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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standing and use of information on nutrition labels based on one serving size among

female consumers above the age of 20 in Seoul area. According to the survey, 69.9%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current system of nutrition labeling based on one serving size, and 51.8%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system because the nutrition labels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or appeared unreliable. The nutrition label literacy

of the consumers varied with respect to different packaging units. The respondents were likely to be less accurate in

calculating the expected caloric intake when only portions of a multi-serving package were used. Initially 69.0%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read the nutrition label before purchasing a product but 91.9%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ould check the label after learning how to read the label properly.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consumers aware that

the labels are very reliable sources of nutrition information. A public education campaign on the use of nutrition labels

should focus on developing the consumers' ability and skills in using the label information when choosing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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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식습

관과 건강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

려지면서 영양표시제의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영양표시제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식품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미 대

부분의 나라에서 특정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가 시행

되고 있으며(Chang 1997; Joo 등 2006),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FDA 2006; Chung 등 2009; Park 2009).

영양표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소

비자들의 이해 및 활용정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양표시의 형식 및 내용이 개선됨에

따라 영양표시의 이해 및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였다(Wang

등 1995; Oh 등 2007).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영양표시

제의 도입 이후 영양표시율이 2001년 18.7%, 2005년

24.1%, 2007년 79% 등 꾸준히 증가해왔으며(Lee & Kim

2008), 소비자의 영양표시 인지율 역시 58.8%(Park 등

1995), 77%(Chang 1997), 82%(Joo 등 2006) 등 높은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시행된 영양표시제는 나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의 표시단위가 제품 100 g당,

100 ml당, 1포장당, 1회 분량당 또는 1인 분량당 등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었다. 이에 2006년에는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함유된 영

양성분의 값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영양성분표시제가

추가로 도입되었다(KFDA 2006). 새로운 영양표시는 특정

식품군을 대상으로 식품유형별로 설정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영양성분을 밝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영양표시가 의

무화되어 있는 식품은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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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이다.

영양표시에 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에 대한 기존 국

내 연구들은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가 도입되기 이전의

영양표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Joo 등

2006; Chung & Kim 2007; Lee 등 2008; Park 등

2008), 소비자가 현재 시행중인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

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의 소비자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역 여

성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을 위해

얼마나 식생활을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영양지식을 갖

고 있는지, 매달 얼마나 식생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평소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1회 기준량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 및 이용실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제에

대한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책적 보완 및 개선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II.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다. 가정 내 식품구매의 주

체인 여성주부 6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기입하

도록 하였으며, 부실한 응답으로 인하여 통계처리에 부적절

한 것으로 드러난 42명을 제외하고 총 558명의 응답을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숙련된 조

사원이 설문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로 하

여금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Pelletier

2004; Joo 등 2006; Chung & Kim 2007)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내용을 작성하였다. 응답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설문지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및 1회 제공량

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함께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내용 중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것으로 드러난 몇몇

단어(예를 들어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우선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등 인구

학적 특성에 대해 질문한 다음 일반적인 영양표시의 이용실

태는 물론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의 인지 및 이해, 이용

및 만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크게는 네 영역으로 나뉜

설문군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가공식품 중 9개의 식품군(레토르트 식품, 과자류, 빵류, 초

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 식품) 및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이해, 이용 및

만족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한편 포장 단위가 다른 두 제품

(1회 분량인 A사 영양갱과 3회 분량인 B사 새우깡, <Figure

1>)을 제시하고 한 번에 먹었을 때와 특정 회수로 나누어 먹

었을 때 실제 섭취하게 될 총열량과 지방함량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1회 제공량 기준 영양성분표시를 얼마나 정확히 이

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만족도 및 향후 이용의

사에 대해 재질문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 12.0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조

사대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
2-test, t-test,

ANOVA-test를 수행하였고,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대별

로 20대 5.0%, 30대 17.7%, 40대 37.7%, 50대 34.6%, 60

대 이상 5.0%의 분포를 보였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48.6%, 고졸 47.0%, 중졸이하 4.5%였다. 응답자의 60.0%

<Figure 1> Nutrition labeling from the food samples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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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업주부인 반면 40.0%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응답자의 82.6%가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다. 응답자의 60.2%는 자신의 영양지식이 보통으로,

34.4%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구별로 매달

얼마나 식생활에 지출하는지 조사한 결과 50-80만원

29.6%, 80-100만원 21.5%, 100만원-150만원 18.1%의 순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할당하여 추출된 표본에 근거한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2. 영양표시 일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및 이용실태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영양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영양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78.1%가 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해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이 높은 군에서

82.8%, 보통인 군에서 80.1%로 나타난 인지도는 무관심한

군에서 단지 26.7%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p<0.001). 식

생활 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한 군에서의 인지

도 역시 38.5%로 노력하는 군에서의 82.4% 및 보통으로

특별히 노력하지는 않지는 않는다고 답한 군에서의 60.7%

와 격차가 컸다(p<0.001). 60대 이상에서는 인지도가

42.1%였으며, 이는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의 인지도가 75%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p<0.001). 학력

수준에 따른 인지도는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에서 각각

84.9, 73.7, 52.0%인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직업유

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응답자

의 88.2%가 영양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

령대나 직업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식생활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각각 91.3,

76.2, 53.8%로 조사돼 식생활관리에 노력하는 군일수록 영

양표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영양

지식에 무관심한 군의 경우 다른 군들에 비해 30% 이상 낮

은 56.7%만이 영양표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p<0.001).

한편 적절한 영양지식의 보급 및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

우 영양표시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

라서는 소비자를 오도해 피해를 줄 가능성마저 있다

(Herbert 1987; Chang 등 2008). 그러나 응답자의 22.4%

만이 영양표시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 교육수준 및 월식생활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장을 가진 주부군 및 식생활 관리

를 위해 노력하는 군에서 영양표시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

았으며(p<0.001), 영양지식에 무관심한 군에서는 단지

3.3%만이 영양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

지식을 지닌 다른 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p<0.01).

영양표시의 이용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9.0%가 식

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항상 확인’ 및 ‘일반적으

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3>, 이는 서울경기

지역 20대 이상 여성주부를 대상으로 한 Lee & Lee(2004)

의 연구에서 보고된 49.6%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특

성별로는 특히 영양지식에 무관심한 군(20.0%), 식생활관

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23.1%), 60대 이

상의 연령대(35.7%)에서 다른 군들에 비해 영양표시를 확

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크게 낮았다(p<0.001). 기존의 선

행연구들 ‘영양표시를 확인한다’고 답한 응답자(N=386)를

대상으로 구입 시 영양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식품유형을 살

펴본 결과, 수입식품(54.8%)과 특수용도식품(52.2%)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수입식품의 경우 특히 식

품첨가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특수용

도식품의 경우에는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콜릿류(17.8%)와 같이 단일 또는 첨

가된 영양소의 성분이 적은 식품유형에서는 영양표시를 항

상 확인하고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기타 식품유형

에서 항상 영양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레토르트

식품 29.3%, 과자류 27.6%, 음료류 26.6%, 식용유지류

26.6%, 빵류 24.3%, 면류 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특정 영양소의 함량을 알아

보기 위해’라는 응답이 73.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다른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N(%)

General
characteristics

Age(yrs) 

20-29
30-39
40-49
50-59
≥60

28(5.0)
99(17.7)

210(37.7)
193(34.6)

28(5.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5(4.5)
262(47.0)
271(48.5)

Occupation 
Non-working 
wives
Working wives

335(60.0)
223(40.0)

Healthcare 
characteristics

Attitude toward
meal
management

Effort
Not particularly effort
Never effort

461(82.6)
84(15.1)
13(2.3)

Monthly food cost
(10,000 Won)

Under 30
30-50
50-80
80-100
100-150
Over 150 

24(4.3)
78(14.0)

165(29.6)
120(21.5)
101(18.1)
70(12.5)

Nutrition 
knowledge

High level
Normal level
Indifferent

192(34.4)
336(60.2)

30(5.4)
Total 55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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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의 영양표시와 비교하기 위해’ 17.9%, ‘새로운 식

품을 구입하기 위해’ 6.5%, ‘영양표시가 눈에 띄기 때문에’

2.6%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응답자(N=172)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

로 구입하기 때문에’ 45.9%, ‘제시된 영양표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19.8%, ‘영양표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

문에’ 16.3%,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 6.4% 등의 이유

로 인해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영양표

시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과반수가 넘는 64.3%가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60대 이상의 경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연령대의 경우 습

관적 구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20대의 경우에는 영양표시에 대한 무관심이 28.6%로, 50

대의 경우에는 영양표시에 대한 불신이 23.9%로 상대적으

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5).

3. 현행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응답자의 69.9%가 현재 시행중인 1회 제공량 기준 영양

표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4>,

이는 일반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인지정도 78.1%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영양지식의 정도, 연령, 식생활관리정도, 월

식생활비용에 따라 1회 제공량 영양표시 인지도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영양지식이 낮은 군에서는 30.0%

에 머물러 영양지식이 높은 군에서의 73.4%, 보통인 군에

서의 71.4%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p<0.001). 연령별로는

60대에서 32.1%만이 1회 제공량 영양표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60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의

인지도가 71%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차

이이다(p<0.001). 교육수준 및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1회 제

공량 영양표시의 인지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1.8%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영

양표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39.1%, ‘영양표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4.7%, ‘정보가 충분치 않다’ 12.6%의 순

이었다<Table 5>. 특성별로는 월식생활비용, 영양지식정도,

식생활 관리를 위한 노력정도, 교육수준 순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월식생활비 지출이 80만원 이하인 군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80만원 이상에서는 신

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영양지식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1회 제공량 영양표시가 이

<Table 2> Awareness, need and educational experience regarding nutrition labeling

Variables
N(%)

χ2-value
N(%)

χ2-value
N(%)

χ2-value Awareness Need Experiences
Yes No Yes No Yes No

Age (yrs)

20-29
30-39
40-49
50-59
≥60

23(82.1)
87(87.9)

169(80.5)
145(75.1)
12(42.1)

5(17.9)
12(12.1)
41(19.5)
48(24.9)
16(57.9)

 28.86***

26( 92.9)
91( 91.9)

187( 89.0)
166( 86.0)
22( 78.6)

2( 7.1)
8( 8.1)

23(11.0)
27(14.0)
6(21.4)

 5.42

4(14.3)
31(31.3)
48(22.9)
38(19.7)
4(14.3)

24(85.7)
68(68.7)

162(77.1)
155(80.3)
24(85.7)

 7.4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3(52.0)
193(73.7)
230(84.9)

12(48.0)
69(26.3)
41(15.1)

20.26***
21(84.0)

222(84.7)
249(91.9)

4(16.0)
40(15.3)
22(8.1)

6.97*
5(20.0)

50(19.1)
70(25.8)

20(80.0)
212(80.9)
201(74.2)

3.58

Occupation Non-working wives
Working wives

255(76.1)
181(81.2)

80(23.9)
42(18.8) 2.00 300( 89.6)

192( 86.1)
35(10.4)
31(13.9)  6.97 56(16.8)

69(30.9)
279(83.2)
154(69.1)  15.59***

Level of attitude
toward
meal management

Effort
Not particularly effort
Never effort

380(82.4)
51(60.7)
5(38.5)

81(17.6)
33(39.3)
8(61.5)

 31.88***
421(91.3)
64( 76.2)
7( 53.8)

40(8.7)
20(23.8)
6(46.2)

 30.64***
117(25.4)

8( 9.5)
0( 0.0)

344(74.6)
76(90.5)

13(100.0)
 14.12***

Monthly
food cost 
(10,000 won)

Under 30
30-50
50-80
80-100
100-150
Over 150 

14(58.3)
57(73.1)

129(78.2)
98(81.7)
85(84.2)
53(75.7)

10(41.7)
21(26.9)
36(21.8)
22(18.3)
16(15.8)
17(24.3)

10.01

17( 70.8)
69( 88.5)

138( 83.6)
112( 93.3)
95( 94.1)

61( 87.1.)

7(29.2)
9(11.5)

27(16.4)
8( 6.7)
6( 5.9)

9( 12.9)

 23.87***

4(16.7)
17(21.8)
35(21.2)
30(25.0)
29(28.7)
10(14.2)

20(83.3)
61(78.2)

130(78.8)
90(75.0)
72(71.3)
60( 85.8)

 6.05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High level
Normal level
Indifferent

159(82.8)
269(80.1)

8(26.7)

33(17.2)
67(19.9)
22(73.3)

49.71***
174(90.6)
301( 89.6)
17( 56.7)

18(9.4)
35(10.4)
13(43.3)

 30.30***
56(29.2)
68(20.2)

1( 3.3)

136(70.8)
268(79.8)
29(96.7)

 12.24**

Total 436(78.1) 122(21.9) 492( 88.2) 66(11.8) 125(22.4) 433(77.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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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

운데, 영양지식에 무관심한 군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영양지식이 높은 군에서는 ‘영양표시가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

0.001). 식생활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군에서도 다른 군에 비

해 1회 제공량 영양표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0.01). 연령

및 직업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1회 제공량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

한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43.6%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

하였는데, 품목별로는 과자류 18.5%, 레토르트 식품 15.8%,

음료류 12.8%, 초콜릿류 11.6%, 빵류 11.4%, 식용유지류

8.7%, 특수용도식품 7.3%, 잼류 7.1%, 면류 6.7%의 순으

로 설정된 1회 제공량의 적절성에 부정적이었다. 60대 이상

의 88.9%가 현재 시판중인 제품의 1회 제공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p<0.01), 월식생활비가 낮을

수록 1회 제공량 설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았다

(p<0.01). 한편 1회 제공량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에서는 식품구매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

는 비율이 낮았으며, 영양지식 정도, 식생활 관리를 위한 노

력정도, 월식생활비용 및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현행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소비자의 1회 제공량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단

위 포장이 달라짐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

양성분표시를 보고 제공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총 열량 및

지방 함량을 계산하도록 한 결과, 단위 포장이 1회 분량인

A제품인 경우 정답률이 87.6%에 달한 반면, 3회 제공량인

B제품에서는 정답률이 51.4%로 낮아졌다. 제시된 제품을 나

누어 섭취할 경우 얼마나 바르게 영양성분 함량을 계산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회 분량인 A제품을 2회에 나누

어 먹을 경우 정답률이 83.7%로 나타나 1회 분량을 1회에

섭취할 때의 87.6%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3회

분량인 B제품의 경우에는 2회에 나누어 먹었을 때의 정답

률이 19.0%에 그쳐 한 번에 모두 섭취했을 때의 51.4%보

다 32.4%가 낮아졌다. 이는 소비자들이 1회 분량 이상의 단

위 포장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섭취하게 될 영양성분 함

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Chung & Kim(2007)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일

치하는 것이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1회 제공량의 기준을 적절히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포장단위에 따

라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섭취하게 될 영양성분의 함량을 계산하도록 한

<Table 3> Frequency of reading nutrition labels when purchasing foods

Variables
N(%)

Total χ2-value
Always Generally Never 

Age (yrs)

20-29
30-39
40-49
50-59
≥60

3(10.7)
21(21.2)
22(10.5)
19( 9.9)
2( 7.1)

18(64.3)
56(56.6)

129(61.4)
107(55.4)

8(28.6)

7(25.0)
22(22.2)
59(28.1)
67(34.7)
18(64.3)

28( 5.0)
99(17.7)

210(37.7)
193(34.6)

28( 5.0)

28.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 4.0)
29(11.1)
37(13.7)

 13(52.0)
141(53.8)
164(60.5)

11(44.0)
92(35.1)
70(25.8)

25( 4.5)
262(47.0)
271(48.5)

8.43

Occupation Non-working wives
Working wives

31( 9.3)
36(16.1)

191(57.0)
127(57.0)

113(33.7)
60(26.9)

335(60.0)
223(40.0) 7.31*

Level of attitude
toward
meal management

Effort
Not particularly effort
Never effort

63(13.6)
3( 3.5)
1( 7.7)

282(61.2)
34(40.5)
2(15.4)

116(25.2)
47(56.0)
10(76.9)

461(82.6)
84(15.1)
13( 2.3)

46.40***

Monthly
food cost (won)

 <30
30-50
50-80
80-100
100-150
>150 

2( 8.3)
7( 8.9)

18(10.9)
18(15.0)

8( 7.9)
14(20.0)

9(37.5)
47(60.3)
85(51.5)
68(56.7)
71(70.3)
38(54.3)

13(54.2)
24(30.8)
62(37.6)
34(28.3)
22(21.8)
18(25.7)

24( 4.3)
78(14.0)

165(29.6)
120(21.5)
101(18.1)
70(12.5)

23.03*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High level
Normal level
Indifferent

44(22.9)
22( 6.6)
1( 3.3)

105(54.7)
208(61.9)

5(16.7)

43(22.4)
106(31.5)
24(80.0)

192(34.4)
336(60.2)

30( 5.4)
67.26***

Total 67(12.0) 318(57.0) 173(31.0) 558(100.0)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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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회 제공량 기준 영양성분표시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질문한 결과<Table 6>, 전체 조사대상자의 63.1%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영양지식

에 무관심한 군에서 26.7%만이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해

동의하였는데, 이는 다른 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p<0.001). 식생활관리에 대한 노력정도에 따라서는 노력

하고 있는 군에서 67.0%, 보통인 군에서 45.2%, 노력하

지 않는 군에서 38.5%로 나타났다(p<0.001). 교육수준별

로는 중졸 이하에서 36.0%로 고졸, 대졸이상 등 다른 군

에 비해 20% 정도 낮았다(p<0.05). 연령대별로는 50대 이

하 모든 연령대에서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제도가 유용

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나(최소 53.6%, 최대

74.7%), 60대 이상에서는 17.9%만이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그러나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의 유용

성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60대 이상에서도 향후 영양표시의

내용을 참고하겠다는 응답이 67.8%에 달해 평소 영양표시

를 확인하는 비율 38.7%의 두 배가 넘었다. 모든 응답자

를 대상으로 하면 91.9%가 앞으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식

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현재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응답자 비율이 69.0%

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22.9%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적절한 영양표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

하여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및 태도를 크게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행 영양표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

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내 식품

구매의 주체인 20세 이상의 여성주부 558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연령, 교육

수준 및 직업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소비자의 건

강관리에 대한 관심특성, 즉 영양지식정도, 식생활 관리를

위한 노력정도, 월식생활비용 정도의 차이에 따라 영양표시

에 대한 인지, 이해 및 활용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78.1%가 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

으며, 응답자의 88.2%가 영양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22.4%만이 영양표시에 관한 교육

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0%가 식

품구매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건강

을 위해 특정 영양소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다. 한편 1회 제공량 기준 영양

표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

<Table 4> 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based on one serving size

Variables
N(%)

Total χ2-value
Yes No

Age(yrs) 

20-29
30-39
40-49
50-59
≥60

20(71.4)
73(73.7)

151(71.9)
137(71.0)

9(32.1)

8(28.6)
26(26.3)
59(28.1)
56(29.0)
19(67.9)

28(5.0)
99(17.7)

210(37.7)
193(34.6)

28(5.0)

20.2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5(60.0)
180(68.7)
195(72.0)

10(40.0)
82(31.3)
76(28.0)

25(4.5)
262(47.0)
271(48.5)

1.89

Occupation Non-working wives
Working wives

229(68.4)
161(72.2)

106(31.6)
62(27.8)

335(60.0)
223(40.0) 0.94

Level of attitude
toward
meal management

Effort
Not particularly effort
Never effort

336(72.9)
50(59.5)
4(30.8)

125(27.1)
34(40.5)
9(69.2)

461(82.6)
84(15.1)
13(2.3)

15.71***

Monthly
food cost 
(10,000 won)

Under 30
30-50
50-80
80-100
100-150
Over 150 

15(62.5)
55(70.5)

100(60.6)
88(73.3)
83(82.2)
49(70.0)

9(37.5)
23(29.5)
65(39.4)
32(26.7)
18(17.8)
21(30.0)

24(4.3)
78(14.0)

165(29.6)
120(21.5)
101(18.1)
70(12.5)

15.32**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High level
Normal level
Indifferent

141(73.4)
240(71.4)

9(30.0)

51(26.6)
96(28.6)
21(70.0)

192(34.4)
336(60.2)

30(5.4)
24.21***

Total 390(69.9) 168(30.1) 558(100.0)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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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에 해당하는 51.8%가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에 대

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영양표

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39.1%, ‘영양표시 내용을 신

뢰할 수 없다’가 3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1

회 제공량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제품의 단위

포장이 달라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포장과 섭취 회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즉 제시된 제

품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섭취하게 될 영양함량

을 맞게 계산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평소 영양성분표

시를 확인하고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0%였으나 설

문과정에서 영양표시를 이용하여 실제 영양섭취량을 계산하

도록 한 다음에는 영양표시 활용의사가 91.9%로 크게 높아

졌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의 소비자 이용실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

양표시는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영양정보라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뿌리내릴 때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사결과는 영

양표시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이 추상적인 지식의 전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영양표시를 통해 영양섭취량

을 쉽게 계산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응답자 스스로 영양표시

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실제 1회 기준량 영

양표시를 이용하여 섭취예상 영양함량을 산출하도록 했을

때 틀린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영

양표시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영양표시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현행 영양표

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를 담고 있으며 향후 보다 체

계적인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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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ason for the lack of satisfaction with nutrition labeling based on one serving size 

Variables

N(%)

Total† χ2-valueDo not trust 
the labeling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abeling

Insufficient 
Information

Don't
know

Age(yrs) 

20-29
30-39
40-49
50-59
≥60

4(30.8)
14(25.0)
44(40.4)
33(36.3)
7(28.0)

5(38.4)
24(42.9)
42(38.5)
34(37.4)
10(40.0)

4(30.8)
12(21.4)

9( 8.3)
11(12.0)

1( 4.0)

0(0.0)
6(10.7)

14(12.8)
13(14.3)
7(28.0)

13(4.4)
56(19.0)

109(37.1)
91(31.0)
25(8.5)

19.2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8(44.4)
50(35.5)
44(32.6)

3(16.7)
59(41.8)
53(39.2)

0(0.0)
15(10.6)
22(16.3)

7(38.9)
17(12.1)
16(11.9)

18(6.1)
141(48.0)
135(45.9)

16.46***

Occupation Non-working wives
Working wives

57(31.5)
45(39.8)

74(40.9)
41(36.3)

19(10.5)
18(15.9)

31(17.1)
9( 8.0)

181( 61.6)
113( 38.4) 7.69

Level of attitude
toward
meal management

Effort
Not particularly effort
Never effort

79(35.4)
23(36.5)

0( 0.0)

91(40.8)
21(33.3)
3(37.5)

31(13.9)
6(9.6)
0(0.0)

22(9.9)
13(20.6)
5(62.5)

223(75.9)
63(21.4)

8(2.7)
24.00***

Monthly
food cost 
(10,000 won)

Under 30
30-50
50-80
80-100
100-150
Over 150 

5(26.3)
14(31.1)
27(29.3)
29(50.9)
18(40.9)
9(24.3)

6(31.6)
23(51.1)
41(44.6)
16(28.1)
14(31.8)
15(40.5)

1(5.3)
6(13.3)

10(10.9)
7(12.3)
8(18.2)
5(13.6)

7(36.8)
2(4.5)

14(15.2)
5(8.7)
4(9.1)

8(21.6)

19(6.5)
45(15.3)
92(31.3)
57(19.4)
44(15.0)
37(12.5)

31.17**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High level
Normal level
Indifferent

28(30.8)
70(39.1)
4(16.7)

34(37.4)
72(40.2)
9(37.5)

19(20.8)
17( 9.5)
1( 4.1)

10(11.0)
20(11.2)
10(41.7)

91(30.9)
179(60.9)

24(8.2)
26.61***

Total 102(34.7) 115(39.1) 37(12.6) 40(13.6) 294(100.0)

**p<0.01 ***p<0.001
†Percentages based on respondents who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nutrition labeling based on one serving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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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fulness of nutrition labeling based on one serving size after calculating the nutrition content

Variables
N(%)

Total χ2-value
 Useful Not useful 

Age(yrs) 

20-29
30-39
40-49
50-59
≥60

15(53.6)
74(74.7)

135(64.3)
123(63.7)

5(17.9)

13(46.4)
25(25.3)
75(35.7)
70(36.3)
23(82.1)

28( 5.0)
99(17.7)

210(37.7)
193(34.6)

28( 5.0)

31.6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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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3.5)

16(64.0)
91(34.7)
99(36.5)

25( 4.5)
262(47.0)
271(48.5)

8.43*

Occupation Non-working wives
Working wives

196(58.5)
156(70.0)

139(41.5)
67(30.0)

335(60.0)
223(40.0) 7.53**

Level of attitude
toward
meal management

Effort
Not particularly effort
Never effort

309(67.0)
38(45.2)
5(38.5)

152(33.0)
46(54.8)
8(61.5)

461(82.6)
84(15.1)
13( 2.3)

17.95***

Monthly
food cost
(10,000 won)

 <30
30-50
50-80
80-100
100-150
>150

9(37.5)
45(57.7)

100(60.6)
81(67.5)
75(74.3)
42(60.0)

15(62.5)
33(42.3)
65(39.4)
39(32.5)
26(25.7)
28(40.0)

24( 4.3)
78(14.0)

165(29.6)
120(21.5)
101(18.1)
70(12.5)

14.86*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High level
Normal level
Indifferent

126(65.6)
218(64.9)

8(26.7)

66(34.4)
118(35.1)
22(73.3)

192(34.4)
336(60.2)

30( 5.4)
18.08***

Total 352(63.1) 206(36.9) 558(100.0)

*p<0.05 **p<0.01 ***p<0.001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조사 733

students. Korean J. Food Cookery Science, 24(2):164-173
Pelletier AL, Chang WW, Delzell JE, McCall JW. 2004. Patients’

understanding and use of snack food packge nutrition labels.
J.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17(5):319-323

Wang G, Feltcher SM, Carley DH. 1995. Consumer utilization of

food labeling as a source of nutrition information. J.
Comsumer Affairs 29(2):368-380

2010년 10월 4일 신규논문접수, 12월 1일 수정논문접수, 12월 1일 채택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