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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onsumer's recognition of food labeling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ood labels which are more informative to consumers. The questionnaires had been collected from 120 male
and female customers living in Seoul with the age between 10's and 60's from November 2nd to November
7th 2009. For checking the food label at the time of purchase, 58.3% of the consumers checked the food label
and the main reason for checking the food label was to confirm sell-by date (60.1%). Sixty percent of the
consumers we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food labeling. Among those who are not satisfied, 30.6% complained
about difficult terms to understand and 25.8% were dissatisfied with insufficient information. In every age group,
most people were not satisfied with labeling on food ingredient and additives, followed by date of manufacture
and sell-by date. 53.1% of consumers demanded to label date of manufacture and sell-by date together. For
more clear information, consumers wanted use-by date (47.5%) rather than sell-by date (23.3%). 56.7% of
consumers was dissatisfied with warning information such as allergic warning and the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ere poor visibility (37.5%)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33.4%). Moreover most consumers (90.0%) showed
little knowledge on irradiation. To improve of the food labeling standards into consumer-oriented standards,
both amendment of the food labeling standards and consumer education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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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품질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안전성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식품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요인이 가격에서 안전성 등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원료, 생산

방법 등 식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의 표시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식품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일차적인 도구로서 소비자는 표시를 통하여 제공

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며,

생산자는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정확

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표현을 금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일정

한 기준을 제시, 관리해야만 한다(1,2).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 수요와 식품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식품표시제도를 실시

해왔으며, 대표적인 관련제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로 운영되는 식품위생법 제 10조, 제11조에 다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운영되고 있다(1,2). 우리나라의 ‘식품 등의 표

시기준’은 제1조～제10조로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별

지 및 표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9조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는 일반기준인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

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

성분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 표시기준으로 과자류, 빵류 등 식품별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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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Female
Total

61 ( 50.8)
59 ( 49.2)
120 (100.0)

Age(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

20 ( 16.7)
20 ( 16.7)
22 ( 18.2)
18 ( 15.0)
20 ( 16.7)
20 ( 16.7)
120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Total

7 ( 6.1)
20 ( 17.5)
30 ( 26.3)
18 ( 15.8)
21 ( 18.5)
18 ( 15.8)
114 (100.0)

Education level

Graduated middle school
Graduated high school
Graduated university
Graduate school
Total

24 ( 20.7)
42 ( 36.2)
36 ( 31.0)
14 ( 12.1)
116 (100.0)

식품의 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국제간 교역 활성화에 의

한 수입식품의 대량 유통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식품을

접하게 되었으나 이는 현명한 식품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드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4). 게다가 식품은 인간의 생존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화로 생산, 유통, 보관상

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식

생활 형태는 가공 및 포장정도가 큰 제품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품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생산과정이 눈

에 보이지 않으며(5),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가진 정보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6). 그러므로

식품표시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유용한 방

식이 되기 위해서는 표시되어야 할 정보항목이 소비자의 기

호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과 이

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7), 표시를 통해 정

보를 제공하는 영업자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동일

한 표시정보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자 중심의 신뢰성 있는 표시기준

으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

준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식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10대부터 60대 이상

까지의 모든 연령대별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지역에 거

주하는 각 연령대별 남녀 1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회수한 총 120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1:1 인터뷰 조사를 하였으

며, 연구에 사용된 설문내용은 문헌조사와 학계, 식품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통하

여 수정․보완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

상자의 일반사항,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식품표시 확인 정도 및 확인항목), 식품 등의 표시기

준에 대한 만족도,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유통기한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방사선조사)에 대한 이

해도 및 선호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

조사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17.0을 이용하여 단순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χ2-test를 이용하여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인식도에 대하

여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았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50.8%, 여성이 49.2%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동일

하게 조사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연령대는 10대 16.7%, 20

대 16.7%, 30대 18.2%, 40대 15.0%, 50대 16.7%, 60대 이상

16.7%로 고르게 분포하게 함으로써 식품구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경제

수준을 보면 가족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 6.1%, 100～200만

원 미만 17.5%, 200～300만원 미만 26.3%, 300～400만원 미

만 15.8%, 400～500만원 미만 18.5%, 500만원 이상 15.8%이

었다. 2008년도 제 4분기 가구원수별 평균가계소득에서 4인

이하의 평균가계소득이 약 423만원(8)인 것과 비교해 보면

50.1%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평균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의 소비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교육 정도는 중졸이하 20.7%, 고졸 36.2%, 대졸 31.0%,

대학원이상 12.1%로 나타나 10대 중고등학생들(중졸 이하)

과 20대 대학생들(고졸)을 제외한 30대 이상 성인 소비자들

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식품 구입 시 식품표시 확인 정도: 식품 구입 시 식품표

시를 확인하는 정도는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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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checking the food labels at the time of purchase

Factors

N (%)

Total Test-valueNever check
the label

Seldom check
the label

Mostly check
the label

Absolutely
check the label

Gender

Male
Female

5 ( 8.2)
6 (10.2)

27 (44.3)
12 (20.3)

22 (36.1)
31 (52.5)

7 (11.4)
10 (17.0)

61 (100.0)
59 (100.0)

X2＝7.887
df＝3
NS1)Total 11 ( 9.2) 39 (32.5) 53 (44.2) 17 (14.1) 120 (100.0)

Age (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Over 60

3 (15.0)
1 ( 5.0)
2 ( 9.1)
0 ( 0.0)
1 ( 5.0)
4 (20.0)

7 (35.0)
9 (45.0)
7 (31.8)
3 (16.7)
6 (30.0)
7 (35.0)

7 (35.0)
10 (50.0)
9 (40.9)
12 (66.6)
7 (35.0)
8 (40.0)

3 (15.0)
0 ( 0.0)
4 (18.2)
3 (16.7)
6 (30.0)
1 ( 5.0)

20 (100.0)
20 (100.0)
22 (100.0)
18 (100.0)
20 (100.0)
20 (100.0)

x2＝19.187
df＝15
NS

Total 11 ( 9.2) 39 (32.5) 53 (44.2) 17 (14.1) 120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1 (14.3)
5 (25.0)
1 ( 3.3)
1 ( 5.6)
0 ( 0.0)
2 (11.1)

1 (14.3)
3 (15.0)
15 (50.0)
7 (38.9)
8 (38.1)
2 (11.1)

5 (71.4)
7 (35.0)
10 (33.3)
8 (44.4)
10 (47.6)
11 (61.1)

0 ( 0.0)
5 (25.0)
4 (13.4)
2 (11.1)
3 (14.3)
3 (16.7)

7 (100.0)
20 (100.0)
30 (100.0)
18 (100.0)
21 (100.0)
18 (100.0)

x2＝24.232
df＝15
NS

Total 10 ( 8.8) 36 (31.6) 51 (44.7) 17 (14.9) 114 (100.0)

Education level

Graduated middle school
Graduated high school
Graduated university
Graduate school

4 (16.7)
2 ( 4.8)
3 ( 8.3)
2 (14.3)

8 (33.3)
16 (38.1)
11 (30.6)
2 (14.3)

9 (37.5)
21 (50.0)
14 (38.9)
7 (50.0)

3 (12.5)
3 ( 7.1)
8 (22.2)
3 (21.4)

24 (100.0)
42 (100.0)
36 (100.0)
14 (100.0)

x2＝9.028
df＝9
NS

Total 11 ( 9.5) 37 (31.9) 51 (44.0) 17 (14.6) 116 (100.0)
1)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Others
3.5%

To check the
origin of raw

materials
14.0%

To recognize
the content
of a specific

nutrient
4.9%

To check the
sodium, fat,
cholesterol,

and
food

additives
17.5% To confirm

sell-by date
60.1%

Fig. 1. Reasons for checking the food labels at the time of
purchase.

하는 편임’이 44.2%, ‘반드시 확인함’이 14.1%로서 응답자의

58.3%가 식품 구매 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9)이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의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87.8%가 식품표시를 확

인한다고 응답한 것과 Joo 등(10)이 서울과 경남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93.1%의 응답자 대부분이 식품구매 시 식품표시를 확인하

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연령, 경제능력, 학력 등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비율로 조사한 본 실험에서는 남성

들의 47.5%가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

의 69.5%가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Park과 Min(11)이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남성(50.6%)보다

는 여성(72.9%)이 식품구입 시 식품표시 내용을 더 많이 이

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Lee와 Kim(12)이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식품표시 내용을 확인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대답한 응답생 중 남학생은 남학생

전체의 47.2%이고, 여학생은 여학생 전체의 54.6%로서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확인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연령대의 인원수를 20명으로 동일

하게 조사한 본 연구에서 중고등 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10～20대보다는 30대 이상의 연령에서 식품표시 확인 비율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식품표

시 확인 유무를 조사한 결과 ‘확인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51.3%인 반면 부모는 89.9%로 나타난 Lee와 Kim(12)의 연

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연령

대에서 식품표시 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 구입 시 식품표시 확인 항목: 식품 구입 시 식품표

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60.1

%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소금, 콜레스테롤, 지방,

식품첨가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17.5%, ‘재료의 원산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14.0%, ‘특정 영양소의 함량을 확인하

기 위해서’가 4.9%, ‘기타’가 3.5% 순으로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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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consumer's satisfaction at the current food labels

Factors

N (%)

Total Test-value
Unsatisfied

Generally
unsatisfied

Generally
satisfied

Satisfied

Gender

Male
Female

7 (11.5)
5 ( 8.5)

15 (24.6)
21 (35.6)

36 (59.0)
32 (54.2)

3 ( 4.9)
1 ( 1.7)

61 (100.0)
59 (100.0)

x2＝2.536
df＝3
NS1)Total 12 (10.0) 36 (30.0) 68 (56.7) 4 ( 3.3) 120 (100.0)

Age (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Over 60

1 ( 5.0)
1 ( 5.0)
5 (22.7)
2 (11.1)
2 (10.0)
1 ( 5.0)

4 (20.0)
6 (30.0)
7 (31.8)
9 (50.0)
6 (30.0)
4 (20.0)

13 (65.0)
12 (60.0)
10 (45.5)
7 (38.9)
11 (55.0)
15 (75.0)

2 (10.0)
1 ( 5.0)
0 ( 0.0)
0 ( 0.0)
1 ( 5.0)
0 ( 0.0)

20 (100.0)
20 (100.0)
22 (100.0)
18 (100.0)
20 (100.0)
20 (100.0)

x2＝16.816
df＝15
NS

Total 12 (10.0) 36 (30.0) 68 (56.7) 4 ( 3.3) 120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0 ( 0.0)
2 (10.0)
4 (13.3)
0 ( 0.0)
2 ( 9.5)
4 (22.2)

1 (14.3)
8 (40.0)
11 (36.7)
7 (38.9)
1 ( 4.8)
5 (27.8)

4 (57.1)
10 (50.0)
14 (46.7)
11 (61.1)
18 (85.7)
8 (44.4)

2 (28.6)
0 ( 0.0)
1 ( 3.3)
0 ( 0.0)
0 ( 0.0)
1 ( 5.6)

7 (100.0)
20 (100.0)
30 (100.0)
18 (100.0)
21 (100.0)
18 (100.0)

x2＝31.209
df＝15

=0.008**

Total 12 (10.5) 33 (28.9) 65 (57.0) 4 ( 3.6) 114 (100.0)

Education level

Graduated middle school
Graduated high school
Graduated university
Graduate school

1 ( 4.2)
6 (14.3)
2 ( 5.6)
3 (21.4)

4 (16.7)
9 (21.4)
17 (47.2)
3 (21.4)

17 (70.8)
26 (61.9)
16 (44.4)
8 (57.2)

2 ( 8.3)
1 ( 2.4)
1 ( 2.8)
0 ( 0.0)

24 (100.0)
42 (100.0)
36 (100.0)
14 (100.0)

x2＝14.849
df＝9
NS

Total 12 (10.3) 33 (28.4) 67 (57.8) 4 ( 3.5) 116 (100.0)
1)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확인한다는 응답

은 성별, 연령, 가족의 월수입,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신선도 등을 추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동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적인 표시사항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안

전성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들(9-15,17,1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식품표시를

통해서 영양정보를 구하기보다는 식품의 안전성을 알아보

고자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는 시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유통기한 다음으로 제조회사, 제품가

격, 원재료명 및 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9,11,13,14) 반

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처럼 Na, 콜레스

테롤, 지방, 식품첨가물과 같이 질병과 관련이 있는 성분,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및 원산지에 대한 확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은 전체적인

제품의 영양프로필을 파악하기보다는 나트륨이나 콜레스테

롤과 같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구성성분

의 섭취를 피하기 위해 식품표시를 이용한다고 보고한 Geiger

(1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

는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1996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영양

표시를 위한 기준으로 규정(3,16)되었는데, 영양표시제도 이

행률은 1996년과 1998년 약 10.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20,21),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조사에서 영양

성분 표시율은 15%, 16.5%, 24.1%, 25%로 낮았고 소비자들

역시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11,14,22,23).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

져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율도 79.0%로 높아지고(24),

수입식품의 소비 증가(25), 소비자들의 교육 및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화의 확산 등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커

지면서 영양성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

자들의 만족도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응답자 중

56.6%는 식품표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함’, 3.3%는 ‘만

족함’이라고 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30.0%는 ‘어느 정도 불만

족함’, 10.0%는 ‘불만족함’이라고 답해 소비자들이 식품표시

에 대하여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 대한 요인별 분석을 보면, 남성의 경우 63.9%,

여성의 경우 55.9%의 응답자가 현 식품표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10대

(75.0%), 20대(65.0%), 50대(60.0%), 60대 이상(75.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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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ost dissatisfied item on the food labels.

는 현 식품표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던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4.5%와

61.1%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 주 구매층인

30～40대의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표시에 대한 기대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월수입 정도에 따른 만족도는 월수입 100

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85.7%), 300～400만원 미만

(61.1%),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500만 원

이상(50.0%) 순으로 나타나, 월수입 정도에 따라 식품 표시

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교육정

도의 경우 대졸 군에서만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가 47.2%

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교육정도에 따른 만족도에는 유

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oo 등(10)은 2005년 서울, 경남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직업과 관계없이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Lee와 Kim(15)은 2007년 건강에 대한 관심정

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무관심한 소비자는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식품표시에 불만족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6

%가 ‘표시된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표시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25.8%), ‘활자

의 크기가 작아서 확인이 어려움’(24.3%), ‘너무 많은 내용이

표시되어 혼란스러움’(16.1%) 순으로 나타났다(Fig.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표시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 남성은 ‘표시된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음’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37.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은 ‘표시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활자의 크기가 작아서

확인이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에서는 ‘표시된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40대에서는 ‘표시된 내용이 충분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수

입 정도 및 교육수준에 따른 불만족한 이유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나타나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Joo 등(10)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의 식품표

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로 표시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Park

등(18)의 연구에서도 ‘식품표시가 너무 작거나 조잡하기 때

문에’와 ‘표시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은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Table 2에서 응답자의 58.3%만이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답해 낮은 식품표시 확인률을 보인

것도 이러한 식품표시에 대한 불만족 요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식품산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

한 가공식품의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정보원으로 식품표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

급하리라 사료된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품표시 항목 중 가장 불만족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 함량표시’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

조연월일 및 유통기한표시’(20.8%), ‘영양성분표시’(16.7%),

‘보관방법 및 주의문구 표시’(15.1%), ‘제품명 표시’(0.8%)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불만족 항

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연령, 월수입 정도 및 교육수준

과 상관없이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 함량표시’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38.7%)보다는

여성(53.4%)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이상의 연령

층에서는 응답자의 50.0% 이상이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 함

량표시’ 항목이 불만족 항목이라고 답하였다.

이처럼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 함량표시’ 항목에 대한 불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앞서 Fig.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시된 용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따라서 식품표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만족을 통한 구매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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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the reasons of dissat-
isfaction at labeling of 'date of manufacture' and 'sell-by
date'.

실히 필요하며,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 함량표시’뿐 아니라

식품표시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

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도 및 선호도

유통기한 및 제조연월일: 현행『식품 등의 표시기준』제

4조 표시사항에서는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

밥, 햄버거, 샌드위치), 설탕, 식염, 빙과류, 주류(맥주, 탁주,

약주는 제외)에는 제조연월일을, 자연 상태의 농·임·수산물

을 제외한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장

기보관식품인 레토르트식품과 통조림식품, 쨈류, 당류, 다류

및 커피류, 멸균 음료류, 메주를 제외한 장류, 조미식품(식초

와 멸균한 카레제품),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멸균조림

식품, 맥주,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는 품질유지기

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행 제조연월인 및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42.9%가 만

족, 57.1%가 불만족이라고 답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연령별로는

식품의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30대 이상에서,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중산층에서, 그리

고 교육수준과는 상관없이 현 식품표시의 제조연월일 및 유

통기한에 대하여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

으며, 요인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현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에 대하여 불만족하

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3.1%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9.7%

는 ‘제품포장에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움’, 14.8%는 ‘표시된

날짜가 제조연월일인지 유통기한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9.9%는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름’이라고 응답하였다(Fig.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르면 남성(46.7%)과 여성(61.1%) 모두 ‘제조연월일과 유통

기한이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 월수입 및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나 소비자들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모두 표시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와 Yeo(17)도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소비자들

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모두 구체적인 날짜로 표기하는

것(69.6%)을 가장 선호하였고,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한

꺼번에 확인할 수 없는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바

있다.

Table 4의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유통

기한 표시로 가장 적절한 용어로 소비기한(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한)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7.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유지기한(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29.2%, 유통기한(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기한) 23.3%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이전의 연구들

에서도 우리나라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

한’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어(17,26), 식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중심적인 용어인 ‘소

비기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는 남성의 경우 소비기

한(50.8%)> 유통기한(26.2%)> 품질유지기한(23.0%) 순으

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소비기한(44.1%)> 품질유지

기한(35.6%)> 유통기한(2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로는 10대는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순으로 응

답한 반면, 20대와 50대는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유통

기한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30대는 소비기한, 품질유지기

한> 유통기한 순으로 60대 소비기한>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 순으로 응답해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0.05).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하에서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42.9%), 100～200만 원에서는 유통기한과 소

비기한(35.0%)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

원 이상에서는 소비기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나 월수입이 높을수록 소비기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는 유통기한

(45.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상은

소비기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 수준

이 높을수록 소비기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앞서 살펴본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조사에

서 유통기한은 소비자의 확인도가 매우 높은 표시사항으로

식품의 구매 및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소비

자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27)되어

있으므로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을 정확히 이

해하여 식품의 선택과 이용에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개선과 함께 적절한 매체를 사용한 효과적인 소비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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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the most appropriate date labeling to increase customer's under-
standing

Factors
N (%)

Total Test-value
Sell-by date Use-by date Best before date

Gender

Male
Female

16 (26.2)
12 (20.3)

31 (50.8)
26 (44.1)

14 (23.0)
21 (35.6)

61 (100.0)
59 (100.0)

x2＝2.377
df＝2
NS

1)
Total 28 (23.3) 57 (47.5) 35 (29.2) 120 (100.0)

Age (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Over 60

11 (55.0)
4 (20.0)
2 ( 9.1)
2 (11.2)
3 (15.0)
6 (30.0)

4 (20.0)
11 (55.0)
12 (54.5)
8 (44.4)
12 (60.0)
10 (50.0)

5 (25.0)
5 (25.0)
8 (36.4)
8 (44.4)
5 (25.0)
4 (20.0)

20 (100.0)
20 (100.0)
22 (100.0)
18 (100.0)
20 (100.0)
20 (100.0)

x2＝19.867
df＝10

=0.031*

Total 28 (23.3) 57 (47.5) 35 (29.2) 120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3 (42.9)
7 (35.0)
6 (20.0)
3 (16.7)
5 (23.8)
3 (16.7)

1 (14.2)
7 (35.0)
17 (56.7)
8 (44.4)
14 (66.7)
7 (38.9)

3 (42.9)
6 (30.0)
7 (23.3)
7 (38.9)
2 ( 9.5)
8 (44.4)

7 (100.0)
20 (100.0)
30 (100.0)
18 (100.0)
21 (100.0)
18 (100.0)

x2＝13.503
df＝10
NS

Total 27 (23.7) 54 (47.4) 33 (28.9) 114 (100.0)

Education level

Graduated middle school
Graduated high school
Graduated university
Graduate school

11 (45.8)
6 (14.3)
7 (19.4)
3 (21.4)

6 (25.0)
26 (61.9)
16 (44.4)
7 (50.0)

7 (29.2)
10 (23.8)
13 (36.2)
4 (28.6)

24 (100.0)
42 (100.0)
36 (100.0)
14 (100.0)

x2＝12.447
df＝6
NS

Total 27 (23.3) 55 (47.4) 34 (29.3) 116 (100.0)
1)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at ‘warning information for customer's
safety’

Factors
N (%)

Total Test-valu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Gender

Male
Female

30 (49.2)
22 (37.3)

31 (50.8)
37 (62.7)

61 (100.0)
59 (100.0)

x2＝1.727
df＝1
NS

1)
Total 52 (43.3) 68 (56.7) 120 (100.0)

Age (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Over 60

15 (75.0)
10 (50.0)
6 (27.3)
4 (22.2)
9 (45.0)
8 (40.0)

5 (25.0)
10 (50.0)
16 (72.7)
14 (77.8)
11 (55.0)
12 (60.0)

20 (100.0)
20 (100.0)
22 (100.0)
18 (100.0)
20 (100.0)
20 (100.0)

x2＝14.220
df＝5

=0.014*

Total 52 (43.3) 68 (56.7) 120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3 (42.9)
9 (45.0)
13 (43.3)
10 (55.6)
10 (47.6)
5 (27.8)

4 (57.1)
11 (55.0)
17 (56.7)
8 (44.4)
11 (52.4)
13 (72.2)

7 (100.0)
20 (100.0)
30 (100.0)
18 (100.0)
21 (100.0)
18 (100.0)

x2＝3.028
df＝5
NS

Total 50 (43.9) 64 (56.1) 114 (100.0)

Education level

Graduated middle school
Graduated high school
Graduated university
Graduate school

16 (66.7)
19 (45.2)
11 (30.6)
2 (14.3)

8 (33.3)
23 (54.8)
25 (69.4)
12 (85.7)

24 (100.0)
42 (100.0)
36 (100.0)
14 (100.0)

x2＝12.550
df＝3

=0.006**

Total 48 (41.4) 68 (58.6) 116 (100.0)
1)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표시와 같은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표시에 대한 만족

도 조사결과(Table 5), 56.7%의 응답자가 현 표시제도에 만

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50.8%

의 남성, 62.7%의 여성이 불만족 한다고 답해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

는 1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75.0%, 50.0%가 만족한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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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asons of dissatisfaction at 'warning infor-
mation for customer's safety'.

답한 반면, 30대 72.7%, 40대 77.8%, 50대 55.0%, 60대 60%의

응답자가 불만족 한다고 답하여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0.05). 월수입에 따라서는 400～500만 원 이하

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불만족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

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는 66.7%가 현 소비자 안

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 이상부터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1).

Fig. 5와 같이 식품표시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37.5%

의 응답자가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 표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33.4%), 표시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19.4%), 관심이 없

어 확인 안함(9.7%)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표시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정보제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주의사항 표시가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

지는 ‘주의사항 표시가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기 때

문’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

에서는 ‘표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월수입 정도 및 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도 ‘주의사항 표시가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와 ‘표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현행『식품 등의 표시기준』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

의사항 표시에서는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6),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자율적으

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Ko와 Yeo(17)의 연구에서도 눈

에 띄기 쉽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별도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76.6%)으로 나타나, 소

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어 확인하기

쉽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위

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표시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식품이란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조절을 목적으로 식품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정해진

방사선량을 식품에 쪼이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26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

리와 제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를 사용한 식품에도 방사선조사 표시를 의무화한『식품 등

의 표시기준』이 2007년 10월 개정되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

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 방사선조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3,16). 방사선은 일종의 빛에너지로 물질을 쉽게 투

과하고 식품 통과 시 열에너지로 소멸되어 식품에는 전혀

잔류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방사선조사는 식품의 맛, 외관,

품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비가열 살균처리 기술로 식품

산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Kim과 Kim(28)이 1998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자의 88.8%가 방사선조사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어 방사선

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Kim과 Kim(29)도 2003년 성인 460여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49.4%가 ‘들은 적이 없음’, 34.8%가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

르겠음’이라고 응답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

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도

‘방사선조사’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가 58.3%, ‘들어는 봤지만 잘 모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1.7%로 여전히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방사선조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조사’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남성 90.2%, 여성 89.8%

의 응답자가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10대가 100%로 ‘방사선조사’에 대한 인식도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가 75.5%로 가장 높은 인식도

를 나타내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p<0.05), 교

육수준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Kim과

Kim(28)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방사

선조사’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중졸 응답자의 91.7%는 방사선조사에 대해 들어본 경

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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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irradiation'

Factors

N (%)

Total Test-valueHave never
heard

Ever heard but
didn't know

Have some
knowledge

Have a good
understanding

Gender

Male
Female

35 (57.4)
35 (59.3)

20 (32.8)
18 (30.5)

4 ( 6.6)
3 ( 5.1)

2 ( 3.2)
3 ( 5.1)

61 (100.0)
59 (100.0)

x2＝0.415
df＝3
NS

1)
Total 70 (58.3) 38 (31.7) 7 ( 5.8) 5 ( 4.2) 120 (100.0)

Age (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Over 60

18 (90.0)
11 (55.0)
18 (81.8)
8 (44.4)
4 (20.0)
11 (55.0)

2 (10.0)
7 (35.0)
3 (13.6)
8 (44.4)
11 (55.0)
7 (35.0)

0 ( 0.0)
2 (10.0)
0 ( 0.0)
1 ( 5.6)
3 (15.0)
1 ( 5.0)

0 ( 0.0)
0 ( 0.0)
1 ( 4.6)
1 ( 5.6)
2 (10.0)
1 ( 5.0)

20 (100.0)
20 (100.0)
22 (100.0)
18 (100.0)
20 (100.0)
20 (100.0)

x2＝30.335
df＝15

=0.011*

Total 70 (58.3) 38 (31.7) 7 ( 5.8) 5 ( 4.2) 120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5 (71.4)
14 (70.0)
20 (66.7)
9 (50.0)
10 (47.6)
8 (44.4)

1 (14.3)
5 (25.0)
9 (30.0)
5 (27.8)
10 (47.6)
6 (33.3)

1 (14.3)
1 ( 5.0)
1 ( 3.3)
2 (11.1)
1 ( 4.8)
1 ( 5.6)

0 ( 0.0)
0 ( 0.0)
0 ( 0.0)
2 (11.1)
0 ( 0.0)
3 (16.7)

7 (100.0)
20 (100.0)
30 (100.0)
18 (100.0)
21 (100.0)
18 (100.0)

x2＝18.487
df＝15
NS

Total 66 (57.9) 36 (31.6) 7 ( 6.1) 5 ( 4.4) 114 (100.0)

Education level

Graduated middle school
Graduated high school
Graduated university
Graduate school

22 (91.7)
21 (50.0)
17 (47.2)
7 (50.0)

2 ( 8.3)
18 (42.9)
15 (41.7)
2 (14.3)

0 ( 0.0)
3 ( 7.1)
3 ( 8.3)
1 ( 7.1)

0 ( 0.0)
0 ( 0.0)
1 ( 2.8)
4 (28.6)

24 (100.0)
42 (100.0)
36 (100.0)
14 (100.0)

x2＝38.288
df＝9

=0.000***

Total 67 (57.8) 37 (31.9) 7 ( 6.0) 5 ( 4.3) 116 (100.0)
1)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홍보

와 함께 그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병행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Bruhn 등(30)이 방사선조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

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 할지라도 방사선

조사의 처리기법이나 장점들에 대한 홍보를 접한 후에는 방

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것이 표

시제 강화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피와 외면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방사선조

사 식품의 인식도와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방사선조사 표

시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사료된

다. 이와 함께 방사선조사 식품을 방사능 오염식품과 혼동하

여 막연한 거부감을 보이는 등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적절

한 용어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 식품이나 식재료에

10 kGy(최대허용량)의 이하의 방사선을 쬐어 주어도 식품

자체의 온도는 2.4
o
C 정도의 낮은 온도상승이 일어난다는

방사선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冷)살균’, ‘냉온살균’(31)

또는 미국의 ‘냉멸균(cool sterilization)’, 유럽의 ‘클린 푸드

(clean food)’ 등과 같은 적절한 대체용어로의 변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을 목적으로 서울지역 소비자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도

와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소비자 120명의 인터뷰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58.3%가

식품구매 시 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표시

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60.1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60.0%가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표시

된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음(30.6%), 표시된 내용이 충분하

지 않음(25.8%) 등이 있었고, 식품표시 항목 중 가장 불만족

하는 항목으로는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 함량 표시(45.5%)’

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20.8%)’

순이었다.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도 및 선호도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53.1%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

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53.1%), 유통기한

표시로는 소비기한(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한)에 대한 선

호도(47.5%)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4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만

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고

(37.5%) 표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33.4

%)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90.0%가 방사선조사에 대

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조사 식품의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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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화되는 만큼 방사선조사에 대한 인식도와 수용도 제고

를 위한 소비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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