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7; 50(4): 383 ~ 390

http://dx.doi.org/10.4163/jnh.2017.50.4.383

pISSN 2288-3886 / eISSN 2288-3959

서울 일부 지역 학교 청소년들의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연구

윤정윤1 · 하애화2 · 주세영3†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1 단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천연물식의약소재산업화연구센터,2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식품생명과학부3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food and nutrition labeling for school adolescents 
in Seoul

Yoon, Jeong-Yoon1 · Ha, Ae Wha2 · Ju, Seyoung3†

1Major in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2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Natural Nutraceuticals Industrization Research Center, DanKook University, Chungnam 31116, Korea
3Major in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Biomedical and Health Science, Konkuk University, Chungju 27478, Korea

서 론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체급식을 포함한 외식을 통

한 식품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맞벌

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식사보다는 외식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의 경우도 학교에서 단

체급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거나 학교 매점이나 편의점

등을 통한 간식의 섭취가 많아지고 있으며,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에 따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자신이 간식을 선택하여 섭

취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 외식과 같은 매식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간편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식

품 판매들이 증가하면서 각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소비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1 

식품/영양 라벨링은 소비자에게는 제품이 가진 정확한

영양성분을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식품 선택과 건

강관리에 도움을 주며, 영양교육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에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 국내의 영양 라벨링 기준은

1994년에 도입되어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및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과 개정이 꾸준히 되어서, 2003년

에 7가지의 의무 대상 식품이 고시된 이후에 계속 확대되

었고, 2006년에는 9가지의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영양성분

표시, 2007년에는 1회제공 기준량이 고시되었다.2-5 최근에

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들이 품질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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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

으며,5 외국의 신호등 표시제 (Front-of pack Traffic light

signpost labelling) 를 도입하였다.6 

국내의 영양 라벨링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외식업

체인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및 식당을 이용한 고객들 및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영양 라벨링 인식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3,4,7,8 탁주와 육가공품의 영양 라벨링에 관한 조사가

있다.9,10 청소년의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공식품이

나 간식 구매시의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지식, 인식에

관한 연구로,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지도나

지식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13

또한,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14에서도 조사대상 중에

서 30.5%의 청소년만이 식품구매 시 식품/영양 라벨링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영양 라벨링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확인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15-17 영양라벨링을 확인하

는 대상자가 영양라벨링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의 대상자

보다 건강한 식품 섭취에 대한 인지가 높고, 올바른 건강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8-21 

이러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들의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은 1970년대에 경영분야에서 상품 또는 서

비스의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주로 수행되었으며,22,23 최

근에는 식품, 급식 및 외식 관련 분야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요한 속성의 중요도와 수행

도 (만족도)를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

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24-27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

영양 라벨링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식품/

영양 라벨링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또

는 현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소비자의 수행 정도를 파악

하여 식품/영양라벨링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곳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1, 2학년 3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도와 식품알레르기를 적용한 식품/영양 라벨

링을 연구하고자 2014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미흡한 설문

지를 제외하고 30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는 단국대학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

행되었다 (심의번호: DKU 2017-06-001).

연구내용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들1,3,28,29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

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조사

대상자의 주거형태,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본인 가정의

소득수준, 외식 횟수, 아침식사의 횟수를 조사하였다. 중요

도와 수행도에 관한 내용은 식품/영양 라벨링이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식품/영양 라

벨링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

였다. 설문 문항은 모두 10문항으로 건강, 체중조절 또는 체

중유지, 메뉴 선택, 올바른 식습관, 영양 교육, 개인 만족, 지

인들의 영향, 언론 매체 및 미디어의 영향, 식품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 개인의 식품에 대한 신념 및 가정 교육으로 구

성하였다. 각 항목들은 모두 선행연구를 통해 총 11개 항목

을 수집하였고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

집된 자료의 문항간의 신뢰도 검정결과를 통해 Cronbach's

α 계수가 0.699를 나타내었는데 이들 항목 가운데 ‘개인의

식품에 대한 신념’이 제거되면 0.755로 문항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결과 (결과 미 제시)를 토대로 최종 10개의 항목

을 선정하였다 (건강,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지, 메뉴 선택,

올바른 식습관, 영양 교육, 개인 만족, 지인들의 영향, 언론

매체 및 미디어의 영향, 식품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 및 가

정 교육). 각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중요도 점수는 1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

점 (매우 중요하다)으로 하였고, 수행도 점수는 1점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잘 수행한다)

로 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 중에서 영양라벨링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영양라벨링을 전반적으로 만족하

는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

다)로 하였으며, 영양라벨링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중요하다)를 조사하였다.

통계 처리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 21.0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체형 및 식생활 관

련 사항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

한,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차이 분석을 위

해서 대응표본 t-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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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정 (Cronbach's α)을 수행하였

다. 분류된 중요도 요인들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성별은 남성이 165명 (55%), 여성이 135명

(45%)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평균 만 16세로 조사되었

다. 또한, 주거유형은 연립주택이 136명 (46.3%)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63명 (21.4%), 단독주택

이 60명 (20.4%), 빌라가 31명 (10.5%), 오피스텔이 4명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수는 4명이 152명

(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5명이 62명 (20.8%), 3명이 60

명 (20.1%), 6명 이상이 18명 (6%), 2명이 6명 (2.0%)의 순

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중이

157명 (5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가 91명 (31.1%),

하가 22명 (7.5%), 중상이 20명 (6.8%), 상이 3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에 대한 사항 중 단체급식을 제외하고, 배달 음식

은 포함한 외식 빈도는 주 1~2회가 126명 (42.6%)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1회 미만이 104명(35.1%), 주

3~4회가 39명 (13.2%), 주 5~6회 이상이 27명 (9.1%)의 순

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횟수는 주 1회 미만이 75명 (25.2%)으로 가장

많았고, 주 7회가 71명 (23.8%), 주 5회가 43명 (14.4%), 주

2회가 29명 (9.7%), 주 3회가 27명 (9.1%), 주 4회가 22명

(7.4%), 주 6회가 19명 (6.4%), 주 1회가 12명 (4.0%)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4.4회 정도로 나타

났다.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차이분석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차이분석 결과

에 대한 사항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10개의 선택속성 항

목들 모두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중

요도 항목은 모두 3점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

은 점수의 항목은 건강 (3.71)이고,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

지 (3.63), 올바른 식습관 (3.60)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도

항목은 개인 만족 (3.23), 올바른 식습관 (3.08), 가정교육

(3.04)만이 3점 이상의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영양 교육

(2.8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항목에서 수행도

보다 중요도이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인의

영향’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식품/영양 라벨링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원 결과 값인

Table 2를 참고하여 격자점을 표시한 격자분할 모형은

Fig. 1과 같다. 수행도의 평균값 ‘2.97’과 중요도의 평균값

‘3.37’을 중심으로 하여 분할을 하였다. 수행도와 중요도가

대체적으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선형성이 있

음을 보여주며, 이는 중요한 속성에 대하여 수행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Gender

 Male 165 55.0

 Female 135 45.0

Average age (yr) 16.24 ± 0.731)

Residential type

 Apartment 63 21.4

 Single house 60 20.4

 Officetel 4 1.4

 Multi-units 136 46.3

 Villa 31 10.5

Family number

 2 6 2.0

 3 60 20.1

 4 152 51.0

 5 62 20.8

 � 6 18 6.0

Subjective household income

 High 3 1.0

 Middle-high 20 6.8

 Middle 157 53.6

 Middle-low 91 31.1

 Low 22 7.5

Eating-out frequency

 � 5 ~ 6 times/week 27 9.1

 3 ~ 4 times/week 39 13.2

 1 ~ 2 times/week 126 42.6

 < 1 time/week 104 35.1

Breakfast frequency

 7 times/week 71 23.8

 5 ~ 6 times/week 52 20.8

 3 ~ 4 times/week 49 16.5

 1 ~ 2 times/week 41 31.7

 < 1 time/week 75 25.2

Total 300 100.0

1)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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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중요도도 높고 수행도도 높은 제1사분면에

는 1 (건강), 2 (체중조절 및 체중유지), 4 (올바른 식습관), 6

(개인 만족)이 나타났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

로 관리를 해주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높지

만 수행도가 낮은 속성이 속하는 제 2 사분면에는 어느 속

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중요도도 낮고 수행도도 낮은 제 3

사분면에는 5 (영양 교육), 7 (지인들의 영향), 8 (언론매체

및 미디어의 영향력), 9 (식품알레르기 또는 아토피)가 속

해있으며 이들은 저순위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

행도가 높은 제4사분면에는 3 (메뉴 선택), 10 (가정 교육)이

나타났다.

식품/영양 라벨링 중요도 항목의 요인분석 
중요도 요인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중요도 10개 항목을 주성분 분석 및 직각회전방식

(varimax)을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인 Cronbach's

α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Table 3에서 나타냈다. 요인분석

결과 10개의 항목은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같은

요인에 속해 있는 요인적재량이 모두 0.4 이상을 보여 모

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이다. 선행연구와 같이 Cronbach's

Table 2. Analysis of Importance-Performance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Importance Performance Gap
Correlation 

coefficient
p1)

 Health 3.71 ± 0.782) 2.99 ± 0.67 0.72 0.270 < 0.001

 Weight control or weight maintenance 3.63 ± 0.85 2.99 ± 0.88 0.64 0.297 < 0.001

 Menu choices 3.22 ± 0.81 2.98 ± 0.73 0.24 0.319 < 0.001

 Proper dietary habit 3.60 ± 0.82 3.08 ± 0.80 0.53 0.284 < 0.001

 Nutritional education 3.36 ± 0.80 2.89 ± 0.78 0.48 0.272 < 0.001

 Personal satisfaction 3.49 ± 0.81 3.23 ± 0.79 0.26 0.441 < 0.001

 Peer effect 3.22 ± 0.85 2.91 ± 1.87 0.31 0.171 0.006

 Effect of news media 3.19 ± 0.80 2.95 ± 0.73 0.24 0.394 < 0.001

 Food allergy or atopy 3.04 ± 1.10 2.74 ± 0.94 0.30 0.437 < 0.001

 Home education 3.29 ± 0.87 3.04 ± 0.76 0.25 0.417 < 0.001

Importance score: 1 point (strongly unimportant) ~ 5 point (strongly important)

Performance score: 1 point (do not very perform) ~ 5 point (very perform)

1) p-value by paired t-test 2) Mean ± Standard deviation

Fig.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of attributes for

food/nutrition labeling 

Section Attribute

I

(Keep up the good work)

1. Health, 2. Weight control or weight mainte-

nance, 4. Proper dietary habit, 6. Personal satis-

faction

II 

(Concentrate here)
-

III 

 (Low priority)

5. Nutritional education, 7. Peer effect, 8. Effect

of news media, 9. Food allergy or atopy

IV 

(Possible overkill)
3. Menu choices, 10. Home education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attribute' importance of food/nutri-

tion labeling

Attribute

Factor

Health and 

nutrition 

Effect of media 

and education

Health 0.825

Proper dietary habits 0.751

Weight control or weight maintenance 0.658

Nutritional education 0.573

Personal satisfaction 0.556

Menu choices 0.545

Food allergy or atopy 0.804

Peer effect 0.726

Home education 0.681

Effect of news media 0.676

Cronbach's α 0.804 0.768

Eigen value 3.022 2.675

Varience (%) 30.222 26.750

Cumulative (%) 30.222 56.971

KMO: 0.874***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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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의 경우에도 모두 0.6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35,36 첫 번째 요인은 ‘건강 및 영양 관련요인’으로 명

명하였으며, 건강, 올바른 식습관,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지,

영양 교육, 개인 만족, 메뉴 선택이 이 요인에 속했다. 두 번

째 요인은 ‘매체, 교육 및 외부 영향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식품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 지인들의 영향,

가정 교육, 언론매체 및 미디어의 영향이 포함되었다.

식품/영양 라벨링 중요도 항목 및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식품/영양 라벨링의 중요도 요인 항목 및 전반적인 만족

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냈

다. 식품/영양 라벨링의 중요도는 Table 3에서와 같이 명명

한 두 요인 ‘건강 및 영양 관련요인’, ‘매체, 교육 및 외부영

향 요인’으로 변수의 평균을 각각의 변수로 나타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 및 영양 관련요인’, ‘매체, 교육 및 외부영향 요인’의

중요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건강

및 영양 관련요인’과 ‘매체, 교육 및 외부영향 요인’은 상관

계수가 0.621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분석에

서는 ‘건강 및 영양 관련요인’은 0.267로, ‘매체, 교육 및 외

부영향 요인’은 0.291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식품/영양 라벨링 중요도 요인 항목 및 전반적인 만족

도의 다중 회귀분석

식품/영양 라벨링의 중요도 요인 항목이 ‘전반적인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식품/영

양 라벨링의 중요도 요인 항목의 두가지 요인을 독립변수

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회귀모형이 유의적이었으며

(p < 0.05), 모형의 설명력은 11%로 낮게 나타났다. ‘매체,

교육 및 외부영향 요인’의 회귀계수 값이 ‘건강 및 영양 관

련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의 영향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서울 일부 지역 학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식

품/영양 라벨링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식

품/영양 라벨링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현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소비자의 수행 정도를 파

악하여 식품/영양 라벨링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식생활에 대한 사항 중 단체급식을 제외하

고, 배달 음식은 포함한 외식 빈도는 주 1~2회가 126명

(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1회 미만이

104명 (35.1%), 주 3~4회가 39명 (13.2%), 주 5~6회 이상이

27명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이 학교 급식으로 점심과 저녁을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주 1~2회가 가장 많은 외식 횟수인 것으로 생

각되어 진다.

아침식사 횟수는 주 1회 미만이 75명 (25.2%)으로 가장

많았고, 주 7회가 71명 (23.8%), 주 5회가 43명 (14.4%), 주

2회가 29명 (9.7%), 주 3회가 27명 (9.1%), 주 4회가 22명

(7.4%), 주 6회가 19명 (6.4%), 주 1회가 12명 (4.0%)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4.4회 정도로 나타

났다. 2010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24시간 회상법의 자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garding importance attributes and overall satisfaction of food/nutrition labeling

  Mean ± SD Health and nutrition 
Effect of media and 

education

Overall satisfaction of 

food/nutrition labeling

Health and nutrition 3.50 ± 0.58 11)

Effect of media and education 3.18 ± 0.71 0.621** 1

Overall satisfaction for food/nutrition labeling 3.27 ± 0.69 0.267** 0.291** 1

1) Correlation coefficient
**p < 0.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mportance attributes and overall satisfaction for food/nutrition label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t p

Overall satisfaction for food/nutrition labeling

(constant) - 8.533 0.000***

Health and nutrition 0.159 2.249 0.025*

Effect of media and education 0.210 2.970 0.003**

R2 = 0.11, F  = 17.998***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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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의하면 12~18세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29.3%로 조

사되었다.30 Bae31의 2008, 2009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해서 아침식사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영양소 섭

취상태 및 식사의 다양성 연구에 의하면 아침결식군이 곡

류, 채소류 및 버섯류 등의 식품과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

가짓수도 아침식사군에 비해서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영양소 섭취 상태는 아침결식군 (1,866.03

kcal)이 아침식사군 (2,007.45 kcal)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은 섭취 열량을 보였고, 아침결식군의 경우 아침식사군에

비해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칼슘, 인 및 칼륨의 섭취 밀도

가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아침을 섭취

하는 경우가 아침을 결식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미량 영양

소의 섭취가 높고, 지방의 섭취는 낮으며, 전체적인 식사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2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아침밥 클럽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식생활 및 학

교생활 개선 효과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에 아침밥 섭

취빈도,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의 증가했고, 영양

소 섭취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3 그러므로, 청소

년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아침식사 섭취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영양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차이분석 결과

에서는 중요도 항목은 건강,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지, 올바

른 식습관 순으로 나타났고, 수행도 항목은 개인 만족, 올

바른 식습관, 가정교육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양 교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춘천지역 중학생의 연구에서는 식품/

영양 라벨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여학생인

경우, 식이섭취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할수록, 식품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

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 또한, Kim 등34의 광주지역 중학

생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식생

활 태도가 좋고, 영양 지식이 높은 그룹에서 식품표시를 확

인하는 비율이 높게 보고하였다. Jung 등37의 나주지역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식 구매행동과 구매태도와 관련된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열

량에 관한 영양 라벨링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체중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영양소 확인 순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

을 때 영양 라벨링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 등12은 여

고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과 식습관을 조사하고 가공식

품의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이해와 이용실태를 분석하

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식품의 표시사항에서는 제품명을

주로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양성분은 총열량,

지방, 탄수화물, 콜레스테롤 순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식품 라벨링은 안전성을 영양 라벨링은 건강을 고

려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으로는 영양

라벨링 이해의 어려움과 표시내용에 대한 불신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일부 서울지역 남자고등학생의 비만도

수준에 따른 영양 라벨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38에

서는 체중에 따라서 영양성분을 확인하거나 다이어트 등

의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영양 라벨링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영양 라벨링를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76.4% (총 300명)이고 영양 라벨링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

는 학생은 2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양 라벨링에 대

한 정보 획득 경로는 TV 또는 인터넷 (53.9%)이 가장 높았

고, 학교 (15.7%)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었으며, 마지

막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에서도 13~19세의 청소

년들의 영양 라벨링에 대한 정보 획득방법이 주로 ‘TV와

라디오 (45.5%)’, ‘인터넷 (27.1%)’으로 주로 매체를 이용

해서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9

이와같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식품/영

양 라벨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건강에 관심이 많

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경우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요도

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품/영양 라벨링을 확인하

고 제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위주의 영양 지식

을 교육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품/영양 라벨링

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수행도의 평균값 ‘2.97’과 중요도의 평균값 ‘3.37’을 중

심으로 분할하여 수행도와 중요도가 대체적으로 왼쪽 하

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선형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중요한 속성에 대하여 수행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보면 중요도도 높고 수행도도 높은 제1

사분면에는 ‘건강’, ‘체중조절 및 체중유지’, ‘올바른 식습

관’, 그리고 ‘개인 만족’이 나타나서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속성이 속하는 제2사분면에

는 어느 속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중요도도 낮고 수행도도

낮은 제3 사분면에는 ‘영양 교육’, ‘지인들의 영향’, ‘언론매

체 및 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식품알레르기 또는 아토

피’가 속해있으며 이들은 저순위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

으나 수행도가 높은 제4사분면에는 ‘메뉴 선택’ 과 ‘가정 교

육’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수행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이 영역의 속성에 과잉 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귀분석에 적용된 2개의 중요도에

관한 독립변수는 모두 전반적인 만족도에 건강 및 영양 관

련요인과 매체, 교육 및 외부영향 요인 모두 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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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및 IPA분석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항목인 2

사분면에 위치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토대로 청

소년들의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

부분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 일부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이므로, 선정된 표본이 일반적인 청소년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

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귀분석 결

과에서의 설명력은 낮지만 ‘매체, 교육 및 외부영향 요인’

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나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이나 만화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고 유용한 식품/영양 라벨링에 관한

컨텐츠의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이용

한 청소년 대상의 홍보와 교육, 그리고 정부, 관련기관 및

기업의 식품성분/영양 라벨링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역시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식품 영양표시에 대하여 서울지역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식품/영양 라벨링

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차이분석 결과는 10개의 선택속성

항목들 모두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중요도 항목은 모두 3점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의 항목은 건강 (3.71)이다. 수행도 항목은 개인

만족 (3.23), 올바른 식습관 (3.08), 가정 교육 (3.04)만이 3

점 이상의 항목이었다. 식품/영양 라벨링의 중요도와 수

행도의 각 항목별 평균 값으로 격자점을 표시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고, 수행도도 높은 제1사분면에는 ‘건강’,

‘체중조절 및 체중유지’, 4 (올바른 식습관), 6 (개인 만족)이

나타났으며,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속성이 속하

는 제2사분면에는 어느 속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 조사된 10개의 식품/영양 라벨링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10개의 항목은 2개의 요인 (식품/영양표시의

‘건강 및 영양 관련요인’, ‘매체, 교육 및 외부영향 요인’)으

로 나누어졌으며, 이들 2개 요인의 중요성 과 ‘전반적인 만

족도’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적용된 2개의 중요도

모두 전반적인 만족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영양 라벨링에 대한 홍보

와 교육이 필요하고, 정부, 관련기관 및 기업의 식품 라벨

링 성분이나 영양 라벨링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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