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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rustworthy nutritional information by analyzing sugar contents 
of commercial retort foods. A total of 70 retort food samples were collected, which included curry (n=21), black- 
bean-sauce (n=16), sauce (n=17), and meat (n=16) from markets in Seoul and Gyeonggi-do. Contents of sugars such 
as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and lactose were analyzed in retort foods by using a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refractive index detector and compared to their assigned values on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s. 
Analyzed sugar contents of curries, black-bean-sauces, sauces, and meats ranged from 1.05∼4.63 g/100 g, 1.76∼5.16 
g/100 g, 0.35∼25.44 g/100 g, and 1.98∼11.07 g/100 g, respectively. Sauces were found to contain the highest amounts 
of total sugar. These analysis values were equivalent to the reference values indicated on nutrition labels, which were 
40∼119.5% for curries, 29∼118% for black-bean-sauces, 18∼118% for sauces, and 70∼119.8% for meat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reliable analytical values for sugar contents in retort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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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당류는 음식에 자연적으로 존재하

거나 가공과정에서 첨가되며(1,2), 이는 풍미를 좋게 하고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당류의 과잉 섭취는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3-6), 인슐린 분비 저항으로 인한 당뇨병을 발병시킬 뿐

만 아니라 체중 증가와 심장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

다(7-9). 편리함을 추구하는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공식

품,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섭취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당 성분

과 지방 성분의 과잉 섭취로 발생하는 양 과잉 또는 불균

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10). 

국민건강 양조사(2013년)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체 비만 

유병률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31~32% 수준으로 나타

나며, 당뇨병(만 30세 이상)은 전체 11.9%로 남녀 모두 연

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약 3명(27.6%)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1).

당류 섭취에 대한 권장 기준은 보통 1일 열량섭취량을 

참고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는 식품에 첨가되는 당의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10% 미만으

로 제한하지 않으면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미국농무부는 첨가한 당과 지방의 섭취

가 하루 열량의 13%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 으며

(13), 한국의 경우 한국인 총 당류 섭취기준치 제정위원회에

서 하루 에너지 섭취의 10~20% 범위에서 총 당류를 섭취하

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8).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양정보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는(14) 양성분표의 당 함량 확인을 통하여 식품

을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Lee(15)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양성분표시를 고려한다고 하 으며, 

2013년 국민건강 양조사에는 양표시를 확인하는 대상

자 중 남자 73.7%, 여자 82.8%(11)가 레토르트식품이 포함

되는 가공식품을 선택 및 구매할 때 양표시에 향을 받는

다는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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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분표시란 식품에 함유된 양성분의 함량을 표시

하는 것으로(16) 소비자에게 유용한 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식품의 선택 및 구매에 활용하여 건강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한국의 양성분표시제도는 

1994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

품), 빵류 및 만두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샌드위

치 등에 총 9가지 양성분(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의무표

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류의 세부표시 기준을 살펴보면 

1 g 이상은 가장 가까운 1 g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 

g 미만은 1 g 미만으로, 0.5 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하다

(16).

당류 함량은 일반적으로 총 당류(total sugar)를 뜻하며 

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함량을 합한 값으

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과 조리된 음식에는 단당

류로 fructose, glucose, 이당류로는 sucrose, maltose, 

lactose가 주로 검출된다(18,19). 

당류에 관한 연구는 급식의 당 함량(20-22), 가공식품과 

단체급식 메뉴의 당 함량(23) 등이 있으나 가공식품 중 레토

르트식품의 양성분표에 표시되어 있는 당 함량이 소비자

에게 신뢰성 있는 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APAS(food analysis per-

formance assessment scheme)를 실시함으로써 분석 값

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양성분표시 의무제품 중 레토르트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당 함량과 실제 분석 값의 비교를 통

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양성분표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방법

당 함량 분석 시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중 탄수화물의 

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성 및 정량의 방법에 따라 실험

하 고(24), 식품에 표시된 당 함량과 실험 분석 값의 허용

오차 범위는 양성분 표시 함량 대비 결과 값이 120% 미만

이어야 한다는 것(16)을 고려하여 양표시 기준의 준수 여

부를 판단하 다.

실험재료 및 전처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 재래시장, 온라인마켓 등

에서 유통되고 있는 레토르트식품(카레류 21건, 짜장류 16

건, 소스류 17건, 고기류 16건) 총 70건을 2014년 3월부터 

8월에 수거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식품공전(24)과 FDA 

guidance for industry의 sampling plan(25)을 참고하여 

시료를 전처리하 다. 보관방법(상온, 냉장, 냉동)에 따라 분

류하여 시료를 보관하고 균질화하 으며, 150 g씩 소분 후 

각각 라벨을 부착하여 당 함량을 분석할 때까지 냉장 및 냉

동 보관을 하 다.

시약 및 기기

당 표준품인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및 

lacto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

하 다. 표준물질인 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 

및 maltose를 정밀히 달아 100 mL의 정용플라스크에 증류

수로 녹인 후 이를 25%, 50%, 100%, 200%, 400%의 5개 

농도로 희석하 고 직선성(linearity)의 우수한 결과를 확인

하 다. 전처리 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petroleum ether 

(Duksan, Seoul, Korea)를, 이동상 용매로는 acetonitrile 

(Burdick & Jackson, Muskegon, MI, USA) HPLC 등급을 

사용하 다. 당류 시험에 이용된 분석기기 high perform-

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1260 Infinity, Agil-

ent,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 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 다. 당류의 분리를 위해 carbohydrate 

high performance column(4 μm, 4.6×250 mm, Agilent), 

Refractive Index Detector(G1362A 1260 RID, Agilent)

를 사용하 고 칼럼온도는 35°C, injection volume은 20 

μL, 유속은 1.0 mL/min으로 분석하 다. 이동상은 aceto-

nitrile과 증류수를 80:20으로 제조하여 isocratic 조건으로 

사용하 다. 

시료 중 지방 제거 및 당류 추출

시료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petroleum ether 25 mL를 

넣어 잘 섞어준 뒤 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 다. 위와 같은 지방 추출과정을 3회 반복

하여 실행하 고 지방 제거가 끝난 후 petroleum ether를 

완전히 제거하 다. 지방이 제거된 시료에 3차 증류수 25 

mL를 가하여 85°C의 water bath에서 25분간 가온하여 당

류를 추출하고 0.45 μm의 NYLON membrane filter(Sigma- 

Aldrich Co.)를 이용하여 여과한 뒤 HPLC-RID로 당류를 

분석하 다.

통계 분석

분석 실험은 2회 이상 반복 측정하 으며, 당 함량 결과 

데이터는 SPSS ver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 고 각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

차(mean±SD)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FAPAS 분석을 통한 당류 정량

FAPAS는 국제비교숙련도시험으로 proficiency test 

0853에서 시료로 사용된 orange juice를 이용하여 fruc-

tose, glucose, sucrose, total sugars 함량을 분석하 고 

동일한 시험에 참여한 다른 여러 실험실의 분석 값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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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Scores of analyzed values for sugar contents in FAPAS
test

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1)

Analyzed value
(g/100 mL)

Assigned value2)

(g/100 mL) z-Score

Fructose
Glucose
Sucrose
Total sugars

2.74
2.53
3.72
8.99

2.65
2.43
3.93
9.04

0.5
0.6

-0.8
-0.1

1)FAPAS proficiency test 0853 of fructose, glucose, sucrose &
total sugars in orange juice were allocated laboratory number
67.

2)Assigned value has been derived from the consensus of labo-
ratories taking part in this proficiency test.

Table 2. Sugar contents in curries of retort foods

      Sample Rv1)

(g/100 g)
Av2)

(g/100 g)
Rate
(%)

Beef curry 
Sweet curry 
Mild curry 
Chicken curry 
Cool curry 
Premium beef curry 
Spicy curry 
Medium curry 
Original beef curry 
Spicy cool curry 
Bean curry 
Easy mild curry 
Easy medium curry 
Chicken breast curry 
Easy curry 
Easy spicy curry 
Chicken medium curry 
Green curry 
Tomato curry 
Delicious curry 
Delicious mild curry 

3.75
4.44
5.00
4.38
1.50
5.63
5.00
5.00
2.00
1.50
3.00
2.50
3.00
3.13
2.00
2.00
5.63
2.67
3.75
3.00
2.50

3.37±0.31
3.50±0.01
4.29±0.29
3.64±0.22
1.79±0.00
4.63±0.03
3.40±0.27
3.03±0.37
2.37±0.00
1.77±0.05
2.37±0.11
2.78±0.05
2.51±0.05
3.57±0.03
2.31±0.14
2.39±0.01
4.48±0.13
1.05±0.03
3.37±0.11
2.13±0.04
2.48±0.00

 90
 79
 86
 83
119
 82
 68
 61
118
118
 79
111
 84
114
116
119.5
 80
 40
 90
 71
 99

1)Reference value. 2)Analysis value. 

Table 3. Sugar contents in black-bean-sauces of retort foods

    Sample Rv1)

(g/100 g)
Av2)

(g/100 g)
Rate
(%)

Original bbs3)

Three bbs 
Standard bbs
Spicy bbs
Special spicy bbs
Easy bbs 
Big spicy bbs 
Fire bbs 
Eat bbs 
Very spicy bbs 
Big bbs
Green bbs 
Beef bbs 
New beef bbs
Delicious bbs
Bean bbs 

 1.50
 4.50
 6.67
 6.50
 5.56
5.0

 2.33
14.00
 3.50
 5.00
 4.67
 2.00
 4.00
 4.50
 5.00
 4.00

1.76±0.02
3.53±0.12
5.16±0.00
3.00±0.25
4.30±0.15
3.34±0.07
2.74±0.76
4.11±0.02
3.78±0.06
3.90±0.21
3.72±0.17
2.37±0.12
3.45±0.04
3.49±0.06
3.85±0.01
3.35±0.11

117
 78
 77
 46
 77
 67
117
 29
108
 78
 80
118
 86
 77
 77
 84

1)Reference value. 2)Analysis value. 3)Black-bean-sauce.

하여 z-score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참여한 실험실 분

석 값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z-Score는 0에 근접한 

값일수록 시험에 참여한 실험실들의 분석 값의 전체 평균값

과 가까운 값으로 |z|≤2이면 신뢰성을 갖는 결과로 인정된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FAPAS 시료의 fructose, glucose, 

sucrose, total sugars 함량의 분석 값과 assigned value, 

z-score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FAPAS 분석 중 fruc-

tose, glucose, sucrose, total sugars의 assigned value는 

2.65 g/100 mL, 2.43 g/100 mL, 3.93 g/100 mL, 9.04 

g/100 mL sampl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z-score를 계

산한 결과 각각 0.5, 0.6, -0.8, -0.1의 값을 확인하 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험 분석 값은 |z|≤2를 만족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당 함량 분석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레토르트식품의 당 함량 분석 결과

레토르트식품 중 카레류 21건, 짜장류 16건, 소스류 17

건, 고기류 16건의 총 70건을 수거하여 당 함량을 분석하

다. 수거한 시료 70건의 당 함량은 0.35±0.02~25.44± 

0.78 g/100 g의 함량 분포를 보 으며, 그중에서 카레류의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카레류의 당 함량 분포

는 100 g당 1.05±0.03~4.63±0.03 g이었고 mean±SD는 

2.79±0.93 g임을 확인하 으며 이는 제품에 표시된 당 함

량 대비 분석 결과가 40~119.5%임을 확인하 다. 카레류, 

짜장류, 소스류, 고기류의 분석 결과를 평균값으로 비교해 

볼 때 카레류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당 함량을 보 다. 

짜장류의 분석 결과 값은 Table 3에 제시하 고, 짜장제품 

100 g당 1.76±0.02~5.16±0.00 g의 당 함량 분포를 보

다. Mean±SD의 값은 3.49±0.79 g이었으며 이는 제품에 

표시된 양성분 함량 대비 29~118%의 결과 값을 확인하

다. 소스류의 당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소스류는 100 g당 0.35±0.02~25.44±0.78 g의 분포를 보

고 mean±SD는 7.61±8.11 g이었으며 제품에 표시된 

양성분표시 함량 대비 18~119%임을 확인했다. 소스류는 

카레류, 짜장류, 소스류, 고기류 중에서 가장 높은 당 함량을 

보 다. 고기류의 당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고기류 제품의 당 함량 분석 값은 100 g당 1.98±0.08~ 

11.07±0.10 g의 함량 분포를 나타내었고 mean±SD는 

6.06±2.61 g이었다. 이는 제품에 표시된 양성분 함량 대

비 70~119.8%임을 확인하 으며 카레류, 짜장류, 소스류, 

고기류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당 함량을 나타내었다. 수거

한 레토르트식품 중에서 소스류가 평균 7.61±8.11 g/100 

g으로 당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품 100 g당 평균 

당 함량이 고기류가 6.06±2.61 g, 짜장류가 3.49±0.79 g, 

카레류가 2.79±0.93 g 순서로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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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gar contents in sauces of retort foods

       Sample Rv1)

(g/100 g)
Av2)

(g/100 g)
Rate
(%)

Octopus sauce 
Mushroom cream sauce 
Spicy black sauce 
Pork sauce 
Bulgogi sauce 
Beef soy sauce 
Chicken soy sauce 
Chicken breast sauce 
Tteokbokki sauces 
Fish sauce 
Galic cream sauce 
Bacon cream sauce 
Cream sauce 
Carbonara sauce
Spicy tuna sauce 
Sweet tuna sauce 
Hash sauce 

3.33
1

2.78
4.62
3.08
2.67
2.67
28
51

28.33
2
2

7.65
3.53

11.11
15.56
3.50

 3.31±0.05
 0.89±0.01
 3.28±0.02
 5.19±0.26
 3.66±0.08
 3.13±0.01
 3.14±0.04
25.44±0.78
23.79±2.92
17.66±1.47
 0.35±0.02
 0.91±0.00
 5.34±0.04
 3.22±0.24
12.91±0.13
10.10±0.27
 2.78±0.04

 99
 89
118
113
119
118
118
 91
 70
 62
 18
 46
 70
 91
116
 65
 79

1)Reference value. 2)Analysis value.

Table 5. Sugar contents in meats of retort foods

       Sample Rv1)

(g/100 g)
Av2)

(g/100 g)
Rate
(%)

Meat ball 
Chilli chicken 
Barbecue chicken
Gold brown hamburg 
Rib ball 
Hamburg steak 
Omelet hamburg steak 
Teriyaki chicken 
Brown hamburg steak 
Spicy fried chicken 
Spicy chicken 
Sweet meatball
Sausage ball 
Easy meatball 
Smooth meatball 
Omelet meatball 

3.33
9.33
7.43
2.50
3.50
7.86
7.50
8.00
8.13
1.67
3.89
9.14
6.00
5.50
6.11
7.22

 3.99±0.19
11.07±0.10
 7.94±0.23
 2.98±0.03
 3.96±0.16
 6.36±0.23
 6.24±0.15
 9.40±0.20
 5.70±0.04
 1.98±0.08
 4.54±0.13
10.60±0.04
 6.19±0.13
 4.00±0.11
 6.21±0.26
 5.80±0.14

119.8
119
107
119
113
 81
 83
118
 70
119
117
116
103
 73
102
 80

1)Reference value. 2)Analysis value.

카레류, 짜장류, 소스류, 고기류 레토르트제품의 분석 결

과에서 소스류 제품이 가장 높은 당 함량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스제품 중에서도 닭갈비양념소스, 떡볶이소스 

등에서 당 함량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로 높

은 당 함량을 보인 미트볼, 햄버그스테이크와 같은 제품을 

포함하는 고기류 레토르트제품에서는 칠리치킨제품, 탕수

완자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당 함량을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Lee 등(26)의 연구에서 소스와 같은 양념류가 

첨가되는 제품에서 당 성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 다는 결과를 참고해볼 때, 본 연구에서 수거한 제품들 

중 소스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당 함량을 보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제품의 단맛을 내기 위하여 과당 및 자당 등이 주로 사용

되고 있는데 이는 단당류 또는 이당류로 음식을 소화시키거

나 흡수, 대사, 저장할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오면 바로 흡수되어 열량과다를 초래하

거나 혈당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HO는 

섭취하는 탄수화물 중 90% 이상을 상대적으로 혈당지수가 

낮은 다당류인 탄수화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정제

된 단당류 또는 이당류의 섭취는 열량의 10%를 넘기지 않도

록 권장하고 있다(27,28). 제품 100 g 기준으로 소스류 중 

가장 높은 당 함량을 보인 닭갈비양념소스의 경우 1회 제공

기준량 100 g당 25.44 g이고 떡볶이소스의 경우 1회 제공

기준량 150 g으로 계산하 을 때 당 함량이 35.69 g이었으

며, WHO 권고 기준인 하루 50 g과 비교한 결과 각각 

50.88%, 71.37%를 섭취하게 된다. 고기류에서 칠리치킨제

품의 1회 제공기준량 150 g으로 계산하 을 때 16.61 g, 

탕수완자제품은 175 g으로 18.55 g의 당 함량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각 제품을 한 봉지씩 섭취하 을 때 WHO의 당 

섭취 권고 기준의 각각 33.21%, 37.10%를 섭취하게 된다. 

비타민, 무기질, 열량, 탄수화물, 식이섬유의 실제 분석 

값이 양성분표의 표시량 대비 80% 이상이어야 하며, 열

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은 제품에 표시된 양성분 함량 대비 분석 결과 값이 120% 

미만일 경우 오차 범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볼 때 카레류 제품에 표시된 

당 함량 대비 분석 결과 값은 40~119.5%임을 확인하 고, 

짜장류의 경우에는 29~118%임을 알 수 있었다. 소스류 제

품에 표시된 당 함량 대비 분석 결과 값은 18~118%를 나타

내었고, 고기류 제품에서는 70~119.8%임을 확인하 으며, 

이로써 수거하여 당 함량을 분석한 레토르트식품 70건의 

분석 결과 모든 제품이 양성분표에 표시되어 있는 당 함량 

대비 120% 미만으로 나타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분석한 제품들 중 카레류(1건), 짜장류(2

건), 소스류(2건)에서 표시량 대비 분석 값이 50% 미만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나 허용오차 범위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위의 결과로 소비자들이 신뢰성 있는 양성분정보

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에 표시된 

당 함량의 확인을 통해 식품을 선택한다면 보다 건강한 제품

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식품에 표시

된 양성분 함량 표시 분석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양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레토르

트식품 중 카레류 21건, 짜장류 16건, 소스류 17건, 고기류 

16건인 총 70건을 수거하여 당 함량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값과 제품의 양성분표에 표시된 당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된 당 함량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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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 으며 식품공

전의 방법에 따라 실험하 다. 분석 결과 카레류, 짜장류, 

소스류, 고기류 제품의 전체 당 함량 분포는 0.35±0.02~ 

25.44±0.78 g/100 g을 보 으며, 그중 소스류가 0.35± 

0.02~25.44±0.78 g/100 g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함

량 분포를 보 고, 고기류 1.98±0.08~11.07±0.10 g/100 

g, 짜장류 1.76±0.02~5.16±0.00 g/100 g, 카레류 1.05± 

0.03~4.63±0.03 g/100 g의 순서임을 확인하 다. 이는 제

품에 표시된 양성분 함량 대비 소스류 18~118%, 고기류 

70~119.8%, 짜장류 29~118%, 카레류 40~119.5% 으

며, 분석 결과는 제품에 표시된 당 함량 대비 120% 미만으

로 레토르트식품 70건 모두 허용 오차 기준을 준수하고 있

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양성분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가공식품의 선택 및 구매 시 제품의 

양성분표에 표시된 당 함량을 확인하여 WHO의 하루 당 섭

취 권고량인 50 g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당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산업체에서도 물엿이나 설탕과 같

은 당 성분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소비자들이 식품에 표시된 당 함량의 확인을 통하여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

속적으로 양표시의무 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양성분 함

량 표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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