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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liable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urban food environment,
particularly focusing on food stores in Korea. Methods: The items for the measurement tool were selecte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s and adjusted to the Korean food environment. A total of 25 food stores in an urban area were
recruited for the pilot test to evaluate the time required for completion of the survey, ease of response, willingness to
participate, difficulties in conducting the survey, and appropriateness, and 34 food stores were recruited for assessment of
the reliability of the tool using percent agreement and kappa value. Results: The measurement tool is composed of
questions regarding food store characteristics, accessibility, and food availability. On average, 26 minutes was required to
survey a single food store, and the subjects and interviewers answered that the process was not difficult for the survey. The
percent agreement for the inter-rater and test-retest reliability ranged from 93.9~98.8% and 91.9~97.9, respectively. The
kappa values ranged from 0.78 to 0.97, which was very high. Percent agreement and kappa value of food with healthy
option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general food in the inter-rater reliability (p = 0.0027, p = 0.0095 respectively) as well
as in the test-retest reliability (p = 0.0081, p = 0.0290, respectively), although they were still high enough (86.4~98.0% for
percent agreement, 0.64~0.96 for kappa value). Conclusion: The newly developed measurement tool for assessment of
food store environment appears to be feasible and reliable; therefore, it can be applied to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food environment and dietary behaviors as well as health outcomes.
KEY WORDS: food environment, food stores, measurement tool, feasibility, reliability

서

론

직장 , 학교 , 식품상점 , 음식점 등의 물리적 환경요인 , 그리
고 농업 , 식품산업 , 식품광고 , 유통 , 의료 시스템에 이르는

개인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식태도 ,

거시적인 환경요인이 모두 포함된다 .1 과거에는 건강증진

영양지식 , 식품에 대한 기호 등의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

이나 질병예방 활동에서 개인차원의 식행동 개선이 많이

라, 가족, 친구, 동료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환경요인, 가정,

강조되었지만 , 최근에는 가정 내 주방 , 학교 매점 ,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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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지역사회 내 식품상점이나 음식점 등 개인이 노출되

있다 .22-26 이러한 식환경 속에서 국민들을 올바른 식생활

어 있는 물리적인 식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

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식생활 결정 요인에 대한 분

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1,2

석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유병률 증가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식환경 중에서도 식품상점과 같은 물리적인 식환경은 사

대두되었고 , 비만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람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곳으로 , 사람들의 식품 선택과 소

되면서 , 식환경이 개인의 식행동과 함께 비만 유발의 중요

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식환경 연구에

한 요인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

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3년 식품소비 행태조사 에 따

이에 식환경 측정 도구의 개발이나 분석 방법 연구 ,3-6 식환

르면 ,27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75% 이상이 주 1~3회 정

경 실태 조사,7-9 나아가 비만 등의 건강 상태와 식환경의 관

도의 주기로 대형할인점 , 중소형 슈퍼마켓 , 재래시장 등에

련성

10-12

등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세계보

서 식품을 구입하고 있었으며 , 매일 구입하는 사람의 비율

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13와 국제 비만

도 약 5%로 조사된 바 있어 , 식품상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

14

특별 대책팀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IOTF) 등에

음을 알 수 있다 . 식품상점의 환경을 측정하는 세부 요인으

서는 이미 식환경을 비만의 유발 요인으로 여기고, 식환경 개

로는 접근 가능한 식품상점의 유형을 측정하는 식품상점

선이 비만 예방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의 접근성 (Accessibility)이나 식품상점에서 판매하는 식

있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센터 (National Cancer Institute,

품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식품의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NCI)는 식환경을 거시적 환경 , 공공시설 , 직장 , 학교 , 음식
점, 시장, 가정과 같이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발표되는 연

그리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식품구매
력 (Affordability)이 있다 .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상

구 결과를 식환경 장소별 또는 조사도구 별로 데이터베이

점이 가까울수록 , 신선한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하고 ,28 접

15

스화하여 공유하고 있다.

근 가능한 식품상점의 유형에 따라 건강한 식품의 이용가

우리나라의 식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

능성과 가격에 차이가 나며 ,29 식품상점 내에 건강한 식품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섭취 가능한 식

의 이용가능성이 낮으면 식사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품의 종류와 양이 크게 증가하면서 식생활이 풍요로워졌

친다고 한다 .30 식품 가격 또한 식품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

고, 이는 특정 식품의 부족 또는 과잉 섭취의 문제를 초래하

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로 거주 지역에 따라 식품 가격에 차

였다 .16 더불어 국제교류의 증가로 서구화된 식생활이 도

이가 있고 , 에너지 밀도가 식품가격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

입되면서 밥을 주식으로 하는 전통식 섭취는 줄어든 반면 ,

인다는 보고도 있다 .31 이와같이 식환경 세부 요인들은 개

빵류나 면류 , 육류 및 가공품 , 우유 및 유제품 등을 주로 섭

인의 섭취하는 식사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과학적

취하는 서구화된 식사패턴이 등장하였다 .17 특히 Lee 등

근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2008)은 한국 청소년의 경우 , 쌀 섭취가 감소한 데 반해 ,
빵 , 과자 , 돼지고기 , 외식 소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른

선하기 위해서는 식품상점의 환경에 대한 이들 세부요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식사의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 우리나라는 아직 식품

다고 보고하였다 .

18

그러므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상점의 환경을 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경제활동을

상점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도구가 부재

하는 여성인구가 늘어나면서 외식산업 성장과 함께 외식

하여 , 식품상점 환경을 파악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19

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이러한 외식의 증가는 총 단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상점 환경을

백질 , 총 지방 , 인 등 일부 영양소의 과다섭취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 그 활용가능성을 검토하

비타민 C, 철분 , 아연과 같은 미량 영양소 섭취 부족 문제를

고자 한다.

19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현대인들이 편리하고 간편한 식품
을 선호함에 따라 가공식품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그 이용
률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16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일
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며 , 특히 단순 당류 , 나트륨 , 트
랜스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20,21

이처럼 급격한 식환경의 변화에 따라 식생활 문

연구방법
식환경 조사도구의 개발 절차
문헌고찰을 통해 식품상점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내용을 선정하고 , 우리나라 식품상점 환경에 적합한 문항

제가 등장하였고 , 특히 지방이나 당류 등의 섭취 증가가 비

을 선별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 개발된 조사도구로

만 , 고혈압 , 당뇨병 , 암 ,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도구를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관련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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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for developing a food environment measurement tool.

기 위해 조사자 간 (Inter-rater), 조사자 내 (Test-retest) 신

하고 있다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식품상점을 대형

뢰도를 확인하였다 (Fig.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

할인점 , 체인 슈퍼마켓 , 비체인 슈퍼마켓 , 편의점 , 시장, 직

학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

거래장터 , 전문 식품상점으로 구분하였다 . 농협하나로클

되었다 (IRB No. 22-2013-05-13).

럽이나 하나로마트의 경우 판매제품의 구성이 대형마트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구분에서 제외하였고 , 중소형

대상 식품상점 선정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은 기업에서 체인형태로 운영하는

조사 대상 식품상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통계청에서

슈퍼마켓 이외의 중소규모 슈퍼마켓으로 판단하여 비체인

32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 (2008)를 참고하였다 .

슈퍼마켓으로 명명하였다 . 백화점의 경우 , 식품소비 행태

본 연구에서 식품상점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조사 통계보고 (2013) 결과 ,27 식품구입 장소로 백화점을

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 식품이나 비식품 , 또는 특정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약 0.2%로 백화점을 식품

상품을 위주로 종합 또는 부분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 ’

구입의 주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으로 정의하였다 .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

였다 .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 통신판매는 거주 지

업 분류체계는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대형

역의 위치에 대한 물리적 저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

종합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식료품 소매

시 제외하였다 . 또한 재래시장 이외에 아파트 내 알뜰장터

업 정도로 분류하고 있어 좀 더 세분화된 분류기준이 필요

나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조사하

하였다 .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생활 관련

기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추가하였고 , 친환경 식품 전문점

조사에서 구분하는 식품상점 분류 기준을 추가로 참고하

과 같이 특정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품상점에 농

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

산물 전문점과 정육점을 추가하였다 . 농산물 전문점의 경

시하는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에서는 농협하나로클

우 신선한 채소 및 과일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

럽 /하나로마트 , 대형마트 , 체인형 슈퍼마켓 , 중소형슈퍼마

식품 소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였고 , 정육점

켓/ 동네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유기농 친환

은 육류 이외에 육가공품이나 채소, 양념류, 일부는 주류 및

경 제품 전문매장, 온라인 쇼핑몰, 재래시장, 기타로 구분하

과일 등 최근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한 정육점이 일부 있어

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식품소비행

조사 식품상점으로 추가하였다.

태 조사’의 경우,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대기업에서 운영하
는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백화점 내 식품
코너 , 친환경 식품 전문점 , 통신판매 , 편의점 , 기타로 구분

조사도구의 문항 개발
미국 NCI의 웹사이트 (http://appliedresearch.cancer.gov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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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e)를 통해 제공 중인 기 개발된 식품상점 조사도구의 문
항을 검토하였다 . 검토 결과 , 조사문항은 식품상점의 특성
과 식품상점의 접근성 , 판매 식품의 이용가능성 (일반식품
과 건강 강조 식품 ), 식품의 가격 , 식품의 질 (Quality)로 요
약되었다 . ‘식품의 가격 ’의 경우 식품상점 간 , 또는 동일한
유형의 식품상점 내에서도 가격 차이 (Variation)가 커서 객
관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
‘식품의 질 ’ 또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정확

용어의 적절성을 질문하였다.

신뢰도 검정
개발된 조사도구 내 ‘식품의 이용가능성 ’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 2014년 3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경기도 3
개 시 소재 식품상점을 방문하여 , 연구에 동의한 33개의 식
품상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편의표집방법으로
대상 식품상점을 선정하였고 , 식품영양학 전공자 두 명이

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조사

한 팀이 되어 식품상점을 방문하였다 . 두 명의 조사원이 동

도구에서 제외하였고 , 최종 조사문항은 식품상점의 특성 ,

일한 식품상점을 방문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조사자

식품상점의 접근성, 식품의 이용가능성으로 결정하였다.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조사자가 동일한 식품상점 2주 후

‘식품상점의 특성 ’ 문항은 Gloria 및 텍사스 건강복지부
에서 개발한 조사도구 (Texas Nutrition Environment

재방문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조사자 내 신뢰도를 확인
하였다 (Fig. 1).

33

Assessment, TxNEA) 와 Yale rudd center에서 WIC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조사도구 34, 그리고 Sloane이 개
발한 조사도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검토하여 식품상점의
일반 특성 문항을 개발하는데 참고하였다 . ‘식품상점의 접
근성 ’ 문항은 Braunschweig이 개발한 조사도구 (Health
Empowerment Zone grocery store checklist, HEZ)35의 문
항을, ‘식품의 이용가능성’ 문항은 Gloria 및 텍사스 건강복
지부에서 개발한 조사도구 33와 Yale rudd center에서 개발
한 조사도구34를 검토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개발된 조사도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 5주 동
안 (2013년 5월 31일 - 7월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식
품상점을 방문하였고 , 식품상점 위치 정보는 해당 지역 전
화번호부와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식품상
점은 편의표집으로 모집하였으며 , 연구에 동의한 식품상

자료 처리 및 분석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 이산변수는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 개발된 조사도구에 대해 조사자 간 ,
조사자 내 응답의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일치율 (percent

agreement)과 Kappa 계수 (Kappa value)를 산출하였다 .
Kappa 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불량 (poor), 0.01~0.20은
약함 (slight agreement), 0.21~0.40은 보통 (fair agreement),
0.41~0.60은 적정(moderate agreement), 0.61~0.80은 충분
(substantial agreement), 0.81~0.99이면 거의 일치 (almost
perfect agreement)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6 또 조사자 간 ,
조사자 내 신뢰도 검증에서 '건강 강조 식품 '문항과 ‘일반
식품 ’문항 간 일치율과 Kappa 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각각 t-test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 모든 통계분
석은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
하였다.

점에 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도구에 대해 사

결

전교육을 받은 식품영양학 전공자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 조사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현장
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 중 · 소규모 상점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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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점주 또는 매장 매니저 , 대규모 식품상점은 매장

조사도구는 크게 식품상점의 특성 , 식품상점의 접근성 ,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과 절차 , 구체적인 방법에

식품의 이용가능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 개발된

대해 설명하였고 ,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

조사도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세부 문항 개발

서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식품상점의 특성 ’과 ‘접근

근거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성 ’에 대한 문항은 조사자가 식품상점 담당자에게 질의하
여 응답내용을 직접 기록하였고 , 식품상점의 사정상 담당

식품상점의 특성 문항

자가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자가

조사 도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 식품상점의 특성

내용을 확인한 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 ‘식품의 이용가

과 관련한 문항은 식품상점의 유형 및 규모 (총 계산대 수 ),

능성 ’ 문항은 조사자가 상점 내부를 직접 조사하여 체크리

주요 고객 정보 (연령, 성별, 거주 지역, 인종 등), 매장의 청

스트에 기록하였다 . 예비 조사를 통해 조사에 소요되는 시

결도 , 매장의 친절도 , 매장 내 특정 식품의 광고 여부 , 여성

간 , 응답수월성 , 조사 참여도 , 현장조사의 어려움 , 사용된

과 영 · 유아 식품보조 프로그램 (Program for Women,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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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the measurement tool for food store
Features

Characteristics

Define

Question item

A typical feature of food stores
to distinguish from other type
of food stores

(1) Basic information: food store type, operation hour, holiday, store size, the
number of staff member and cash register, payment option
(2) Detailed information: alcoholic beverage and tobacco sales and ads, selling products around check-out lanes, primary product for sale
(3) Customer information: average number of customer(weekday, weekend),
age group of main customer, gender of main customer

Accessibility

(1) Geographic avail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food stores: food store address
Degree to which food stores are
(2) Easiness of food stores access to customers: transportation access, parking
available in neighborhood.
space, delivery, teleshopping or online shopping

Availability

(1) Eco-friendly products sales
Actual foods which are available
(2) Sales status for 15 food categories
in neighborhood food stores.
(3) Sales for healthy food option of 12 food categories

and Children, WIC) 바우처 혹은 푸드 스탬프 (Food stamp)
사용 가능 여부에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본 연
구에서는 식품상점의 유형 , 규모 외에 휴무일 등의 운영 현
황과 결제방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 주요 고객 관련
문항에서는 연령, 성별, 거주 지역에 대한 문항에 주중과 주
말 평균 방문 고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고 , 인종에 대한
문항은 조사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본 조사도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매장의 청결도나 친
절도 문항의 경우 , 객관적인 판단 기준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객관적 식환경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조사도
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 또한 특정 식품 중
에서도 주류 , 담배의 광고 여부에 대한 문항과 함께 계산대
근처에서 판매하는 식품 , 매출 기여도가 큰 식품에 대한 문
항을 추가하였고 , WIC 바우처나 푸드 스탬프와 같이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 최종적으
로 개발된 ‘식품상점 특성’ 문항은 기본 정보, 상세 정보, 고
객 정보로 구분된다 . ‘기본 정보 ’에서는 식품상점의 형태 ,
운영시간 , 휴무일 , 매장크기 , 직원 수 , 계산대 수 , 결제방식
에 대한 7개 문항을 포함하였고, ‘상세 정보’ 에서는 주류와
담배의 판매 및 광고 여부 , 계산대 근처 식품 판매 여부 및
종류, 매출 기여도가 큰 식품에 대한 3개 문항을 포함했다.
‘고객 정보’에서는 지난 1년간 식품상점을 방문한 평균 고객
수, 주 고객의 연령 및 성별에 대한 문항 3개를 개발하였다.

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기 때문에 접근 용
이성에 관한 문항만 포함시키고 , 이를 이용자 접근성 문항
으로 변경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일부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 대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 배달
가능 여부 및 전화 또는 인터넷 주문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
항을 추가하였다 . 또한 지리학적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식품상점의 주소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도 추가하였다 .
최종적으로 개발된 ‘식품상점의 접근성 ’ 문항은 지리학적
접근성과 이용자 접근성으로 구분된다 . ‘지리학적 접근성 ’
문항은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식품상점의 종류별 밀도나 가
구로부터의 인접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상점의 정확
한 주소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 ‘이용자 접근성 ’ 문항은 이
용자가 얼마나 쉽게 식품상점에 접근하여 식품을 구입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 주
차장 유무, 배달, 전화주문, 인터넷주문 가능성 대한 문항이
포함된다.
식품의 이용가능성 문항
기 개발된 조사도구 중 식품의 이용가능성 문항을 검토
한 결과 , 식품의 판매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조사하고 ,
해당 식품의 가짓수를 조사함으로써 판매 식품의 다양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 판매 식품의 종

식품상점의 접근성 문항

류를 살펴보면 , 과일 , 채소 , 우유 및 유제품 , 빵류를 포함한

식품상점의 접근성에 관한 기 개발된 조사도구의 문항은

곡류 , 육류, 음료류, 과자류 (감자칩)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

주차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 (계단 유무, 장애인용 슬로프 등)

저염이나 저지방 , 전곡류를 이용한 빵이나 씨리얼 등을 건

이나 매장 출입문 등 접근 용이성에 관한 문항과 쇼핑카트

강 식품 또는 건강 강조 식품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판매 여

유무, 상품진열대 혹은 계산대 높이, 매장 내 안내판 유무 (식

부를 조사하였다.

품 위치, 계산대 위치 등) 등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문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 기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문항을 통

준의 식사구성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식품군을 근거

해 이용자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쉽게 식품상점에서 쇼핑

로 판매 식품을 분류하였다 .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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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이 곡류 , 육류 , 어패류 , 난류 , 콩류 , 견과류 , 채소류 ,

명목 척도 (판매함 /판매하지 않음 )로 표시할 수 있도록 체

과일류 , 주스류 , 우유 및 유제품류 , 유지류 , 당류로 분류된

크리스트 형태로 개발하였다 . 식품군은 곡류 , 빵류 , 면류 ,

다. 그러나 본 조사도구에서는 식품의 판매 여부를 좀 더 상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두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

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빵류와 면류를 곡류와 구분하여 별

음료류 , 견과류 , 간식류 , 조미료 / 양념류 , 유지류와 같이 15

도 문항으로 추가하였고, 콩류는 두류 및 콩 가공품으로, 주

개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 단 ,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는

스류는 음료류와 같이 좀 더 넓은 범위로 변경하였다 . 또한

감자와 고구마가 곡류군으로 분류되지만 , 식품상점 내에

당류 대신 당류를 포함한 조미료 및 양념류 문항을 추가하

서는 채소 코너에 진열되어 있어 조사 편의상 채소류 항목

였고 , 간식류를 포함시켰다 . 이후 15개 식품군에 해당하는

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채소와 과일류의 경우 다양성

세부 식품 목록은 판매 식품의 종류가 가장 다양 할 것으로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일의 다양성 ’은 판매

판단되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할인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되는 신선과일 품목의 개수를 합하여 다양성 점수를 부여

통하여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 ‘건강 강조 식품 (Food with

하였고, 건과일, 병조림 및 통조림 과일, 냉동과일을 판매할

healthy option)’도 마찬가지로 대형할인점의 인터넷 홈페

경우에도 1점을 부여하였고, ‘채소의 다양성’은 ‘잎, 뿌리채

이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의 건강 강조 항

소’ 중 실온 및 냉장채소, 건채소, 삶은 채소, 세척 및 전처리

목을 확인하였다 . ‘건강 강조 식품 ’은 가공식품 중 저염 , 저

채소, ‘버섯류’ 중 실온 및 냉장버섯, 건버섯, 세척 및 전처리

당류 , 저지방 , 저칼로리 , 무지방 , 칼슘강화 , 체중조절용 식

버섯 , 그리고 ‘해조류 ’ 중 냉장 , 건조 , 전처리 , 가공 해조류

품과 디카페인 커피 및 냉장유통 주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 판매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할 경우 1점을 부여하여 다양

정의하고 채소류 , 과일류 , 어패류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식

성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Table 2). ‘건강 강조 식

품군에 대해서 식품 목록을 작성하였다 . ‘건강 강조 식품 ’

품 ’은 채소류 , 과일류 , 어패류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식품

이외의 식품들은 ‘일반 식품 (General food)’으로 정의하였

군 중 저염, 저당류, 저지방, 무지방, 저칼로리, 칼슘강화, 체

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친환경 식품의 판매 여부, 판매하는

중조절용 식품, 디카페인 커피 및 냉장유통 주스의 선택 여부

경우 별도의 홍보 활동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친환경 식품

를 확인하여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이분형 명목 척도 (가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 친환경 식품을 좋은 품질의 안전

능함/가능하지 않음)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건강

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하고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

강조 식품의 목록은 Table 3과 같다.

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 국내 농산물 시장 전체 규모의

10%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37
최종적으로 개발된 ‘식품의 이용가능성 ’ 문항은 친환경
식품 판매 및 홍보여부에 관한 문항과 일반 식품 및 건강 강
조식품의 판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되었
다 (Table 2). 일반 및 건강 강조식품의 판매여부는 이분형

예비조사 결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식품상점 45곳을 방문하였고 ,
그 중에서 체인 슈퍼마켓 5곳, 비체인 슈퍼마켓 8곳, 편의점

8곳 , 정육점 3곳 , 농산물 (과일 ) 전문점 1곳 등 총 25곳
(56%)이 최종적으로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다 . 일부 식품 상

Table 2. The measurement items for food availability
Index

Food
availability

Measurement items

Eco-friendly
food

1) Availability for any single eco-friendly food products
2) Availability for promotional activity
3) Change in sales volume after promotional activity

Food groups

1) Grains and cereal, 2) Breads, 3) Noodles, 4) Vegetables, 5) Fruits, 6) Meats 7) Fishes and shellfishes,
8) Legume and bean processed products, 9) Eggs, 10) Milk and dairy products, 11) Beverages, 12) Nuts,
13) Snacks, 14) Condiments and spices, 15) Fat and oils

Fruits
Diversity of
fruits &
vegetables
Vegetables

Diversity points = 1) +2) +3) +4)
1) Kinds of fresh fruits: total number
2) Dried fruits: if available, score 1 point
3) Canned or jarred fruits: if available, score 1 point
4) Frozen fruits: if available, score 1 point
Diversity points = 1) + 2) +…… + 11)
* If available, score 1 point per each specific food item
1. Leaf, root vegetable: 1) Room temperature or cold storage, 2) Dried, 3) Boiled, 4) Pre-processed
2. Mushroom: 5) Room temperature or cold storage, 6) Dried, 7) Preprocessed
3. Seaweed: 8) Room temperature or cold storage, 9) Dried, 10) Preprocessed, 11) Pro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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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food specified for healthy option items
Index

Measurement items

Grains and cereal

brown rice, whole grain, instant cooked rice with whole grain, whole grain cereal,
low sugar cereal, cereal for weight management1)

Breads

whole grain breads

Noodles

low calorie noodle

Meats

low fat, low sodium, no sodium nitrate for processed meats

Legume and bean processed products

low fat, calcium enriched, low GI for soymilk

Eggs

non antibiotics

Milk and
dairy products

Beverages

Milk

low fat/ calorie, no fat, calcium enriched

Flavored milk

low fat/ calorie

Yogurt

low fat/ calorie

Cheese

low fat/ calorie, low sodium, calcium enriched

Juice

cold-chain juice

Soft drink

zero calorie soft drink

Coffee(powder type)
Nuts
Snacks

Condiments
and spices

Fat and oils

low fat/ calorie, decaffeinated
low or unsalted nuts
snack for weight management

Korean traditional sauce

low sodium

Salt

low sodium

Sugar

xylose sugar, brown sugar, sugar replacement, oligosaccharide

Mayonnaise, ketchup

low fat/ calorie, low sodium, low sugar

Dressing

low fat/no fat

Butter

unsalted

1) Brown rice, whole grain were included for analysis even though they are not processed food.

점은 고객 불편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결과에 따른 불이

는 시간, 조사지에 대한 응답수월성, 조사 참여도, 현장조사

익 , 귀찮음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절하였고 (22%), 일부는

의 어려움 ,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였다 . 조사에

적절한 조사 대상 상점이 아니거나 주소지 이상 등으로 조

소요된 시간은 식품상점의 형태, 규모, 상점 내 식품진열 방

사가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22%).

식 등에 따라 다양했는데 , 가장 짧게는 10분 , 가장 길게는

조사에 참여한 식품상점의 기본특성은 Table 4에 제시되
어 있다. 식품상점의 평균 매장 면적은 체인 슈퍼마켓, 비체
인 슈퍼마켓 , 편의점 , 정육점 , 농산물 (과일 )전문점이 각각

916 m2, 103 m2, 59 m2, 59 m2, 36 m2로 체인슈퍼마켓의
규모가 가장 컸다. 매장 내 근무하는 평균 직원의 수도 체인
슈퍼마켓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 나머지 식품상점은
2~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25곳 식품상
점 모두 주 7일을 영업하고 있었고 ,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
지 식품상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17시간 수준이었
으며 , 비체인 슈퍼마켓의 근무시간이 17시간으로 가장 길
었다. 주중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를 비교해본 결과, 체인 슈
퍼마켓이 1,420명으로 가장 이용자가 많았고, 그 다음 편의
점 271명 , 비체인 슈퍼마켓 228명 , 농산물 (과일 )전문점
100명 , 정육점 67명 순이었다 . 주말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도 주중과 유사하였고 , 식품상점 유형 별로 주말과 주중 방
문 고객 수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 체인 슈퍼마켓의
경우 주중 대비 주말 고객 수가 약 20% 정도 증가하였다.
조사도구의 현장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에 소요되

6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 평균 소요시간은 약 26분이었다 .
개발한 조사도구의 응답수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는
25개 식품상점 중 13개의 식품상점 (체인슈퍼마켓 2곳 , 비
체인슈퍼마켓 5곳, 편의점 6곳)이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대
해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자가 직접 매장을 둘러보고 작성할 수 있는 문항 (식품상점
형태 , 계산대 수 , 주류와 담배의 판매 및 광고 여부 , 계산대
근처 식품 판매 여부 및 종류 )과 대부분의 식품상점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친환경 식품 판매 및 홍보여부 문항은 응답
수월성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식품상점의 ‘기본 정보’에 대
한 질문 중 ‘매장크기’에 대한 질문은, 어려웠다고 응답한 1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쉽다고 응답하였다 . 식품상점의 ‘상
세 정보’에 대한 질문에서는 쉽다고 응답한 경우가 77%,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23%였고 , 어렵다고 응답한 곳은 없
었다 . ‘고객 정보 ’에 대한 질문에서는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에 대해 응답이 쉽다고 한 비율이 46%였고 , 어렵다고 응
답한 비율이 31%였으며, 어려운 이유로 ‘세어본 적이 없어
서’, ‘일간 고객 수의 변동이 커서’, ‘기밀이어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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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food stores participated in the pilot and reliability test
Hypermarket
Pilot test (n = 25)

Direct
Specialty Specialty
Supermarket, Supermarket, Convenience
Conventional
dealing
store, store, fruit &
chain
non-chain
store
market
market
butcher vegetable

0

5

8

8

0

0

3

1

Mean area (m2)

-

916 ± 3541)

103 ± 110

59 ± 26

-

-

59 ± 37

362)

Number of staff member

-

20 ± 9

3 ±1

3 ±1

-

-

2 ±1

2

Size

Working condition
Business day/week

-

7 ±0

7 ±0

7 ±0

-

-

7 ±0

7

Business hour (h)/day3)

-

14 ± 1

17 ± 1

24 ± 1

-

-

13 ± 1

12

Number of customer
weekday

-

1,420 ± 1,069

228 ± 158

271 ± 154

-

-

67 ± 72

100

weekend

-

1,700 ± 1,017

260 ± 197

278 ± 158

-

-

67 ± 72

100

2

8

10

2

1

5

5

0

29,759 ± 22,786

634 ± 328

368 ± 461

43 ± .4)

1322)

15,597 ± 23,156

83 ± 39

-

346 ± 190

21 ± 14

6 ±9

2 ±0

12

248 ± 285

5 ±3

-

Reliability test (n = 33)
Size
Mean area (m2)
Number of staff member
Working condition
Business day/week

7 ±0

7 ±0

7 ±0

7 ±0

7

7 ±0

7 ±0

-

Business hour (h)/weekday

14 ± 0

14 ± 1

16 ± 2

24 ± 0

14

13 ± 1

13 ± 1

-

Business hour (h)/weekend

14 ± 0

14 ± 1

15 ± 2

24 ± 0

13

13 ± 1

12 ± 1

-

7,000 ± 4,243

950 ± 627

337 ± 417

200 ± .4)

1,200

4,540 ± 3,436

115 ± 93

-

388 ± 520

4)

1,500

5,740 ± 5,386

187 ± 159

-

Number of customer
weekday
weekend
1) Mean ± SD
missing.

8,000 ± 2,828

1,179 ± 973

2) No SD because of single food store

150 ± .

3) Business hour on weekday and weekend were same

또 주 고객 타입의 특성에 대해서는 쉽다고 응답한 비율이

77%,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였다 . 식품상점의 접
근성 문항 중 ‘이용자 접근성 ’에서는 주차장 관련 문항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쉽다고 응답하
였다 (Table 5).

4) One of them is

Table 5. The easiness to respond for measurement tool among the
subjects who answered the question (N = 13)
Easiness to respond

Question item
General characteristics

Easy

Moderate Difficult

Basic information
13 (100)1)

0 (0)

holiday

13 (100)

0 (0)

0 (0)

size of store

12 (92)

0 (0)

1 (8)

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

number of staff member

13 (100)

0 (0)

0 (0)

또한 조사에 응한 식품상점의 경우 , ‘기꺼이 조사에 참여하

payment option

13 (100)

0 (0)

0 (0)

였다 ’고 응답한 경우가 54%로 가장 높았고 , ‘귀찮지만 참

Detailed information
10 (77)

3 (23)

0 (0)

average number of customer

6 (46)

3 (23)

4 (31)

customer characteristic2)

10 (77)

3 (23)

0 (0)

식품상점 조사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 이메
일이라고 응답한 식품상점 1곳을 제외한 모든 상점에서, 조

여하였다 ’ 15%, ‘고민 후 참여하였다 ’ 8%, ‘조사가 꺼려졌
지만 참여하였다’ 15%,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8%로 나타
났다. 추후에 동일한 조사를 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고 , ‘귀찮지만 참여하겠다 ’ 17%,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 25%로 나타났고 ‘거절하겠다 ’
고 응답한 곳은 없었다 (표 미제시 ). 식품상점에서 판매하
는 식품의 종류를 조사할 때 , 식품상점 마다 식품의 진열방
법이 서로 달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 특히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식품이지만 조사 당시에 재고가 없는 경우를 파
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business hour

primary products for sale

0 (0)

Customer information

Accessibility
transportation access

13 (100)

0 (0)

0 (0)

parking space

12 (92)

0 (0)

1 (8)

delivery

13 (100)

0 (0)

0 (0)

teleshopping
online shopping

13 (100)

0 (0)

0 (0)

13 (100)

0 (0)

0 (0)

1) N (%), n = number of food store
gender of main customer

2) General age grou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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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 ‘매출 기여도가 큰 식품 ’ 문

명, 비체인 슈퍼마켓 6명, 정육점 5명, 편의점 2명 순이었다.

항에서 기여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매출액이 아닌 매

근무 조건을 살펴보면, 모든 식품상점이 주 7일 영업하였고,

출 빈도를 근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였고, ‘고

편의점을 제외한 식품상점들이 주중 평균 13~16시간 , 주

객 정보’ 문항에서는 평균 방문 고객 수에 대해 ‘지난 1년간’

말 평균 12~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중보다 주

이라는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 주중과 주말로 나누

말 근무시간이 약간 짧았지만 ,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편의

어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변경하였다. 또 주 고객의 연령

점은 식품상점 특성상 주중 ,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근무하

층에 대한 응답이 매우 다양하여 연령 구분을 ‘10대 이하 ,

였다 . 주중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의 경우 , 대형할인점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에서 ‘10대, 20대, 30대, 40
대 , 50대 , 60대 이상 ’으로 변경하였고 , 중복 응답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또한 친환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
기농 및 무농약 제품이 포함됨’을 문항 옆에 추가하였다. 이
와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7,000명, 시장 4,540명, 직거래장터 1,200명이었고, 체인 슈
퍼마켓이 950명, 비체인 슈퍼마켓 337명, 편의점 200명, 정
육점 115명 순이었다 . 주중과 주말 방문 고객 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 편의점은 주말 고객이 감소하는 반면 , 나
머지 식품상점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환경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식품의 이용

조사도구의 신뢰도

가능성에 대해 조사자 간 , 조사자 내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경기도 3개 시 소재 36개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97개의 세부 식품

의 식품상점을 방문하였고 , 최종 조사를 완료한 식품상점

별 일치율과 Kappa 계수를 구한 후, 15개의 식품군 별로 일

은 대형할인점 2곳, 체인 슈퍼마켓 8곳, 비체인 슈퍼마켓 10

치율과 Kappa 계수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 총 33개의 식

곳, 편의점 2곳, 직거래장터 1곳, 정육점 5곳, 시장 5곳으로

품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15개 식품군에 대해 조사자 간

총 33곳 (92%)이었다 . 수집된 자료가 불충분한 직거래장

일치율은 93.9~98.8%, 조사자 내 일치율은 91.7~97.9%로,

터 2곳과 유기농 전문점 1곳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8%).

모두 90% 이상으로 거의 일치하였다 . 빵류와 스낵류를 제

조사에 참여한 식품상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

외한 모든 식품군에서 조사자 간 , 조사자 내 Kappa계수도

다 . 식품상점의 평균 매장 면적은 대형할인점 , 시장 , 체인

모두 0.81~0.97 사이로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슈퍼마켓, 비체인 슈퍼마켓, 직거래장터, 정육점, 편의점 순

며 , 빵류와 스낵류의 Kappa 계수도 각각 0.78, 0.79로 충분

으로 각각 29,759 m2, 15,597 m2, 634 m2, 368 m2, 132 m2,

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자 간과 조사자 내 일치

2

2

83 m , 43 m 로 , 대형할인점의 규모가 월등히 컸다 . 매장
내 근무하는 평균 직원의 수는 대형할인점이 346명으로 가
장 많았고, 시장 248명, 체인 슈퍼마켓 21명, 직거래장터 12

율과 Kappa 계수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치율 p =

0.2538, Kappa 계수 p = 0.1659, 표 미제시).
‘일반 식품 ’ 문항과 ‘건강 강조 식품 ’ 문항 간에 일치율과

Table 6.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 for food availability in the food store
Food subgroups
(n = number of food)

Inter-rater reliability (n = 33)1)

Test-retest reliability (n = 66)2)

% agreement

Kappa value

% agreement

98.7 ± 2.23)

0.97 ± 0.04

97.8 ± 3.4

0.95 ± 0.07

95.5 ± 2.1

0.84 ± 0.00

94.7 ± 4.5

0.78 ± 0.20

Grains and cereal (n = 9)
Breads (n = 2)

Kappa value

Noodles (n = 3)

93.9 ± 3.0

0.84 ± 0.08

93.9 ± 4.7

0.86 ± 0.09

Vegetables (n = 14)

95.7 ± 4.9

0.90 ± 0.12

95.2 ± 6.3

0.87 ± 0.19

Fruits (n = 4)

96.2 ± 2.9

0.91 ± 0.07

95.8 ± 2.8

0.89 ± 0.08

Meats (n = 6)

95.0 ± 6.0

0.87 ± 0.15

95.2 ± 4.2

0.86 ± 0.11

Fish and shellfish (n = 5)

98.8 ± 1.7

0.97 ± 0.05

97.9 ± 3.2

0.95 ± 0.07

Legume and bean processed products (n = 7)

96.1 ± 3.4

0.85 ± 0.18

96.1 ± 2.5

0.87 ± 0.10

Eggs (n = 2)

95.5 ± 6.4

0.91 ± 0.13

93.9 ± 4.3

0.81 ± 0.10
0.87 ± 0.15

Milk and dairy products (n = 12)

96.2 ± 4.1

0.92 ± 0.09

93.9 ± 7.3

Beverages (n = 10)

97.0 ± 3.8

0.92 ± 0.09

97.3 ± 3.2

0.91 ± 0.15

Nuts (n = 2)

93.9 ± 8.6

0.82 ± 0.26

94.7 ± 6.2

0.85 ± 0.17

Snacks (n = 2)

95.5 ± 2.1

0.88 ± 0.02

91.7 ± 6.2

0.79 ± 0.11

Condiments and spices (n = 16)

96.4 ± 4.3

0.92 ± 0.09

96.0 ± 3.9

0.89 ± 0.10

Fat and oils (n = 3)

95.0 ± 1.7

0.86 ± 0.09

95.5 ± 2.5

0.86 ± 0.12

1) Agreement of inter-observer, n = number of food store

2) Agreement of intra-observer, n = number of food store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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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iability of inter-rater and test-retest for general food and food with healthy option
Inter-rater (n = 33)2)
% agreement
Food category1)
General
food

Kappa value

Food with
healthy
option 4)

100.0 ± 0.05) 98.0 ± 2.5

Grains and cereal

Test-retest (n = 66)3)

General
food

Food with
healthy
option

% agreement

Kappa value

General
food

Food with
healthy
option

General
food

Food with
healthy
option

1.00 ± 0.00

0.96 ± 0.05

100.0 ± 0.0

96.7 ± 3.8

1.00 ± 0.00

0.93 ± 0.08

93.96)

97.06)

0.846)

0.846)

95.5 ± 6.4

93.9 ± 4.3

0.87 ± 0.18

0.68 ± 0.23

Noodles

93.9 ± 4.3

93.96)

0.82 ± 0.10

0.886)

96.2 ± 3.8

89.4 ± 2.1

0.89 ± 0.10

0.79 ± 0.04

Meats

100.0 ± 0.0

89.9 ± 3.5

1.00 ± 0.00

0.75 ± 0.11

98.0 ± 1.6

92.4 ± 4.2

0.92 ± 0.07

0.80 ± 0.12

Legume and bean processed products 97.0 ± 4.3

95.0 ± 1.7

0.93 ± 0.09

0.73 ± 0.22

95.8 ± 2.8

96.5 ± 2.3

0.91 ± 0.06

0.81 ± 0.12

90.96)

1.006)

0.826)

95.5 ± 2.1

92.4 ± 6.4

0.78 ± 0.09

0.85 ± 0.13

Breads

100.06)

Eggs
Milk and dairy products

100.0 ± 0.0

94.3 ± 3.8

1.00 ± 0.00

0.88 ± 0.08

98.5 ± 1.6

91.7 ± 8.0

0.96 ± 0.04

0.83 ± 0.17

Beverages

97.0 ± 4.7

97.0 ± 2.5

0.92 ± 0.11

0.93 ± 0.06

98.0 ± 3.5

96.2 ± 2.7

0.94 ± 0.09

0.86 ± 0.22

100.06)

87.96)

1.006)

0.646)

100.0 ± 0.0

89.4 ± 2.1

1.00 ± 0.00

0.71 ± 0.05

6)

6)

0.866)

97.0 ± 0.0

86.4 ± 2.1

0.88 ± 0.01

0.71 ± 0.06

Nuts

6)

Snacks

97.0

93.9

0.89

Condiments and spices

98.0 ± 3.1

95.5 ± 4.8

0.95 ± 0.08

0.90 ± 0.10

96.0 ± 3.9

96.1 ± 3.9

0.86 ± 0.11

0.91 ± 0.09

Fat and oils

95.5 ± 2.1

93.96)

0.85 ± 0.12

0.886)

94.7 ± 2.9

97.0 ± 0.0

0.82 ± 0.14

0.94 ± 0.00

0.00277)

P value

0.00957)

0.00818)

0.02908)

1) Only for 12 food subgroups(except vegetables, fruits, fish and shellfish) which have both general food and food with healthy
option. 2) Agreement of inter-observer, n = number of food store 3) Agreement of intra-observer, n = number of food store 4) Food
with healthy option: whole grains and processed foods with healthy option such as low sodium, low sugar, low fat, low calorie, no fat,
calcium enriched, food for weight management, decaffeinated coffee, cold-chain juice, see ‘Table 3’ for specific item 5) Mean ±
SD 6) No SD because of single question 7) p value by t-test 8) p value by paired t-test

Kappa 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 ‘건강
강조 식품’에서 조사자 간 일치율이 ‘일반 식품’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았고 (p = 0.0027), 이는 조사자 내 검증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p = 0.0081). 그러나 ‘건강 강조 식품’의 일치율
이 ‘일반 식품’에 비해 낮다 하더라도 조사자 간 일치율 범위
가 87.9~98.0%, 조사자 내 일치율 범위가 86.4~97.0%로 여
전히 높았다 . Kappa 계수 비교 결과도 일치율과 동일하게
조사자 간 , 조사자 내 검증 모두에서 건강을 강조한 식품의
Kappa 계수가 일반 식품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각각 p =
0.0095, p = 0.0290). 조사자 간 검증에서 견과류의 Kappa
계수는 0.64로 적정 수준이었고 , 두류 및 콩 가공제품과 육
류는 0.73과 0.75로 충분히 일치했으며 , 그 외는 모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사자 내 검증에서는 빵류
의 Kappa 계수가 0.68로 적정 수준 , 견과류 , 간식류 , 면류 ,
육류가 각각 0.71, 0.71, 0.79, 0.80으로 충분히 일치했으며,
그 외 문항은 모두 거의 일치하였다 (Table 7).

내에서는 처음으로 향후 식환경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식
품상점 환경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 , 방문한 전체 식품상점의 56%가 조
사에 참여하였고 ,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식품상점의 형태 ,
규모 , 매장 내 상품 진열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컸다 . 문항
에 대한 응답수월성 확인 결과, 매장의 크기나 하루 평균 방
문 고객 수, 고객의 특성에 대해 일부 대상자가 어렵다고 응
답했지만,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쉽다’고 응답하여 현장적
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 방법으로 조사원
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 전
화조사인 경우 조사원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
조사원 방문보다 조사 소요시간이 길어지며 , 전화하는 동
안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가 어렵기 때문에 꺼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메일은 스팸메일로 처리되기 쉽고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상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조사

고

찰

섭외 당시, 기꺼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54%, 추후 동일한
조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로 , 과반

식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 특히 식품상점 환

수 이상이 조사 참여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이 개인의 식생활이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예비조사 결과 , 개발된 조사지는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 국내에는 식품상점 환경의

을 것으로 추정되며 , 추후에 조사 참여의도를 높일 수 있는

측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다 . 본 연구에서는 국

방법과 상점의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방법을 개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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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비조사가 일부 유형의 식

이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1 또한 저소득 지

품상점에만 국한되어 실시되었고 , 특히 , 대형할인점 , 시장 ,

역에는 고소득지역에 비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더 밀

직거래장터의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제한

집되어 있었고,42 편의점수가 많은 반면,5 식료품점 (Grocery

점이라 할 수 있겠다 . 식품상점의 특성과 접근성 문항의 경

store)이나 체인 슈퍼마켓의 수는 적었다.43 이러한 연구 결과
를 근거로 미국의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건강 상점 (Baltimore
Healthy Stores, BHS) 사업을 시도하였다 . 이 사업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지
방 , 고식이섬유 식품 등의 진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였고 ,
그 결과 이들 식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44
외국의 경우 , 저소득층이나 식품상점의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 지역의 식환경 실태를 파악하거나 ,45-46 식품상점
을 비롯한 다양한 식환경의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
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47-48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의 식생
활에 영향을 주는 식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식환경
개선을 위한 영양정책이나 사업 개발 등에 근거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식품상점을 포
함한 식환경 현황을 측정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식생활
관련 조사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가 있지만,
식환경에 대한 조사항목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 한편 ,
2008년에 공포되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는 학교 주변에서 위생적이고 우수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
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공간을 조성해주고자 하는 하나의
식환경 개선 사례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학교주변의 식환경
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재사업을
수행한다면 , 건강증진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식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
구의 개발은 매우 필요한 시도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에는 몇 가지 한계
점이 있다 . 식품상점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들
을 조사도구를 통해 모두 파악할 수 없고, 특히 계절에 따라
판매하는 식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따라서 식환경 조사도구는 조사 목적에
맞추어 내용이나 방법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식품구매력이나 식품의 질 또한 식품상점
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구매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
인이지만 , 본 조사도구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 추
후 연구를 통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식환경 조사도구는 식품상점 환경을
측정하여 집단 또는 개인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 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른 식환경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 이를 토대로 중재방안

우에는 식품상점의 유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예
비조사에서 확인하였으므로 , 다른 유형의 식품상점 조사
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식품의 이용가능성의 경우 , 일
반식품과 건강 강조 식품의 세부 목록을 작성할 때 , 대형할
인점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식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
기 때문에, 이 문항도 충분히 다른 식품상점 유형에 적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도구에서 ‘식품의 이용가능성 ’ 문항에 대한 신뢰
도를 검정한 결과 , 조사자 간 , 조사자 내 일치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 Kappa 계수도 조사자 간
0.82~0.97, 조사자 내 0.78~0.95로 충분히 또는 거의 일치
했으며 , 조사자 간과 조사자 내의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국외 Glanz 등 (2007)3이 개발한 조사도구의 신뢰
도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 조사자 간 신뢰도 검정의 Kappa
계수가 0.84~1.00, 조사자 내 신뢰도 검정의 Kappa 계수가
0.73~1.00 사이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조사도구에서 식품의 이용가능성 관련 문항을 ‘일반
식품 ’ 문항과 ‘건강 강조 식품 ’ 문항으로 나누어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 ‘일반 식품 ’ 문항에 비해 ‘건강 강조 식품 ’ 문
항의 일치율과 Kappa 계수가 유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건강 강조 식품 ’은 식품의 포장재에 표기되
어 있는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 ‘일반 식품 ’ 문항에 비해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어 , 조사 과정에서 누락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군 별로 건강을 강조한 식품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제품명과 제품 이미지를 활용한 조사원 교
육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식환경 관련 선행 연구들은 식환경이 개인 또는 가구의
식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 나아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식품상점 측면에
서 접근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 슈퍼마켓이 비만이나
과체중 유병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 편의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12,38 또한 식품
상점 내 채소나 과일의 이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채소나 과일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40
한편 소수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의 식환경 실태를 파악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 신선한 채소
와 과일의 다양성이나 질이 취약계층 집단에서 낮고 , 저지
방 혹은 무지방 치즈 , 탈지유 , 두유 , 두부 , 전곡류를 이용한
빵이나 파스타 , 저지방육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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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품정책이
나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식품상점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 활용가능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문헌고찰을 통해 기 개발된 식품상점 조
사도구를 검토하여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식환경 조사도
구를 개발하였고, 크게 식품상점의 특성, 접근성, 식품의 이
용가능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개발된 조사도구
의 현장적용성 검토를 위해 소요시간 , 응답수월성 , 참여의
사 , 현장조사의 어려움 ,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
결과 , 조사시간이 상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 모든 측면에서 현장적용성이 높았다 . 그리고
식품의 이용가능성 문항에 대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 조
사자 간 및 조사자 내 일치율이 매우 높았다. 건강이 강조된
식품의 경우에는 일반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치율이
낮았으나 , 여전히 높은 일치율 수준을 보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식환경 조사도구는 현장적용성과 신뢰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 추후에 객관적인 식환경 측정이 필
요한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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