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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ietary attitude,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and examine their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food labeling systems. The total and mean dietary
attitude scores were 75 and 49.47, respectively. The total and mean nutrition knowledge scores were 15 and
10.88, respectively. Girl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nutrition knowledge than boys (p<0.01). Overall, 62.9%
of respondents checked food labeling,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etary attitudes among groups
that did and did not checking labeling (p<0.001), with higher dietary attitude being associated with checking
the label. Moreover, higher nutritional knowledge was associated with checking the food label. Individuals who
checked the food label considered the expiration date (54.9%), product name (14.4%) and price (10.2%). The
main reasons for checking food labeling were (in descending order) to confirm the expiration date (61.6%), de-
termine the ingredients and nutritional information, learn how to store the product, and compare the price and
weight with other products.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food labeling system was 16.20 out of 30, and
significant differences (p<0.001) were observed among individuals with high, moderate and low dietary attitudes,
as indicated by satisfaction scores of 17.54, 16.32 and 14.86, respectively. Individuals with high, moderate and
low dietary attitudes had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of 15.79, 16.08, and 17.08 respectively. The overall score
for understanding nutrition labeling was 4.71 out of 7, and the understanding differed significantly among groups
(p<0.01), with those with moderate food attitudes having the highes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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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에는 성장 발달 속도가 빠르고, 활동량과 학습량

이 늘어나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며 식욕도 왕성하다. 제

2의 성장기인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생리적으로 급속

한 성장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영양은 일생

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1). 그러나 우리나라 청

소년들은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 과중한 학업량, 조기등교

등의 요인으로 아침을 거르거나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여 올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인 식사행동을 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2). 또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

내는 시간이 많아 외식 빈도가 높아 가공식품을 직접 구매하

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3). 청소년들이 간식으로 이용하는 대부분

의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고 칼로리

만 높아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식욕을 감퇴시

켜 정규 식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식품 선택

및 구매 행위는 청소년의 신체적ㆍ지적 발달과 식습관 형성

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5)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영양의 중요

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

족하다(6). 또한 식품 구매 시 식품의 영양과 안전성보다는

맛이나 대중매체 등의 광고에 의존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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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7). 특히 청소년기에 잘

못 형성된 식품구매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5).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원재료명, 내

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의사항 표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

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

는 제도이다(8).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식품의 양보다는 질에 더 많은 관심

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수한 환경

에 처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식품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

간 식품교역량의 증가로 세계 각국의 각종 식품을 빈번하게

대하게 되는 요즈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식품표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9).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주

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유기농 식품표시,

식품첨가물 표시에 대한 유용성과 이용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부와 대학생간의 차이를 살펴보

았고(10), 대학생들의 식품영양표시 관련 식행동 조사에서

는 영양표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영양과 건강에 관심

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11), 여자 중․고등학생의 식

품영양표시제 이용과 영양표시 이해도 및 식행동 조사에서

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자 중․고등학생들은 영양표시 중

체중 관련 영양소인 열량과 지방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식이섬유소, 나트륨, 칼슘 등의 미량 영양소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12). 또한 여고생을 대상

으로 영양지식, 식태도, 식습관, 식품 및 영양표시제도에 대

한 인식 연구에서 여고생의 식습관과 식태도는 비교적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침 및 저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위한 식사의 중요성 인식 및 올바른 영양지식 습득이 필요하

다고 하였으며 농산물 품질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률이 매우

낮고 식품 구입 시 실생활의 활용률도 낮았으며 특히 식품표

시 확인보다 영양표시의 확인 정도가 더 낮고, 영양표시제도

에 대한 지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중부지역 여자

대학생 중 아침 결식군과 아침 식사군의 식행동에서는 아침

결식군은 아침 식사군에 비해 점심, 저녁의 결식율이 높았

고, 가공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양보다는 맛과 가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1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중학생

의 가공식품 섭취실태와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15), 중학생

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16), 중학생과 학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식품표

시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17) 등으로 중학생은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는 높은 편이지만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표시

에 대한 확인 정도가 낮고 식품표시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높았다. 그러나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적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한 영국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

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

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18,19), 영양성

분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별도로 신호등 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에 따른 식품표시의 인식과 이용실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신호등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앞으로 청소년의 올

바른 식품 선택 및 구매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남․여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남녀 합반으로 구성된 2개 중학교 학생들 1, 2, 3학

년 각각 150부, 총 450부를 배부하여 수거된 437부(회수율:

97.1%)의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17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217부, 여학생 203부 총 420부(93.3%)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도구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들(21-25)에서 제작

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일반사항으로 성별, 학년, 부모님의 학력, 하루 간식비 등

5문항을 조사하였다. 식생활태도 항목에서는 규칙적인 식생

활, 균형 잡힌 식생활,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 15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총 75점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식생활태도가 좋은 그룹, 중간

그룹, 나쁜 그룹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영양지식 항목에서

는 영양소의 역할, 함유식품, 결핍증,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

요성과 성장기에 알맞은 영양소 섭취 등 영양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에 적합한 식품 섭취 습관, 영양소와 건강을 조사하

는 항목으로 15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 × 중 선택

하여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 15점

만점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영양지식이 높은 그

룹, 중간 그룹, 낮은 그룹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식품표시의

인식 및 이용실태는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표시 확인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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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20)

Variables Item
Frequency
(N)

Percent
(%)

Gender
Boys
Girls

217
203

51.7
48.3

Grade
1
2
3

145
144
131

34.5
34.3
31.2

Father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ssociate degree
Bachelor degree
Master’s or above

10
11
180
23
161
35

2.4
2.6
42.9
5.5
38.3
8.3

Mother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ssociate degree
Bachelor degree
Master’s or above

8
11
246
30
103
22

1.9
2.6
58.6
7.1
24.5
5.2

Daily
spending
on snack

Less than 500 won
500 to 1,000 won
1,000 to 1,500 won
More than 1,500 won

79
150
95
96

18.8
35.7
22.6
22.9

조사하였다. 확인하는 경우, 식품표시 내용 중 가장 먼저 확

인하는 내용과 확인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확인하지 않

는 경우는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

였다.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총 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여 총 3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양표시의 인식 및 이용실태는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의 확인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

하는 경우, 영양표시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

과 확인하는 주된 이유, 실제 영양표시 이용도를 조사하였

다. 영양표시 이용도는 실제 영양표시에 이용되는 기준 분

량, 영양소의 함량, 열량에 관한 항목, 지방에 관한 항목과

광고 문구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보지 않는 편이

다’ 1점에서 ‘자주 보는 편이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총 3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

다.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중학생이 실제로

식품과 영양표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D사의 시리얼류 식품과 영양표시

를 제시하고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통기한, 소비기한,

용량, 원재료, 교환, 영양표시 해석, 원산지에 관한 문항으로

총 7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 × 중 선택하여 정답

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 7점 만점으로

하여 중학생의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수준별 차이를 조사

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7.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지식, 학생들의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품표시 확인 여부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자 일반사항에 따른 식생

활태도와 영양지식은 성별과 학년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test와 χ2-test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식

품표시 확인 내용, 식품표시 확인 이유, 식품표시 미확인 이

유, 학생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및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 수준별로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비율

은 남학생이 51.7%, 여학생이 48.3%였고 학년에 따른 비율은

1학년 34.5%, 2학년 34.3%, 3학년 31.2%였다. 아버지의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이 42.9%, 대학교 졸업 38.3% 순으로 나타

났고 어머니의 학력 역시 고등학교 졸업 58.6%, 대학교 졸업

24.5% 순으로 부모님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하루 간식비는 500원～1,000원

이 35.7%로 가장 많았고, 1,500원 이상이 22.9%, 1,000원～

1500원 22.6%, 500원 이하가 18.8%로 나타났다.

조사자 일반사항에 따른 식생활태도

조사자 일반사항에 따른 식생활태도는 Table 2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 문항에서 최저점 2.72부터 최고점 3.85까지

분포하였다. 전체 7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49.47점으로 식

생활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

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아침식사를 꼭 한다’는 문항으로

3.85점이었다. 이는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의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

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문항으로 2.72점이었다.

식생활과 건강의 관계는 따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

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하

여야 할 것이다.

성별 식생활태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각 항목

은 ‘아침식사를 꼭 한다’(p<0.05), ‘과식을 하지 않는다’(p<

0.05),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p<0.001)였다. ‘아침식사

를 꼭 한다’는 남학생이 3.99점, 여학생은 3.71점으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아침식사를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여학생이 3.40점으로 남학생 3.18점

보다 높아 과식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여학생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에서는

남학생이 3.02점으로 여학생 2.39점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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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ary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N=420, mean±SD)
Dietary attitude

Total
(n=420)

Boys
(n=217)

Girls
(n=203)

t
Grade 1
(n=145)

Grade 2
(n=144)

Grade 3
(n=131)

F

Regular diet

Eat breakfast regularly 3.85±1.39 3.99±1.33 3.71±1.43 1.98* 3.99±1.28 3.77±1.49 3.78±1.39 1.10

Enjoy eating meals with family or
friends

3.69±1.15 3.64±1.13 3.73±1.18 -0.83 3.61±1.18 3.83±1.12 3.61±1.15 1.63

Eat meals at certain time regularly 3.16±1.21 3.23±1.20 3.09±1.22 1.11 3.12±1.13 3.29±1.25 3.06±1.25 1.34

Eat meals slowly and at ease 3.22±1.10 3.21±1.12 3.23±1.09 -0.14 3.39±1.00a1) 3.07±1.15b 3.20±1.14ab 3.01*
Avoid overeating 3.29±1.01 3.18±1.04 3.40±0.96 -2.23* 3.41±1.03 3.31±1.06 3.12±0.90 2.83

Balanced diet

Eat vegetables per every meal 3.46±1.10 3.48±1.05 3.44±1.16 0.33 3.50±1.08 3.46±1.06 3.43±1.27 0.13

Eat fish, meat, eggs, and tofu daily 3.73±0.93 3.66±0.93 3.80±0.93 -1.47 3.77±0.89 3.72±1.02 3.69±0.89 0.20

Eat well-balanced foods such as
staple food (e.g., rice, noodle, and
bread), vegetables, and meat

3.61±1.05 3.65±1.02 3.58±1.08 0.71 3.61±0.97 3.69±1.16 3.53±1.01 0.72

Eat milk and dairy products
(cheese, yogurt, etc.) daily

3.22±1.27 3.19±1.27 3.26±1.27 -0.54 3.25±1.24 3.24±1.32 3.17±1.25 0.16

Eat fruit daily 3.60±1.13 3.57±1.10 3.63±1.15 -0.58 3.65±1.09 3.65±1.13 3.48±1.16 1.01

Diet and health

Do not eat processed foods
frequently

2.94±0.99 2.90±1.00 2.98±0.99 -0.79 3.12±0.94a 2.91±1.03ab 2.77±0.98b 4.48*
If possible, avoid eating spicy,
salty and sweet foods

2.80±1.11 2.81±1.11 2.80±1.11 0.08 2.99±1.09a 2.73±1.13b 2.67±1.09b 3.38*
Do not eat out frequently 3.29±1.06 3.32±1.05 3.26±1.08 0.59 3.37±0.99 3.26±1.13 3.23±1.07 0.71

If possible, avoid to drink carbonated
soft drinks (cola, cider, etc.)

2.90±1.17 2.95±1.17 2.85±1.17 0.93 3.01±1.06 2.83±1.23 2.86±1.21 1.03

Do exercises regularly 2.72±1.22 3.02±1.22 2.39±1.13 5.50*** 2.90±1.29a 2.74±1.18ab 2.50±1.15b 3.77*
Mean (Total of 75 point scale) 49.47±8.97 49.78±9.06 49.13±8.89 0.74 50.68±8.95 49.49±9.21 48.10±8.59 2.87
*p<0.05, ***p<0.001. 1)Duncan group.

식생활태도 평균점수는 남학생은 49.78점, 여학생은 49.13점

으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의 연구(23)와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Oh 등의 연구(3)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식생

활태도의 결과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식생활태도에서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는 것은 ‘여유 있게 천천히 식사를 한다’(p<0.05), ‘가공식품

을 자주 먹지 않는다’(p<0.05), ‘너무 맵고, 짜고, 단 음식의

섭취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p<0.05),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p<0.05)였다. ‘여유 있게 천천히 식사를 한다’에

서 1학년은 3.39점으로 가장 여유 있는 식사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3.07점, 3학년 3.20점으로 2학년이

여유 있는 식사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자들의 학교 급식실의 규모가 모든 학년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아 1학년과 3학년이

처음이나 끝에 식사를 하고 중간에 2학년은 식사를 빨리 끝

내고 나와야 하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다’라는 항목은 1학년이 3.12점,

2학년 2.91점, 3학년 2.77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공식

품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맵고, 짜고, 단 음식

의 섭취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의 항목 또한 1학년 2.99

점으로 2학년 2.73점과 3학년 2.67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규

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항목도 1학년 2.90점으로 2학년

2.74점과 3학년 2.50점보다 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식생활태도 평균점수는 1학년이 50.68점,

2학년이 49.49점, 3학년이 48.10점으로 1학년이 조금 높았으

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자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지식

조사자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지식은 Table 3과 같이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 10.88점으로 중학생의 영양지식의 수준은

양호한 편이었다. 이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효

과로 생각된다.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에너지 공급원을

묻는 영양소에 관한 문항으로 95.2%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

다. 또한 전체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칼슘 부족

은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로 10.5%로 정답률이 매우 낮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9.9%로 전체 정답률보다도 낮았다. 골다공

증은 특히 중년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여학

생들의 관심과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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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tional knowledge of middle school students N (%)

Nutritional knowledge
Total

(n=420)

Boys

(n=217)

Girls

(n=203)

Grade 1

(n=145)

Grade 2

(n=144)

Grade 3

(n=131)

Primary sources of energy generation for body

functioning are carbohydrates, proteins, and fats
400 (95.2) 205 (94.5) 195 (96.1) 137 (94.5) 139 (96.5) 124 (94.7)

I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intake more protein

and calcium during adolescence
361 (86.0) 182 (83.9) 179 (88.2) 117 (80.7) 126 (87.5) 118 (90.1)

Lack of calcium causes osteoporosis 44 (10.5) 24 (11.1) 20 ( 9.9) 23 (15.9) 12 ( 8.3) 9 ( 6.9)

Protein produce more calories comparing to

carbohydrate if the amounts are same
258 (61.4) 130 (59.9) 128 (63.1) 103 (71.0) 68 (47.2) 87 (66.4)

Carbohydrate is the primary source for building

muscles and blood in our body
239 (56.9) 126 (58.1) 113 (55.7) 86 (59.3) 75 (52.1) 78 (59.5)

Lack of iron in our body causes anemia 394 (93.8) 196 (90.3) 198 (97.5) 131 (90.3) 137 (95.1) 126 (96.2)

Legumes, meat, and fish are good sources for

generating protein
373 (88.8) 189 (87.1) 184 (90.6) 120 (82.8) 131 (91.0) 122 (93.1)

Lack of vitamin D causes night blindness 241 (57.4) 118 (54.4) 123 (60.6) 93 (64.1) 78 (54.2) 70 (53.4)

Cholesterol is necessary to maintain our body

functioning in stable condition
215 (51.2) 120 (55.3) 95 (46.8) 71 (49.0) 82 (56.9) 62 (47.3)

Water is not necessary for our body 349 (83.1) 176 (81.1) 173 (85.2) 121 (83.4) 118 (81.9) 110 (84.0)

Eating fresh fruit and vegetables is the way of

intaking vitamin
390 (92.9) 197 (90.8) 193 (95.1) 131 (90.3) 137 (95.1) 122 (93.1)

Eating 3 meals per day is not sufficient during

the growth period; thus, eating additional snack

is necessary

267 (63.7) 135 (62.5) 132 (65.0) 96 (66.7) 82 (56.9) 89 (67.9)

Although I only eat a preferred food, I can intake

necessary nutrients for healthy body functioning
325 (77.4) 157 (72.4) 168 (82.8) 119 (82.1) 103 (71.5) 103 (78.6)

If I do not eat the breakfast, I can eat more food

at lunch and dinner
345 (82.1) 170 (78.3) 175 (86.2) 123 (84.8) 118 (81.9) 104 (79.4)

The value of nutrients can be changed based on

a variety way of cooking
372 (88.6) 185 (85.3) 187 (92.1) 122 (84.1) 128 (88.9) 122 (93.1)

Mean±SD (Total of 15 point scale) 10.88±2.01 10.65±2.19 11.15±1.77 10.98±2.15 10.65±1.96 11.03±1.91
t value=-2.59** F value=1.51

**
p<0.01.

이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

른 영양관리를 강조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정

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분이다’라는 항목도 과반수

가 조금 넘는 51.2%의 정답률로 다른 문항들과 비교하면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성인병과 관련하여 콜레스

테롤에 관하여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성장기인 청소년 시기에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성분이다. 즉,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질병이나 그것과 관련된 영양소는 편향된 시각으로 언론이

나 매스컴을 통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누려

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성별 영양지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정답률에 있어

차이를 보인 문항은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기 쉽다’,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더 많이 먹어도 된다’, ‘음식의 조리방법에 따라 열량

등 영양소의 가치가 바뀐다’였다. 위의 문항들은 모두 여학

생의 정답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기 쉽다’는 여학생의 정답률이 97.5%로 남학생 90.3%보

다 높았다.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다’에서 여학생은

82.8%, 남학생 72.4%로 나타났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

녁에 더 많이 먹어도 된다’도 여학생 86.2%, 남학생 78.3%로

자칫 잘못된 다이어트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여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의 조리방법에 따라 열량 등 영양소의 가치가 바뀐다’ 역시

여학생 92.1%로 남학생 85.3%보다 더 높아 여학생이 정확하

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영양지식의 평균점수는

남학생이 평균 10.65점이고 여학생은 평균 11.15점으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6)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

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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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ddle school students' checking behaviors of food labeling N (%)

Variables Item Check Does not check χ2

Gender
Boys
Girls

134 (61.7)
130 (64.0)

83 (38.3)
73 (36.0)

0.34

Grade
1
2
3

100 (69.0)
88 (61.1)
76 (58.0)

45 (31.0)
56 (38.9)
55 (42.0)

4.24

Dietary attitude
High

1)

Medium
Low

99 (79.2)
105 (66.9)
60 (42.8)

26 (20.8)
52 (33.1)
78 (57.2)

39.16
***

Nutritional knowledge
High
Medium
Low

112 (64.7)
89 (61.0)
63 (61.4)

61 (35.3)
57 (39.0)
38 (38.6)

0.57

Total 264 (62.9) 156 (37.1)
1)
High: ＞25 percentile, Medium: 25～75 percentile, Low: ＜75 percentile.
***
p<0.001.

학년별 영양지식에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열량이 높다’와 ‘콩류는 육류, 생선과 함께 좋은 단백질 급원

식품이다’였다.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는 문항

은 1학년 15.9%, 2학년 8.3%, 3학년 6.9%였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열량이 높다’에서는 1학년이 71.0%,

3학년이 66.4%, 2학년이 47.2%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문항

의 전체 정답률이 61.4%임을 고려한다면 1학년의 정답률은

높은 편이었다. 이는 1학년 가정교과에서 영양소의 기능을

배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콩류는 육류, 생선과

함께 좋은 단백질 급원식품이다’는 3학년이 93.1%, 2학년이

91.0%, 1학년이 82.8%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므로 중학

생은 육류, 생선뿐만 아니라 콩류 또한 단백질 급원식품임을

잘 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년별 영양지식 평균점수는

1학년이 10.98점, 2학년 10.65점, 3학년 11.03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품표시

확인 여부

학생들의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품표시

확인 여부는 Table 4와 같다. 전체적으로 264명(62.9%)이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하였고, 156명(37.1%)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식생활태도가 좋은 그룹 79.2%, 중간

그룹은 66.9%, 나쁜 그룹은 42.8%가 식품표시를 ‘확인한다’

라고 대답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냈다.

대구지역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Choi(28)의 연구에서는 식

습관태도 점수에 따라 식품표시 확인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식습관태도 점수가 좋은 집단이 식품표시를 더 많

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영양지식이 높은 그룹은 64.7%, 중간 그룹 61.0%, 낮은 그룹

61.4%로 세 그룹 모두 60% 이상이 식품표시를 ‘확인한다’라

고 하였다. Choi(28)의 연구에서도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

시 확인 여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식품표시

를 확인하는 정도는 영양지식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시 확인 내용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264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 및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시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전체에서는 ‘유통기한’ 54.9%, ‘제품

명’ 14.4%, ‘가격’ 10.2%, ‘사용된 원료’ 6.1% 순으로 나타났

고, 그 외의 표시내용은 본 설문에서 제시한 13가지 표시내

용 중 위의 4가지를 제외한 9가지에 대한 응답은 각각 15%

이하였다.

식생활태도가 좋은 그룹은 ‘유통기한’이 61.6%라고 하였

고, ‘제품명’ 8.1%, ‘가격’ 7.1%, ‘함유된 식품 첨가물’ 6.1%

순으로 답하였다. 중간 그룹은 ‘유통기한’ 54.3%, ‘제품명’

20.0%, ‘가격’ 8.6%, ‘사용된 원료’ 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쁜 그룹 또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유통기한’ 45.0%이었

고, 그 뒤로는 좋은 그룹과 중간 그룹은 ‘제품명’인데 비하여

‘가격’(18.3%)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은 모든 그

룹에서 ‘유통기한’, ‘제품명’, ‘가격’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그룹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내용은 ‘제조년

월일’과 ‘가격’으로 각각 7.9%가 답하였다. Jeong(29)의 연구

에서도 식품표시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유통기한’

63.2%, ‘가격’ 15.0%, ‘제품명’ 10.5%, ‘내용량’ 4.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표시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통기

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품 및 교환방법이나 영업허가

신고번호 등의 항목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권

리를 누리는데 있어 중요한 식품표시 정보이다. 그러므로

식품표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시 확인 이유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264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와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Table

6과 같다. 식생활태도의 모든 그룹에서 ‘유통기한(제조일자)

을 확인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좋은 그룹 61.6%,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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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irst content of food labeling that respondents check N (%)

Food labelling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Total
(n=264)High

1)

(n=99)

Medium
(n=105)

Low
(n=60)

High
(n=112)

Medium
(n=89)

Low
(n=63)

Product name
Name of manufacturer
Expiration date
Date of manufacture
Price
Contents (capacity, number)
Raw materials
Contained food additives
Precautions for storage
Origins of raw materials
Nutritional ingredients
Information of returns and exchange
Licensed number of the business

8 ( 8.1)
3 ( 3.0)
61 (61.6)
2 ( 2.0)
7 ( 7.1)
1 ( 1.0)
5 ( 5.1)
6 ( 6.1)
2 ( 2.0)
3 ( 3.0)
1 ( 1.0)
0
0

21 (20.0)
3 ( 2.9)
57 (54.3)
4 ( 3.8)
9 ( 8.6)
0

6 ( 5.7)
2 ( 1.9)
0
0

3 ( 2.9)
0
0

9 (15.0)
0

27 (45.0)
3 ( 5.0)
11 (18.3)
1 ( 1.7)
5 ( 8.3)
2 ( 3.3)
0

1 ( 1.7)
1 ( 1.7)
0
0

20 (17.9)
3 ( 2.7)
51 (45.5)
3 ( 2.7)
14 (12.5)
1 ( 0.9)
7 ( 6.3)
7 ( 6.3)
1 ( 0.9)
2 ( 1.8)
3 ( 2.7)
0
0

11 (12.4)
1 ( 1.1)
56 (62.9)
1 ( 1.1)
8 ( 9.0)
1 ( 1.1)
7 ( 7.9)
1 ( 1.1)
1 ( 1.1)
1 ( 1.1)
1 ( 1.1)
0
0

7 (11.1)
2 ( 3.2)
38 (60.3)
5 ( 7.9)
5 ( 7.9)
0

2 ( 3.2)
2 ( 3.2)
0

1 ( 1.6)
1 ( 1.6)
0
0

38 (14.4)
6 ( 2.3)
145 (54.9)
9 ( 3.4)
27 (10.2)
2 ( 0.8)
16 ( 6.1)
10 ( 3.8)
2 ( 0.8)
4 ( 1.5)
5 ( 1.9)
0
0

1)
High: ＞25 percentile, Medium: 25～75 percentile, Low: ＜75 percentile.

Table 6. Reasons of checking food labeling by middle school students N (%)

Item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High
1)

(n=99)

Medium
(n=105)

Low
(n=60)

High
(n=112)

Medium
(n=89)

Low
(n=63)

To obtain information of ingredients
To know the guideline about how to store
To know instructions of cooking and eating
To obtain the Expiration date (the date of manufacture)
To compare the price and weight
Other

16 (16.2)
5 ( 5.1)
2 ( 2.0)
61 (61.6)
7 ( 7.1)
8 ( 8.1)

17 (16.2)
10 ( 9.5)
0

62 (59.0)
7 ( 6.7)
9 ( 8.6)

12 (20.0)
5 ( 8.3)
0

37 (61.7)
4 ( 6.7)
2 ( 3.3)

23 (20.5)
3 ( 2.7)
0

65 (58.0)
11 ( 9.8)
10 ( 8.9)

13 (14.6)
5 ( 5.6)
1 ( 1.1)
59 (66.3)
5 ( 5.6)
6 ( 6.7)

9 (14.3)
12 (19.0)
1 ( 1.6)
36 (57.1)
2 ( 3.2)
3 ( 3.8)

1)
High: ＞25 percentile, Medium: 25～75 percentile, Low: ＜75 percentile.

Table 7. Reasons of not checking the food labeling based on dietary attitude and nutrition knowledge N (%)

Item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High1)

(n=26)

Medium
(n=52)

Low
(n=78)

High
(n=61)

Medium
(n=57)

Low
(n=38)

Not interested in the information of food labeling
Hard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of food labeling
Bought the product havitually
Have a confidence on making right choice without
checking food labeling
Other

9 (34.6)
3 (11.5)
12 (46.2)
0

2 ( 7.7)

14 (26.9)
9 (17.3)
22 (42.3)
4 ( 7.7)

3 ( 5.8)

26 (33.3)
14 (17.9)
36 (46.2)
2 ( 2.6)

0

17 (27.9)
11 (18.0)
29 (47.5)
2 ( 3.3)

2 ( 3.3)

16 (28.1)
10 (17.5)
27 (47.4)
2 ( 3.5)

2 ( 3.5)

16 (42.1)
5 (13.2)
14 (36.8)
2 ( 5.3)

1 ( 2.6)
1)
High: ＞25 percentile, Medium: 25～75 percentile, Low: ＜75 percentile.

그룹 59.0%, 나쁜 그룹 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성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가 좋은

그룹 16.2%, 중간 그룹 16.2%, 나쁜 그룹 20.0%로 모든 그룹

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영양지식의 높은

그룹은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확인하기 위해’가 58.0%로

가장 많았고 ‘영양성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 20.5%, ‘가격이

나 중량 등을 비교하려고’ 9.8% 순이었다. 중간 그룹에서는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확인하기 위해’ 66.3%, ‘영양성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 14.6%, ‘기타’ 6.7% 순으로 나타났고, 낮은

그룹에서도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확인하기 위해’가 57.1%

로 가장 많았지만 두 번째가 ‘보관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기

위해’ 19.0%로 다른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는 ‘영양

성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로 14.3% 순이었다.

식품표시 미확인 이유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56명을 대상으로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Table 7과 같다. 식생활태도의 좋은 그룹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편’이 46.2%로 가장 많았고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 34.6%, ‘식품표시 내용을 이

해하기 어렵기 때문’ 11.5% 순이었다. 영양지식이 높은 그룹

과 중간 그룹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편’

이 각각 47.5%, 47.4%로 가장 많았으나 낮은 그룹에서는 ‘식

품표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 42.1%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

으로 구매하는 편’이 36.8%이었다. 즉, 낮은 그룹은 식품표시

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잘못된 구매 습관보다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그룹에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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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iddle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n food labeling (N=420)

Item

Variables

Can trust
food

description

Easy to
compare a
product to
other products

Very helpful
when
selecting
foods

Providing
needed

information
very well

Easy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food labeling

Can expect the
improvement
of product

quality and safety

Total
(30 points)

Dietary
Attitude

High
1)

Medium
Low
F

2.61±1.062)a3)
2.54±0.95a
2.26±0.77b
5.25

**

2.94±1.04a
2.82±0.82a
2.57±0.86b
6.02

**

3.34±1.09a
3.11±0.88a
2.85±0.92b
8.45

***

2.94±1.03a
2.72±0.96ab
2.57±0.94b
4.78

**

2.92±1.11a
2.55±0.90b
2.37±0.92b
10.24

***

2.79±1.05a
2.55±0.90b
2.28±0.89c
9.72

***

17.54±5.01
16.32±4.07
14.86±3.64
13.08

***

Nutrition
knowledge

High
Medium
Low
F

2.44±0.93
2.43±0.89
2.57±1.04
0.82

2.75±0.94
2.79±0.88
2.78±0.93
0.07

3.09±1.00
3.11±0.93
3.06±1.01
0.07

2.61±0.94b
2.69±0.98b
3.02±1.01a
5.81

**

2.46±0.96b
2.60±1.00b
2.90±1.05a
6.18

**

2.44±0.87b
2.47±0.99b
2.78±1.05a
4.56

*

15.79±4.00
16.08±4.22
17.08±6.04
2.89

Mean 2.47±0.94 2.77±0.91 3.09±0.98 2.74±0.98 2.62±1.01 2.53±0.97 16.20±4.36
1)
High: ＞25 percentile, Medium: 25～75 percentile, Low: ＜75 percentile.
2)Mean±SD. 3)Duncan group.
*
p<0.05,

**
p<0.01,

***
p<0.001.

품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13.2%로 높은 그룹

18.0%와 중간 그룹 17.5%보다 더 적었다. 전반적으로 식품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식품표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해서라기보다는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매 습관에 있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표

시에 관심을 갖도록 흥미로운 교육매체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중학생들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한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

시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8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만족도는 16.20점으로 중간 정도였다. ‘식품 선택 시 매우

도움이 된다’가 3.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의 기재

사항을 믿을 수 있다’는 문항은 2.4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Lee(24)의 연구에서도 ‘식품을 선택하는데 매우 도

움이 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에 기재된 사항을 믿

을 수 있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즉, 중학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

가 식품의 선택이나 구매 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식품표시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태도 수준별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식생활태

도가 좋은 그룹은 총 평균 17.54점, 중간 그룹은 16.32점으로

좋은 그룹과 중간 그룹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나 나쁜

그룹은 14.8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므로 식생활

태도가 좋은 그룹에서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식생활태도로 분류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식품의 기재사항을 믿을

수 있다’는 항목은 좋은 그룹과 중간 그룹은 각각 2.61점,

2.54점으로 나쁜 그룹 2.26점보다 높아 식품표시 내용을 신

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제품의 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된다’(p<0.01)는 문항과 ‘식품 선택

시 매우 도움이 된다’(p<0.001)는 문항에서 좋은 그룹과 중간

그룹이 나쁜 그룹보다 점수가 높아 만족 정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다’는 항목도

그룹별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는데 좋은 그룹 2.94점,

중간 그룹 2.72점, 나쁜 그룹 2.57점으로 좋은 그룹의 만족

정도가 높았다. ‘기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도 좋은 그룹이 2.92점으로 중간 그룹 2.55점, 나쁜 그룹 2.37

점과 유의한 차이(p<0.001)가 나타났다. 즉, 식생활태도가 좋

은 그룹이 비교적 식품표시 기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는 항목에서는 그룹별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좋은

그룹은 식품표시제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에 대

한 기대가 다른 집단보다 크고 나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영양지식이

높은 그룹이 15.79점, 중간 그룹이 16.08점, 낮은 그룹이

17.08점으로 낮은 그룹의 식품표시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즉,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이 영양지식 수준이

낮은 그룹에 비해 현재의 식품표시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

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식생활태도로 분류한 그룹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그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알고 싶은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다’(p<0.01)와

‘기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p<0.01),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p<0.05)이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다’ 항목은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 2.61점

과 중간 그룹 2.69점에 비교해 낮은 그룹이 3.02점으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에서도 낮은 그룹에서 2.9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즉,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과 중간

그룹에서는 기재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낮은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기재된 내용을 잘 이해

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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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nderstanding about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N (%)

Question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High
1)

(n=125)

Medium
(n=157)

Low
(n=138)

High
(n=173)

Medium
(n=146)

Low
(n=101)

This product must not be sold from August 19, 2009
This product must not be eaten from August 19, 2009
This products provides total of ten times of intake
Raw materials contain more than 50% of corn
This product cannot be exchanged after purchase
30 g of cereal and 200 mL of milk contain 210 kcal
This product contains almond from U.S

105 (84.0)
19 (15.2)
92 (73.6)
71 (56.8)
79 (63.2)
86 (68.8)
112 (89.6)

148 (94.3)
16 (10.2)
125 (79.6)
111 (70.7)
122 (77.7)
101 (64.3)
146 (93.0)

117 (84.8)
18 (13.0)
98 (71.0)
103 (74.6)
98 (71.0)
85 (61.6)
130 (94.2)

157 (90.8)
21 (12.1)
131 (75.7)
126 (72.8)
139 (80.3)
116 (67.1)
164 (94.8)

131 (89.7)
11 ( 7.5)
111 (76.0)
103 (70.5)
111 (76.0)
90 (61.6)
136 (93.2)

82 (81.2)
21 (20.8)
73 (72.3)
56 (55.4)
49 (48.5)
66 (65.3)
88 (87.1)

Mean (7 point scale) 4.51±1.002)b3) 4.89±0.94a 4.70±1.01ab 4.93±1.00a 4.74±0.88a 4.30±1.11b
F 5.12

**
12.95

***

1)
High: ＞25 percentile, Medium: 25～75 percentile, Low: ＜75 percentile.
2)
Mean±SD. 3)Duncan group.
**
p<0.01,

***
p<0.001.

할 수 있다’ 항목도 낮은 그룹 2.78점으로 높은 그룹 2.44점과

중간 그룹 2.47점에 비해 높아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영양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알고 싶은

정보가 잘 표시되지 않음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향상

기대도 정도 다른 그룹에 비해 만족 정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식품 표시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나 정보 내용의 불만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에 대

한 이해 정도는 Table 9와 같이 식생활태도가 좋은 그룹은

7점 만점에 4.51점, 중간 그룹은 4.89점, 나쁜 그룹은 4.70점

으로 중간 그룹의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가

좋은 그룹의 이해 정도보다 높았다(p<0.01).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수준별에 따른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유통기한의 개념을 이해

하는 문항과 원재료의 함량에 대한 문항, 교환이나 반품에

관한 문항이다. 정확한 유통기한의 개념을 묻는 문항에서는

식생활태도 중간 그룹이 94.3%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

다. 표시 내용을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원재료 함량에 관한

문항은 나쁜 그룹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 74.6%를 보였고

좋은 그룹은 56.8%로 다른 그룹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정답률

을 보였다. 교환이나 반품에 관한 문항은 중간 그룹이 77.7%

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좋은 그룹이 63.2%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영양지식 수준별 그룹에 따른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에 대

한 이해 정도는 영양지식이 높은 그룹이 4.93점, 중간 그룹이

4.74점, 낮은 그룹이 4.30점으로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

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p<0.001). 그룹별 정답률에 큰 차이

를 보인 문항은 유통기한의 개념을 묻는 문항이다. 영양지식

이 높은 그룹 90.8%, 중간 그룹 89.7%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

으나 낮은 그룹은 81.2%로 다소 떨어진 정답률을 보였다.

원재료의 함량을 묻는 문항에서는 높은 그룹 72.8%, 중간

그룹 70.5%에 비하여 낮은 그룹은 55.4%로 다른 그룹과 비

교해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교환과 반품에 관한 문항

에서도 높은 그룹이 80.3%, 중간 그룹이 76.0%였으나 낮은

그룹에서는 48.5%로 영양지식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교

환과 반품에 관하여 이해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 권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의 이해 정도는 식생활태도

보다는 영양지식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영양지

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식품과 영양표시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생활태도가 좋은 그룹에서는

식품과 영양표시 내용의 이해가 다소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

다. 그러므로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수준별 식품과 영양표

시 내용에 관한 이해 정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과 영양표시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광주광역

시 소재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의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의 수준별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

과 이용실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첫째, 중학생의 식생활

태도는 총 75점 만점에 평균 49.47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성별 식생활태도는 남학생 49.78점, 여학생 49.13점으로 남

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년별 식생활태도는 1학년이 50.68점, 2학년 49.49점, 3학년

48.10점으로 1학년의 식생활태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중학생의 영양지식 정

도는 총 15점 만점에 평균 10.88점으로 나타나 양호한 편이

었다. 성별 영양지식의 평균은 남학생 10.65점, 여학생 11.15

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의 수준이 높았다

(p<0.01). 또한 학년별 영양지식의 평균은 1학년이 10.98점,

2학년은 10.65점, 3학년은 11.03점으로 3학년의 영양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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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다. 셋째, 중학생의 식품표시 확인 여부는 ‘확인한

다’가 62.9%로 나타났다. 식품표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이 더 확인하였고, 학년별로는 2, 3학년에 비해 1학년이 더

확인하는 편이었다. 또한 식생활태도가 좋은 그룹이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며 식품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였으며,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그룹이 식품표시를 더 확인하였다.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답한 대상자들 중 가장 먼저 확인하

는 식품표시 내용은 유통기한이 54.9%로 가장 많았고 제품

명, 가격 순이었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 역시 유통기

한(제조일자)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61.6%로 가장 많았고 영

양성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 보관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려

고, 가격이나 중량 등을 비교하려고 순이었다.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편이 43.8%로 가장 많았고,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

30.9%, 식품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17.3% 순

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총점 30점 만점

중 16.20점으로 중간 정도였다. 식생활태도가 좋은 그룹은

17.54점, 중간 그룹은 16.32점, 나쁜 그룹 14.86점으로 만족

정도에 있어 그룹 간 유의한 차이(p<0.001)가 나타났다. 즉,

식생활태도가 좋은 집단의 식품 표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

다. 영양지식 수준별 그룹의 만족 정도는 높은 그룹이 15.79

점, 중간 그룹 16.08점, 낮은 그룹 17.08점으로 영양지식 수준

이 낮은 그룹의 만족도가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에 비해

높았다. 넷째, 식품과 영양표시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총

7점 만점에 4.7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식생활태도로 분류한

그룹별 식품과 영양표시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중간 그룹

의 실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오히려 좋은 그룹의 이해도는

세 그룹 중 가장 낮았다. 영양지식 수준으로 분류한 그룹별

식품과 영양표시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영양지식 수준

이 높은 집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중학생의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수준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식품표시에 관한 인식이 높고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 역시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실제

로 식품과 영양표시를 이해하는 정도는 그보다 낮았다. 따라

서 중학생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식품표시 형식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마련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영양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

기업,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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