비타민C 및 P제 

비타민A 및 D제 

비타민E 및 K제 

비타민B제 (비타민B1을 제외) 

비타민B1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칼슘제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단백아미노산제제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종합대사성제제 

간장질환용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 

중추신경계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알레르기용약 기타의 알레르기 용약 

감각기관용약 안과용제 

개개의 기관계용 의

약품 

순환계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혈압강하제 

소화기관용약 정장제 

치과구강용약 

제산제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통경제 

기타의 치료를 주목

적으로 하지 않는 의

약품 

조제용약 기타의 조제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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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lassific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Source: www.food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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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of dietary supplements 

재분류 그룹 제품수 효능군 및 원료에 따른 분류 제품수 구분 

비타민-무기질 392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

제제를 제외) 

98 
일반의약품 

기타의 비타민제 61 일반의약품 

비타민/무기질 233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228 비타민 C 및 P제 25 일반의약품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

제제를 제외) 

14 
일반의약품 

비타민 A 및 D제 11 일반의약품 

비타민 E 및 K제 9 일반의약품 

비타민 B제(비타민 B1을 제

외) 

8 
일반의약품 

기타의 비타민제 6 일반의약품 

비타민 B1제 4 일반의약품 

비타민 67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 5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E 1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A 7 건강기능식품 

엽산 2 건강기능식품 

베타카로틴 1 건강기능식품 

비타민B12 1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 1 건강기능식품 

무기질 146 무기질제제 50 일반의약품 

칼슘제 36 일반의약품 

칼슘 33 건강기능식품 

무기질 13 건강기능식품 

철 8 건강기능식품 

아연 2 건강기능식품 

마그네슘 1 건강기능식품 

복합영양보충용제품 1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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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of dietary supplements (Continued) 

재분류 그룹 제품수 효능군 및 원료에 따른 분류 제품수 구분 

무기질 146 셀레늄 1 건강기능식품 

칼륨 1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제품 132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132 건강기능식품 

글루코사민 제품 90 글루코사민 제품 85 건강기능식품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5 건강기능식품 

감마리놀렌산 제품 46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제품 46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 33 홍삼제품 33 건강기능식품 

기타의 자양강장변

질제 
22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22 일반의약품 

기타의 순환계용약 20 기타의 순환계용약 20 일반의약품 

종합대사성제제 15 종합대사성제제 15 일반의약품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15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15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제품 
12 

알로에겔 제품 9 건강기능식품 

알로에전잎 제품 3 건강기능식품 

클로렐라 제품 11 클로렐라 제품 11 건강기능식품 

기타 157 정장제 5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5 일반의약품 

간장질환용제 4 일반의약품 

단백아미노산제제 4 일반의약품 

안과용제 3 일반의약품 

기타 3 일반의약품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2 일반의약품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2 일반의약품 

치과구강용약 2 일반의약품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1 일반의약품 

기타의 조제용약 1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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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of dietary supplements (Continued) 

재분류 그룹 제품수 효능군 및 원료에 따른 분류 제품수 구분 

기타 157 제산제 1 일반의약품 

통경제 1 일반의약품 

혈압강하제 1 일반의약품 

루테인 제품 7 건강기능식품 

스피루리나 제품 7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제품 7 건강기능식품 

로얄젤리제품 5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5 건강기능식품 

공액리놀레산 4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4 건강기능식품 

스쿠알렌 제품 4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 4 건강기능식품 

키토산 제품 4 건강기능식품 

키토올리고당 제품 4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3 건강기능식품 

레시틴 제품 3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제품 2 건강기능식품 

매실추출물 제품 2 건강기능식품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2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 건강기능식품 

뮤코다당.단백 제품 1 건강기능식품 

스피루리나 제품, 클로렐라 제

품 
1 건강기능식품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제품  1 건강기능식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상어간유 

제품 
1 건강기능식품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제품  1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1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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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of dietary supplements (Continued) 

재분류 그룹 제품수 효능군 및 원료에 따른 분류 제품수 구분 

기타 157 차전자피 제품 1 건강기능식품 

프락토올리고당 제품 1 건강기능식품 

필수지방산 1 건강기능식품 

홍국 제품 1 건강기능식품 

기타 44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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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성분정보 수집 및 환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이보충제는 포함된 성분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각 성분으로부터 화학식을 기준으로 영양소 함량을 산출하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식이보충제는 영양성분표에 제시된 영양소 

함량을 통해 영양성분정보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의약품인 식이보충제 영양소 함량 계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포함된 성분 정보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KPIS, KMLE, Druginfo 등 정보원과 제조회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검색하여 각 제품의 1회 제공량과 포함된 성분 및 함량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성분 목록에는 영양성분의 형태로 제품에 

포함된 경우 (ex, ascorbic acid)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포함된 

성분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수집하고자 했던 영양소의 형태로 

환산하여야 하였다 (Figure 5). 

따라서 수집된 성분의 화학식을 이용하여 영양성분의 분자량을 

함유성분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영양소의 성분 내 비율 (conversion 

factor)을 계산하였다. 영양소 별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형태와 각 

영양소의 성분 내 비율은 Table 8과 같다. 또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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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함유 성분의 비율이다. 이는 성분명이 “Tocopheryl acetate 

50%”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중 비타민 E의 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회 제공량 당 함유성분의 중량에 영양소의 성분 내 비율 (Conversion 

factor)를 곱한 후 0.5를 더 곱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영양성분의 함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량 

= 1회 제공량 당 함유성분 중량 X 함유성분 비율 X 
영양소 분자량

함유성분 분자량
 

(Ex, Riboflavin butyrate 2.5mg 중 Riboflavin 함량) 

= 2.5mg X 1 X 0.8103 = 2.03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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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velopment process of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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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version factors of each of nutrient in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  

Nutrient Ingredient Molecular formula Conversion factor 

Vitamin A Retinol C20H30O 1.0000 

 Retinyl acetate C22H32O2 0.8720 

 Retinyl palmitate C36H60O2 0.5458 

 Beta carotene C40H56 0.5000 

Vitamin D Calcitriol C27H44O3 1.0000 

 Ergocalciferol C28H44O 1.0000 

  Cholecalciferol C27H44O 1.0000 

Vitamin E Tocopherol C29H50O2 1.0000 

 Tocopheryl acetate C31H52O3 0.9111 

  Tocopherol calcium succinate C66H106CaO10 0.3917 

Vitamin K Phytonadione C31H46O2 1.0000 

Vitamin C Ascorbic acid C6H8O6 1.0000 

  Calcium ascorbate C12H14CaO12 0.8973 

Thiamin Thiamin hydrochloride C12H18ClN4OS 0.8792 

 Thiamin Nitrate C12H17N5O4S 0.8106 

 Fursultiamine  C17H26N4O3S2 0.6658 

  Fursultiamine hydrochloride  C17H27ClN4O3S2 0.6100 

Riboflavin Riboflavin C17H20N4O6 1.0000 

 Riboflavin butyrate C17H20N4O6.xC4H8O2 0.8103 

  Riboflavin sodium phosphate C17H20N4NaO9P 0.7868 

Niacin Nicotinamide C6H6N2O 1.0000 

Vitamin B6 Pyridoxine hydrochloride C8H12ClNO3 0.8227 

 Pyridoxal phosphate C8H10NO6P 0.6764 

  Pyridoxal phosphate 

monohydrate 

C8H10NO6P H2O 0.6304 

Folate Folic acid C19H19N7O6 1.0000 

Vitamin B12 Cyanocobalamin C63H88CoN14O14P 1.0000 

  Cobamamide C72H100CoN18O17P 1.0000 

 Hydroxocobalamin acetate C64H91CoN13O16P 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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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version factors of each of nutrient in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 (Continued) 

Nutrient Ingredient Molecular formula Conversion factor 

Pantothenic 

acid 

Panthenol C9H19NO4 1.0000 

  Calcium pantothenate C18H32O10N2Ca 0.9159 

Calcium Calcium carbonate CCaO3 0.4004 

 Tricalcium phosphate Ca3O8P2 0.3876 

 Anhydrous dibasic calcium 

phosphate 

CaHO4P 0.2946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CaH5O6P 0.2329 

 Calcium citrate C12H10Ca3O14(H2O)4 0.2107 

 Calcium glycerylphosphate C3H7CaO6P 0.1907 

 Calcium lactate C6H10CaO6 0.1837 

 Calcium lactate hydrate C6H10CaO6·5(H2O) 0.1300 

 Calcium ascorbate C12H14CaO12 0.1027 

 Calcium gluconate hydrate C12H22CaO14 H2O 0.0894 

 Calcium pantothenate C18H32O10N2Ca 0.0841 

  Tocopherol calcium succinate C66H106CaO10 0.0365 

Potassium Potassium chloride KCl 0.5245 

 Potassium sulfate K2SO4 0.4487 

 Potassium citrate C6H5K3O7 0.3828 

 Potassium citrate hydrate C6H5K3O7H2O 0.3616 

  Potassium iodide KI 0.2355 

Magnesium Magnesium oxide MgO 0.6030 

 Magnesium sulfate MgO4S 0.2019 

  Magnesium glycerophosphate  MgC3H9O6P 0.1238 

Iron Iron pentacarbonyl C5FeO5 0.9800 

 Sodium ferric gluconate 

complex 

C6H11FeNaO7 0.3521 

 Ferrous fumarate C4H2FeO4 0.3287 

 Iron sulfate FeSO4 0.3210 

 Ferroglycine sulfate C2H5FeNO6S 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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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version factors of each of nutrient in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 (Continued) 

Nutrient Ingredient Molecular formula Conversion factor 

Iron Ferros gluconate C12H24FeO14 0.1158 

Zinc Zinc oxide OZn 0.8035 

 Zinc sulfate O4SZn 0.4051 

  Zinc sulphate monohydrate ZnSO4·H2O 0.3644 

Copper Copper oxide CuO 0.7989 

 Copper sulfate CuO4S 0.3981 

  Copper chlorophyllin C34H31CuN4Na3O6 0.0878 

Manganese Manganese dioxide MnO2 0.6319 

  Manganese sulfate MnO4S H2O 0.3251 

Iodide Potassium iodide KI 0.7645 

Selenium Selenium Se 1.0000 

 Sodium selenate Na2O4Se 0.4179 

  Sodium selenate H2O Na2SeO3(H2O)5 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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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기능식품인 식이보충제 영양소 함량 계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제조회사 및 판매사 사이트의 영양성분표에 제시된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량을 수집하였다. 단, 홈페이지의 정보가 미흡한 

경우 제품의 사진을 참조하여 제품 별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수집하였다.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제품명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확인 시, 식이보충제 섭취 조사 결과와 

동일한 제조회사에서 만들었으나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또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설문 결과 

조사된 제품명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Ex, vitamin C, vitamin E 등) 해당 

제조회사의 특정한 제품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된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제품명이 유사한 제품 (Ex, vitamin C 500mg, vitamin 

C 1000mg, vitamin E 100IU, vitamin E 200IU, vitamin E 400IU 등)의 

영양소 함량의 평균을 계산하여 새로운 식이보충제 코드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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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작성 

본 연구의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식이보충제 목록에 

포함된 각 제품에 대하여 1회 제공량과 1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을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식품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변환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각 제품 별 영양소 함량을 계산하여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형태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즉, 

식이보충제 의약품 영양소 변환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제품 별 함유 

성분과 해당 성분의 구조식 정보를 수록하였고, 이 구조식을 기반으로 

유효영양소의 성분 내 비율을 계산하여 작성하였다 (Figure 6).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는 각 제품의 

제형에 따른 1회 제공량 당 각 영양소의 함량을 식품 섭취 결과의 

단위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따라서 각 제품 별로 1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을 수록하였고 본 연구에서 수록한 영양소의 종류는 Table 

9와 같다. 최종적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두 데이터베이스를 

합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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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struction of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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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nutrients list of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 

Nutrients Unit Nutrient Unit 

Energy kcal Carbohydrate g 

Protein g Dietary fiber g 

Fat g Cholesterol mg 

Vitamin A ug RE Calcium mg 

Vitamin D ug Phosphorus mg 

Vitamin E mg a-TE Sodium mg 

Vitamin K ug Potassium mg 

Vitamin C mg Magnesium mg 

Thiamin mg Iron mg 

Riboflavin mg Zinc mg 

Niacin mg Copper mg 

Vitamin B6 mg Manganese mg 

Folate ug Iodide ug 

Vitamin B12 ug Selenium ug 

Panththenic acid mg Molybdenum ug 

  
Cobalt ug 

    Fluoride 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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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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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1) 수록 제품의 범위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결과 섭취하는 것으로 응답한 제품 목록을 

토대로, 식이보충제 제품 별로 영양소 함량을 확인 한 결과 6,082명이 

섭취한 식이보충제 2,328종의 제품 중에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제외하고 5,205명이 섭취한 식이보충제의 영양성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고된 섭취 빈도 8,672회 중 7,027회 (81.0%)에 해당한다. 전체 

섭취 빈도 중 일반의약품은 2,563회를 차지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은 

4,464회의 섭취 빈도를 보였다. 이는 제품 종류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의약품 416종, 건강기능식품 903종에 해당한다. 

 

(2) 제품 유형 별 영양소 함유 현황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형별 

제품수와 함유된 영양소 수를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제품에 따라서는 

위의 영양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고, 최대 24종의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도 있었다. 의약품에는 7.4종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건강기능식품은 4.9종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비타민과 무기질을 포함하고 다량영양소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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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은 수의 영양소가 

포함되었으나, 다량영양소를 함유한 제품이 많으며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없는 제품도 많았다. 

식이보충제 제품 유형 별로 포함된 제품수와 섭취 빈도, 함유된 영양소 

수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결과 섭취한 것으로 보고된 제품 유형 중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제품 유형은 비타민-무기질 제품이었으며, 

비타민-무기질 제품유형은 392종의 제품이 포함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비타민-무기질 제품에는 약 12종의 비타민 및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섭취한 것으로 보고한 식이보충제 

제품유형 중 상위 10가지 제품유형이 전체 섭취 빈도 중 93.9%를 

차지하였으며, 비타민-무기질 제품 유형과 비타민 제품 유형을 합한 

비율이 6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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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number of nutrients contained in the products of the nutrients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s  

Type Frequency 
No. of 

products 
No. of nutrients 

   
Total Macronutrients Vitamins Minerals 

  n (%) n (%)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Pharmaceutical Drugs 2,563 (36.5%) 416 (31.5%) 7.4 ± 6.2 0.0 ± 0.0 5.2 ± 4.0 2.2 ± 2.8 

Health Functional Foods 4,464 (63.5%) 903 (68.5%) 4.9 ± 5.8 1.3 ± 1.2 2.3 ± 3.8 1.3 ± 2.3 

Total 7,027 (100) 1,319 (100) 5.7 ± 6.0 0.9 ± 1.1 3.2 ± 4.1 1.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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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number of nutrients contained in the products of the nutrients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s by the product type 

Type Frequency 
No. of 

products 
No. of nutrients 

   
Total Macronutrients Vitamins Minerals 

  n (%) n (%)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Multivitamin-mineral 2789 (39.7) 392 (29.7) 12.4 ± 6.2 0.6 ± 1.0 7.6 ± 3.9 4.2 ± 3.0 

Vitamin 1586 (22.6) 228 (17.3) 4.1 ± 3.2 0.7 ± 1.0 3.1 ± 2.9 0.3 ± 0.6 

Omega-3 fatty acid 684 (9.7) 132 (10.0) 1.8 ± 1.2 1.6 ± 1.0 0.2 ± 0.5 0.0 ± 0.1 

Mineral 479 (6.8) 146 (11.1) 2.6 ± 1.9 0.4 ± 0.8 1.0 ± 1.5 1.2 ± 1.1 

Glucosamin 421 (6.0) 90 (6.8) 1.7 ± 1.8 1.1 ± 1.3 0.1 ± 0.4 0.5 ± 0.9 

Red ginseng 203 (2.9) 33 (2.5) 2.2 ± 1.1 2.0 ± 0.8 0.0 ± 0.0 0.2 ± 0.4 

gamma-linolenic acid 158 (2.2) 46 (3.5) 1.7 ± 1.1 1.5 ± 0.9 0.1 ± 0.3 0.1 ± 0.4 

Chlorella 157 (2.2) 11 (0.8) 3.3 ± 1.7 2.0 ± 1.2 0.5 ± 0.5 0.8 ± 0.9 

Aloe 66 (0.9) 12 (0.9) 2.3 ± 1.2 1.8 ± 1.0 0.0 ± 0.0 0.6 ± 0.5 

Health tonic and alternatives 54 (0.8) 22 (1.7) 10.3 ± 6.1 0.0 ± 0.0 7.6 ± 3.6 2.7 ± 3.5 

Others1) 430 (6.1) 207 (15.7) 2.4 ± 2.6 1.0 ± 1.3 1.1 ± 2.0 0.4 ± 0.8 

Total 7,027 (100) 1,319 (100) 5.7 ± 6.0 0.9 ± 1.1 3.2 ± 4.1 1.6 ± 2.5 

1) Others: Included in dietary supplement products such as protein/amino acid products, lutein, royal jelly, squalene produc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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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소 별 함유 현황  

 영양소 별로 포함된 제품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가 543종 (41.2%)으로 가장 많았다.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평균 함유량은 222.6 mg 이었다 

(Table 12). 비타민C는 단일 비타민 제품뿐 아니라 비타민, 비타민-

무기질 유형에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0~100 mg으로 소량 

함유된 제품의 수가 가장 많았지만, 1000~1100 mg과 같이 다량 함유된 

제품도 일부 관측되었다. 무기질 중에는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395종 (30.0%)으로 가장 많아, 칼슘 함유 제품에는 칼슘이 평균적으로 

136.6 mg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양소 별로 함유량 분포를 

보면 유사한 함유량을 보이는 제품이 빈번하였으나, 제품 중 ‘Ultra’, 

‘Mega’ 등과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 영양소를 과량 함유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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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number of products containing each of vitamins and minerals 

Nutrients  Products (%) Mean ± SD Mode Min 10th 25th 50th 75th 90th Max 

Vitamin C (mg) 543 (41.2) 222.6 ± 255.9 500.0 0.0 30.0 50.0 100.0 300.0 500.5 1000.1 

Vitamin E (mg) 435 (33.0) 44.1 ± 83.2 20.0 0.4 3.0 6.3 20.0 33.3 133.3 666.7 

Vitamin B6 (mg) 422 (32.0) 8.0 ± 12.5 4.1 0.0 0.5 1.0 3.9 8.2 23.0 82.3 

Riboflavin (mg) 412 (31.2) 6.5 ± 11.3 10.0 0.0 0.5 1.1 2.0 10.0 13.0 100.0 

Thiamin (mg) 411 (31.2) 9.6 ± 13.8 20.3 0.0 0.4 1.0 4.1 12.2 25.0 91.0 

Calcium (mg) 395 (30.0) 136.6 ± 184.1 2.5 0.0 1.3 2.9 100.0 200.0 331.1 1200.0 

vitamin B12 (ug) 367 (27.8) 60.0 ± 219.7 12.0 0.1 1.0 3.0 9.0 18.0 100.0 2500.0 

Niacin (mg) 347 (26.3) 31.0 ± 32.9 20.0 0.0 4.2 10.0 20.0 40.0 100.0 250.0 

Vitamin D (ug) 329 (24.9) 9.7 ± 29.2 10.0 0.0 1.5 2.5 5.0 10.0 12.5 400.0 

Folate (ug) 327 (24.8) 316.2 ± 218.7 400.0 0.2 80.0 138.1 300.0 400.0 500.0 1500.0 

Vitamin A (ug RE) 315 (23.9) 1045.3 ± 1402.7 1500.0 0.8 195.0 300.0 613.6 1500.0 1650.0 8186.5 

Pantothenic acid (mg) 299 (22.7) 16.3 ± 18.0 27.5 0.0 2.4 4.9 10.0 25.0 27.6 160.0 

Zinc (mg) 281 (21.3) 10.4 ± 8.5 15.0 0.1 1.7 4.0 7.5 15.0 25.0 50.0 

Iron (mg) 201 (15.2) 16.8 ± 16.4 18.0 0.0 4.0 6.8 10.6 20.0 30.0 100.0 

Manganese (mg) 200 (15.2) 1.8 ± 1.0 2.0 0.0 0.6 0.8 1.0 2.0 4.5 10.0 

Magnesium (mg) 191 (14.5) 72.4 ± 80.9 100.0 0.4 4.3 14.3 50.0 100.0 135.0 600.0 

Copper (mg) 170 (12.9) 1.3 ± 0.9 2.0 0.0 0.2 0.7 1.0 2.0 2.0 4.0 

 



65 

 

Table 12. The number of products containing each of vitamins and minerals (Continued) 

Nutrients  Products (%) Mean ± SD Mode Min 10th 25th 50th 75th 90th Max 

Iodide (ug) 123 (9.3) 105.2 ± 73.7 149.8 10.0 30.0 50.0 100.1 149.8 150.0 677.5 

Selenium (ug) 113 (8.6) 42.8 ± 43.1 25.0 4.0 15.0 18.4 25.1 50.0 70.0 200.0 

Potassium (mg) 73 (5.5) 30.9 ± 40.8 80.0 0.0 2.5 5.0 8.3 40.0 80.0 245.0 

Vitamin K (ug) 53 (4.0) 35.0 ± 26.3 25.0 1.0 10.0 20.0 26.7 43.2 80.0 130.0 

Molybdenum (ug) 40 (3.0) 46.4± 49.0 25.0 3.9 13.8 22.5 30.1 50.0 75.0 294.0 

Dietary fiber (g) 6 (0.5) 2.2 ± 2.2 0.5 0.5 0.5 0.5 1.5 3.4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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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널리 상용되고 있는 식이보충제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총 1,319종의 식이보충제에 대해 주요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종적으로 일반의약품 416종과 건강기능식품 903종이 포함되었다.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목록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혹은 자주 소비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국내 식이보충제 섭취 양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섭취한다고 응답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섭취 빈도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빈도 제품부터 제품의 영양소 

함유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보고된 섭취 빈도 8,672회 중 

7,027회 (81.0%)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조사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급변하는 

식이보충제 시장 속에서 이미 단종되어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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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대상자들의 응답 정보가 불분명하여 특정 제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모든 제품에 대해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었다.  

대상자들이 응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MEC) study에서는 식이보충제 이용에 관한 조사를 처음 시행한 

1999년도부터 제품 정보에 관한 입력을 시작하여 2004년에 

완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품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였고, 대상자의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여 특정한 제품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약 24%를 차지하였다 (Blitz, Murphy et al. 

2006).  

 본 연구의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로 

제품의 라벨 정보에 기반하여 각 제품의 제형에 따른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유량을 수집하였다. 또한 제품에 따라서는 영양소 함량으로 

표시되지 않고 포함 성분을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각 성분으로부터 

화학식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영양소의 양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제품 라벨 정보를 통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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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던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방법이다 (Blitz, Murphy et 

al. 2006,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NCHS 2014). NHANES-

DSD에서는 주로 제품 라벨을 통해 제품 별 영양소 함량을 수집하였으며, 

영양소에 따라서는 환산 계수를 제시하여 최종 영양소의 형태로 

변환하였고 (NCHS 2014), Finnish dietary supplement database에서는 

제품 라벨로부터 영양소 정보를 수집하고 화합물 형태의 성분에 

대해서는 분자량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품 라벨로부터 영양소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함유 영양소만 표시하고 함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이다 (Dwyer, Picciano et al. 2003, Yonemori, Morimoto 

et al. 2009). 또한 제품의 영양성분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함유 성분 

중 영양소로의 변환이 가능한 형태일 경우 해당 성분으로부터 영양소 

함유량 계산을 할 수 있었으나, 함유된 성분명이 추출물 등과 같은 

형태로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으로부터 영양소 함유량 

계산을 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었다. 최근 들어 대표적인 식이보충제를 

선정하여 이들의 영양소 함량을 분석하고 제품 라벨 값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성인용 멀티비타민-무기질 식이보충제의 분석 

결과 영양소 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적게는 0%부터 많게는 26.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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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는 영양소도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USDA 2012).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이보충제 섭취 조사 결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난 식이보충제 중에서 영양성분이 확인 가능한 제품에 대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섭취하였다고 응답한 제품 중 응답 정보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품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혹은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섭취 중이라 응답한 모든 제품을 포함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향후, 이러한 제품에 대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식이보충제 제품의 

섭취 빈도를 파악하여 대체코드 및 기본코드를 활용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기존 제품이 

변경되는 식이보충제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각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조사를 활용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최초의 연구로서, 한국인의 식이에서 식이보충제 

섭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서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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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내에 널리 상용되고 있는 식이보충제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제품에는 약 5.7종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었고, 제품 유형 

별로는 비타민-무기질 제품이 가장 많았다. 영양소 별로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응답 정보, 제품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섭취하였다고 보고된 모든 제품을 포함할 수는 

없었던 제한점이 있었다. 최근 들어 식이보충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제품 종류를 더 넓혀 보다 정확하게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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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평가 

1. 서론 

식이보충제는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영양소에 따라서는 총 섭취량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데 (Block, 

Sinha et al. 1994),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식이보충제의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식이보충제 이용률은 33.8%로 2005년도 25.8%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이와 같이 식이보충제의 이용이 증가하는 양상은 미국, 영국 

등지에서도 보고되었다 (Bates, Lennox et al. 2011, Gahche, Bailey et 

al. 2011).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2003-2006 NHANES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식이보충제를 통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섭취는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의 섭취를 보완할 수 

있으나, 특정 비타민 및 무기질에 있어서는 과잉 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urphy, White et al. 2007, Burnett-Hartman, 

Fitzpatrick et al. 2009, Bailey, Fulgoni et al. 2011,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이러한 경향성은 19세 미만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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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Shakur, Tarasuk et al. 

2012). 

이렇듯 식이보충제 섭취는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나 

우리나라에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식이보충제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이 

큰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 III장에서 작성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를 비교하며,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상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조사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연중조사로 수행하고 있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영양조사의 식생활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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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자료는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인 대상자는 19세 이상 16,187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요인자료로 건강설문조사의 가구조사, 음주, 

흡연, 신체활동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연령은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었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의 네 범주로 나누었다. 음주는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에 대한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1-2잔, 3-6잔, 7잔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피운 적 없음,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피움의 

세 군으로 나누었다. 신체활동 정도는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참고하여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그룹과 실천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청소년은 만 9-18세 

3,13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요인 지표로 연령, 성별, 가구소득수준, 신체활동 정도, 주관적 

체형인식, 식생활지침 인지여부, 영양표시 사용 여부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신체활동정도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참고하여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3일 이상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 1일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그룹과 실천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식은 ‘매우 마른편’, ‘약간 마른편’, ‘보통’, ‘약간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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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식생활 지침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나누었으며, 영양표시를 ‘읽는다’, ‘읽지 

않는다’, ‘영양표시가 무엇인지 모른다’로 구분하였다. 어린이 및 

유아는 만1-8세 2,7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구조사결과 및 

근접환경으로써 어머니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결과도 활용하였다.  

 

(2) 식이보충제 섭취 현황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DS) 섭취 현황에 따른 대상 분류는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조사는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식생활 조사의 

일부분으로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조사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을 섭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습니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섭취중인 

제품에 대해서 최대 4종류까지 제품명, 제조회사 혹은 수입판매원, 복용 

종류 (정, 캡슐, 포, 환 등), 1회 복용 분량과 같은 세부 정보도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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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보충제 섭취자 (DS user)는 위의 두 가지 문항에 하나 이상 ‘예’ 

라고 대답한 사람들로 분류하였고, 위의 두 문항 모두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식이보충제 비섭취자 (Nonuser)로 분류하였다. 

식이보충제 섭취자 중 현재 이용 중인 제품 정보를 응답하였고, 해당 

제품이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한 

영양소를 산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중 각 영양소 별로 해당 영양소가 포함된 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 with specific nutrient)로 구분하였다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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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lassification of subjects by dietary supplements use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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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는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s) 와 비섭취자 (nonusers) 의 식품 및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총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은 본 연구 제 III장에서 작성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계산하였다.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기반하여 영양성분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포함 성분 정보로부터 화학식을 기준으로 

영양소 함량을 산출하였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은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의 섭취 

기준 분량 대비 실제 1회 복용 분량과 복용빈도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복용 분량은 해당 제품의 

복용종류에 따른 1회 복용 분량으로 설문하였고, 복용빈도는 하루 3회 

이상, 하루 2회, 하루 1회, 주2~5회, 주 1회 이하로 조사되어 

주2~5회와 주1회 이하 섭취 시 각각 0.5와 0.14를 곱하여 1일 평균 

복용 빈도로 환산하였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은 식이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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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량과 대상자의 식이보충제 1회 

복용 분량, 1회 기준 분량, 1일 섭취 빈도를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d
c
bay ××=  

(a: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의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량, b: 대상자의 

식이보충제 1회 복용 분량, c: 1회 기준 분량, d: 1일 섭취 빈도) 

 

(4)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 

식이보충제는 일상적 섭취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식이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도 일상섭취량을 산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회의 24시간 회상에 대한 영양소 섭취 이므로, 

선행연구 방법 (Kim, Shim et al. 2011) 에 따라 일상섭취량은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개발된 C-SIDE (Software for Intake 

Distribution Estimation, version 1.02, 1996; available from the 

Center for Survey Statistics and Methodology,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식이로부터 섭취한 영양소가 총 영양소 

섭취량으로 계산하였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대상자들은 식이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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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일상섭취량에 식이보충제로부터의 영양소 섭취량을 합하여 총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5) 영양소 섭취 평가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식이보충제 섭취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 수준을 한국인영양섭취기준 (The Korean Nutrition 

Societry 2010)에 따라 영양소 별 섭취 부족 및 과잉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일상섭취량이 평균필요량보다 낮은 경우 부족할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상한섭취량보다 높은 경우 과잉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이보충제 섭취군은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한 후, 총 

영양소 섭취량에 대해 평균필요량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과 

상한섭취량보다 높은 사람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식이보충제 

섭취군은 각각의 영양소 별로 해당 영양소가 포함된 제품을 섭취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의 반영 여부에 

따른 섭취 부족 및 과잉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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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 분석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통합분석에 있어 

순환표본에 따른 각 연도별 조사구수 (2007년 100 조사구, 2008년 및 

2009년 각 200 조사구) 비례로 통합가중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복합표본통계의 분산은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 2010). 

일반적인 특성 및 생활습관 특성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와 chi-

square test를 통해 식이보충제 섭취군과 비섭취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별 섭취량은 해당 영양소를 섭취한 사람들의 

평균으로 추정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proc surveymeans 

프로시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식이보충제 비섭취군과 

식이보충제 섭취군의 일상섭취량 차이 및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후 총 섭취량의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요인을 보정하여 proc surveyreg 프로시져를 사용하여 군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program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p<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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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1) 성인 

 ①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조사에 응답한 20세 

이상 성인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34.2% 이었다. 또한 식이보충제의 

이용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중년층의 

식이보충제 복용률이 가장 높았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식이보충제 복용률이 가장 높았다. 음주 및 

생활습관 요인에 있어서,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식이보충제 복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현재 흡연중인 사람들의 식이보충제 

복용률이 가장 낮았다. 신체활동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3).  

식이보충제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섭취 중인 제품명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불충분한 응답 등으로 인해 제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어 본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대상자 (unidentified-DS 

users)와 본 연구의 대상자(identified-DS users) 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성인 그룹에서는 성별, 연령, 음주, 신체활동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흡연 및 교육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여 unidentified 

DS-users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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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그러나 그룹 간 

차이를 보인 특성을 보정한 후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 unidentified-DS users와 identified-DS users 영양소 별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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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haracteristics of adults from the KNHANES IV by DS 
use1) 

 

 

 

Nonusers 

(n=10,553) 

DS users 

Identified

-DS users 

(n=3,862) 

p2) 

Unidentified

-DS users 

(n=1,772) 

p3) 

Gender 
   

  

Men 54.4 (0.5) 38.7 (0.9) <.0001 41.7 (1.4) 0.0813 

Age (y) 
   

  

19-39 44.7 (0.8) 37.8 (1.2) <.0001 38.4 (1.5) 0.9305 

40-59 36.3 (0.7) 43.4 (1.2) 
 

42.9 (1.4)  

60 or more 19.0 (0.6) 18.8 (0.8) 
 

18.7 (1.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ess 22.3 (0.7) 16.5 (0.8) <.0001 19.4 (1.2) 0.0068 

middle school 10.5 (0.4) 10.0 (0.6) 
 

11.1 (0.9)  

high school 40.9 (0.8) 38.4 (1.1) 
 

39.6 (1.5)  

college or more 26.2 (0.7) 35.1 (1.2) 
 

29.9 (1.5)  

Alcohol intake at one time 
   

  

Do not drink any 23.9 (0.5) 26.6 (0.9) <.0001 24.8 (1.2) 0.0452 

1-2 glasses 20.3 (0.5) 28.1 (0.9) 
 

25.8 (1.2)  

3-6 glasses 29.1 (0.6) 27.4 (0.9) 
 

27.8 (1.3)  

7 glasses or more 26.8 (0.7) 17.9 (0.8) 
 

21.6 (1.4)  

Smoking status 
   

  

Never 49.1 (0.6) 62.2 (1.0) <.0001 58.8 (1.5) 0.0040 

Quit smoking 20.5 (0.5) 20.4 (0.8) 
 

19.0 (1.1)  

Currently smoking 30.4 (0.6) 17.4 (0.8) 
 

22.2 (1.3)  

Physical activity4) 
   

  

Yes 13.2 (0.5) 13.6 (0.7) 0.6274 13.7 (1.1) 0.9473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Values are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Differen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were analyzed using Rao-Scott χ2 test 
3)Differences between identified-DS users and unidentified-DS users were analyzed using Rao-Scott 

χ2 test 
4)Moderate physical activity for at least 30 minutes, five days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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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라 대상자들이 식이에서 얻는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인의 경우,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는  (Identified-DS users) 비섭취자 (Nonusers)에 비해 

식이로부터 얻는 에너지와 일부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는 비섭취자에 

비해 식이로부터 얻는 섭취량이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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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ults from the KNHANES IV1) 

(a) Men 

 

Nonusers 

(n=4,790) 

Identified-DS users 

(n=1,215) 
 

  Food Food p2) 

Energy (kcal) 1898.1 ± 11.9 1963.8 ± 20.8 0.0018 

Carbohydrate (g) 301.2 ± 1.7 310.4 ± 3.1 0.9795 

Fat (g) 38.7 ± 0.4 42.6 ± 0.7 0.0003 

Protein (g) 68.0 ± 0.5 72.3 ± 1.0 0.0095 

Vitamin A (μg RE) 826.5 ± 9.4 884.3 ± 17.2 0.7059 

Vitamin C (mg) 103.7 ± 1.0 110.9 ± 1.8 0.1344 

Thiamin (mg) 1.3 ± 0.0 1.3 ± 0.0 0.9384 

Riboflavin (mg) 1.2 ± 0.0 1.2 ± 0.0 <.0001 

Niacin (mg) 15.7 ± 0.1 16.4 ± 0.2 0.9095 

Calcium (mg) 486.0 ± 3.4 528.3 ± 7.5 0.0004 

Phosphorus (mg) 1125.5 ± 7.0 1181.9 ± 13.9 0.1301 

Sodium (mg) 4867.4 ± 35.1 4967.8 ± 72.2 0.7697 

Potassium (mg) 2907.4 ± 19.8 3086.4 ± 37.3 0.0333 

Iron (mg) 14.1 ± 0.1 15.0 ± 0.3 0.1758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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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ults from the KNHANES IV1) 

(Continued) 

(b) Women 

 

Nonusers 

(n=5,763) 

Identified-DS users 

(n=2,647) 
 

  Food Food p2) 

Energy (kcal) 1765.9 ± 9.3 1863.4 ± 13.8 <.0001 

Carbohydrate (g) 289.6 ± 1.6 303.9 ± 2.3 0.2401 

Fat (g) 35.6 ± 0.3 39.5 ± 0.4 0.0008 

Protein (g) 62.8 ± 0.4 68.2 ± 0.6 <.0001 

Vitamin A (μg RE) 778.0 ± 9.3 880.7 ± 14.5 0.0020 

Vitamin C (mg) 100.4 ± 1.1 112.0 ± 1.5 0.0004 

Thiamin (mg) 1.2 ± 0.0 1.3 ± 0.0 0.0120 

Riboflavin (mg) 1.1 ± 0.0 1.2 ± 0.0 <.0001 

Niacin (mg) 14.3 ± 0.1 15.6 ± 0.1 <.0001 

Calcium (mg) 469.3 ± 3.5 521.9 ± 5.4 <.0001 

Phosphorus (mg) 1058.3 ± 6.2 1148.7 ± 9.6 <.0001 

Sodium (mg) 4497.7 ± 35.3 4667.9 ± 50.0 0.9387 

Potassium (mg) 2729 ± 19.8 3029 ± 30.2 <.0001 

Iron (mg) 13.1 ± 0.1 14.8 ± 0.2 0.0001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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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라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고려하여 총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인의 경우, 

총 영양소 섭취량에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비섭취자에 비해 

남녀 모두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Table 15).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성인의 경우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식품으로부터의 영양소 

섭취에 있어서 평균필요량 보다 섭취량이 낮은 대상자의 비율이 

비섭취자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리보플라빈과 칼슘과 같은 일부 

영양소의 경우 남녀 모두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를 

보였다 (Figure 11, 12). 식이보충제 섭취자들에 있어서 

식이보충제로부터 얻는 영양소 섭취량을 합한 총 영양소 섭취량에서는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식이보충제 섭취가 일부 영양소에 있어서는 일부 대상자에게 

과잉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영양소에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섭취량을 합한 후 남녀 모두 

약 3% 정도의 대상자가 상한섭취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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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otal nutrient intake from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ults from the 

KNHANES IV1) 

(a) Men 

 

Nonusers 

(n=4,790) 

Identified-DS users 

(n=1,215) 
 

Nutrients Food Food + DS % DS2) p3) 

Energy (kcal) 1898.1 ± 11.9 1968.7 ± 20.9 0.3 ± 0.0 0.0009 

Carbohydrate (g) 301.2 ± 1.7 311.0 ± 3.1 0.2 ± 0.0 0.9952 

Fat (g) 38.7 ± 0.4 42.9 ± 0.7 0.7 ± 0.1 0.0001 

Protein (g) 68.0 ± 0.5 72.4 ± 1.0 0.2 ± 0.0 0.0112 

Vitamin A (μg RE) 826.5 ± 9.4 1142.0 ± 32.5 11.1 ± 0.8 <.0001 

Vitamin C (mg) 103.7 ± 1.0 466.3 ± 24.6 44.5 ± 1.2 <.0001 

Thiamin (mg) 1.3 ± 0.0 7.9 ± 0.5 31.9 ± 1.3 <.0001 

Riboflavin (mg) 1.2 ± 0.0 4.2 ± 0.2 31.0 ± 1.2 <.0001 

Niacin (mg) 15.7 ± 0.1 34.1 ± 1.4 21.1 ± 1.1 <.0001 

Calcium (mg) 486.0 ± 3.4 585.1 ± 8.8 7.5 ± 0.5 <.0001 

Phosphorus (mg) 1125.5 ± 7.0 1201.2 ± 14.1 1.6 ± 0.1 0.0012 

Sodium (mg) 4867.4 ± 35.1 4969.7 ± 72.2 0.0 ± 0.0 0.6755 

Potassium (mg) 2907.4 ± 19.8 3092.6 ± 37.3 0.2 ± 0.0 0.0348 

Iron (mg) 14.1 ± 0.1 18.1 ± 0.4 11.2 ± 0.7 <.0001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3)Comparing total nutrients intake from combination of food and dietary supplement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total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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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otal nutrient intake from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ults from the 

KNHANES IV1) (Continued) 

(b) Women 

 

Nonusers 

(n=5,763) 

Identified DS users 

(n=2,647) 
 

Nutrients Food Food + DS % DS2) p3) 

Energy (kcal) 1765.9 ± 9.3 1869.6 ± 13.8 0.4 ± 0.0 <.0001 

Carbohydrate (g) 289.6 ± 1.6 304.5 ± 2.3 0.2 ± 0.0 0.1540 

Fat (g) 35.6 ± 0.3 39.8 ± 0.4 1.0 ± 0.1 0.0001 

Protein (g) 62.8 ± 0.4 68.4 ± 0.6 0.2 ± 0.0 0.0001 

Vitamin A (μg RE) 778.0 ± 9.3 1137.6 ± 35.8 10.3 ± 0.5 <.0001 

Vitamin C (mg) 100.4 ± 1.1 416.8 ± 15.1 39.6 ± 0.9 <.0001 

Thiamin (mg) 1.2 ± 0.0 5.9 ± 0.3 27.4 ± 0.8 <.0001 

Riboflavin (mg) 1.1 ± 0.0 4.2 ± 0.2 28.0 ± 0.7 <.0001 

Niacin (mg) 14.3 ± 0.1 30.9 ± 0.8 20.3 ± 0.6 <.0001 

Calcium (mg) 469.3 ± 3.5 597.6 ± 7.3 8.9 ± 0.4 <.0001 

Phosphorus (mg) 1058.3 ± 6.2 1165.9 ± 9.8 1.4 ± 0.1 <.0001 

Sodium (mg) 4497.7 ± 35.3 4670.1 ± 50.0 0.1 ± 0.0 0.9014 

Potassium (mg) 2729.0 ± 19.8 3033.9 ± 30.2 0.2 ± 0.0 <.0001 

Iron (mg) 13.1 ± 0.1 19.2 ± 0.3 12.3 ± 0.5 <.0001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3)Comparing total nutrients intake from combination of food and dietary supplement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total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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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stribution of vitamin intak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by nutrient sources among adul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N, Nonusers; IDS, Identified-dietary supplem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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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istribution of mineral intak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by nutrient sources among adul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N, Nonusers; IDS, Identified-dietary supplem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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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in me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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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in wome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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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영양소 별 함유제품 섭취 실태 및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

향 

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의 영양소 별로 해당 영양소를 포함한 

식이보충제로부터 얻는 영양소 섭취량을 Table 16, 17 에 제시하였다. 

성인 남녀 모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았고 무기질 중에서는 칼슘을 섭취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각 영양소 별로 해당 영양소를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한 대상자 

(identified-DS user with specific nutrient)의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비율과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필요량 보다 적게 섭취하여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칼슘을 제외하고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비타민A, 비타민C, 

철의 과잉 섭취자들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Figure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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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Nutrient intakes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men from the KNHANES IV 1)  

Nutrients2) n (%) Food DS %DS3) 

Vitamin A (μg RE) 288 (23.7) 896.1 ± 34.4 1058.4 ± 90.2 45.7 ± 1.7 

Vitamin C (mg) 853 (70.2) 112.5 ± 2.2 493.2 ± 32.0 61.7 ± 1.1 

Thiamin (mg) 533 (43.9) 1.3 ± 0.0 14.9 ± 1.1 72.6 ± 1.4 

Riboflavin (mg) 549 (45.2) 1.2 ± 0.0 6.4 ± 0.4 67.3 ± 1.4 

Niacin (mg) 442 (36.4) 16.3 ± 0.3 48.4 ± 3.1 57.5 ± 1.5 

Calcium (mg) 527 (43.4) 523.4 ± 10.2 129.4 ± 8.2 17.1 ± 0.8 

Phosphorus (mg) 279 (23.0) 1147.9 ± 26.8 85.3 ± 4.4 7.2 ± 0.4 

Sodium (mg) 295 (24.3) 4887.8 ± 128.6 8.0 ± 1.8 0.2 ± 0.0 

Potassium (mg) 236 (19.4) 2983.6 ± 87.6 32.8 ± 1.5 1.2 ± 0.1 

Iron (mg) 404 (33.3) 14.8 ± 0.4 9.4 ± 0.5 33.7 ± 1.1 

Vitamin D (μg) 305 (25.1) - 7.5 ± 0.7 - 

Vitamin E (mg) 510 (42.0) - 37.3 ± 4.5 - 

Vitamin K (μg) 90 (7.4) - 34.2 ± 2.8 - 

Vitamin B6 (mg) 525 (43.2) - 5.5 ± 0.3 - 

Folate (μg) 339 (27.9) - 307.4 ± 11.0 - 

Vitamin B12 (μg) 472 (38.8) - 17.1 ± 2.7 - 

Pantothenic acid (mg) 415 (34.2) - 17.9 ± 0.9 - 

Magnesium (mg) 363 (29.9) - 92.6 ± 3.4 - 

Zinc (mg) 488 (40.2) - 10.1 ± 0.5 - 

Copper (mg) 363 (29.9) - 1.4 ± 0.1 - 

Manganese (mg) 419 (34.5) - 1.8 ± 0.1 - 

Iodide (μg) 327 (26.9) - 96.1 ± 3.4 - 

Selenium (μg) 266 (21.9) - 31.4 ± 1.4 - 

Molybdenum (μg) 142 (11.7) - 32.3 ± 1.4 - 

Abbreviations: DS, dietary supplement 
1)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Nutrients from DS less than 10 persons not included in table  
3)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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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Nutrient intakes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women from the KNHANES IV 1)  

Nutrients2) n (%) Food DS %DS3) 

Vitamin A (μg RE) 576 (21.8) 863.3 ± 21.7 1156.9 ± 138.8 46.3 ± 1.2 

Vitamin C (mg) 1665 (62.9) 111.9 ± 1.8 475.8 ± 21.7 61.8 ± 0.8 

Thiamin (mg) 1012 (38.2) 1.2 ± 0.0 12.0 ± 0.6 70.9 ± 1.0 

Riboflavin (mg) 1093 (41.3) 1.2 ± 0.0 7.0 ± 0.4 65.7 ± 1.0 

Niacin (mg) 935 (35.3) 15.5 ± 0.2 42.3 ± 2.1 56.2 ± 1.0 

Calcium (mg) 1146 (43.3) 535 ± 8.0 175 ± 8.1 20.7 ± 0.7 

Phosphorus (mg) 449 (17.0) 1171.2 ± 23.3 103.1 ± 6.0 8.3 ± 0.4 

Sodium (mg) 584 (22.1) 4817.9 ± 106.1 9.6 ± 0.7 0.2 ± 0.0 

Potassium (mg) 394 (14.9) 3137.2 ± 84.7 33.7 ± 1.7 1.2 ± 0.1 

Iron (mg) 833 (31.5) 15.4 ± 0.3 13.6 ± 0.7 37.8 ± 0.9 

Vitamin D (μg) 715 (27.0) - 8.2 ± 1.1 - 

Vitamin E (mg) 1024 (38.7) - 42.4 ± 4.0 - 

Vitamin K (μg) 166 (6.3) - 31.5 ± 1.6 - 

Vitamin B6 (mg) 1050 (39.7) - 7.5 ± 0.5 - 

Folate (μg) 798 (30.1) - 338.7 ± 10.4 - 

Vitamin B12 (μg) 902 (34.1) - 36.6 ± 6.3 - 

Pantothenic acid (mg) 865 (32.7) - 17.4 ± 0.8 - 

Magnesium (mg) 674 (25.5) - 92.1 ± 3.2 - 

Zinc (mg) 903 (34.1) - 9.3 ± 0.3 - 

Copper (mg) 620 (23.4) - 1.4 ± 0.1 - 

Manganese (mg) 827 (31.2) - 1.7 ± 0.1 - 

Iodide (μg) 580 (21.9) - 99.3 ± 4.2 - 

Selenium (μg) 504 (19.0) - 29.8 ± 1.2 - 

Molybdenum (μg) 229 (8.7) - 34.6 ± 1.9 - 

Abbreviations: DS, dietary supplement 
1)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Nutrients from DS less than 10 persons not included in table  
3)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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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men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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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women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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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한섭취량 이상 식이보충제 이용 사례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통해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의 섭취는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의 섭취에 기여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는 과잉 섭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양소 

중 총 섭취량 (식품 + 식이보충제)에서 과잉의 위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비타민 A의 섭취 실태를 살펴보았다. 만 19세 이상 성인 

14,415명 중 230명이 (1.6%) 비타민A를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4). 비타민A 과잉 섭취자 중 49.3%는 식품 급원 

비타민A 만으로도 과잉섭취를 하고 있었다. 또한 비타민 A 과잉 섭취자 

중 63.5%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 였으며, 

이는 비타민A를 과잉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의 25.2%가 확인된-

식이보충제 섭취자인 것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p 

<0.0001). 비타민A 과잉 섭취자 중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의 

식이보충제 이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비타민A가 포함된 제품 

섭취 빈도는 총 136회였으며, 이 중 75.7%는 제품에 제시된 복용 

기준보다 같거나 적게 이용하고 있었으나, 24.3%는 복용 기준보다 실제 

하루 섭취량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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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①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한국 청소년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분석에 있어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는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s)와 비섭취자 (nonusers)의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특성을 

Table 18에 제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더 낮았으나 (p=0.0106), 성별 분포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을 보정했을 때, 가구소득수준 (p<0.0001)에서 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에서 

식생활지침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p=0.0105), 영양표시를 

읽는 비율도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03). 또한 현재 섭취 중인 

제품명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응답 등으로 인해 제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확인 불가능한-식이보충제 섭취자 

(unidentified-DS users)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간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에는 두 그룹 간 성별, 연령,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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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from the KNHANES IV by 

DS use1) 

 
Nonusers 

(n = 2,239) 

DS users 

 

Identified 

-DS users 

(n = 577) 

p2) 

Unidentified 

-DS users 

(n = 318) 

p3) 

Age, y (Mean ± SE) 13.6 ± 0.1 13.2 ± 0.1 0.0106 13.6 ± 0.2 0.0924 

Gender 
   

  

Boy 53.0 (1.3) 52.4 (2.6) 0.8310 56.5 (3.2) 0.2991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 1,000,000 11.4 (1.0) 3.4 (1.0) < 0.0001 5.5 (1.7) 0.4896 

1,000,000-3,000,000 40.6 (1.6) 34.3 (3.0) 
 

36.9 (3.7)  

3,000,000-5,000,000 29.5 (1.4) 40.6 (2.8) 
 

35.1 (3.4)  

≥ 5,000,000 18.5 (1.3) 21.8 (2.8) 
 

22.5 (3.1)  

Self-awareness of body shape 
  

  

Underweight 6.1 (0.6) 7.1 (1.3) 0.0707 6.8 (1.6) 0.4401 

Slightly underweight 21.1 (1.1) 21.2 (2.0) 
 

22.9 (2.8)  

Normal weight 42.2 (1.3) 46.6 (2.7) 
 

46.7 (3.3)  

A little overweight 23.9 (1.1) 21.9 (2.1) 
 

17.8 (2.4)  

Obese 6.7 (0.7) 3.2 (0.9) 
 

5.7 (1.6)  

Physical activity4) 
   

  

Yes 29.4 (1.5) 34.2 (3.4) 0.2494 26.3 (3.4) 0.0819 

Dietary guidelines 
   

  

Aware of details 7.1 (0.7) 10.8 (1.6) 0.0105 9.8 (1.9) 0.6775 

Use of nutrition facts 
   

  

Yes 20.8 (1.0) 28.0 (2.3) 0.0003 26.8 (2.9) 0.8608 

No 62.0 (1.3) 57.9 (2.4) 
 

57.7 (3.2)  

Do not know 17.1 (1.0) 14.1 (1.7)   15.5 (2.2)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Values are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Differen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were analyzed using Rao-Scott χ2 

test. 3)Differences between identified-DS users and unidentified-DS users were analyzed using Rao-

Scott χ2 test. 4)Physical activity: Vigorous physical activity for at least 20 minutes on 3 or more days 

per week, or moderate physical activity for at least 30 minutes on 5 or more days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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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 

 만 9-18세 대상자들의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 상태를 비교하였다 (Table 19).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s)들은 비섭취자 (Nonusers)보다 식품 급원 

만으로도 비타민A, 리보플라빈, 칼슘, 인, 칼륨과 같은 일부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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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olescents from KNHANES IV1)  

(a) Boys 

  
Nonusers 

 (n=1,166) 

Identified DS users  

(n=295) 
 

Nutrients Food Food p2) 

Energy (kcal) 1830.8 ± 19.1 1902.6 ± 28.9 0.0050 

Carbohydrate (g) 312.9 ± 3.1 326.3 ± 5.6 0.5714 

Fat (g) 35.4 ± 0.6 36.7 ± 0.8 0.8069 

Protein (g) 63.2 ± 0.7 67.1 ± 1.4 0.1466 

Vitamin A (μg RE) 679.6 ± 14.7 843.4 ± 49.6 0.0036 

Vitamin C (mg) 93.7 ± 2.2 100.4 ± 3.9 0.3368 

Thiamin (mg) 1.2 ± 0.0 1.2 ± 0.0 0.2393 

Riboflavin (mg) 1.1 ± 0.0 1.2 ± 0.0 0.0641 

Niacin (mg) 14.4 ± 0.2 15.1 ± 0.4 0.7412 

Calcium (mg) 453.5 ± 7.5 479.9 ± 10.7 0.2869 

Phosphorus (mg) 1072.2 ± 12.2 1148.3 ± 21.2 0.0208 

Sodium (mg) 4285 ± 55.1 4432.3 ± 98.1 0.8188 

Potassium (mg) 2624.2 ± 32.4 2886.1 ± 64.6 0.0024 

Iron (mg) 13.0 ± 0.3 14.3 ± 0.6 0.1719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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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olescents from KNHANES IV1) 

(Continued)  

(b) Girls 

  
Nonusers 

 (n=1,073) 

Identified DS users  

(n=282) 
 

Nutrients Food Food p2) 

Energy (kcal) 1931.3 ± 21.1 1949.1 ± 37.0 0.7907 

Carbohydrate (g) 316.4 ± 3.5 322.2 ± 6.4 0.4370 

Fat (g) 37.8 ± 0.6 37.9 ± 1.1 0.9561 

Protein (g) 66.4 ± 0.9 67.3 ± 1.5 0.9461 

Vitamin A (μg RE) 700.1 ± 14.2 735.3 ± 29.0 0.2973 

Vitamin C (mg) 95.8 ± 2.0 106.1 ± 5.1 0.1444 

Thiamin (mg) 1.3 ± 0.0 1.3 ± 0.0 0.8659 

Riboflavin (mg) 1.1 ± 0.0 1.2 ± 0.0 0.0140 

Niacin (mg) 15.0 ± 0.2 15.4 ± 0.4 0.5267 

Calcium (mg) 458.3 ± 7.4 498.9 ± 16.4 0.0219 

Phosphorus (mg) 1097.6 ± 13.1 1165.6 ± 27.1 0.0051 

Sodium (mg) 4599.6 ± 71.9 4618.9 ± 152.9 0.7610 

Potassium (mg) 2665.1 ± 34.8 2860.3 ± 76.3 0.0399 

Iron (mg) 13.0 ± 0.2 13.5 ± 0.4 0.4895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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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 

 9-18세 대상자에서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총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 확인된-

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s)에서 추가적으로 비타민C, 

티아민, 철과 같은 미량영양소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영양소 섭취량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다량영양소와 나트륨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량영양소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0). 

 영양소 섭취의 부족과 과잉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청소년 대상자에게 식이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 만으로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칼슘을 제외한 인, 철,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 즉 

영양소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보다 낮아 섭취 부족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에서 비섭취자 보다 더 

낮았다 (Figure 17, 18).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이후에는,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은 더 낮아졌으나, 칼슘의 섭취가 평균필요량 보다 낮아 부족할 

위험이 있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영양소의 섭취 

과잉의 측면에서 식이보충제가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식이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비타민C의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106 

 

섭취하여 섭취 과잉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두 군 모두 관측되지 

않았다 (Figure 19, 20). 그러나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후에는 비타민C의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대상자가 약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식이보충제 이용으로 인한 과잉 

섭취의 가능성은 비타민A와 철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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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Total nutrient intake from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olescents from 

the KNHANES IV1) 

(a) Boys  

 
Nonusers 

 (n=1,166) 

Identified DS users  

(n=295) 
 

Nutrients Food Food + DS % DS2) p3) 

Energy (kcal) 1830.8 ± 19.1 1909.0 ± 29.0 0.3 ± 0.0 0.0028 

Carbohydrate (g) 312.9 ± 3.1 327.3 ± 5.6 0.3 ± 0.0 0.5723 

Fat (g) 35.4 ± 0.6 36.8 ± 0.8 0.3 ± 0.1 0.7804 

Protein (g) 63.2 ± 0.7 67.4 ± 1.4 0.3 ± 0.1 0.1272 

Vitamin A (μg RE) 679.6 ± 14.7 1062.1 ± 57.3 14.6 ± 1.7 <.0001 

Vitamin C (mg) 93.7 ± 2.2 402.0 ± 37.2 46.3 ± 2.3 <.0001 

Thiamin (mg) 1.2 ± 0.0 4.6 ± 0.6 32.8 ± 2.6 <.0001 

Riboflavin (mg) 1.1 ± 0.0 3.7 ± 0.3 34.6 ± 2.7 <.0001 

Niacin (mg) 14.4 ± 0.2 29.9 ± 2.4 23.3 ± 2.1 <.0001 

Calcium (mg) 453.5 ± 7.5 547.0 ± 15.6 8.9 ± 1.0 <.0001 

Phosphorus (mg) 1072.2 ± 12.2 1160.2 ± 21.7 0.9 ± 0.2 0.0054 

Sodium (mg) 4285.0 ± 55.1 4435.9 ± 98.2 0.1 ± 0.0 0.8848 

Potassium (mg) 2624.2 ± 32.4 2889.4 ± 65.0 0.1 ± 0.0 0.0034 

Iron (mg) 13.0 ± 0.3 18.1 ± 1.0 12.2 ± 1.7 <.0001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3)Comparing total nutrients intake from combination of food and dietary supplement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total energy intake 

 

 

 



108 

 

Table 20. Total nutrient intake from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olescents  

from the KNHANES IV1) (Continued) 

(b) Girls 

 
Nonusers 

 (n=1,073) 

Identified-DS users  

(n=282) 
 

Nutrients Food Food + DS % DS2) p3) 

Energy (kcal) 1931.3 ± 21.1 1957.0 ± 36.7 0.5 ± 0.1 0.6466 

Carbohydrate (g) 316.4 ± 3.5 323.6 ± 6.4 0.5 ± 0.1 0.4010 

Fat (g) 37.8 ± 0.6 38.1 ± 1.1 0.6 ± 0.1 0.9704 

Protein (g) 66.4 ± 0.9 67.4 ± 1.5 0.2 ± 0.1 0.9551 

Vitamin A (μg RE) 700.1 ± 14.2 924.1 ± 37.8 12.8 ± 1.8 <.0001 

Vitamin C (mg) 95.8 ± 2.0 352.6 ± 36.9 41.1 ± 2.6 <.0001 

Thiamin (mg) 1.3 ± 0.0 3.2 ± 0.5 23.2 ± 2.8 <.0001 

Riboflavin (mg) 1.1 ± 0.0 3.1 ± 0.4 27.0 ± 2.8 <.0001 

Niacin (mg) 15.0 ± 0.2 24.3 ± 2.7 16.0 ± 2.1 0.0008 

Calcium (mg) 458.3 ± 7.4 567.0 ± 20.7 8.5 ± 1.2 <.0001 

Phosphorus (mg) 1097.6 ± 13.1 1174.0 ± 27.7 0.7 ± 0.2 0.0025 

Sodium (mg) 4599.6 ± 71.9 4620.6 ± 152.9 0.0 ± 0.0 0.6932 

Potassium (mg) 2665.1 ± 34.8 2861.1 ± 76.3 0.0 ± 0.0 0.0536 

Iron (mg) 13.0 ± 0.2 17.3 ± 1.1 10.9 ± 1.8 0.0005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3)Comparing total nutrients intake from combination of food and dietary supplement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total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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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istribution of vitamin intak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by nutrient sources among adolescen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N, Nonusers; IDS, Identified-dietary supplem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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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Distribution of mineral intak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by nutrient sources among adolescen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N, Nonusers; IDS, Identified-dietary supplem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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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in boys among adolescen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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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in girls among adolescen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113 

 

④ 각 영양소 별 함유제품 섭취 실태 및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

향 

각 영양소 별로 해당 영양소를 함유한 제품의 섭취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남녀 모두 무기질 보다는 비타민을 함유한 제품의 섭취 빈도가 더 

높았다 (Table 21, 22). 또한 영양소 별로 해당 영양소를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대상자의 (identified-DS user with specific 

nutrient) 총 영양소 섭취량 중 식이보충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영양소에 따라 적게는 0.2% (나트륨) 에서 많게는 60.4% 

(티아민)까지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양소 별 함유제품 섭취자의 섭취 부족 및 과잉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필요량 보다 적게 섭취하여 부족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칼슘을 제외하고는 5% 미만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일부 영양소에 있어서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여 과잉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Figure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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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Nutrient intakes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boys among adolescents from the KNHANES IV1)  

Nutrients2) n (%) Food DS %DS3) 

Vitamin A (μg RE) 107 (36.3) 853.3 ± 70.3 589.9 ± 59.1 39.3 ± 2.4 

Vitamin C (mg) 224 (75.9) 102.0 ± 4.5 388.7 ± 47.0 59.6 ± 2.3 

Thiamin (mg) 158 (53.6) 1.2 ± 0.0 6.1 ± 1.1 60.4 ± 2.6 

Riboflavin (mg) 171 (58.0) 1.2 ± 0.0 4.4 ± 0.5 59.4 ± 2.4 

Niacin (mg) 140 (47.5) 14.7 ± 0.5 30.8 ± 4.5 48.3 ± 2.4 

Calcium (mg) 141 (47.8) 502.3 ± 14.4 138.5 ± 17.6 18.4 ± 1.8 

Phosphorus (mg) 44 (14.9) 1224.7 ± 57.3 72.3 ± 11.3 5.7 ± 0.9 

Sodium (mg) 73 (24.7) 4569.8 ± 182.2 15.9 ± 6.6 0.3 ± 0.1 

Potassium (mg) 23 (7.8) 3221.4 ± 291.3 27.8 ± 7.0 0.9 ± 0.2 

Iron (mg) 77 (26.1) 13.6 ± 0.7 12.5 ± 1.7 40.3 ± 2.9 

Vitamin D (μg) 113 (38.3) - 5.4 ± 0.4 - 

Vitamin E (mg) 141 (47.8) - 14.8 ± 2.4 - 

Vitamin K (μg) 31 (10.5) - 22.7 ± 3.0 - 

Vitamin B6 (mg) 172 (58.3) - 3.6 ± 0.4 - 

Folate (μg) 142 (48.1) - 235.1 ± 14.7 - 

Vitamin B12 (μg) 123 (41.7) - 9.5 ± 1.6 - 

Pantothenic acid (mg) 150 (50.8) - 12.7 ± 1.7 - 

Magnesium (mg) 77 (26.1) - 78.3 ± 7.6 - 

Zinc (mg) 91 (30.8) - 9.0 ± 0.7 - 

Copper (mg) 50 (16.9) - 1.4 ± 0.2 - 

Manganese (mg) 88 (29.8) - 2.1 ± 0.3 - 

Iodide (μg) 65 (22.0) - 80.0 ± 7.9 - 

Selenium (μg) 44 (14.9) - 29.6 ± 3.5 - 

Abbreviations: DS, dietary supplement 
1)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Nutrients from DS less than 10 persons not included in table  
3)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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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Nutrient intakes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girls among adolescents from the KNHANES IV1)  

Nutrients2) n (%) Food DS %DS3) 

Vitamin A (μg RE) 85 (30.1) 663.3 ± 52.6 661.6 ± 73.0 44.9 ± 3.0 

Vitamin C (mg) 208 (73.8) 104.0 ± 5.9 333.7 ± 48.4 55.7 ± 2.5 

Thiamin (mg) 130 (46.1) 1.3 ± 0.0 4.4 ± 0.9 52.6 ± 3.3 

Riboflavin (mg) 145 (51.4) 1.2 ± 0.0 3.9 ± 0.7 55.9 ± 3.1 

Niacin (mg) 109 (38.7) 15.4 ± 0.7 24.1 ± 6.5 43.2 ± 2.9 

Calcium (mg) 119 (42.2) 528.9 ± 22.4 158.0 ± 23.2 19.6 ± 2.1 

Phosphorus (mg) 32 (11.3) 1161.2 ± 70.1 67.4 ± 20.5 5.3 ± 1.2 

Sodium (mg) 70 (24.8) 4541.3 ± 285.3 7.1 ± 1.1 0.2 ± 0.0 

Potassium (mg) 15 (5.3) 2932.5 ± 195.3 14.0 ± 3.8 0.5 ± 0.2 

Iron (mg) 80 (28.4) 13.4 ± 0.7 12.7 ± 3.0 36.3 ± 3.7 

Vitamin D (μg) 95 (33.7) - 4.8 ± 0.4 - 

Vitamin E (mg) 118 (41.8) - 15.4 ± 4.2 - 

Vitamin K (μg) 21 (7.4) - 23.3 ± 6.7 - 

Vitamin B6 (mg) 143 (50.7) - 3.6 ± 0.6 - 

Folate (μg) 122 (43.3) - 248.7 ± 18 - 

Vitamin B12 (μg) 88 (31.2) - 23.6 ± 11.4 - 

Pantothenic acid (mg) 119 (42.2) - 10.6 ± 1.5 - 

Magnesium (mg) 60 (21.3) - 78.9 ± 14.5 - 

Zinc (mg) 72 (25.5) - 8.4 ± 0.9 - 

Copper (mg) 39 (13.8) - 1.2 ± 0.2 - 

Manganese (mg) 67 (23.8) - 1.6 ± 0.3 - 

Iodide (μg) 43 (15.2) - 70.8 ± 9.1 - 

Selenium (μg) 25 (8.9) - 29.0 ± 6.4 - 

Abbreviations: DS, dietary supplement 
1)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Nutrients from DS less than 10 persons not included in table  
3)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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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boys among adolescen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117 

 

 

Figure 20.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girls among adolescent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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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한섭취량 이상 식이보충제 이용 사례 

총 영양소 섭취량 (식품 + 식이보충제) 중 과잉의 위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비타민 A의 섭취 실태를 살펴보았다. 만 9-18세 대상자 

2,816명 중 85명 (3.0%)이 비타민A를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4). 이들 중 70.3%는 식품 급원 만으로도 

비타민A를 과잉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비타민 A 과잉 섭취자 중 

57.7%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 였으며, 

이는 비타민A를 과잉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의 18.8%가 확인된-

식이보충제 섭취자인 것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p 

<0.0001). 비타민A 과잉 섭취자 중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의 

식이보충제 이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비타민A 포함 제품 섭취 

빈도는 총 41회였으며, 이 중 73.2%는 제품에 제시된 복용 기준보다 

같거나 적게 이용하고 있었으나, 26.8%는 복용 기준보다 실제 하루 

섭취량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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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및 유아 

 ①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만 1-8세의 대상자의 41.0%가 식이보충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 그룹 보다 섭취율이 높았다. 식이보충제 섭취 유무에 

따른 연령 및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소득수준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식이보충제 사용 여부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3). 본 연구의 대상자인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와 섭취중인 제품명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응답 등으로 인해 제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하지 못한 대상자 (unidentified-DS user) 간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에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의 식이보충제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룹 간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ppendix 3). 

②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 

 어린이 및 유아 대상자들의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어린이 및 유아에서는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라 열량 및 나이아신을 제외하고는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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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oddlers using data from 

the KNHANES IV by DS use1) 

  
DS users 

 

Nonusers 

(n=1,648) 

Identified 

-DS users 

(n=766) 

p2) 

Unidentified 

-DS users 

(n=378) 

p3) 

Age, y (Mean ± SE) 4.7 ± 0.1 4.9 ± 0.1 0.1269 4.8 ± 0.1 0.4355 

sex 
   

  

boy 51.6 (1.3) 52.8 (2.1) 0.6097 52.2 (3.0) 0.8587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 1,000,000 6.5 (0.8) 2.5 (0.8) 0.0033 4.0 (1.3) 0.4064 

1,000,000-3,000,000 49.4 (1.9) 45.2 (2.7) 
 

50.1 (3.5)  

3,000,000-5,000,000 28.8 (1.6) 35.0 (2.4) 
 

30.8 (3.0)  

≥ 5,000,000 14.3 (1.3) 17.4 (2.0) 
 

15.1 (2.6)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5.5 (0.8) 4.6 (1.6) 0.0019 4.6 (1.4) 0.0238 

high school 53.1 (1.8) 41.5 (2.8) 
 

54.5 (4.0)  

college or more 41.4 (1.9) 53.9 (3.0) 
 

40.9 (3.9)  

Mothers' DS use 
   

  

user 24.6 (1.6) 57.3 (2.6) <.0001 43.4 (3.9) 0.0033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Values are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Differen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were analyzed using Rao-Scott χ2 test 
3)Differences between identified-DS users and unidentified-DS users were analyzed using Rao-Scott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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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from the 

KNHANES IV1) 

(a) Boys 

  
Nonusers 

(n=853) 

Identified DS-users 

(n=410) 
 

Nutrients Food Food p2) 

Energy (kcal) 1338.4 ± 16.3 1363.3 ± 22.5 0.3340 

Carbohydrate (g) 236.3 ± 3.3 238.9 ± 3.9 0.3937 

Fat (g) 24.3 ± 0.4 25.1 ± 0.6 0.4312 

Protein (g) 45.6 ± 0.6 46.7 ± 0.9 0.6798 

Vitamin A (μg RE) 592 ± 29.2 587.7 ± 17 0.6030 

Vitamin C (mg) 80.8 ± 2.2 85.6 ± 2.8 0.2820 

Thiamin (mg) 0.9 ± 0.0 0.9 ± 0.0 0.6616 

Riboflavin (mg) 0.9 ± 0.0 0.9 ± 0.0 0.3884 

Niacin (mg) 9.9 ± 0.2 10.2 ± 0.2 0.7008 

Calcium (mg) 415.1 ± 6.8 436.4 ± 9.8 0.0906 

Phosphorus (mg) 835.1 ± 10.7 858.4 ± 15.1 0.2453 

Sodium (mg) 2805.5 ± 54.1 2820.5 ± 73.1 0.6846 

Potassium (mg) 2067.7 ± 35.8 2122.7 ± 41.0 0.6398 

Iron (mg) 9.7 ± 0.2 10.0 ± 0.4 0.8618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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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from the 

KNHANES IV1) (Continued) 

(b) Girls 

  
Nonusers 

(n=795) 

Identified DS users 

(n=356) 
 

Nutrients Food Food p2) 

Energy (kcal) 1464.8 ± 18.2 1559.0 ± 29.1 0.0148 

Carbohydrate (g) 247.2 ± 3.2 261.3 ± 4.6 0.5008 

Fat (g) 26.6 ± 0.5 28.4 ± 0.8 0.9527 

Protein (g) 50.3 ± 0.7 54.2 ± 1.1 0.3090 

Vitamin A (μg RE) 581.5 ± 14.5 630.2 ± 23.7 0.3069 

Vitamin C (mg) 82.5 ± 2.2 84.2 ± 2.9 0.5566 

Thiamin (mg) 0.9 ± 0.0 1.0 ± 0.0 0.8239 

Riboflavin (mg) 0.9 ± 0.0 1.0 ± 0.0 0.8181 

Niacin (mg) 10.9 ± 0.2 12.0 ± 0.2 0.0321 

Calcium (mg) 443.7 ± 9.4 475.2 ± 11.8 0.4110 

Phosphorus (mg) 908.1 ± 12.6 963.1 ± 18.5 0.7587 

Sodium (mg) 3167.6 ± 63.1 3469.6 ± 96.1 0.4348 

Potassium (mg) 2188.5 ± 32.2 2337.3 ± 46.6 0.5576 

Iron (mg) 10.2 ± 0.2 10.7 ± 0.3 0.5633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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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및 유아에서는 식이보충제 섭취 유무에 따라 식이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에는 열량 및 나이아신을 제외하고는 

영양소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한 후의 총 섭취량 에서는 칼슘, 철,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에서도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Table 

25). 따라서 총 영양소 섭취량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다량영양소와 나트륨, 인과 같은 일부 무기질을 

제외하고는 미량영양소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바탕으로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식이보충제 섭취군에서 칼슘, 철, 비타민A, 

티아민, 나이아신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Figure 23, 24). 또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이후에는 인을 제외한 영양소에서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식이보충제 섭취군에서 비섭취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식이보충제 섭취는 과잉섭취에도 영향을 미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후에는 비타민A와 같은 특정 비타민의 과잉 섭취를 

유발하였다 (Figure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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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Total nutrient intake from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from the KNHANES IV1) 

(a) Boys 

 
Nonusers 

 (n=853) 

Identified-DS users  

(n=410) 
 

Nutrients Food Food + DS % DS2) p3) 

Energy (kcal) 1338.4 ± 16.3 1375.8 ± 22.3 1.0 ± 0.1 0.1316 

Carbohydrate (g) 236.3 ± 3.3 241.5 ± 3.9 1.2 ± 0.1 0.5240 

Fat (g) 24.3 ± 0.4 25.2 ± 0.6 0.5 ± 0.1 0.6557 

Protein (g) 45.6 ± 0.6 46.8 ± 0.9 0.4 ± 0.1 0.9598 

Vitamin A (μg RE) 592.0 ± 29.2 877.1 ± 30.6 22.9 ± 1.7 <.0001 

Vitamin C (mg) 80.8 ± 2.2 149.8 ± 8.8 27.3 ± 1.6 <.0001 

Thiamin (mg) 0.9 ± 0.0 1.6 ± 0.1 25.6 ± 1.7 <.0001 

Riboflavin (mg) 0.9 ± 0.0 1.6 ± 0.1 27.4 ± 1.8 <.0001 

Niacin (mg) 9.9 ± 0.2 14.2 ± 0.4 19.0 ± 1.5 <.0001 

Calcium (mg) 415.1 ± 6.8 519.6 ± 12.6 13.0 ± 1.1 <.0001 

Phosphorus (mg) 835.1 ± 10.7 861.2 ± 15.0 0.3 ± 0.1 0.5406 

Sodium (mg) 2805.5 ± 54.1 2823.8 ± 73.1 0.1 ± 0.0 0.5116 

Potassium (mg) 2067.7 ± 35.8 2122.8 ± 41.0 0.0 ± 0.0 0.9216 

Iron (mg) 9.7 ± 0.2 11.1 ± 0.4 6.7 ± 0.8 0.0094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3)Comparing total nutrients intake from combination of food and dietary supplement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total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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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Total nutrient intake from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from the KNHANES IV1) (Continued) 

(b) Girls 

 
Nonusers 

 (n=795) 

Identified-DS users  

(n=356) 
 

Nutrients Food Food + DS % DS2) p3) 

Energy (kcal) 1464.8 ± 18.2 1569.6 ± 29.2 0.7 ± 0.1 0.0056 

Carbohydrate (g) 247.2 ± 3.2 263.5 ± 4.6 0.8 ± 0.1 0.6436 

Fat (g) 26.6 ± 0.5 28.5 ± 0.8 0.2 ± 0.1 0.8138 

Protein (g) 50.3 ± 0.7 54.4 ± 1.1 0.2 ± 0.1 0.4446 

Vitamin A (μg RE) 581.5 ± 14.5 933.3 ± 34.9 22.7 ± 1.6 <.0001 

Vitamin C (mg) 82.5 ± 2.2 158.4 ± 12.3 29.1 ± 2.1 <.0001 

Thiamin (mg) 0.9 ± 0.0 1.7 ± 0.1 26.4 ± 1.7 <.0001 

Riboflavin (mg) 0.9 ± 0.0 1.7 ± 0.1 27.4 ± 1.8 <.0001 

Niacin (mg) 10.9 ± 0.2 16.3 ± 0.5 18.8 ± 1.4 <.0001 

Calcium (mg) 443.7 ± 9.4 535.6 ± 13.8 9.2 ± 0.9 <.0001 

Phosphorus (mg) 908.1 ± 12.6 967.0 ± 18.5 0.4 ± 0.1 0.8933 

Sodium (mg) 3167.6 ± 63.1 3472.6 ± 96.2 0.1 ± 0.0 0.5225 

Potassium (mg) 2188.5 ± 32.2 2337.7 ± 46.6 0.0 ± 0.0 0.7878 

Iron (mg) 10.2 ± 0.2 11.4 ± 0.3 5.2 ± 0.8 0.0740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3)Comparing total nutrients intake from combination of food and dietary supplement 

sourc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total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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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Distribution of vitamin intak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by nutrient source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N, Nonusers; IDS, Identified-dietary supplem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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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Distribution of mineral intakes between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by nutrient source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N, Nonusers; IDS, Identified-dietary supplem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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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in boy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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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nonusers and 

identified-DS users in girl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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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영양소 별 함유제품 섭취 실태 및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

향 

 각 영양소 별 함유 제품 섭취 실태 및 해당 영양소를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대상자들의 섭취 현황을 Table 26, 27에 제시하였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C를, 무기질 중에서는 칼슘을 포함한 제품을 섭취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해당 영양소를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대상자 

(identified-DS user with specific nutrient) 들은 영양소에 따라 총 

영양소 섭취량 중 0.2% - 49.1%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영양소를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대상자의 영양소 별 섭취 부족 및 과잉의 비율을 산출하였을 때에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하였을 때에는 평균필요량보다 

섭취량이 낮은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비타민A,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에 있어서는 섭취 과잉이 우려되는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Figure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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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Nutrient intakes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boy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from the KNHANES 
IV1)  

Nutrients2) n (%) Food DS %DS3) 

Vitamin A (μg RE) 207 (50.5) 588.9 ± 22.4 579.2 ± 38.2 45.9 ± 1.7 

Vitamin C (mg) 268 (65.4) 85.9 ± 3.8 98.6 ± 12.2 42.0 ± 1.8 

Thiamin (mg) 227 (55.4) 0.9 ± 0.0 1.3 ± 0.2 47.6 ± 1.8 

Riboflavin (mg) 233 (56.8) 0.9 ± 0.0 1.3 ± 0.1 49.1 ± 2.0 

Niacin (mg) 184 (44.9) 10.2 ± 0.3 9.4 ± 0.6 44.0 ± 1.7 

Calcium (mg) 247 (60.2) 433.4 ± 12.4 137.5 ± 12.0 21.4 ± 1.5 

Phosphorus (mg) 81 (19.8) 846.3 ± 40.1 15.3 ± 2.9 1.9 ± 0.3 

Sodium (mg) 140 (34.1) 2751.1 ± 122.1 9.2 ± 1.9 0.4 ± 0.1 

Potassium (mg) 19 (4.6) 2113.4 ± 214.6 2.3 ± 1.8 0.2 ± 0.2 

Iron (mg) 87 (21.2) 9.5 ± 0.6 4.9 ± 0.8 29.6 ± 2.1 

Vitamin D (μg) 198 (48.3) - 4.5 ± 0.4 - 

Vitamin E (mg) 238 (58.0) - 9.0 ± 1.2 - 

Vitamin K (μg) 12 (2.9) - 24.6 ± 4.3 - 

Vitamin B6 (mg) 276 (67.3) - 1.2 ± 0.1 - 

Folate (μg) 229 (55.9) - 191.8 ± 10.8 - 

Vitamin B12 (μg) 167 (40.7) - 4.1 ± 0.3 - 

Pantothenic acid (mg) 219 (53.4) - 5.1 ± 0.5 - 

Magnesium (mg) 135 (32.9) - 28.6 ± 3.3 - 

Zinc (mg) 117 (28.5) - 5.3 ± 0.5 - 

Copper (mg) 41 (10.0) - 0.3 ± 0.1 - 

Manganese (mg) 63 (15.4) - 0.8 ± 0.2 - 

Iodide (μg) 79 (19.3) - 36.0 ± 4.4 - 

Selenium (μg) 24 (5.9) - 22.7 ± 5.6 - 

Abbreviations: DS, dietary supplement 
1)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Nutrients from DS less than 10 persons not included in table  
3)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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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Nutrient intakes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girl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from the KNHANES IV 

1)  

Nutrients2) n (%) Food DS %DS3) 

Vitamin A (μg RE) 186 (52.2) 588.0 ± 21.3 585.0 ± 49.2 43.8 ± 1.7 

Vitamin C (mg) 243 (68.3) 81.7 ± 2.9 104.8 ± 16.0 41.1 ± 2.1 

Thiamin (mg) 197 (55.3) 1.0 ± 0.0 1.2 ± 0.1 44.9 ± 2.0 

Riboflavin (mg) 200 (56.2) 0.9 ± 0.0 1.1 ± 0.1 46.3 ± 2.0 

Niacin (mg) 169 (47.5) 11.3 ± 0.3 8.8 ± 0.9 38.9 ± 1.6 

Calcium (mg) 205 (57.6) 473.7 ± 15.1 100.6 ± 10.6 15.4 ± 1.2 

Phosphorus (mg) 72 (20.2) 910.3 ± 40.2 18.7 ± 2.9 2.2 ± 0.4 

Sodium (mg) 127 (35.7) 3229.5 ± 136.2 8.9 ± 3.7 0.2 ± 0.1 

Potassium (mg) 18 (5.1) 2148.5 ± 115.9 5.6 ± 2.9 0.3 ± 0.2 

Iron (mg) 70 (19.7) 10.3 ± 0.7 3.6 ± 0.5 23.3 ± 2.2 

Vitamin D (μg) 176 (49.4) - 4.8 ± 0.4 - 

Vitamin E (mg) 221 (62.1) - 7.2 ± 0.7 - 

Vitamin K (μg) 11 (3.1) - 25.9 ± 7.1 - 

Vitamin B6 (mg) 247 (69.4) - 1.4 ± 0.1 - 

Folate (μg) 218 (61.2) - 179.3 ± 11.3 - 

Vitamin B12 (μg) 163 (45.8) - 13.8 ± 7.3 - 

Pantothenic acid (mg) 197 (55.3) - 4.5 ± 0.3 - 

Magnesium (mg) 114 (32.0) - 20.7 ± 3.1 - 

Zinc (mg) 94 (26.4) - 4.5 ± 0.4 - 

Copper (mg) 34 (9.6) - 0.3 ± 0.1 - 

Manganese (mg) 58 (16.3) - 0.8 ± 0.1 - 

Iodide (μg) 68 (19.1) - 31.4 ± 3.3 - 

Selenium (μg) 27 (7.6) - 22.5 ± 2.5 - 

Abbreviations: DS, dietary supplement 
1)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Nutrients from DS less than 10 persons not included in table  
3)Average of nutrients from DS relative to total nutrient intake in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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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boy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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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a)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below EAR; (b) 

Proportion of subjects with intake over UL among identified-DS 

users with specific nutrient in girl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population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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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한섭취량 이상 식이보충제 이용 사례 

총 영양소 섭취량 (식품 + 식이보충제) 중 과잉의 위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비타민 A의 섭취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앞서 연구 결과, 

비타민A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만1-8세 대상자에 있어서,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는 대상자가 남녀 각각 70.6%, 67.3%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Figure 25, 26). 만 1-8세 

대상자 2,414명 중 593명 (24.6%)이 비타민A를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65.2%는 식품 급원 만으로도 비타민A를 

과잉섭취하고 있었다 (Appendix 4). 또한 비타민 A 과잉 섭취자 중 

55.8%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로 

비타민A를 과잉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의 24.0%가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인 것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p <0.0001). 

비타민A 과잉 섭취자 중 확인된-식이보충제 섭취자들의 식이보충제 

이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비타민A 포함 제품 섭취 빈도는 총 

296회였으며, 이 중 74.3%는 제품에 제시된 복용 기준보다 같거나 적게 

이용하고 있었으나, 20.9%는 복용 기준보다 실제 하루 섭취량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5). 예를 들어 젤리 형의 제품의 

경우 영양성분표의 1회 제공량은 1개 이지만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젤리를 섭취하여 비타민A를 과량 섭취한 사례가 있었으며, 1회 제공량의 

2배에 해당하는 분량을 하루 3번 섭취하여 비타민A를 과량 섭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Appendix 6). 또한 만 1-8세 대상자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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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복용기준 연령에 미달되는데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4.7%) 

관측되었다 (Appendix 5). 즉, 제품의 복용 기준에 따르면 3세 이상 

이용하여야 하지만 연령기준에 미달되는 1-2세 대상자가 이용하는 

사례가 12건 있었으며, 12세 이상 이용 제품을 8세가 이용하는 사례와 

성인용 제품을 6세가 이용하는 사례가 각각 1건씩 있었다 (Appendix 

7). 

 

4. 고찰 

한국 성인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34.2%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중년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았다. 반대로 

음주량이 많고,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낮아 

건강한 생활습관이 좋은 사람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 연구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Kim 

2009, Kim, Lee et al. 2010, Ock, Hwang et al. 2010).  

또한 식이보충제 섭취자와 비섭취자 간의 이러한 특성 차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도 비슷한 



137 

 

양상을 보여,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흡연자일수록, 신체활동 정도가 높을 수록, 영양에 관한 지식이 높은 

그룹에서 식이보충제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oote, Murphy et 

al. 2003, Harrison, Holt et al. 2004, Radimer, Bindewald et al. 2004, 

Giammarioli, Boniglia et al. 2012, Pouchieu, Andreeva et al. 2013). 

 청소년 대상자의 28.5%가, 어린이 및 유아 대상자의 41.0%가 지난 

1년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식이보충제 

섭취 현황을 조사한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미국 텍사스의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3.6%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보고되었으며 (George, Springer et al. 2011), 하와이의 8-11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 전 날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26.0%, 지난 

한 달 동안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 

Murphy et al. 2008). 대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22.0%로 조사되었다 (Chen, Lin et al. 2007). 

 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 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 

그룹에 따라 식이보충제 섭취자 중에서 식생활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거나, 어머니의 식이보충제 이용여부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식이보충제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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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 연령, 인종, 

거주지역,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Wilson, 

Klein et al. 2006, Chen, Lin et al. 2007, Dwyer, Nahin et al. 2013). 

또한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식이보충제 이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측되지 않았다 (George, Springer et al. 2011, Dwyer, Nahin 

et al. 2013).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식이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식이 급원 만으로도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 그룹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인 

여자에서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높았다.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를 살펴본 연구 (Lee and Song 2010) 에서는 

남녀 모두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섭취수준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 섭취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지 않아 대상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조사한 식이섭취조사 결과를 일상섭취량으로 

추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2003-2006 NHANES 20세 이상 성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식품 급원으로부터 엽산, 

비타민A, 비타민E와 같은 비타민의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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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마그네슘, 구리, 칼슘과 같은 무기질의 

섭취량이 더 높고, 특히 여자에서는 셀레늄을 제외한 모든 무기질의 

섭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iley, Fulgoni et al. 2011). 

 청소년에서 식품 급원의 영양소 섭취량만을 비교했을 때에도 확인된-

식이보충제 섭취자 (identified-DS users)의 칼슘, 인, 칼륨, 비타민A, 

리보플라빈과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비섭취자 (nonusers) 

보다 높았다. 어린이 및 유아에서는 식품 급원의 영양소 섭취량만을 

비교했을 때에는 열량과 나이아신 이외에는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의 

특성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조사되었는데, 미국의 Third Child and 

Adolescent Trial for Cardiovascular Health (CATCH) tracking 

study에서는 식품 급원의 영양소 섭취량만을 비교했을 때 20종류의 

비타민 및 무기질 중에서 16종류의 섭취량이 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wyer, Garceau et al. 2001). 

그러나 미국의 NHANES (2003-2006)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식품 급원 만 비교했을 때에는 식이보충제 섭취자와 비섭취자 

간 영양소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식이보충제의 섭취는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 섭취자에서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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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하였을 때,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 연령 그룹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성인의 경우 특히, 칼슘과 리보플라빈에 있어서 식품 급원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만을 고려했을 때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36.5-76.8%로 매우 높았는데, 이처럼 식이보충제의 이용은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및 유아에서도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한 후, 칼슘, 인, 철,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식이보충제의 이용이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식이보충제를 통한 칼슘 섭취량을 반영한 후에도, 칼슘의 평균필요량 

보다 섭취량이 낮아 부족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칼슘의 주된 급원인 우유 및 유제품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에서는 정규 식사 보다는 간식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식이보충제를 이용할 때에도 무기질 함유 제품 보다는 비타민 

함유 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사료된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를 살펴본 국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했을 때 전체적인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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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의 적절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phy, White et al. 2007, 

Burnett-Hartman, Fitzpatrick et al. 2009, Bailey, Fulgoni et al. 2011,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Shakur, Tarasuk et al. 2012).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Hawaii-Los Angeles Multiethnic Cohort study 

(MEC) 에서 종합비타민의 사용은 남녀 모두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이 

평균적으로 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Murphy, White et al. 2007). 

또한 Canadian community health study에서는 식이보충제 이용자들이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부적절하게 섭취할 위험이 식이보충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hakur, Tarasuk et al. 2012). 

청소년 및 어린이의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를 반영한 후 

칼슘, 철, 마그네슘,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의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Martin, Murphy et al. 2008,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식이보충제의 이용은 식품 섭취 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의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 과잉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 및 유아 그룹에서도 식이보충제로부터의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한 후, 상한 섭취량 이상 섭취자가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특정 영양소에서 일부 대상자에게 관측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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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보충제 섭취가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는 과잉 섭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는 드문 실정이지만, 중년기 

및 노년기 대상자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식이보충제를 통한 일부 

비타민 및 무기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Song 

and Kim 1997, Kim, Mun et al. 2004). 또한 초등학교 1-6학년 

2,9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품과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비타민A,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C, 철, 

아연에서 상한섭취량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가 관측된 바 있다 (Kim and 

Keen 2002).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 행해진 결과에서도 나타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했을 때 비타민A, 비타민C, 

나이아신,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의 상한 섭취량 이상 섭취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Murphy, White et al. 2007, Burnett-Hartman, 

Fitzpatrick et al. 2009, Bailey, Fulgoni et al. 2011,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또한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10% 이상의 

식이보충제 이용자들이 엽산, 나이아신, 아연, 칼슘, 철을 상한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kur, Tarasuk et al. 

2012). 이처럼 식이보충제 이용이 일부 영양소의 과잉 섭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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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는 결과는 다른 연령 그룹에서도 나타나,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는 철, 

아연, 구리, 셀레늄, 엽산, 비타민A, 비타민C와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잉 섭취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artin, Murphy et al. 

2008,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여 과잉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식이보충제 이용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제품의 복용 기준보다 과량으로 

섭취하고 있는 사례가 관측되었으며, 제품의 복용 기준 연령에 미달되는 

연령임에도 해당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관측되었다. 반대로 

제품의 복용 기준량에 맞추어 섭취하였으나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을 

더한 총 영양소 섭취량이 상한섭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관측되었다. 

따라서 식이보충제 이용자들에게 있어 영양소 섭취 상태를 바르게 

파악하고,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올바른 식이보충제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식이보충제 제조회사에서도 영양상태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적절한 영양소 함량의 

제품을 제조할 필요가 있다 (Murphy, White et al. 2007). 또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의 장기간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식이보충제 섭취율의 지속적인 증가 현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가 총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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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이보충제 섭취조사 결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난 식이보충제 중에서 영양성분이 확인 가능한 제품에 한해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섭취하였다고 응답한 제품 중에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품에서 비롯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향후 이러한 제품에 대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식이보충제 제품의 

섭취 빈도를 파악하여 대체코드 및 기본값을 활용하여 식이보충제로부터 

얻는 영양소 섭취량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국가적 조사의 식이보충제 섭취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섭취량 

계산을 한 최초의 연구로서 한국인의 식이보충제 섭취가 총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를 평가함으로서, 식이보충제 이용은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의 섭취에 도움을 주나,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 일부 대상자의 과잉 섭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을 



145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별, 연령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식이보충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며,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뿐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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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고찰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수준을 분석하였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품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19종의 제품에 

대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는 섭취 중인 

제품명을 응답한 8,672회중 7,067회 (81.0%)에 해당한다. 섭취 중이라 

응답한 제품명을 토대로 제품의 영양소 함량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대상자의 응답 정보가 불분명하여 특정 제품으로 연결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급변하는 식이보충제 시장 현황 속에서 이미 단종되어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도 있었다. 따라서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의 응답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응답 수준에 따른 대체코드를 생성하는 등의 데이터베이스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국의 NHANES-DSD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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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Dietary Supplement 

Database)와 핀란드의 dietary supplement database 등 국외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Reinivuo, 

Marjamäki et al. 2008, NCHS 2014). 이처럼 이미 조사된 대상자들의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 결과를 통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다빈도 제품을 

추출하여 이들 제품의 영양소 함량을 바탕으로 대체 혹은 대표코드를 

생성한다면,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내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 별 식이보충제 섭취율을 살펴보았을 때, 성인의 34.2%, 청소년의 

28.5%, 어린이 및 유아의 41.0%가 식이보충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식이보충제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생애주기 

초기와 중년기에 식이보충제 이용률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봤을 때 성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 보다 

식이보충제 이용률이 높았지만 다른 연령 그룹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 식이보충제 이용은 교육 수준, 음주 습관, 

흡연 상태, 식생활지침 인지 여부, 영양성분표 사용 여부,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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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식이보충제 이용 여부와 같은 

특성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를 종합하면 비교적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 이용은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쳐,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만을 비교했을 때에는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영양소도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비타민A, 

비타민C, 티아민, 나이아신, 철 등과 같은 영양소의 총 섭취량이 

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이 총 영양소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영양소 

별로 성인 (0.0-44.7%), 청소년 (0.0-46.3%), 어린이 및 유아 (0.0-

29.1%)로 분포하여, 영양소에 따라서는 무기질 보다는 비타민A, 

비타민C,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과 같은 비타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제품 유형 별 섭취 현황에서 비타민 함유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의 결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식이보충제의 섭취는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 섭취자에서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했을 때,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여 부족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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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전 연령그룹에서 나타났다. 각 영양소에 대해서 섭취부족이 

우려되는 대상자의 수가 감소하는 점은,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식이보충제의 섭취는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 일부 대상자의 과잉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로부터 비롯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총 

영양소 섭취량에 있어서, 성인 대상 연구 결과 4% 미만의 대상자들이 

비타민A, 비타민C, 철을 상한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그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1세에서 8세의 

유아 및 어린이 그룹에서는 특히, 비타민A를 상한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약 40% 정도로 높았다. 이는 이용자의 

측면과 제조자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식이보충제 

이용자의 측면에서, 식이보충제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대상자들이 각 

제품이 제시하는 복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여 과잉 

섭취를 유발하거나, 제품의 대상 연령대를 지키지 않고 성인 대상 제품을 

아이가 섭취함으로써 섭취 과잉 유발할 수도 있다. 제조자의 측면에서는 

성별 및 연령의 필요량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 

고함량 제품을 제조하였을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식이보충제 이용이 일부 영양소의 과잉 섭취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Murphy, White et al. 2007,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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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phy et al. 2008, Burnett-Hartman, Fitzpatrick et al. 2009, Bailey, 

Fulgoni et al. 2011,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Shakur, Tarasuk 

et al. 2012). 19세 이상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했을 때, 1.6-7.0%가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B6, 엽산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6-

12.1%가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iley, Fulgoni et al. 2011,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또한 

19세 미만 미국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했을 때, 각 영양소 별로 철 

6%, 아연 52%. 구리 18%, 엽산 49%, 비타민A 45%의 대상자가 

상한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iley, Fulgoni 

III et al. 2012).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2.2 (만 1세 이상, 

n=34,381)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식이보충제의 이용은 엽산, 

비타민A, 비타민C, 나이아신, 아연, 칼슘, 마그네슘, 철과 같은 일부 미량 

영양소의 과잉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했을 때 비타민 중에서는 나이아신 (38-

85%), 무기질 중에서는 아연 (6-76%)이 상한섭취량 초과 섭취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akur, Tarasuk et al. 2012).  

따라서 최근 들어 식이보충제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총 영양소 섭취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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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별 상한섭취량 초과자의 비율이 성인 보다는 19세 미만에서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무분별한 식이보충제의 이용을 방지하고 영양상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이보충제 섭취 조사 결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난 식이보충제 중에서 영양성분이 확인 가능한 제품으로 

비롯된 영양소 섭취량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영하지 못한 

식이보충제 제품에서 오는 영양소 섭취량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식품 급원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한정된 영양소 제공 

범위에 의해,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하여 총 영양소 섭취량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일부 

영양소에 한정 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09) 에서는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하루의 식이 섭취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의 일상섭취량 추정에 있어서 

계절 별로 조사를 시행하였던 2001-2002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국가적 조사의 식이보충제 섭취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섭취량 계산을 한 최초의 연구로서 한국인의 식이에서 

식이보충제 이용이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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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이보충제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4기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1,319종의 제품에 대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섭취중인 제품명을 응답한 8,672회 중 7,067회 

(81.0%)에 해당한다. 보고된 제품 유형 중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비타민-무기질 유형이었으며, 비타민-무기질 유형에는 약 

12종의 미량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성인 식이보충제 섭취자는 비섭취자에 비해 식품 급원 만으로도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령 그룹에 따른 

차이를 보여 청소년, 어린이 및 유아에서는 일부 영양소를 제외하고는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총 영양소 섭취량은, 

식이보충제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다량영양소와 나트륨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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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전 연령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4)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이 총 영양소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영양소 별로 0.0-44.7%에 분포하였으며, 해당 영양소를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0.0-

73.4%에 분포하였다. 

5) 식이보충제 이용은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로 부족의 우려가 있는 

영양소 섭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의 경우 칼슘과 

리보플라빈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36.5-76.8%로 매우 

높았는데, 식이보충제 이용은 섭취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영양소를 

포함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대상자의 영양소 별 섭취 부족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필요량 보다 적게 섭취하여 부족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칼슘을 제외하고는 5% 미만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 연령그룹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6) 반대로 식이보충제 이용은 비타민A, 비타민C, 철과 같은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 일부 대상자의 과잉 섭취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 연구 결과 4% 미만의 대상자들이 비타민A, 

비타민C, 철을 상한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그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유아 및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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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는 특히, 비타민A의 상한섭취량 초과 섭취자의 비율이 약 40% 

정도로 높았다. 해당 영양소를 식이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대상자의 

영양소 별 과잉의 비율을 산출했을 때에는 비타민A, 비타민C, 철의 과잉 

섭취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7) 상한섭취량 이상 섭취자의 식이보충제 이용 습관을 살펴보았을 때 

제품 별 복용기준보다 과량 섭취한 사례, 제품의 복용 기준 연령에 

미달되는 연령임에도 해당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관측되었다. 

또한 제품의 복용기준에 맞게 섭취하였으나 식품 급원 영양소 섭취량에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합산한 총 영양소 섭취량이 

상한섭취량을 초과하는 사례로 관측되었다.  

 

2. 제한점 

 본 연구는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응답 정보, 제품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섭취하였다고 응답한 모든 제품을 포함할 수는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라벨정보에 기준하여 영양성분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시된 성분이 영양소 혹은 영양소로 환산이 가능한 형태가 아닌 

추출물 등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성분에서 비롯된 

영양소 함량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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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 산출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서 오는 

영양소 섭취량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3. 제언 

 최근 식이보충제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구성 측면에서 제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제품 종류를 더 넓혀 

식이보충제 섭취가 영양소 섭취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의 라벨 정보에 기반하여 

식이보충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이외에도, 제품 별 

분석치를 통한 영양성분 함량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식이보충제 

이용이 부족이 우려되는 영양소 섭취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특정 

영양소에 있어서는 일부 대상자의 과잉 섭취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식이보충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식이보충제 제조의 측면에서도 고단위 함량 제품 

출시 시 과잉 섭취를 유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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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Appendix 1.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unidentified-DS 

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ults from KNHANES IV1) 

 

Unidentified-DS users 

(n=1,772) 

Identified-DS users 

(n=3,862) 
 

  Food Food p2) 

Energy (kcal) 1870.1 ± 16.1 1902.2 ± 12.0 0.0692 

Carbohydrate (g) 302.1 ± 2.6 306.4 ± 1.9 0.6331 

Fat (g) 39.5 ± 0.5 40.7 ± 0.4 0.2873 

Protein (g) 68.4 ± 0.7 69.8 ± 0.5 0.8567 

Vitamin A (μg RE) 862.3 ± 15.9 882.1 ± 11.6 0.7355 

Vitamin C (mg) 108.2 ± 1.8 111.6 ± 1.3 0.8887 

Thiamin (mg) 1.3 ± 0.0 1.3 ± 0.0 0.6041 

Riboflavin (mg) 1.2 ± 0.0 1.2 ± 0.0 0.3394 

Niacin (mg) 15.7 ± 0.2 15.9 ± 0.1 0.4189 

Calcium (mg) 512.5 ± 6.4 524.4 ± 4.7 0.8347 

Phosphorus (mg) 1140.1 ± 10.6 1161.5 ± 8.2 0.8278 

Sodium (mg) 4758.7 ± 60.3 4783.9 ± 42.8 0.6191 

Potassium (mg) 2978.7 ± 30.9 3051.2 ± 25.3 0.9995 

Iron (mg) 14.3 ± 0.2 14.9 ± 0.2 0.4337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9)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unidentified-DS 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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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Nu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unidentified-DS 

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adolescents from KNHANES 

IV1) 

 

Unidentified-DS users 

(n=318) 

Identified-DS users 

(n=577) 
 

  Food Food p2) 

Energy (kcal) 1952.5 ± 39.2 1924.9 ± 24.7 0.5424 

Carbohydrate (g) 326.1 ± 6.4 324.3 ± 4.5 0.3811 

Fat (g) 39.0 ± 1.0 37.3 ± 0.7 0.1156 

Protein (g) 68.2 ± 1.8 67.2 ± 1.0 0.9574 

Vitamin A (μg RE) 766.0 ± 34.0 791.7 ± 30.3 0.3402 

Vitamin C (mg) 100.9 ± 4.1 103.1 ± 3.5 0.5097 

Thiamin (mg) 1.3 ± 0.0 1.3 ± 0.0 0.4067 

Riboflavin (mg) 1.2 ± 0.0 1.2 ± 0.0 0.4788 

Niacin (mg) 15.5 ± 0.4 15.2 ± 0.3 0.8747 

Calcium (mg) 484.7 ± 12.8 489.0 ± 10.0 0.4950  

Phosphorus (mg) 1143.9 ± 25.5 1156.6 ± 18.1 0.1092 

Sodium (mg) 4520.6 ± 123.0 4521.6 ± 92.6 0.6756 

Potassium (mg) 2823.6 ± 66.5 2873.7 ± 51.9 0.1238 

Iron (mg) 13.8 ± 0.5 13.9 ± 0.4 0.5288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9)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unidentified-DS 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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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Nutrient intake from foods between unidentified-DS 

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mong children and toddlers from 

KNHANES IV1) 

 

Unidentified-DS users 

(n=378) 

Identified-DS users 

(n=766) 
 

  Food Food p2) 

Energy (kcal) 1439.9 ± 26.1 1456.3 ± 20.3 0.7409 

Carbohydrate (g) 247.6 ± 4.7 249.6 ± 3.3 0.8818 

Fat (g) 26.5 ± 0.7 26.7 ± 0.5 0.2727 

Protein (g) 49.3 ± 1.0 50.2 ± 0.8 0.4328 

Vitamin A (μg RE) 582.9 ± 21.1 607.9 ± 15.2 0.7287 

Vitamin C (mg) 89.7 ± 4.4 84.9 ± 2.2 0.1438 

Thiamin (mg) 1.0 ± 0.0 0.9 ± 0.0 0.0807 

Riboflavin (mg) 0.9 ± 0.0 0.9 ± 0.0 0.3904 

Niacin (mg) 10.9 ± 0.2 11.1 ± 0.2 0.9442 

Calcium (mg) 437.6 ± 12.3 454.8 ± 8.3 0.2380 

Phosphorus (mg) 891.6 ± 17.4 908.1 ± 13.1 0.4351 

Sodium (mg) 3036.8 ± 71.4 3128.7 ± 68.0 0.3344 

Potassium (mg) 2174.9 ± 47.4 2224.6 ± 33.8 0.6074 

Iron (mg) 9.6 ± 0.2 10.3 ± 0.2 0.1174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KNHANES IV,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9) 
1)Values are mean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Comparing nutrients intake from only food sources between unidentified-DS users and 

identified-DS users adjusted for mother’s education, mother’s dietary supplement use,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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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excessive intake of 

vitamin A1) 

 
≤ vitamin A UL > vitamin A UL  

Adults (n=14,815) (n=230) p2) 

Age (y) 44.5 ± 0.2 45.5 ± 1.2 0.3840 

Gender 
   

Men 50.4 (0.4) 45.6 (4.0) 0.2243 

Women 49.6 (0.4) 54.4 (4.0) 
 

% > UL, only food source - 49.3 (4.3) - 

% of Identified-DS users 25.2 (0.6) 63.5 (4.0) <.0001 

Adolescents (n=2,731) (n=85) 
 

Age (y) 13.7 ± 0.1 12.2 ± 0.3 <.0001 

Gender 
   

Boys 53.1 (1.1) 55.5 (5.4) 0.6591 

Girls 46.9 (1.1) 44.5 (5.4) 
 

% > UL, only food source - 70.3 (6.0) - 

% of Identified-DS users 18.8 (1.0) 57.7 (6.1) <.0001 

Children and toddlers (n=1,821) (n=593) 
 

Age (y) 5.0 ± 0.1 4.1 ± 0.1 <.0001 

Gender 
   

Boys 52.5 (1.2) 50.2 (2.3) 0.3851 

Girls 47.5 (1.2) 49.8 (2.3) 
 

% > UL, only food source - 65.2 (2.5) - 

% of Identified-DS users 24.0 (1.4) 55.8 (2.6) <.0001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1)Values are % (SE). SEs were calculated with the use of Taylor series linearization method 
2)Analyzed using Rao-Scott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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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 containing vitamin A by 

identified-DS users who exceeding the Ul of vitamin A 

Adults Frequency (%) 

Daily intake ≤ standard-dose 103 (75.7) 

Daily intake > standard-dose 33 (24.3) 

Adolescents 
 

Daily intake ≤ standard-dose 30 (73.2) 

Daily intake > standard-dose 9 (22.0) 

Younger than age standard 2 (4.9) 

Children and toddlers 
 

Daily intake ≤ standard-dose 220 (74.3) 

Daily intake > standard-dose 62 (20.9) 

Younger than age standard 14 (4.7) 

Abbreviation: DS, dietary supplement;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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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Examples of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s exceeding the UL of vitamin A: Excess intake 

     
비타민 A 섭취량 (ug RE) 

   

사례 연령 성별 
섭취중인 

제품 수 
UL 식품 식이보충제 

해당 

식이보충제 

총 

섭취량 
제품명 

1일 

복용량 
복용 기준 

Ex1 8 여 2 1100 428 3900 3900 4328 릴크리터스 구미바이트 10개 1일 1 회 1개 

Ex2 49 여 1 3000 1065 2200 2200 3265 파마넥스 라이프팩 8포 1일 1 회 1포 

Ex3 36 여 2 3000 2035 1339 1339 3374 멀티비타민무기질 믹스베리 츄어블 6정 1일 1 회 1정 

Ex4 12 여 1 2100 721 1950 1950 2671 릴크리터스 구미바이트 5개 1일 1 회 1개 

Ex5 4 여 1 700 375 1560 1560 1935 릴크리터스 구미바이트 4개 1일 1 회 1개 

Ex6 27 여 1 3000 1852 1560 1560 3412 릴크리터스 구미바이트 4개 1일 1 회 1개 

Ex7 9 여 2 1500 807 2000 2000 2807 꾸미바이트 비타민 4개 1일 1 회 1개 

Ex8 4 남 2 700 551 2000 2000 2551 꾸미바이트 비타민 4개 1일 1 회 1개 

Ex9 12 여 1 2100 645 1800 1800 2445 프리바이트 어린이 멀티비타민 4개 1일 1 회 1정 

Ex10 38 여 3 3000 689 60000 30000 60689 베가톤연질캡슐 4캡슐 1일 1 회 1캡슐 

Ex11 1 남 1 600 369 819 819 1188 
올비틸시럽[수출명:락위다(唯多 LeWei

Duo)] 
10ml 

3 개월-1 세, 1 일 

1회 3ml 

2-7 세, 1 일 1 회 

7ml 

8 세 이상, 1 일 

1회 10ml 

Ex12 5 여 2 700 506 2340 1170 2846 릴크리터스 구미바이트 3개 1일 1 회 1개 

Ex13 3 남 2 700 416 2340 1170 2756 릴크리터스 구미바이트 3개 1일 1 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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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Examples of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s exceeding the UL of vitamin A: Younger than 

the age standard 

     
비타민 A 섭취량 (ug RE) 

   

사례 연령 성별 
섭취중인 

제품 수 
UL 식품 식이보충제 

해당 

식이보충제 

총 

섭취량 
제품명 

1일 

복용량 
복용 기준 

Ex1 2 남 1 600 697 64 64 761 헬스원 드림키드 1정 
3-11세, 1일 3회 1정 

12-14세, 1일 2회 2정 

Ex2 8 여 1 1100 481 1308 1308 1789 트레스비정 1정 12세 이상, 1 일 1회 1정 

Ex3 2 남 1 600 761 300 300 1061 통키드에프츄어블정 2정 
3-12세, 1일 2회 1정 

12세 이상, 1 일 2회 2정 

Ex4 6 남 1 1100 931 175 175 1106 CJ 뉴트라 멀티비타민무기질 w 1정 1일 1 회 2정 

Ex5 2 여 1 600 723 300 300 1023 통키드에프츄어블정 2정 
3-12세, 1일 2회 1정 

12세 이상, 1 일 2회 2정 

Ex6 1 여 1 600 324 1092 1092 1416 엣센비타골드츄어블정 1정 
3-12세, 1일 2회 1정 

12세 이상, 1 일 2회 2정 

Ex7 2 여 1 600 126 600 600 726 비타짱구키즈츄어블정 2정 
36개월-12세, 1일 2 회 1 정 

12세 이상, 1 일 2회 2정 

Ex8 2 여 1 600 322 2183 2183 2505 티라노정 1정 
3-12세, 1일 2회 1정 

12세 이상, 1 일 3회 1정 

Ex9 1 여 1 600 287 2183 2183 2470 엣센비타골드츄어블정 2정 
3-12세, 1일 2회 1정 

12세 이상, 1 일 2회 2정 

Ex10 1 여 1 600 382 900 900 1282 키비타에프츄어블정 3정 

36 개월이상-12 세 미만, 1 일 

3회 1 정 

12세 이상, 1 일 3회 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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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s and 

assessing the nutritional status including dietary supplements among 

Koreans 

 

Minji Kang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of dietary supplement (DS) 

use, few researches have evaluated nutrient intake from DS in Korea, 

mainly due to the lack of a nutrient database for DS.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nutrient database for DS used by Korean 

population, in order to calculate nutrient intake from food as well as 

from DS among DS users and to evaluate the risks of nutrient 

inadequacies and over-consumption after combined nutrient intake 

from DS in the Korea population.  

The nutrient database for DS was established using the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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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f products report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 Nutrient composition 

were identified by searching product name in 1,319 products.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type of DS was “multi-vitamins & 

minerals”. 

The prevalence of DS use was 34.2% in adults, 28.5% in 

adolescents, and 41.0% in children and toddlers from KNHANES IV. 

Dietary intake from food sources was obtained using a 24-hour 

recall method in KNHANES IV and usual intake of nutrients from 

food was estimated. Nutrient intakes from DS were calculated using 

the reported daily consumption frequency, amount of DS taken per 

serving, and the nutrient profiles per standard serving of DS in 

database. Total intake levels of nutrients were calculated by 

combining intakes from the foods and from DS from each subject.  

When the usual nutrient intakes from food alone were compared, 

DS use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intake of energy and several 

nutrients compared with nonusers in especially in adults. After 

considering the nutrients intake from dietary supplements, DS use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intake of all nutrients, except for 

macronutrients and sodium, compared with nonusers in all age 

groups. When total nutrient intakes were evaluated in DS us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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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of subjects whose intake was below the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for Koreans decreased for several vitamins and 

minerals such as vitamin A,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2, niacin, 

calcium, and iron. However, the percentage of subjects whose intake 

was above the tolerable upper intake levels increased for vitamin A, 

vitamin C, and iron.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First, we established a nutrient 

database only for identifiable dietary supplement. Unidentified 

products had incomplete information. For example, DS information 

was collected between 2007 and 2009 but there were difficulties in 

finding product information that was dropped off the market due to 

the constantly shifting dietary supplement market. Some dietary 

supplement labels did not contain detailed information of the 

amounts of each nutrient. Second, the nutrient database for DS that 

were used in this study was label-based. As label-based values are 

not as accurate as analytical values, our estimates could have 

differed from actual values and therefore have an influence on the 

prevalence of inadequate and excessive nutrient intakes.  

Nevertheless, our study is the first to estimate total nutrient 

intake including DS for the Korean population using national data. 

Our study provides a strong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D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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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act on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population. Because of the 

extensive international trade of DS products, our nutrient database 

for DS may be applicable for use in other countrie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over-consumption of some nutrients, such as vitamin 

A, vitamin C, and iron, it indicates that what levels of micronutrients 

from DS should be monitored.  

 

 

Keywords: dietary supplement, nutrient database for dietary 

supplement, nutritional assessment 

Student Number: 2009-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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