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6(5): 417-428, 2011

KOREAN J. FOOD CULTURE 26(5): 417-428, 2011

본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에 있음.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ISSN 1225-7060

대전지역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활용 및 만족도

최 명·이 정 원*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생활정보학과

Consumer Awareness, Use, and Satisfaction of Nutrition Labeling at Bakery and

Ice-cream Stores in Daejeon

Myeong Choi, Joung-Won Lee*

Departmen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o promote use of nutrition labels, degrees of awareness, use, and satisfaction of nutrition labeling on eating-out menus

were investigated by a self-recorded questionnaire from May to July 2010 in 629 participants who visited four bakery chains

(n=409) and three ice-cream chains (n=220) located in Daejeon. Of the subjects 53.4% were female, 68.8% aged 20~29

years, and 59.3% visited bakery or ice-cream stores 1~3 times per month. Only 38.2% of participants had knowledge of

nutrition-labeling mandates for eating-out menus, and 74.9% had seen labels before in bakery and ice-cream stores. Most

subjects understood calorie amount and daily value of sodium very well, but they fail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aily

value. Only 21.2% of the subjects understood nutrition label information completely. Of the participants, 46.7% read

nutrition labels in bakery or ice-cream stores when purchasing. Among the subjects who read the labels, 77.2% (36.1% of

total subjects) referred to the label information when selecting a menu and 46.9% (21.9% of total subjects) had experienced

altering their menu choice based on the information. Exactly 53.3% of subjects answered they did not read nutrition labels

since they were not interested or had no time, or because the labels were not noticeable. Satisfaction of the place, timing,

and format of nutrition labels at bakery and ice-cream stores fell below average overall. Many subjects wanted trans fat and

cholesterol to be added to the labels. In conclusion, degrees of perception, use, and satisfaction of nutrition labels at bakery

and ice-cream stores were still low. More effective publicity and consumer education about nutrition labeling will be

necessary, and bakery or ice-cream companie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nutrition labeling such as providing format

an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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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식생활의 사회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외식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해 왔다. 전국 일

반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9.1%였던 것이 2005년 12.2%, 2008년에는 11.9%로

증가했으며(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식료품

비 지출에 대한 외식비의 비중도 각각 31.5, 46.4, 46.4%이

었다. 이에 따라 외식시장 규모 즉 매출액도 2001년 약 34.2

조원에서 2009년 약 69.9조원으로 2배 상승하였다(Food in

Korea, Food Industry Statistics System 2011). 향후 한국

외식산업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그 유형도 매우 다

양해지고 있다.

외식산업 중에서 베이커리(bakery)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중분류의 음식점 및 주점업 아래 나

뉘어진 총 17개 세세분류 중 하나인 제과점업(confectioner

shop)에 속한다(Statistics Korea, 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2009). 제과점업이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

는, 주로 빵, 과자, 떡,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

점 형태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베이커리(bakery)는 빵이나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였으나 최근 상품

이 확대되어 빵과 과자, 케이크, 초콜릿, 간식이나 식사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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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Shin 2000),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아이스크림만을 메뉴로 판매하는 제과점업의 하나

이다. 우리나라 제과점업의 규모는 2001년 매출액이 7,456억

원에서 2009년 27,308억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이

는 같은 기간 외식시장 규모가 2배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

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ood in Korea,

Food Industry Statistics System 2011).

우리나라 베이커리 업체 중에서 빅 3는 파리바게트를 선

두로 크라운 베이커리와 뚜레쥬르가 꼽히는데, 파리바게트의

경우 2003년의 전국 점포수가 1150개, 매출액 3050억 원에

서 2007년엔 점포 수 1600개, 매출액 6200억 원으로 증가되

었으며 2009년 현재 매출액이 1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중

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파리바게트는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베이커리 까페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Han 등 2011).

아이스크림점은 모든 연령층의 기호 식품인 아이스크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식업체로서 베스킨라빈스, 하겐다즈,

나뚜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 1985년 진출한 베스킨라빈

스는 2002년에 점포수가 510개였는데 2009년에 840개로 증

가하였으며, 국내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나뚜루는 2002년부

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점포수가 2배로 증가되었다. 한편

아이스크림 카페도 출현하여 점원이 고객의 테이블에서 직

접 주문을 받은 후 아이스크림 및 디저트 메뉴를 테이블로

가져다주는 풀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Foodbank 2010).

최근 풍요로운 식생활 환경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고품질과 함께 건강 지향적으로 바

뀌고 있다(Lee 등 1990; Kim 등 1992). 이에 맞추어 베이

커리에서는 단 맛이 강하고 많은 양의 지방 성분을 함유한

기존의 제품에서 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유량을 감소시

키거나 식이섬유를 증가시킨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함으로

서 베이커리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Park &

Kim 2005). 아이스크림점도 녹차, 호박, 저지방 요구르트 등

기능성 식품재료를 넣어 만든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건강

이미지 포지셔닝을 꾀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인 외

식 성향을 만족시키고 비만 및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전략의 일환으로 베이커리와 아이

스크림점을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외식업체는 영양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외식업체 영양표

시 의무화 제도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여

2010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대상 업종은 우선적으로 어

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외식업체 중에서 100개 이

상의 매장이나 가맹점을 보유한 베이커리, 아이스크림점, 햄

버거점, 피자점 네 가지 업체이다. 표시기준을 보면 연간 90

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에 대하여 1회 제공량당 5개 영양소

즉,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하

고 일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백분율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7).

외식업체의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한 메뉴를 제공하는 외

식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

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영양표시제도의 성과에 대해 아직

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

에서 보면, 10대 소비자의 경우 19.6%만이 패스트푸드 선택

시 영양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Bae 등 2007), 외식

메뉴를 선정할 때 맛, 편리성, 매장 환경, 서비스, 가격, 가족

들의 선호 등을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영양정보를 많이 참

고하지 않고 있었다(Um & Ryu 2002; Kang & Yang

2004; Bae 등 2007). 가공식품 구매시 영양표시제도를 타 제

품과의 비교, 제품 품질향상, 영양지식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건강한 식품 선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Joo 등 2006). 또한 외식업체

경영자 측면에서도 자신의 업장에서 영양 정보를 제공할 때

또는 건강에 좋은 메뉴를 만들어 팔 때 판매량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Almanza 등 1997;

Glanz 등 2007), 메뉴에 영양정보를 표시한 경우 소비자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량과 포화지방을 가진 음식에

대해 구매 의도가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다(Burton 등 2006).

외식메뉴의 영양표시 의무화제도가 실시된 지 반년이 지

난 시점에서, 현행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이용 현황 또는 성

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향후 영양표시 활용 제고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조사로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표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

가 매우 부족한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영양표시 인지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표시

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행동 변화와 현행 영양표시제도에 대

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우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2009. 2. 6) 제 11조에 제시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인

베이커리 4개(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크라운베이

커리)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3개(나뚜루, 베스킨라빈스, 카페

띠아모), 총 7개 외식업체 별로 2개의 체인점을 임의로 선택

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위의 총 14개 체인

점은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및 동구에 위치하였다. 다음

으로 14개 체인점을 방문·구매한 소비자 중에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701명을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설문지 조

사 시기는 2010년 5월 9일부터 2010년 7월 10일이었다.

2. 설문지 작성 및 조사

설문지는 선행된 연구들을(Chung 2009; Hong 2009;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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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9)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1차 작성한 후,

본 설문조사 대상이 아닌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 방문 소

비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2010년 4월 11일부터 13

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미비한 점과 답변하기 어려운 문항

들을 삭제, 수정, 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완성시켰다. 작성된

설문지의 Cronbach 값이 0.834로서 설문지의 신뢰도가 유의

하게 검증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베이커리와 아

이스크림 전문점 이용 빈도,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

지, 영양표시 정보 이해도 및 활용도, 현행 영양표시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과

연령, 자가 인식 체중상태, 체중감량 경험, 결혼과 자녀, 직

업 등이었으며,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문항은 외

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 제도, 외식메뉴 영양표시를 본 경험

및 경로, 주로 이용하고 싶은 영양소, 영양표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 등이었고, 영양표시 정보 이해도와 활용도는 예시

된 영양표시 정보 정답 맞추기, 영양표시 읽기 여부, 메뉴 선

택시 참고하는 빈도, 안 읽는 이유, 메뉴 구입 시 바꾼 경험,

영양표시 제공된 업체 재방문의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만족도는 현행 영양표시가 제공된 장소, 시점 및 형식에

대해 Likert형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설문지 조사는 조사대상에게 설문지 조사의 취지와 응답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설문지 답

변 시간은 5~10분 소요되었고, 조사대상에게 소정의 선물을

응답 후에 제공하였다.

3. 통계 분석

배포한 701부의 설문지 중에서 미제출 및 기록이 부실한

총 72부를 제외하고 최종 629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

료의 분석은 연구내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고, 변수간 차이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 t-

test 및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

였다. 문항 중에 5점 Likert 척도로 조사된 것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 총

629명 중 베이커리 방문객 65.0%, 아이스크림점 방문객

35.0% 이었다. 성별 구성은 전체의 53.4%가 여성이었으며,

연령층은 20대가 68.8%로 가장 많았고, 10대 12.1%, 30대

10.3%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자 80.9%이었고, 기혼자

의 75.8%는 자녀가 있었다. 직업은 대학생이 72.0%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16.0%, 주부 4.8% 등이었다.

조사대상의 자가 진단 체중상태는 59.8%가 저체중이었고,

32.8%는 정상체중이었다. 체중감량 경험은 없는 경우가

46.1% 가장 많았고, 1~2번 28.3%, 5번 이상도 10.8%나 되

었다. 조사대상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점의 평소 방문 빈도

는 한 달에 1~3번이 59.3%로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3

번 25.1%,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15.6% 순으로 분포하였다.

2. 영양표시 인지도

예로 제시된 영양표시를 베이커리나 아이스크림점에서 본

적이 있는 조사대상은 전체의 74.9%이었다<Table 2>. 영양

표시 인지 경로는 점포 내 홍보물이 41.8%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TV광고 19.5%, 인터넷 13.4%의 순이었다. 베이커리

에 비해 아이스크림점인 경우 TV광고, 인터넷 등 대중매체

를 통하여 알게 된 조사대상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커리나 아이스크림점의 영양표시 의무화제도

를 알고 있는 비율은 전체 대상의 38.2%에 불과하여 본 적

이 있는 비율의 반 정도이었다. 반면 조사대상의 76.2%가 가

공식품 영양표시제를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외식메

뉴의 영양표시 의무화제도가 2010년 1월부터 시작된 반면

가공식품인 경우 의무화제도가 1995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랫

동안 널리 홍보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영양표시 정보 이해도

영양표시 정보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시 메뉴를

제시하고 선다형으로 총 3 문제를 내어 바른 답을 선택하게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시된 메뉴의 열량 함량과 나

트륨의 영양소 기준치는 전체 대상자의 각각 93.0%, 89.3%

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트륨 함량의 영양소 기

준치 대비 백분율을 정확하게 이해한 조사대상은 전체의

23.8%에 불과하였다. 총 3문제를 모두 맞힌 조사대상은

21.2%이었고 2문제를 맞힌 경우 67.1%, 모두 틀린 경우도

2.2%(13명)이나 되었다. 정답 개수는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점 방문 대상자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p<0.01) 베이커

리에선 2~3개를 맞춘 경우(91.2%)가 아이스크림점의 82.7%

보다 높았다. 미국 Jennifer 등(2010)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바른 메뉴 선택을 위해 외식업체 영양표시를 이해하기에 필

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 결

과에서는 3문제 중에 평균 2.07개를 맞힘으로서 미국과 달

리 영양표시 정보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 특히 일

일 영양소 기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비율이 1/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ou(2009)의 연구에서도 조

사대상의 32.0%가 일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하여 알고 있다

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직도 우리나라의 영양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서, 영양소

기준치 등 특히 부족하기 쉬운 지식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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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표시 활용도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 영양표시에 대한 조사대상의 활

용도는 <Table 4>와 같이 영양표시 읽기와 메뉴를 선택할

때 영양표시의 정보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베이

커리와 아이스크림점에서 메뉴 구입 시 영양표시를 읽는 비

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08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629) Bakery (N=409) Ice-cream store (N=220)

Gender
Male 293(46.6)1) 203(49.6) 90(40.9)

Female 336(53.4) 206(50.4) 130(59.1)

Age (years)

10~19 76(12.1) 49(12.0) 27(12.3)

20~29 433(68.8) 287(70.2) 146(66.4)

30~39 65(10.3) 38(9.3) 27(12.3)

≥40 55(8.7) 35(8.6) 20(10.0)

Self-evaluated

body weight

Underweight 376(59.8) 236(57.7) 140(63.6)

Normal weight 206(32.8) 139(34) 67(30.5)

Overweight 47(7.4) 34(8.3) 13(5.9)

Weight reducing trial

None 290(46.1) 195(47.7) 95(43.2)

1~2 times 178(28.3) 113(27.6) 65(29.5)

3~4 times 93(14.8) 60(14.7) 33(15.0)

≥5 times 68(10.8) 41(10) 27(12.3)

Marriage
Single 509(80.9) 337(82.4) 172(78.2)

Married 120(19.1) 72(17.6) 48(21.8)

Children2)
Have 91(75.8) 57(79.2) 34(70.8)

Have not 29(24.2) 15(20.8) 14(29.2)

Job

Middle & high school student 25(4.0) 20(4.9) 5(3.9)

College student 453(72.0) 292(71.4) 161(73.2)

Office worker 101(16.0) 63(15.4) 38(17.3)

Housewife 30(4.8) 18(4.4) 12(5.5)

Others 20(3.2) 16(3.9) 4(1.8)

Use frequency of bakery 

or ice-cream store

Almost none 98(15.6) 45(11.0) 53(24.1)

1~3 times/month 373(59.3) 257(62.8) 116(52.7)

1~3 times/week 158(25.1) 107(26.2) 51(23.2)

1)N(%), 2)Among the married subject (N=120)

<Table 2> 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mandates for bakery and ice-cream store menu

Variables Total Bakery Ice-cream store χ2

Previous experience of seeing nutrition 

labels on bread, cake and ice-cream

Yes 471(74.9)1) 310(75.8) 161(73.2)
1.11

No 158(25.1) 99(24.2) 59(26.8)

Routes of previous experience2),3)

Store promotion material 197(41.8) 142(45.8) 55(34.2)

-

TV advertisement 92(19.5) 54(17.4) 38(23.6)

Internet 63(13.4) 38(12.3) 25(15.5)

Friend or neighbor 54(11.5) 32(10.3) 22(13.7)

School 43(9.1) 27(8.7) 3(1.9)

Newspaper or magazine 47(10) 26(8.4) 21(13.0)

Others 30(6.4) 23(7.4) 20(12.4)

Knowing nutrition labeling mandates for 

bakery and ice-cream store menus

Yes 240(38.2) 154(37.7) 86(39.1)
0.13

No 389(61.8) 255(62.3) 134(60.9)

Knowing processed food nutrition 

labeling

Yes 479(76.2) 316(77.3) 163(74.1)
0.79

No 150(23.8) 93(22.7) 57(25.9)

1)N(%)
2)Among the subject who have previous experience of seeing nutrition label (N=471)
3)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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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초등학생 이상

국민의 22.3%가 영양표시를 읽는다고 조사된 결과와 Lee &

Kim(2008)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약 200명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31.6%가 영양표시를 읽는다는 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메뉴 구입 시

영양표시를 읽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공식품 또는

외식메뉴이건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인지도가 점

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75~80%의 소비자들이 영양표시를 읽고 식품이

나 음식을 선택,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Neuhouser 등

1999; Conklin 등 2005; Satia 등 2005) 우리나라의 영양표

시 인지율은 70% 이상으로 높지만 실제 이용율은 아직 매

우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소비자가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표시를 읽는 조사대상 294명중 메뉴 선택할 때 참고

하는 빈도는 ‘10번 중 3~5번 참고한다’ 51.4%로 가장 많았

고, ‘거의 매번 참고한다’ 25.8%,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22.8%이었다. 영양표시를 읽는 조사대상의 46.9%는 영양표

시 정보로 인해 메뉴를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

리나라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읽는 경우의 77.3%가 영양표시 내용에 영향

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영양표시를 읽

는 조사대상 중에서 메뉴 선택시 거의 매번 또는 10번 중

3~5번 참고한다는 비율이 77.2%인 결과와 매우 비슷하였다.

즉 전체 조사대상의 42.7%는 외식메뉴 선택시 영양표시 정

보의 영향을 받으며 25.9%는 메뉴를 바꾼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영양표시를 참고하지 않는 사람보

다 참고하는 사람들이 저지방 식품, 과일 및 채소를 많이 선

택하고 식이섬유와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메뉴를 선호하

였거나 식사의 질이 2배로 높았다고 보고되었다(Neuhouser

등 1999; Variyam 2008). Balfour 등(1996)과 Elbel 등

(2009)의 카페테리아와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양표시가 육류로부터 섭취한 에너지의 분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Lee & Kim(2008)의 연구에서도

영양표시 사용군은 비사용군보다 과일, 채소, 우유류, 육류.

콩류의 섭취량이 많고 다양한 식사에 대한 식사의 질 점수

와 콜레스테롤과 열량에 대한 식사의 질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에서 메뉴를 고를때

영양표시를 읽고 참고하면 식생활을 건강하게 유도할 수 있

는 방안의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Fitzgerald 등(2008)의

연구도 영양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지향적인 음식 선택에 도

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의 53.3%는 메뉴 구입 시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바<Table 4>, 읽지 않는 이유는 ‘영양표

시에 대한 관심이 없다’ 41.5%로 가장 많았고, ‘영양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다’ 21.3%, ‘영양표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15.2%, ‘영양표시가 제공되는지 몰랐다’ 12.5%, ‘영양

표시를 읽는 방법을 모른다’ 9.2%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 이용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서

(p<0.001), 베이커리 이용자의 경우 아이스크림 이용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영양표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영양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초등학생 이상 국민의 77.7%가 영양

표시를 읽지 않으며 이 중에서 1/4이 넘는 18.3%는 영양표

시를 모르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 비율 53.3%는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다 낮

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두 조사의 시기와 방법, 대상의 연령

이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영양표

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이용이 서서히 향상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양표시를 읽을 줄 모

르는 비율도 전체 조사대상의 4.92%나 되었으므로 영양표시

에 대한 소비자교육의 절실함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영양표시가 제공된 베이커리나 아이스크림점의 재방문의

<Table 3> Understanding of nutrition label information on bakery and ice-cream store menu

Variables Total Bakery Ice-cream store χ2

Percent of 

correct answer 

by question

Q1. Energy amount 585(93.0)1) 386(94.4) 199(90.5) 3.38*

Q2. Daily Value of sodium 562(89.3) 372(91.0) 190(86.4) 3.17

Q3. Comparison of sodium amount with the 

Daily Value
156(23.8) 94(23.0) 62(28.2) 2.07

Distribution of correct answer number2)

0 14(2.2) 9(2.2) 5(2.3)

16.43**
1 60(9.5) 27(6.6) 33(15.0)

2 422(67.1) 294(71.9) 128(58.2)

3 133(21.2) 79(19.3) 54(24.5)

1)N(%)
2)Full number is 3

*p<.05, **p<.01 



422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6, No. 5 (2011)

도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의 71.7%가 메뉴의 가격이 같다

면 영양표시가 제공된 업체를 더 이용할 것이다고 대답하였

고 나머지 28.3%는 영양표시 제공 여부는 재방문에 관계없

다고 하였다<Table 4>. 영양표시 제공이 재방문과 관계가 없

다고 응답한 비율이 베이커리 이용자의 25.7%에 비해 아이

스크림점 이용자가 33.2%로서 높았는데(p<0.05), 이러한 결

과는 아이스크림점에서 영양표시가 제공되고 있는지 몰랐거

나 읽는 방법을 모르는 이용자 비율이 베이커리에서보다 매

우 높았던 결과와 상응한다고 판단된다. 영양표시를 한 메뉴

의 가격인상률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78.2%가 영양표시를

하여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5. 현행 영양표시에 대한 만족도

메뉴 구입 시 영양표시를 읽는 응답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이커리나 아이스크림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양표시

를 제공하는 장소, 시점 및 글씨의 크기, 색깔, 형태 등의 표

시 형식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5>와 같았다. 제공 장소에

대하여는 ‘그저 그렇다’ 즉 만족하지도 불만족이지도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인 반면,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

다’가 18.7%,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

다’가 29.7%로서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만족하는 비율보다

10% 이상 많았다. 특히 베이커리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 비

율이 35.1%로서 아이스크림의 21.4%보다 높았다(p<0.05).

다음으로 영양표시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15.7%,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23.5%, 그저 그렇다의 비율은

60.9%이었다. 표시 형식에 대하여는 만족하는 비율이 15.6%,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40.8%, 그저 그렇다의 비율은 43.5%

이었다. 전반적으로 영양표시 제공 장소, 시점 및 표시형식

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5.6~18.7%인 반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23.5~40.8%로서 훨씬 높았다. 특히 표시형식에 대해

불만족인 비율은 40.8%나 되었다. 따라서 베이커리와 아이

스크림점에서 현재 제공되는 영양표시에 대한 고객의 만족

도가 낮으므로 제공 장소, 시점 등에 대해 소비자 친화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영양정보를 쉽게 잘 볼 수 있는

영양표시 형식의 개발이 기업이나 정부기관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이 영양표시의 인지, 활용 및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영

양표시 이용 및 만족도에 대해 인구특성 별로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베이커리 및 아이스크림점 영양표시

<Table 4> Consumers’ use behavior of nutrition label at bakery and ice-cream store

Variables Total Bakery Ice-cream store χ2

Reading nutrition label when purchase

Yes 294(46.7)1) 182(44.5) 112(50.9)
2.36

No 335(53.3) 227(55.5) 108(49.1)

Frequency of considering nutrition label for menu selection2)

Almost none 67(22.8) 44(24.2) 23(20.5)

1.183~5 per 10 times 151(51.4) 89(48.9) 62(55.4)

Nearly everytime 76(25.8) 49(26.9) 27(24.1)

Menu changing experience after reading nutrition label2)

Yes 138(46.9) 83(45.6) 55(49.1)
0.34

No 156(53.1) 99(54.4) 57(50.9)

Willingness to visit more the store providing the nutrition label

Yes 451(71.7) 304(74.3) 147(66.8)
3.98*

It doesn’t matter 178(28.3) 105(25.7) 73(33.2)

Acceptance of price rise due to nutrition label

Yes 137(21.8) 86(21.0) 51(23.2)
0.39

No 492(78.2) 323(79.0) 169(76.8)

Reason for not reading nutrition label3)

Not interested in nutrition label 139(41.5) 99(43.6) 40(37.0)

20.95***

Don’t know how to read nutrition label 32(9.5) 21(9.2) 11(10.2)

Have no time to read nutrition label 51(15.2) 40(17.6) 11(10.2)

Don’t know nutrition label is provided 42(12.5) 16(7.0) 26(24.1)

Nutrition label is not noticeable 71(21.3) 51(22.5) 20(18.5)

1)N(%)
2)Among the subject who read nutrition label (n=294)
3)Among the subject who don’t read nutrition label (n=335)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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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제도에 대하여 성별, 연령, 자가 인식 체중상태, 자녀

유무, 외식업체 방문횟수 등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오지

않았으나 기혼인 경우(p<0.01)와 직업이 주부일 때(p<0.05)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비해 외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부들은 63.3%

가 외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를 알고 있었지만 중고등학생

은 24.0%로서 가장 적었다. 메뉴를 선택할 때 영양 표시를

읽는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았고(p<0.001), 체중감량

시도가 많을수록 높아졌으나 5회 이상으로 많아지면 오히려

낮아졌다(p<0.01). 기혼자, 주부 또는 여성은 미혼자나 남성

에 비해 가족의 식생활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클 것이므로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따라서 의무화제도의 인지나

읽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도(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읽는 비율이 남자

14.1%이나 여자는 30.5%나 되었다. 또한 체중감량 시도의

반복 빈도가 높아질수록 성공 의지와 주의력이 약화되어 5

회 이상 시도가 반복되면 오히려 영양표시 이용 비율이 낮

아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3개 질문의 정답 개수는 스스로 과

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저체중이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평균 정답 개수가 낮았으며(p<0.01), 40

세 이상인 연령층에서 10-30대보다 정답 개수가 낮은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6>. 다른 연

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떨

어져서 영양표시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Burton & Andrew 1996; Balasubramanian & Cola 2002).

마지막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 장소와 시점, 표

시형식의 3가지 측면에서 5점 척도로 점수화 한 것을 합산

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로 간주하였을 때 성별, 자가진단 체중

상태, 결혼여부 및 직업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즉 남

성인 경우, 체중과다인 경우, 결혼한 경우 및 주부인 경우 각

각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유

의하게 낮았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점의 영양표시 의무화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인지도가 높으면 요구수준도 높아져서 만족도가

낮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7. 영양표시 읽기 여부에 따른 영양표시 인지, 활용 및 만족도

의 차이

영양표시 읽기 여부에 따른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이해,

활용 및 만족도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영양표시를 읽

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읽는 조사대상이 외식 메뉴 및 가공식

품의 영양표시 의무화제도를 더 높은 비율로 알고 있었고

(p<0.001), 영양표시는 메뉴가격과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p<0.001), 영양표시를 한 메

뉴의 가격이 같다면 영양표시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

이라고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p<0.01). 영양표시 정보

의 이해도도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영양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영양표시 읽기와 만족도 간의 이러한 결과는 <Table 6>의

결과에 의해 추측된 인지도, 요구수준 및 만족도 간의 상호

영향을 지지해주지 못하였다.

8. 현행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요구

현행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Table 8>에서 제

<Table 5> Consumers’ satisfaction with nutrition labeling status provided by bakery and ice-cream store 

Variables Total Bakery Ice cream store χ2

Providing place 

Very much  9(3.1)1),2) 5(2.7) 4(3.6)

10.26*

Much 46(15.6) 27(14.8) 19(17.0)

So so 151(51.4) 86(47.3) 65(58.0)

Not much 77(26.2) 59(32.4) 18(16.0)

Not at all 11(3.7) 5(2.7) 6(5.4)

Providing time

Very much 4(1.4) 3(1.6) 1(0.9)

4.96

Much 42(14.3) 24(13.2) 18(16.1)

So so 179(60.9) 105(57.7) 74(66.1)

Not much 57(19.4) 42(23.1) 15(13.5)

Not at all 12(4.1) 8(4.4) 4(3.7)

Labeling format

Very much 6(2.0) 3(1.6) 3(2.7)

5.80

Much 40(13.6) 27(14.8) 13(11.6)

So so 128(43.5) 74(40.7) 54(48.2)

Not much 97(33.0) 67(36.8) 30(26.8)

Not at all 23(7.8) 11(6.0) 12(10.7)

1)N(%)
2)Among the subject who read nutrition label when purchase (N=29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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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바와 같이 메뉴 주문하기 전에 영양표시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80.6% 가장 많았다. 잘 볼 수 있는

영양표시 제공 장소로 메뉴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베이커

리 61.0%, 아이스크림점 46.4%), 다음으로 포장지(각각

42.9%, 43.1%), 상품진열대(각각 38.6%, 35.3%), 메뉴보드

(각각 30.8%, 35.3%) 등의 순이었다. Chung 등(2009)의 연

구에서 패스트푸드 매장내에 영양성분을 표기할 장소는 포

스단말기, 메뉴보드, 메뉴북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장지, 포장박스 등은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업체인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은 테

이크아웃 형식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보다 많을 것이므로 포

장지 등에 영양표시 제공을 소비자가 더 원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의무화 표기 5개 영양소 중 조사대상이 주로 이용하고 싶

은 영양소는 <Figure 1>과 같이 두 업체간 다르게 나왔다.

베이커리에서 조사대상의 81.4%가 열량을 가장 많이 꼽았

고, 포화지방 55.7%, 나트륨 47.4%의 순이었다. 그러나 아

이스크림점에서는 열량이 1위로 67.2%이었으나 다음으로 당

질과 포화지방이 각각 56.2%, 55.0%의 순이었다. 의무화 표

기 영양소 외에 추가적으로 원하는 영양소로는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 이용자가 모두 트랜스지방(각각 67.4%, 62.3%)

과 콜레스테롤(각각 62.0%, 55.1%)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매우 최근임을 고

려할 때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아울러 건

강과 영양소 섭취의 관련성에 관한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

르렀음을 시사한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영양표시

에서 관심이 있는 영양소는 열량이 1위이고 다음으로 트랜

스지방으로 분석되었다. 패스트푸드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Chung 등(2009)의 연구에서 패스트푸드업체 메뉴에

<Table 6> Effect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on awareness, reading,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of nutrition labels  at bakery and ice-

cream store 

Variables

Knowing nutrition labeling 

mandates of bakery and 

ice-cream menu 

Reading

nutrition label

Number of

correct answer about 

nutrition label information2)

Overall satisfaction with 

nutrition label provided4),5)

Yes χ2 Yes χ2 Mean±SD t/F3) Mean±SD t/F3)

Gender
Male 1)38.61)

0.04
37.2

20.05***
2.06±0.67

0.38
8.18±1.93

3.95*
Female 37.8 55.1 2.08±0.58 8.62±1.73

Age

(years)

10-19 30.3

7.45

46.1

0.34

2.13±0.61

0.69

8.40±1.77

1.91
20-29 37.2 46.0 2.07±0.62 8.51±1.89

30-39 41.5 47.7 2.11±0.59  8.81±1.20

≥40 52.7 52.7 1.98±0.71 7.76±2.03

Self-evaluated 

body weight

Underweight 37.0

3.60

46.0

0.43 

b2.10±0.60b

7.07**

b8.32±1.81b

5.93**Normal weight 37.4 48.5 b2.10±0.60b b8.88±1.74b

Overweight 51.1 44.7 b1.74±0.82a b7.57±1.81a

Weight-

reducing trial

None 35.5

1.64

41.0

14.93**

2.10±0.60

0.72

8.46±1.88

0.01
1~2 times 41.0 45.5 2.02±0.66 8.47±1.94

3~4 times 39.8 63.4 2.06±0.66 8.42±1.66

≥5 times 39.7 51.5 2.09±0.59 8.46±1.56

Marriage
Single 36.1

4.55**
47.3

0.40
2.09±0.62

1.34
8.57±1.80

5.64*
Married 46.7 44.2 2.00±0.66 7.92±1.80

Children
Have 46.2

0.04
41.8

0.89
2.03±0.57

0.36
8.13±1.69

0.28
Have not 48.3 51.7 1.99±0.69 7.84±1.85

Job

Middle & high 

school student
24.0

18.91*

48.0

1.68

2.20±0.50

1.08

b9.08±1.62b

2.97*
College student 34.7 45.9 2.07±0.63 b8.59±1.89b

Office worker 45.5 46.5 1.99±0.67 bb8.04±1.52ab

Housewife 63.3 50.0 2.17±0.59 b7.27±1.75a

Others 60.0 60.0 2.20±0.52 b8.67±0.89b

1)% ,2)Full score is 3, 3)By t-test (t) or ANOVA (F)
4)Among the subject who read nutrition label when purchase (N=294)
5)Overall satisfaction is the total of providing place, time and labeling format satisfaction degrees which are respectively weighted by 5 points

Likert scale (5=very much, 4=much, 3=so so, 2=not much, 1=not at all)

*p<.05, **p<.01, ***p<0.001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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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적으로 표기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구도가 낮은 영양소는

탄수화물, 칼슘 및 비타민 C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비

슷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Marietta 등(1999)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지방,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콜레

스테롤,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의 순으로서 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는 Hong & Joung(2009)의 연구에서

외식경영자인 경우에는 표시하길 원하는 영양소는 지질, 열

량, 나트륨, 식이섬유의 높은 손으로 나타나서 약간의 순위

차이는 있지만 외식 소비자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7> Differences of awareness, use and understanding information of nutrition labeling according to reading nutrition label or not when

purchase

Variables
Whether reading nutrition label when purchase

Yes (N=294) No (N=335) χ2

Know nutrition labeling mandates of bakery and ice-cream store menu

Yes 151(51.4)1) 89(26.6)
40.79***

No 143(48.6) 246(73.4)

Know nutrition labeling of processed food

Yes 249(84.7) 230(68.7)
22.18***

No 45(15.3) 105(31.3)

Acceptance of price rise due to nutrition label

Yes 39(13.3) 98(29.3)
23.50***

No 255(86.7) 237(70.7)

Willingness to revisit the store providing the nutrition label

Yes 229(77.9) 222(66.3)
10.42** 

It doesn’t matter. 65(22.1) 113(33.7)

Number of correct answer2) 02.14±0.603) 2.01±0.64 2.56*

Consumers’ satisfaction with nutrition labeling provided4),5)

Providing place 2.88±0.82 2.93±0.85 -0.66

Providing time 2.89±0.74 2.83±0.84 1.07

Labeling format 2.69±0.88 2.71±0.89 -0.28

Total 8.46±1.81 8.46±1.93 -0.05

1)N(%), 2)Full score is 3
3)Mean±SD
4)Among the subject who read nutrition label when purchase (N=294)
5)5 points Likert scale: 5=very much, 4=much, 3=so so, 2=not much, 1=not at all

*p< .05, **p< .01, ***p<0.001 by chi-square test (χ2) or t-test (t)

<Table 8> Needs for best time and place of providing nutrition label inside or outside the store 

 Providing time
Providing place

Bakery Ice-cream store

Inside the store

Before ordering or

before taking a seat

0507(80.6)1) Menu book 0384(61.0)2) 0292(46.4)2)

Menu board 194(30.8) 222(35.3)

Display stand 243(38.6) 212(33.7)

Stand menu 150(23.8) 141(22.4)

After ordering before

being served with dishes

074(11.8) Poster 111(17.6) 81(12.9)

Table tent 177(28.1) 158(25.1)

Pamphlet 127(20.2) 123(19.6)

After being served with dishes

048(7.6) Tray mat 132(21.0) 104(16.5)

Wrapper 270(42.9) 271(43.1)

Counter 154(24.5) 151(24.0)

Outside the store
Homepage 147(23.4) 130(20.7)

Advertisement 113(18.0) 114(18.1)

1)N(%)
2)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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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영양표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제과점업을

중심으로 영양표시의 인지, 활용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전에 있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업체인 베이커리와 아이

스크림점을 방문하는 소비자 총629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록

식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자가 53.4%,

20~29세가 68.8, 72.0%가 대학생이었으며, 베이커리나 아이

스크림점을 주로 한 달에 1~3번 이용하였다.

1.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의 영양표시를 74.9%의 조사

대상이 본 적이 있었으나 영양표시 의무화제도를 아는 비율

은 38.2%에 불과하였다.

2. 영양표시 정보 중 열량 함량이나 나트륨의 영양소 기준

치는 대부분 잘 읽었으나 나트륨 함량의 영양소 기준치 대

비 백분율의 의미를 잘 이해한 조사대상은 23.8%이었다. 이

3가지 내용을 모두 이해한 조사대상이 21.2%, 모두 틀린 비

율도 2.2%나 되었다.

3. 메뉴 구입 시 영양표시를 읽는 조사대상은 46.7%이었

으며, 영양표시를 읽는 조사대상 중에서 25.8%는 매번,

51.4%는 10회 중 3~5회 영양표시 정보를 구매에 참고하며,

46.9%는 메뉴를 바꾼 경험이 있었다. 조사대상의 71.7%는

메뉴의 가격이 같다면 영양표시가 제공된 업체를 더 이용할

의향이 있었다. 영양표시를 읽는 조사대상은 읽지 않는 경우

보다 외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제도의 인지도가 높았고, 영

양표시 정보의 이해도가 높았으며 영양표시를 제공하는 업

체를 더 이용할 의향이 컸다.

4. 영양표시를 읽는 조사대상 중에서 베이커리나 아이스크

림점의 현행 영양표시 제공 장소, 시점 및 표시형식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비율(23.5%~40.8%)이 만족 또

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15.6%~18.7%)에 비해 훨씬 높았다.

5.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 조사대상(53.3%)의 이유는 영양

표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41.5%) 읽는 방법을 모르기

(9.2%) 때문이며, 영양표시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도

21.3%나 되었다.

6. 메뉴 주문하기 전에 영양표시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

는 비율이 80.6%이었고 선호하는 제공 장소로 메뉴판, 포장

지, 상품진열대, 메뉴보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하고 싶은

영양성분은 열량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이었으며, 주로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추가적으로 제공

받기를 원하였다.

결론적으로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점 소비자들의 메뉴 영

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으므로 외식업체 영양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

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영양표시 정보를 메뉴

선택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의 모든 내용을 정

확하게 읽는 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천에 도움이 되는 소비

자 교육이 필요하다. 외식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영양소를

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눈에 쉽게 띠는 위치 및 주문하

기 전 장소에 영양표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만

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전지역에

한정된 표본추출로 인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Figure 1> Most interested nutrients of the five labeled obligatorily and other nutrients wanted to be added on the labels at bakery and

ice-cream store.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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