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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onsume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reducing sugar intake 
by providing data to develop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 and food-related industries to encourage Korean consumers 
to maintain appropriate levels of sugar intake. A survey was conducted on 238 adult consumers regarding their purchas-
ing power for products with high sugar content in Seoul and Bundang, Gyeonggi area from September 1∼30, 2013. 
Nutritional information on sugary products had a greater impact than media and others' recommendations on consumer 
awareness regarding need to reduce sugar intake. External factors such as health and weight control were stronger 
reasons for consuming reduced amounts of sugar or sugar-free products than internal factors such as sweetness. However, 
internal factors－such as taste－did not have a greater effect on consuming reduced amounts of sugar or sugar-free 
products than environmental factors－such as absence of purchase channels. Consumers indicated higher acceptance 
for 50% reduction in sweetness of existing commercial products. Regarding methods of lowering sugar intake, sugar 
replacement and reducing sugar consumption both generally and at home were preferred. In addition, consumers were 
likely to pay 10∼14% more for sugar-reduced products than for existing products. Overall, consumers express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reducing sugar intake in the future, although those in their twenties tended to be more passive than 
other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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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은 탄수화물의 주된 형태로 인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주 기능이며, 특히 뇌, 신경조직 등과 같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인체조직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잉섭취 시에는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1,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2년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당(free sug-

ar) 섭취량을 총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3), 한국영양학회에서도 ‘2010 한국인 영

양섭취기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총 당류를 총에너지 섭

취의 10~20%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00 kcal 기

준, 50~100 g).

2008~2011년 동안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우리

나라 국민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61.4 g(4)으로 아직까

지는 미국(89~161 g), 영국(75.6~103.3 g) 등의 당류 섭취

량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한국영양학회의 권장 기준과 비

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당류로 인한 

에너지 섭취 비율은 전체 에너지 섭취의 1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6.0 g(2008년)에 비해 2011년에는 

65.3 g으로 1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지난 2년간(2010~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형과 고열량

식이형 섭취패턴을 갖는 국민들의 1일 평균 당 섭취량이 각

각 149.0 g, 124.2 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5) 당류 섭취 

저감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Lee 등(4)에 의하면 총 당류의 주요 급원식품별 기여도는 

가공식품(56.8%), 과일(24.9%), 우유(5.7%) 이외의 원재료

성 식품(12.5%) 등으로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식품기

업들은 당과 같이 특정 영양소의 함량을 줄이는 정책을 업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당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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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품 원료의 배합비를 개발하고 감미도 이외 외형이나 

식감 등 여러 기능에 주목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은 질병예방센터에서 당 함량

이 높은 음료에 대해 보급, 마케팅, 교육, 세금 부과 등 여러 

측면에서 각 주별로 다양한 당류 저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비만세, 소다세 및 설탕세 등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6,7). 싱가포르는 정부가 음료의 

당 함량 감소를 위한 산업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음료제

조업자들과 협의하여 음료의 성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8). 

또한 식료품 포장에 싱가포르 건강증진원의 요구 기준에 부

합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당 함량이 

높은 식품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학교 내 식품관리와 

학생들의 건강한 음식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외식소비자들의 당 함량이 적은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외식업체 메뉴의 

레시피를 수정하는 프로그램 등 당류 저감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설탕 또는 감

미료 섭취 제한 등 당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구체적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식생활에 

야채와 과일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나 규칙적인 식생활

을 하는 것을 건강증진의 수치적 목표에 포함하고 비만 대책

의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가공식품의 ‘당 함량 표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외식업체 대상 당류 자율 영양표시(2008)’, ‘고열

량-저영양 식품판매 및 광고제한(2009)’,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2010)’, ‘가공식품 및 외식 당류 함량 모니터

링(2012)’, ‘외식업체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당류 저감화 캠페

인(2012)’,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

동(2013)’ 등 당류 저감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

며, 추가로 향후 당류 저감화를 위한 법적 규제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양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체를 위한 가이드라

인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당류 섭취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당류 섭취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당류 섭취 실태에 대한 연

구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분석을 

통해 정부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체들이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당류의 적정 섭취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를 조

사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분당 지역의 당류식품에 대한 구매

력을 가진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3

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들 성

인 소비자들은 서울 경기지역의 일반대학, 상가, 회사 주변 

등에서 조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을 때 참여의사가 확인

된 지원자들로 설문지 작성은 조사자와의 직접면담 형식으

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이용된 설문지는 총 240부를 배부하였으

며, 이 중 238부를 회수하여(회수율 99.2%) 모두 통계분석

에 이용하였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응답자와 조사

자가 직접 응대하여 설문응답 방법에 대한 지도 후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진행하였으며, 모든 설문조사자에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설문조사지 항

목별 응답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당류 저감화 식품의 이용 경험, 인식, 방향에 

대한 태도, 당류 저감화 식품의 가격수용 인식과 내･외식 

시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구성하였다. 

당류 저감화 식품의 이용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류 저감화 식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당류 저감화 식

품인지 알고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유무와 인식 경로, 구매 

이유 등이었다.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태도는 대표적인 당류식품인 쿠

키류(초코쿠키)와 탄산음료류 두 종류를 여러 수준의 당 함

량으로 제조하여 시식 또는 시음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시식 또는 시음한 쿠키류와 탄산음료류에 대해 각각

의 단맛 수준에 대한 선호도와 당 함량 감소 시 단맛의 수용

도, 그리고 당류 저감화 방법으로써 단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감소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와 당 성분 중 

설탕을 감소하는 방향을 선호하는지 혹은 인체에 무해한 천

연감미료 또는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방향을 선호하는지

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류 저감화 식품에 

대한 가격수용 인식과 내･외식 시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당 기준시료의 제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당류식품 중 섭취빈도가 높고, 소

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탄산음료와 초

코쿠키를 기준으로 당 함량을 달리하여 시료로 제조하였다

(9). 단맛에 대한 선호도와 수용도는 3종의 기준시료(탄산음

료, 쿠키)를 제조한 후 설탕의 양을 기준시료 대비 0, 25, 

50, 75, 100% 수준이 되도록 다르게 설정하여 선호도와 수

용도 조사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식 후 설문 참가자들이 

작성한 선호도 및 수용도는 구간별로 %를 계산하였다. 기준

음료 시료는 사이다로 선정하였으며 초코쿠키는 김영모의 

요리책(10)을 참고하여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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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Gender  Male
 Female

 92 (38.7)
146 (61.3)

Age

 20s
 30∼40s
 50∼60s

 89 (37.4)
125 (52.5)
 24 (10.1)

 Mean 35.89±9.99

Education

 ≤ High school
 2∼3 years college
 4 years college
 ≥ Graduate school

  7 (2.9)
 22 (9.2)
 98 (41.2)
111 (46.6)

Occupation

 Student
 Self employment
 Office worker
 Professionals
 Housewife
 Retirement
 Others (manufacturing 
   worker, teacher)

  8 (3.4)
 17 (7.1)
 71 (29.8)
110 (46.2)
  8 (3.4)
 19 (8.0)
  5 (2.1)

Monthly 
house income
(10,000 won)

 200<
 200∼299
 300∼399
 400∼599
 600∼699
 ≥700

 14 (5.8)
 25 (10.5)
 34 (14.3)
 79 (33.2)
 30 (12.6)
 56 (23.5)

Total 238 (100.0)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8.0(IBM Co., New 

Yor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를 비롯하여 대

상에 따른 차이 분석은 χ2-test, 독립표본 t-test, ANOVA

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보면(Table 1) 여자 61.3% 

(146명), 남자 38.7%(92명)로 여성 구성원의 비율이 더 높

았다. 평균 연령은 35.9세로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40대

(52.5%, 125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37.4%, 89

명), 50~60대(10.1%, 24명) 순이었다. 한편 학력은 대학원

졸(46.6%, 111명)과 4년제 대졸(41.2%, 98명)이 가장 많았

으며 2~3년제 대졸(9.2%, 22명), 고졸 이하(2.9%, 7명) 순

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전문직(46.2%, 110명)과 일

반사무, 관리직(29.8%, 71명)이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7.1 

%, 17명), 은퇴, 퇴직(8.0%, 19명), 학생(3.4%, 8명), 주부

(3.4%, 8명)로 구성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0~600만 

원 미만(33.2%, 79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류 저감화 식품의 이용 경험 및 인식

당 함량을 줄인 식품 즉, 당류 저감화 식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2) 전체 대상자 

중 ‘예’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64.3%(153명)로 소비자의 절

반 이상이 당류 저감화 식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22.7%(54명)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3.0%(31명)였다. 당 함량을 줄인 식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94.8%, 143명)이 당 함량

을 줄인 식품인지 알고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당류 저감화 

식품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 식품에 대한 인식 경로는 ‘상품 자체의 정보 

확인’이 63.9%(92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매체 및 인터

넷’(25.0%, 36명), ‘주변인의 추천’(9.7%, 14명) 순으로 당

류식품 자체 내 정보표시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Weaver와 Finke(11)는 평소 당에 관한 영양정보표시를 이

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체 에너지 섭취 중 당 섭취가 낮았

으며, 제품 영양정보표시는 소비자들이 당 섭취를 조절하도

록 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평소 

영양정보표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레스토랑의 메뉴 선택 

및 이용에 당 함량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데 더 유리하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당에 관한 영양정보표시가 적극적으로 

권장,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당 섭취를 줄이도

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입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42.9%, 63명)와 ‘체중조

절을 위해서’(27.9%, 41명)가 압도적으로 많아 구매의 주된 

이유가 내적 요인인 맛보다는 건강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영

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당 함량을 줄인 식품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단맛이 입에 맞지 않아서’(35.8%, 19명)와 같은 내적 요인

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구매, 판매 장소를 

찾지 못해서’(20.8%, 11명)와 같은 판매 경로의 부재 등의 

외적 요인을 꼽았다. 또 당 함량을 줄인 식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경우 당 함량을 줄인 식

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 이유에 대해 절반 이

상이(73.1%, 19명) ‘당 함량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해 이들은 평소 당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낮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 식품에 대한 인식으로써 이들 식품의 필요성

과 향후 구매의사를 측정한 결과는 각각 4.03와 4.02로 매

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별로는 남성

(3.88)보다는 여성(4.11) 소비자가, 연령별로는 20대(3.88)

와 30~40대(4.06)보다는 50~60대(4.41) 소비자가 향후 

당류 저감화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P<0.05).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용도

대표적인 당류식품인 초코쿠키류와 탄산음료류 제품의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5 및 Fig. 1, 2에서와 같다. 초코쿠키류의 단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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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s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ugar reduced products
N (%)

  Using experience: Yes 153 (64.3)
Awareness on sugar 

reduction
Yes
No 

143 (94.8) 
  8 (5.2) 

Awareness route

Information on the products
Media
Recommendation from others
Etc.

 92 (63.9) 
 36 (25.0) 
 14 (9.7) 
  2 (1.4) 

Reasons for using

Dislike for sweetness
Better than not sugar reduced one's taste
Health
Weight control
Encouragement from others 
Preference for the brand
Self-satisfaction
Etc.

 24 (16.3) 
  6 (4.1) 
 63 (42.9) 
 41 (27.9) 
  9 (6.1) 
  1 (0.7) 
  2 (1.4) 
  1 (0.7) 

  Using experience: No  54 (22.7)

Reasons for not using

Dislike for the taste
Not helpful for health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products
High price
Uncertainty in composition of ingredients 
Difficulty in finding places to purchase
Etc.

 19 (35.8) 
  6 (11.3) 
  8 (15.1) 
  2 (3.8) 
  3 (5.7) 
 11 (20.8) 
  4 (7.5) 

  Use experience: Don't know  31 (13.0)

Reasons for not 
knowing

Never heard about the products
Not care about the contents of sugar
Difficulty in recognizing nutritional information

  1 (3.8) 
 19 (73.1) 
  6 (23.1) 

Total 238 (100.0)

Table 3.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sugar reduced products

Total
 (n=238)

Gender
t-value1)

Age
F-value2)

Male
(n=92)

Female
(n=146)

20s
(n=89)

30∼40s
(n=125)

50∼60s
(n=24)

Needs for sugar reduced 
  products3)

Intention to purchase sugar 
  reduced products

4.03±0.894)

4.02±0.88

3.99±0.98 

3.88±1.02 

4.06±0.84

4.11±0.77

1.574

6.208* 

3.89±0.89 

3.88±0.96b

4.07±0.89
 
4.06±0.84ab

 

4.36±0.95 

4.41±0.59a 

2.818

3.517* 

1)Independent sample t-test. 2)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3)Range 1∼5: 5-point Likert types (high score denotes strong agreement).
4)Mean±SD. *P<0.05.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당 함량을 시판 제품보다 25% 

및 50% 저감화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21.9%(52명)

와 20.3%(48명)로 가장 높았으며(Table 4, Fig. 1), 단맛 

선호도에 대한 남녀 차이는 없었다. 30~40대는 시판 제품

보다 50% 저감화한 단맛(23.4%, 29명)을, 50~60대는 

25% 저감화한 단맛(25.0%, 6명)을 선호한 반면, 20대는 

0%와 25% 저감화한 단맛(25.8%, 23명)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수용도는 시판 제품보

다 50% 저감화한 단맛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24.8%, 58명), 단맛 수용도에 대한 남녀 차이와 연령별 차

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쿠키류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와 수용도는 해당 당의 함량에 대한 단순한 선택을 

조사한 것으로 특정 당 함량의 선호도와 수용도가 높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수준이 당 감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수준 감소의 결정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수

용이 가능한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초코쿠키 제품의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해서는 대상자 절

반 이상이 당 함량을 감소(53.2%, 126명)하는 방향을 선호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는 감소(57.9%, 84명)하는 

방향을 선호하였지만 남자는 유지(54.3%, 50명)하는 방향

을 선호하였다(P<0.05, Fig. 1).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Table 4. Preference and acceptance towards sugar reduction in chocolate cookies

Total
Gender χ2-

value
Age χ2-

valueMale Female 20s 30∼40s 50∼60s

Preference

0%
0%<  <25% 

25%
25%<  <50% 

50%
50%<  <75% 

75%
75%<  <100% 

100%

  4 (1.7) 
  1 (0.4) 
 15 (6.3) 
 17 (7.2) 
 48 (20.3) 
 30 (12.7) 
 52 (21.9) 
 23 (9.7) 
 47 (19.8) 

 1 (1.1)
 0 (0.0)
 8 (8.8)
 7 (7.7)
16 (17.6)
11 (12.1)
17 (18.7)
 9 (9.9)
22 (24.2)

 3 (2.1)
 1 (0.7)
 7 (4.8)
10 (6.8)
32 (21.9)
19 (13.0)
35 (24.0)
14 (7.6)
25 (17.1)

5.082

 0 (0.0)
 0 (0.0)
 0 (0.0)
 3 (3.4)
15 (16.9)
16 (18.0)
23 (25.8)
 9 (10.1)
23 (25.8)

 3 (2.4)
 1 (0.8)
10 (8.1)
12 (9.7)
29 (23.4)
12 (9.7)
23 (18.5)
12 (9.7)
22 (17.7)

 1 (4.2)
 0 (0.0) 
 5 (20.8) 
 2 (8.3) 
 4 (16.7) 
 2 (8.3) 
 6 (25.0) 
 2 (8.3) 
 2 (8.3) 

30.207*

Acceptance

0%
0%<  <25% 

25%
25%<  <50% 

50%
50%<  <75% 

75%
75%<  <100% 

100%

  6 (2.6) 
  4 (1.7) 
 33 (14.1) 
 27 (11.5) 
 58 (24.8) 
 19 (8.1) 
 40 (17.1) 
 16 (6.8) 
 31 (13.2) 

 2 (2.2)
 2 (2.2)
 8 (8.9)
 9 (10.0)
26 (28.9)
 9 (10.0)
16 (17.8)
 5 (5.6)
13 (14.4)

 4 (2.8)
 2 (1.4)
25 (17.4)
18 (12.5)
32 (22.2)
10 (6.9)
24 (16.7)
11 (7.6)
18 (12.5)

5.590

 0 (0.0)
 1 (1.1)
10 (11.4)
 8 (9.1)
19 (21.6)
 6 (6.8)
20 (22.7)
 5 (5.7)
19 (21.6)

 5 (4.1)
 3 (2.4)
18 (14.6)
16 (13.0)
32 (26.0)
13 (10.6)
17 (13.8)
 9 (7.3)
10 (8.1)

 1 (4.3)
 0 (0.0)
 5 (21.7)
 3 (13.0)
 7 (30.4)
 0 (0.0)
 3 (13.0)
 2 (8.7)
 2 (8.7)

20.081

Sweetness Prefer to reduce
Does not change 

126 (53.2) 
111 (46.8) 

42 (45.7)
50 (54.3)

84 (57.9) 
61 (42.1) 0.820* 37 (42.0)

51 (58.0)
73 (58.4)
52 (41.6)

16 (66.7)
 8 (33.3)  7.503*

Sugar 
sources

Reducing sugar
Replacing with natural or 
  artificial sweeteners

115 (49.1) 
119 (50.9) 

45 (49.5)
46 (50.5)

70 (49.0)
73 (51.0) 1.000

34 (38.6)
54 (61.4)

65 (53.3)
57 (46.7)

16 (66.7)
 8 (33.3)  7.671*

*P<0.05.

Table 5. Preference and acceptance towards sugar reduction in carbonated soft drinks

Total
Gender

χ2-value
Age

χ2-value
Male Female 20s 30∼40s 50∼60s

Preference

0%
0%<  <25% 

25%
25%<  <50% 

50%
50%<  <75% 

75%
75%<  <100% 

100%

  6 (2.5)
 18 (7.6)
 41 (17.3)
 41 (17.3)
 41 (17.3)
 32 (13.5)
 31 (13.1)
 13 (5.5)
 14 (5.9)

 2 (2.2)
 5 (5.5)
 8 (8.8)
15 (16.5)
12 (13.2)
18 (19.8)
14 (15.4)
 6 (6.6)
11 (12.1)

 4 (2.7)
13 (8.9)
33 (22.6)
26 (17.8)
29 (19.9)
14 (9.6)
17 (11.6)
 7 (4.8)
 3 (2.1)

23.401**

 0 (0.0)
 6 (6.7)
16 (18.0)
15 (16.9)
19 (21.3)
12 (13.5)
12 (13.5)
 6 (6.7)
 3 (3.4)

 2 (1.6)
12 (9.7)
20 (16.1)
23 (18.5)
21 (16.9)
17 (13.7)
14 (11.3)
 6 (4.8)
 9 (7.3)

 4 (16.7)
 0 (0.0)
 5 (20.8)
 3 (12.5)
 1 (4.2)
 3 (12.5)
 5 (20.8)
 1 (4.2)
 2 (8.3)

31.664*

Acceptance

0%
0%<  <25% 

25%
25%<  <50% 

50%
50%<  <75% 

75%
75%<  <100% 

100%

  8 (3.4)
 23 (9.7)
 46 (19.5)
 37 (15.7)
 56 (23.7)
 20 (8.5)
 29 (12.3)
 10 (4.2)
  7 (3.0)

 4 (4.4)
 5 (5.5)
16 (17.6)
 8 (8.8)
27 (29.7)
 7 (7.7)
14 (15.4)
 6 (6.6)
 4 (4.4)

 4 (2.8)
18 (12.4)
30 (20.7)
29 (20.0)
29 (20.0)
13 (9.0)
15 (10.3)
 4 (2.8)
 3 (2.1)

14.373

 2 (2.3)
 9 (10.2)
11 (12.5)
13 (14.8)
26 (29.5)
 9 (10.2)
14 (15.9)
 2 (2.3)
 2 (2.3)

 3 (2.4)
13 (10.5)
32 (25.8)
19 (15.3)
26 (21.0)
10 (8.1)
11 (8.9)
 6 (4.8)
 4 (3.2)

 3 (12.5)
 1 (4.2)
 3 (12.5)
 5 (20.8)
 4 (16.7)
 1 (4.2)
 4 (16.7)
 2 (8.3)
 1 (4.2)

20.873

Sweetness Prefer to reduce
Does not change

141 (60.5)
 92 (39.5)

48 (52.7)
43 (47.3)

93 (65.5)
49 (34.5)  4.698 55 (63.2)

32 (36.8)
74 (60.7)
48 (39.3)

12 (52.2)
11 (47.8)  1.835

Sugar 
sources

Reducing sugar
Replacing with natural or 
  artificial sweeteners

113 (48.5)
120 (51.5)

41 (45.6)
49 (54.4)

72 (50.3)
71 (49.7)  0.508

36 (40.9)
52 (59.1)

65 (53.7)
56 (46.3)

12 (50.0)
12 (50.0)  3.371

*P<0.05, **P<0.01.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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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ference and acceptance of sweetness according to the
levels of sugar reduction in chocolate cook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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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ference and acceptance of sweetness according to the
levels of sugar reduction in carbonated soft drinks (%).

유지(58.0%, 51명)를 선호한 반면, 30~40대와 50~60대는 

각각 58.4%(73명) 및 66.7%(16명)가 감소하는 방향을 선

호하였다(P<0.05). 또한 초코쿠키 제품의 당류 저감화를 위

한 방법으로써 당 성분 종류에 대해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천연감미료로 대체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다만 성별에 따

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천연감미료 또는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방법(61.4%, 54명)을 선호하였고, 

30~40대와 50~60대는 각각 53.3%(65명) 및 66.7%(16

명)가 설탕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호하였다(P<0.05).

탄산음료류 제품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당 

함량을 시판 제품보다 75%, 75%와 50% 사이 및 50% 저감

화한 단맛이 각각 17.3%(41명)로 동일하게 나타났다(Table 

5, Fig. 2).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19.8%(18명)가 시판 제품

보다 25%와 50% 사이의 저감화한 단맛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22.6%(33명)가 시판 제품보다 75% 저감화한 단맛

을 선호하였다(P<0.01). 이에 따라 남성은 시판 제품보다 

당 함량을 절반 이하로 저감화한 단맛을 선호하는 반면, 여

성은 시판 제품보다 당 함량을 절반 이상 저감화한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만으로 단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시판 제품의 당 함량이 성인소

비자가 선호하는 함량보다 25~75% 정도 높게 함유하고 있

어, 소비자들에게 당 저감 제품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충분히 주지시킨다면, 시판되고 있는 기존 당 함유 

제품의 당 함량을 상당량 저하시키더라도 동 제품의 수요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사자의 

대부분이 구매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그렇지 못한 영유아나 

청소년층의 당류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생각

되었다.

Tuorila-Ollikainen과 Mahlamäki-Kultanen(12)은 단

맛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해 여성 소비자들은 남성 소비자보

다 단맛을 더 좋아하면서도 체중과 같은 신체적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단맛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단맛의 선호도에 있어 여성 소비자의 이러한 부

정적 태도가 남성 소비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선택하

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 20대는 시판 제품보다 50% 저감화한 단맛을

(21.3%, 19명), 30~40대는 50~75% 저감화한 단맛을 선호

(18.5%, 23명)하였고, 50~60대는 각각 20.8%(5명)의 동등 

비율로 25% 또는 75% 저감화한 단맛을 선호하였다(P< 

0.05). 한편 수용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23.7%(56명)

가 시판 제품보다 50% 저감화한 단맛을 선호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탄산음료류 

당류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는 당류 저감화의 방향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60.5%, 141명)이 감소하는 방향

으로 선호하였으며 당 성분의 경우 천연감미료 또는 인체에 

무해한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방향(51.5%, 120명)에 대한 

선호도가 설탕을 감소하는 방향(48.5%. 113명)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 방향으로써 단맛과 당 

성분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 식품의 가격수용 인식

당류 저감화 식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수용성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해 당 함량을 줄인 식품의 가격이 현재 시판되고 있

는 제품의 가격 1,00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비싸다고 가정 

할 경우 수용할 것인지는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52.4%(121명)였고, 이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47.6%, 110명)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ble 6). 

구체적인 가격수용성 범위에 있어서는 1,100원~1,140원, 

즉 시판 제품보다 10~14% 비싼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1.7%(50명)로 가장 많았으나, 성별 및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내･외식 시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내･외식 시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

하기 위해 가정 내 식품 섭취 시 당류 저감화 방향으로써 

단맛과 당 성분에 대한 인식과 외식 시 당류 저감화 노력 

및 향후 당류 섭취 조절 의사에 대해 분석하였다(Table 7). 

가정 내 음식 섭취 시 당 함량을 줄이는 방향에 대한 질문에

서는 단맛은 감소(69.2%, 162명)하는 방향을 선호하였고, 

당 성분은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55.8%, 129명) 천연감미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1871

Table 6. Price acceptance of sugar reduced products

Total 
Gender

χ2-value
Age

χ2-value Male Female 20s 30∼40s 50∼60s

Price acceptance Yes
No

121 (52.4) 
110 (47.6) 

46 (51.1)
44 (48.9) 

75 (53.2) 
66 (46.8) 0.095 38 (43.7) 

49 (56.3) 
67 (55.8) 
53 (44.2) 

15 (65.2) 
 8 (34.8) 4.386

Acceptable price 
ranges (won) 

∼<1,050: ∼<5%
1,050∼1,090: 5∼9%

1,100∼1,140: 10∼14% 
1,150∼1,190: 15∼19% 

≥1,200: ≥20% 

 14 (11.7) 
 33 (27.5) 
 50 (41.7) 
 11 (9.2) 
 12 (10.0) 

 4 (8.9)
17 (37.8)
18 (40.0)
 1 (2.2)
 5 (11.1)

10 (13.3)
16 (21.3)
32 (42.7)
10 (13.3)
 7 (9.3)

7.167 

 5 (13.2)
 7 (18.4)
17 (44.7)
 4 (10.5)
 5 (13.2)

 7 (10.4)
21 (31.3)
27 (40.3)
 5 (7.5)

  7 (10.4)

 2 (13.3)
 5 (33.3)
 6 (40.0)
 2 (13.3)
 0 (0.0)

4.469

Table 7.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sugar reduction at home and restaurants

Total 
Gender χ2-

value 
Age

χ2-value Male Female 20s 30∼40s 50∼60s

Sweetness Prefer to reduce
Does not change

162 (69.2) 
 72 (30.8) 

61 (67.0) 
30 (33.0) 

101 (70.6) 
 42 (29.4) 11.344 61 (70.1) 

26 (29.9) 
83 (66.9) 
41 (33.1) 

18 (78.3) 
 5 (21.7)  3.821

Sugar 
sources

Reducing sugar
Replacing with natural or
  artificial sweeteners

129 (55.8) 
102 (44.2) 

45 (50.0) 
45 (50.0) 

 84 (59.6) 
 57 (40.4)  4.868

46 (52.3) 
42 (41.7) 

72 (60.0) 
48 (40.0) 

11 (47.8) 
12 (52.2) 13.23*

Effort for reducing sugar at restaurants1) 
Intention to reduce sugar consumption 
  at restaurants 

3.43±1.032) 

3.88±0.87
3.45±1.06
3.89±0.90

3.41±1.00
3.88±0.86

 0.2453)

 0.117
3.17±1.09b

3.73±0.93 
3.54±0.97ab 
3.95±0.84 

3.75±0.85a

4.08±0.72 
 4.920**

 2.45

1)Range 1∼5: 5-point Likert types (high score denotes strong agreement).
2)Mean±SD.
3)Independent samples t-test. 
a,b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P<0.05, **P<0.01.

료나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방향보다는 설탕을 감소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이 질문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

나, 연령별로는 20대와 30~40대는 각각 52.3%(46명) 및 

60.0%(72명)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설탕을 감소하는 방

향을 선호하는 반면, 50~60대는 천연감미료 또는 인공 감

미료로 대체하는 방향(52.2%, 12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결과에서 

당류식품의 경우에는 당류 저감화 방향으로써 소비자들이 

천연감미료 또는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방향을 선호하였

지만, 가정 내 식품 섭취 시에는 설탕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50~60대의 경우 당류식

품에 대해서는 설탕을 감소하는 방향을 선호하였지만, 가정 

내 식품 섭취 시에는 천연감미료 및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식 시 당류 저감화 노력으로써 ‘달게 먹지 않으려고 노

력한다’ 항목과 향후 ‘외식 시 당류 섭취 조절 의사가 있다’ 

항목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 두 항목 모두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당류 저감

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것(3.43)보다는 향후 외식 시 당류 섭취 

조절 의사에 대한 태도(3.88)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외식 시 당류 저감화 노력 의사는 연령별로 50~60

대(3.75)가 20대(3.17)와 30~40대(3.54)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또한 본 연구가 일부 지역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자의 대부분이 제품 구매력이 있으나 

제품에 대한 선호를 바꾸는 데 소극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시판하고 있는 당 제품의 당 함량을 상당량 낮출 수 있다는 

의미를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구매력을 가진 성인들

이 그렇지 못한 영유아나 청소년층의 당류 제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

Katou 등(13)은 중장년층 소비자의 경우 점점 건강에 대

한 염려가 커짐에 따라 식행동을 더 조절하려고 하는 반면, 

청년층의 소비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적기 때문에 단 음식 

섭취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당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 갖고 있다고 하

였다. 이에 따라 당류 섭취 조절 의사가 소극적인 청년층 소

비자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당 저감화 제품을 생산해야 할 식품업계에서

는 소비자의 당 저감화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가격수용도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하여, 

목표 소비계층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목표 소비

층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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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국가 및 관련 산업체들이 우리 국민의 당류 섭

취를 줄이고 당류 적정 섭취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당류 저감화 식품의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절반 이

상의 소비자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당 함량을 줄인 식품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 식

품 자체 내 정보표시가 대중매체나 주변인의 추천보다 소비

자 인식 경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당류 저감화 식품 구매

에 있어 단맛과 같은 식품의 내적 요인보다는 건강과 같은 

외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류 저감화 식품

의 이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당류 저감화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판매 경로의 부재와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단맛과 같은 내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표적 당류식품인 탄산음료류와 초코쿠키류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와 당 함량 감소 시 단맛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

한 결과 초코쿠키류는 50% 이하 저감화한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탄산음료는 50% 이상을 저감화

한 단맛을 더 선호한 소비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당 함량 

감소 시 단맛 수용도에 있어서는 두 당류 제품 모두 단맛을 

50% 이상 저감화할 경우 수용 가능한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제품군에 대한 당류 저감화 방향

으로써 단맛과 당 성분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대부분의 소비

자가 단맛을 감소시킬 때 설탕을 감소시키는 대신 천연 또는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가정 내 

음식 섭취 시 당류 저감화 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천연감미

료나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방향보다는 설탕을 감소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50~60대의 경우 당류 

제품에 대해서는 설탕 감소를 선호하였지만 가정 내 식품 

섭취 시에는 천연 또는 인공감미료 대체를 선호하여 당류 

저감화 대상에 따른 인식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

류 저감화 식품의 가격수용성 분석 결과 기존의 시판 제품보

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경우에도 절반 이상의 소비자

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용가격의 상승 범

위는 10~14%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저감화 

식품의 필요성과 향후 구매의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

정적이었으나, 현재 외식 시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보다는 향후 당류 섭취 조절 의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가 20대

와 30~40대보다 더 적극적이며 20대 소비자의 태도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제시

된 당류 제품 이외 다양한 종류의 당류 제품을 대상으로 당

류 제품 섭취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연구 결과의 일

반화에 대한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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