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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the use of nutrition information on food 
away from home (FAFH). Consumer groups were classifi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being overweight and obese (correctly perceiving, underestimating and 
overestimating weight). For this, frequency analysis, a chi-square test, and an ANOVA were 
conducted to determine any differences between factors, and a logit analysis (SPSS 18.0) was 
conducted to identify thos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information. 

 Information recognition, intentions to use information and the use on FAF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groups. In addition, health inspection, the perception of the 
intrinsic quality of restaurants, labeling, FAFH expenditure, and som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 information recognition of FAFH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use in all groups. In all groups, label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use, and family health concer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use in the group correctly perceiving weight. The price of domestic 
food items, household head and household income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information 
use in the group overestimating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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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1997년 26.2%에서 

2012년에는 32.8%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

며,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계질

환 및 암 등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 중의 하나로 간주되

고 있다(Kwon et al. 2010; Korea Health Statistics 

2013). 또한 Bae et al.(2009)에 따르면 과거 10년 

간(1997년~2007년) 한국인의 비만 수준은 정상체

중군의 경우 과체중군으로, 과체중군의 경우는 비

만군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비만군의 경우는 비만

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합병증

을 제외한 순수 비만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의료

비는 전체의 3.7%에 불과하지만, 각종 합병증을 

고려하면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정상체중인 사람

들에 비해 30% 이상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

는 사회비용이 2012년 기준 3조 4,000억 원에 이

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The Kyunghyang 

Shinmun 2014). 이러한 비만 관련 비용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Bae et al. 2007; Kim et al. 2007). 특히, 

과체중과 비만인구의 증가는 대중의 건강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정치

적, 사회적 및 의료적 측면의 협의사항으로 간주

되고 있다(Wieringa et al. 2008). 이처럼 심각한 사

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과체중 및 비만이 초래

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Chung 

& Kim 2007). 

이에 경제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외식 증

가는 과체중과 비만을 야기하고 있는 주된 요인

들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Kyureghian et al. 

2007). 우리나라는 단일 가구를 포함하는 핵가족

화로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국민소득 수준의 

상승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

구 증가 등이 외식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어 외식

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대 되고 있다(Jun et al. 2009; Yoo & Jeong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외식에서 섭취하게 

되는 열량과 지방을 과소평가하여 건강에 좋은 

메뉴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높다(Lin & Guthrie 2012; Chang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식이와 관련된 만성질환과 비

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외식 시 열량, 

지방, 염분 및 기타 주요 영양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시정책에 대해 소비자

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Arsenault 2010). 즉, 메

뉴 선택 시 영양정보가 제공될 경우 지각하고 있

는 내용물과 실제 내용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

을 경우 소비자들은 열량과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들이 외식 시 식당에서 영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되어 과체중이나 비만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Kim & Chang 2003; Arsenault 

2010). 패스트푸드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

(Kuo et al. 2009)에서도 메뉴에 정보를 표시한 경

우 소비자들이 약간의 행동변화를 보이는 경우 

체중 증가 확률이 감소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24.5% 

만이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Korea Health 

Statistics 2013), 관련 연구에서도 음식점의 영양정

보 표시 활용 의사는 평균 3.22로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Yoo & Jeong 2011). 물론 이러한 

현황이 비만을 예방하는데 영양표시제도가 효과

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정책 측면에서 비만 등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영양표시 도입의 효과에 대한 상당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Variyam & Cawley 2006). 

최근 들어 신체이미지와 과체중ㆍ비만 등에 있

어서 체중은 소비자의 건강관리 측면 외에도 식

품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으나 영양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들도 그리 많지 않다

(Grunert & Wills 2007; Souiden et al. 201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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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ㆍ비만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지

각에 의한 것은 체질량지수(BMI) 측정에 비해 부

정확한 경향이 있으나 식품 선택 등의 관련 행동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예측도구로 간주

되고 있다(Contento et al. 2003; Cheung et al. 2007; 

Jeffery et al. 2009). 따라서 객관적인 측정에 의한 

과체중ㆍ비만 상태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과체

중ㆍ비만 상태와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 

하여 식품 선택 행동에 있어서 영양정보 활용 정

도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과

체중ㆍ비만 상태 지각의 정확성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관련 특성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BMI에 의한 과체중ㆍ비만상태와 주관적으로 지

각하는 과체중ㆍ비만 상태간의 차이에 따라 소비

자를 유형화하여 관련 특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였다. 둘째, 소비자 유형에 따라 외식 시 영양관

련 정보의 활용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교육캠페

인 등의 소통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

인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외식 시 

소비자의 영양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파

악하여 이미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외식기업들의 경우 

영양정보 제공에 있어서 유용한 소비자정보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외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과 영양정보 활용

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외식 시 선택하는 레

스토랑의 종류와 메뉴가 소비자들의 영양 섭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Kim & Chang 2003), 이러

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선택과 건강과의 관

련성을 인지하는 것은 영양표시 활용 및 식이행

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Arsenault 2010). 외식 시 선택 메뉴와 함께 영양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몸에 좋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때 

메뉴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를 알고, 자신에게 적절한 

음식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건강 예방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Yoo & 

Jeong 2011). 

이와 관련하여 신체이미지 관리에 있어서 체중

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신의 식품소비행동에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조사되었다. 

체중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따라 과체중과 비만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BMI 측정에 비해 부정확

한 경향이 있으나 관련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며, 실제 식품선택에 있

어서 실제 체중보다 더 나은 예측도구로 간주되

고 있다(Contento et al. 2003; Cheung et al. 2007; 

Jeffery et al. 2009). 특히, 과체중인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신의 체중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

향이 있으며, 저체중이나 정상인의 경우도 스스로

를 과체중이라고 지각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식품

선택으로 인해 건강관련 질환을 초래할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Cheung et al. 2007; Ha et al. 2009; 

Barrett & Huffman 2011). 

이처럼 건강유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체중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영양정보를 

표시로 부터 습득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소비자들은 영양정보 표시를 읽고 표시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이해한 후 그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

게 된다(Arsenault 2010). 그러나 영양정보는 소비

자들이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선택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에 따라 식당

에서 제공되는 열량정보를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Visschers et al. 2013).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Hoch and Ha(1986)는 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 개념

주도 처리과정(Concept-driven processing)이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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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주도 처리과정(Data-driven processing)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개념주도 

처리과정에서는 의사결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증

거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명

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기대와 

선행 지식에 의해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주도 처리과정

은 모호하지 않은 자극물들을 통해 객관적인 자

료가 제공되고,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판단을 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 열량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념주도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

호한 의사결정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은 특정 메뉴에 국한된 영양정보 대신 식당이 가

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으로부터 메뉴의 건강속

성을 기대하게 된다(Oakes & Slotterback 2005; Tangari 

et al. 2010). 반면, 소비자들이 구매시점에서 메뉴

에 관한 영양정보를 접한다면 정보제공 환경의 

모호성이 감소되어 데이터주도 처리과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

다(Wei & Li 2013).

2.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 관련 요인

외식 시 식당선택은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판단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양정보의 활용

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Lee & 

Cho 2008; Yoo & Jeong 2011). 또한 관련 연구들

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특정 속성이 다른 

속성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Roe et al. 1999). 최근 연구는 이러한 

인지적 편향들이 식품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종종 건강식품들이 

후광(halo)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른 특성들에 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Chandon & 

Wansink 2007). 이러한 후광효과는 속성들 간에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추론으로 연계된다

(Burton et al. 2014). 즉, 외식 시 메뉴에 관한 정

보가 부족하다면 식당의 건강한 이미지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 하에서 Khan(1991)은 식당의 메

뉴 선택 시 본질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되며, 비본질적 요인 또한 메뉴 선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Morgan(1993)은 체인 레

스토랑을 대상으로 본질적 속성인 음식의 질과, 

이용의 적절성이나 편의성 등 비본질적 요인들이 

메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소비자들

이 음식서비스의 질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

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소비자들이 외식

을 할 때 주로 맛이나 분위기 등에 관심을 두었

으며, 업체 역시 매출증가 위주의 판매 전략에 중

점을 두고 있어 건강 측면의 속성들은 상대적으

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에서 외식 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은 열량, 

지질 및 나트륨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비만과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식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Hong et al. 2008). 즉,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영양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식이와 건강과의 관계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영양표시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

로 설명되고 있다(Nayga 2000; Hess et al. 2012). 

이처럼 식품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영

양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 달라짐

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은 

영양표시의 활용과 식이 품질간의 관련성을 조사

하였다(Guthrie et al. 1995; Coulson 2000; Ollberding 

et al. 2010; Graham & Laska 2012). 또한 스타벅

스를 대상으로 식당 메뉴의 영양표시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메뉴의 열량표

시에 따라 거래 당 6%의 열량감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장기적으로 1% 미만의 체중 감소를 

예측하였다. 이 밖에도 식당 메뉴에서 제공되는 

영양표시가 열량을 감소할 수 있는 음식의 선택

을 가능케 할 경우 거주자들의 체중 증가율은 매

년 41%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uo 

et al. 2009; Arsenault 2010; Bollinger et al. 2010).

국내의 경우 외식소비자의 영양표시 인식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한 Jun et al.(2009)에 따르면 주로 

매장 내에서 메뉴를 결정하는 시점에 영양표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활용도는 낮은 것을 발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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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활용도에 있어서 42%의 응답자가 활용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 높은 경우에 비교집단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Joo et al.(2006)은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이 외식 시 타 제품과의 비교와 제품 

품질향상, 영양지식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되었으나, 건강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직장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Yoo & Jeong 2011)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영양정보의 활용의사는 크

게 높지 않았으나, 건강관심도에 따라서 음식점 

영양정보 표시의 활용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음식점의 영양정보 

표시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대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한 Bae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19.6% 만이 패스트푸드 선택시 영양정보를 이용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패스트푸드가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식품 선택 시 원재료가 수입산 인지 

국내산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면서 원

산지에 따른 제품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oe et al. 

2005). 즉, 소비자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국내

산 식재료의 사용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

며, 구매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식재료가 국내산이라는 가공식품의 속성이 

소비자에게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로 작

용한다는 사실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가공식

품의 소비확대나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0).

끝으로 영양표시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

에서 소비자 개별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시

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의 인지

도 및 확인 정도를 파악한 Kwon et al.(2010)의 연

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가공식품에 영양성

분표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연령대

별로 인지율이 상이하며,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나 전업주부인 경우 영양성분표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Jun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40대 이상, 여성, 기혼,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외식업체의 영양표시에 대

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ang(2000)

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 40-50대의 소비자가 

외식업체 영양표시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토

대로 본 연구는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

두되고 있는 과체중ㆍ비만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의 주관적 지각과 BMI 측정에 의한 차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식 시 소비자 유형

별로 영양정보에 있어서 정보 인지, 식당선택 속

성, 건강 관심 및 개별특성들의 영향력을 비교 분

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본 연구는 20세 이상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외식 시 정보 활용과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

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에 인터넷 설문조사

로 실시되었으며, 총 706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측정변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으

며, 과체중ㆍ비만 상태 지각에 따른 소비자 유형,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 외식 행동, 식품 선택속성, 

건강관련 변수 및 개별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첫째, 과체중ㆍ비만 상태 지각의 정확성에 따

라 정확한 과체중ㆍ비만 지각(유형 1), 과체중ㆍ

비만 과소평가(유형 2), 과체중ㆍ비만 과대평가

(유형 3)로 소비자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유형 1

은 BMI에 의해 분류되는 과체중ㆍ비만 상태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과체중ㆍ비만 상태가 일치

하는 경우를, 유형 2는 BMI에 의해 분류되는 과

체중ㆍ비만 상태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과체중ㆍ

비만 상태보다 큰 경우를, 유형 3은 BMI에 의해 

분류되는 과체중ㆍ비만 상태가 주관적으로 지각

하는 과체중ㆍ비만 상태보다 작은 경우를 포함하

였다. 둘째, 외식 시 영양정보의 인지, 사용의사 

및 활용은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

식 빈도는 하지 않음에서 매일의 7단계로, 외식 

지출비는 전혀 없음에서 한 달에 60 만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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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surement

Perception of 
being 
overweight 
and obese

Type 1 
Type 2
Type 3

Being correct: BMI = Subjective evaluation of being overweight and obese
Underestimating: BMI > Subjective evaluation of being overweight and obese
Overestimating: BMI < Subjective evaluation of being overweight and obese

Information 
of FAFH

Recognition
Have you seen nutrition or health related information on the menu or store when you 
eat out?    Yes=1.    Otherwise=0

Intention to 
use

Do you intend to use nutrition or health-related information on menus or at restaurants 
when you dine out? Yes=1.    Otherwise=0

Use
Have you used nutrition or health-related information on menus or at restaurants when 
you dine out?    Yes=1.     Otherwise=0

Food away 
from home
(FAFH)

Frequency
(/month)

 How many times have you dined out in the last month? 
 ① Never   ② once a month ③ 2-3 times   ④ once a week
 ⑤ 2-3 times a week   ⑥ 4-5 times a week   ⑦ Everyday 

Expenditure
(/month)

 How much money did you spend on food away from home in the last month? 
 ① Never    ② Less than 100,000 won     ③ 100,000 won to less than 200,000 won 
 ④ 200,000 won to less than 300,000 won   ⑤ 300,000 won to less than 400,000 won 
 ⑥ 400,000 won to less than 500,000 won   ⑦ 500,000 won to less than 600,000 won
 ⑧ More than 600,000 won

Attributes of 
food choice

Intrinsic 
quality

v1
v2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providing various types 
of food items.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providing good-tasting 
food items.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strongly 
disagree” 

(1)
to 

“strongly 
agree” (5)

Extrinsic
quality

v3
v4
v5
v6
v7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providing good service.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providing many items 

on the menu.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providing good interior.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providing convenient 

transportation facilities.
 It is important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providing additional 

facilities such as a play ground

High price
v8
v9

 It is so expensive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using domestic food 
ingredients.

 It is rather expensive for me to choose a restaurant using domestic meat

Table 1. Measurement of variables 

8단계로 측정하였다. 셋째, 식당의 선택속성은 식

당선택에 있어서 중요시 하는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항목을, 원산지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6항목을 조사하였다. 넷째, 건강관련 변수

로는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를 5점 척도로, 

건강검진여부는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조

사대상자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대졸), 가구주여부, 결혼여부, 월평균 가

구소득, 자녀여부를 포함하였다. 

2.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유형별로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 및 관련 특성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소비자유형별로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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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surement

No concern 
over origin

v10
v11

 I am willing to choose any restaurant if the food is tasty and I don’t 
care about where the food comes from.

 I am willing to choose any restaurant if it is very famous, and I 
don’t care about where the food comes from.

Labels
v12
v13

 After the implementation of food-labeling requirements for the place 
of origin, I intend to choose restaurants using domestic ingredients 
more frequently.

 I intend to use restaurants using domestic ingredients more frequently 
if the government certifies them. 

Health
Concern

 Are you very concerned about the health status of your family?
 L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strongly disagree” (1) to “strongly agree” (5)

Inspection  Regular check-up (=1), otherwise (=0)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0), female (=1)

Age  How old are you?

Education  High school (=0), college/graduate (=1)

Householder
head

 Household head (=1), otherwise (=0)

Marriage  Married (=1), otherwise (=0)

Income

 Household income (monthly) 
 ① Less than 1.000,000 won 
 ② 1,000,000 won to less than 2,000,000 won 
 ③ 2,000,000 won to less than 3,000,000 won 
④ 3,000,000 won to less than 4,000,000 won 

 ⑤ 4,000,000 won to less than 5,000,000 won 
⑥ 5,000,000 won to less than 6,000,000 won  

 ⑦ More than 6,000,000 won

Children  With children (=1), otherwise (=0)

연구문제 1을 설명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

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형 1에 비

해 각각 유형 2와 유형 3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이할 것으로 기대되어 다항 로

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서 <연구문제 2>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짓 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로짓 모형에서 특

정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은 대상의 속성에 

의한 결정적 요소와 무작위적 요소로 구성된다

(Lim et al. 2003). 소비자효용은 관찰할 수 없으나 

0 이상일 경우 선택 여부가 1인 가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2(영양정보 활용 여

부)를 설명하기 위해 Table 1에서 제시된 요인들

을 모형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영양정보 활용 = f(영양정보 인지, 식당선택 속

성, 원산지 관련 속성, 건강 관심, 건강 

검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결혼, 

가구소득, 자녀, 맞벌이), (식 1) 

이러한 영양정보 활용 여부를 추정하기 위한 

로짓 모형은 Lim et al.(2003)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추정된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Table 2)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46.3%의 응답자들

이 외식 시 영양정보나 건강관련 정보를 메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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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age 40.74 (13.180)

Variables
Frequency

(%)
Variables

Frequency

(%)

Perception of being 

overweight/obese

 type 1

 type 2

 type 3

323 (45.8)

233 (33.0)

150 (21.2)

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423 (59.9)

283 (40.1)

Income

(10,000won)

 Less than 200

 200-less than 300

 300-less than 400

 400-less than 500

 500-less than 600

 Higher than 600

76 (10.8)

121 (17.1)

174 (24.6)

106 (15.0)

110 (15.6)

119 (16.8)

Gender
 male

 female

318 (45.0)

388 (55.0)

Household

head

 Yes

 No

364 (51.6)

342 (48.4)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233 (33.0)

473 (67.0)
Presence of children

 Yes

 No

211 (29.9)

495 (70.1)

Health inspection
 Yes

 No

347 (49.2)

359 (50.8)
Health concern

Not at all

Little bit

Moderate

Much

A lot

3 ( 0.4)

30 ( 4.2)

136 (19.3)

461 (65.3)

76 (10.8)

Recognition of 

information on FAFH

 Yes

 No

327 (46.3)

379 (53.7)

Intention to use of 

information on FAFH

 Yes

 No

547 (77.5)

159 (22.5)

Use of information of 

FAFH

 Yes

 No

284 (40.2)

422 (59.8)

Expenditure on FAFH

(10,000won)

 Never

 Less than 10

 10-less than 20

 20-less than 30

 30-less than 40

 40-less than 50

 50-less than 60

 Higher than 60

47 ( 6.7)

60 ( 8.5)

175 (24.8)

186 (26.3)

101 (14.3)

31 ( 4.4)

59 ( 8.4)

47 ( 6.7)

Frequency of FAFH

 Everyday

 4-5 times a week

 2-3 times a week

 Once a week

 2-3 times a month

 Once a month

 Never

4 ( 0.6)

19 ( 2.7)

89 (12.6)

160 (22.7)

225 (31.9)

162 (22.9)

47 ( 6.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706) 

이나 식당에서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2%

는 실제 메뉴선택에 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도 영양관련 정보

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5%로 

높게 나타났다. 외식 빈도는 한 달에 2~3회(31.9%), 

외식 지출비는 10만원~20만원 미만(24.8%)과 20

만원~30만원 미만인 경우(26.3%)가 높게 나타났

다. 이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검진 여

부는 대부분의 응답자들(76.1%)이 가족의 건강상

태에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응답자는 49.2%로 나타났다. 그 

밖에 조사대상자들의 55.0%가 여성이며, 가구주

는 51.6%, 기혼자는 59.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

은 67.0%,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9.9%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300만원에

서 400만원 미만인 경우(24.6%)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과체중/비만 지각에 따라 조사대상자

들을 유형화한 결과 45.8%는 유형 1에, 33.0%는 

유형 2에, 21.2%는 유형 3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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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factors
Mean

(sd)
Factor1 Factor2 Cronbach’α Factor1 Factor2 Factor3 Cronbach’α

Intrinsic quality
v1 4.23

(0.51)

0.76
0.52

v2 0.76

Extrinsic

quality

v3

3.40

(0.56)

0.69

0.68

v4 0.57

v5 0.69

v6 0.67

v7 0.68

High price 
v8 3.00

(0.86)

0.88
0.80

v9 0.82

No concern 

over origin

v10 3.42

(0.81)

0.89
0.77

v11 0.89

Labeling 
v12 3.53

(0.74)

0.89
0.69

v13 0.68

Kaiser-Meyer-Olkin 0.74 0.730

Bartlette χ2 801.81** 1472.372**

** p<.01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constructs (N=706) 

2.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들 중 식당의 선택 동기와 국내산 재

료 사용여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다항목 척도

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측정도구가 개념이나 속성

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판단(타당성)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에 있어서는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먼저 표본의 적절

성을 평가하는 KMO 값은 식당 선택 동기와 원산

지 모두에서 0.7이상(각각 0.74, 0.73)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Bartlette 

구형성 검증 결과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

들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

로 식당 선택 동기와 원산지의 요인수가 각각 2

개와 3개로 구분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요인적

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분된 요인들은 

식당 선택 동기의 경우 Khan(1991)의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에 근거하여 식당의 요리종류와 음식 

맛 등을 포함하는 본질적 속성과 그 밖에 식당의 

서비스정도, 다양한 메뉴, 실내분위기, 교통편리,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는 비본질적 속성으로 명명

하였다. 또한 원산지(국내산 식재료에 대한 관심)

는 식당에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음식의 경우 

비싸다고 인지하는 고가격, 원산지와 상관없이 식

당의 맛이나 유명성이 중요하다는 원산지 관심 

없음, 원산지표시제와 정부인증표시가 국내산 식

재료를 이용한 음식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표시정

책으로 명명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구

성개념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Cronbach’s α값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질적 

속성의 신뢰도 값이 기준치 보다 약간 낮게 나타

났으나 전반적으로 구성개념의 신뢰성이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에 의해 유형화된 요인들 중 

본질적 속성의 중요성은 4.23으로 매우 높게 나타

났으며, 비본질적 속성의 중요성은 3.40으로 나타

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점의 고가격과 외식 시 재료의 원산

지 보다 음식 맛이나 유명성의 중요성 및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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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t 

test

Recognition of information (A) 

/intention to use information (B)

Recognition of information (A) 

/information use(C)

Information use (C) /intention to 

use information (B)

Mean(A) Mean(B) t value Mean(A) Mean(C) t value Mean(C) Mean(B) t value

Type 1 0.45 0.76 9.47** 0.45 0.42 1.33 0.42 0.75 12.12**

Type 2 0.45 0.78 8.21** 0.45 0.38 2.00* 0.38 0.78 11.99**

Type 3 0.51 0.80 5.52** 0.51 0.41 1.85 0.41 0.80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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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fferences in recognition, intentions to use and use of FAFH by consumer type (N=706)

이용표시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다(각각 3.00, 

3.42, 3.53). 

3. 소비자 유형별 정보 활용 및 개별특성 차

이분석

소비자유형별 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정보 인지와 정보 이용

의사 및 정보 활용간의 평균(Table 4)은 유형 1과 

유형 3에서 정보 인지와 정보 활용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형에서 모든 항목들 간에 

유의하게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정보 인지와 정보 이용의사에 있어서 모든 유

형들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식 시 정

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큰 반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

면, 정보 인지와 활용에 있어서는 유형 2와 유형 

3에서 정보 인지가 활용에 비해 약간 높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활용과 정보 이용의

사간에는 모든 유형들에서 정보 활용에 비해 유

의하게 정보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즉, 외식 

시 영양정보의 이용의사는 상당히 높은 반면, 정

보 인지와 더불어 활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을 알 수 있다. 

둘째, 건강과 식당 선택 동기 및 국내산 식재

료 활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속성들과 소비자유형

별 특성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

시하였다. 건강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건강검진 여

부가, 식당 선택 동기에 있어서 원산지와 관련해

서는 정보정책이나 인증제 등의 영향력에 대한 

소비자 지각이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 2에서 건강

검진의 경험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별 소비자들의 평균 연령의 

차이와 연계됨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유

형 2가 유형 1과 3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과체중ㆍ비만에 대한 지각과 연령 및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연

구들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일부 연구들에서 비만

과 연령 및 건강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Chaung and Kim(2000)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도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들 중 과체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연령 증가와 비례하는 것으로 설명되

고 있다. 또한 Lee(2003)의 연구에서는 비만에 대

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연령과 과체중은 신체 활

동 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질을 저하시

키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과체중 또는 비만 관리

는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원산지

에 대한 표시정책 등은 유형별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행동에 있어서는 외식 지출비만이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외식 지출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자

치한 영역은 유형 1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 유형 2는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 유형 3

은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전혀 외식비 지출이 없는 경우는 유형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과체

중ㆍ비만 상태를 정확히 지각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음을 짐작할 때 건강에 유의하지 않다고 생

각되는 외식에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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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Health 
concern

Health 
inspection

Intrinsic
quality

Extrinsic 
quality High price No concern over 

origin
Origin
label

Mean F Mean F Mean F Mean F Mean F Mean F Mean F Mean F 

Type 1 38.78b

40.28**

3.83

0.20

0.46a

10.61**

4.24

0.14

3.34

2.98

3.02

0.28

3.47

2.25

3.60a

4.11*Type 2 46.55c 3.79 0.61b 4.21 3.44 2.97 3.43 3.52a

Type 3 35.92a 3.83 0.38a 4.24 3.45 2.99 3.31 3.39b

FAFH Frequency (frequency, %) FAFH Expenditure (frequency, %)

Type 1 Type 2 Type 3 Total Type 1 Ttype 2 Ttype 3 Ttotal

Everyday 2
(0.3)

2
(0.3)

0
(0.0)

4
(0.6)

Higher than 60 21
(2.9)

14
(1.9)

12
(1.7)

47
(6.7)

50-less than 60 25
(3.5)

23
(3.3)

11
(1.6)

59
(8.4)4-5 times a week 6

(0.8)
7

(1.0)
6

(0.8)
19

(2.7)

40-less than 50 9
(1.3)

12
(1.7)

10
(1.4)

31
(4.4)2-3 times a week 46

(6.5)
22

(24.7)
21

(3.0)
89

(12.6)
30-less than 40 43

(6.1)
39

(5.5)
19

(2.7)
101

(14.3)
Once a week 64

(9.1)
63

(8.9)
33

(4.7)
160

(22.7)
20-less than 30 73

(10.3)
74

(10.5)
39

(5.5)
186

(26.3)
2-3 times a month 98

(13.9)
75

(10.6)
52

(7.4)
225

(31.9)
10-less than 20 92

(13.0)
42

(5.9)
41

(5.8)
175

(24.8)
Once a month 80

(11.3)
51

(7.2)
31

(4.4)
162

(22.9) Less than 10 33
(4.7)

16
(2.3)

11
(1.6)

60
(8.5)

Never 27
(3.8)

13
(1.8)

7
(1.0)

47
(6.7) Never 27

(3.8)
13

(1.8)
7

(1.0)
47

(6.7)

Total 323
(45.8)

233
(33.0)

150
(21.2)

706
(100.0) total 323

(45.8)
233

(33.0)
150

(21.2)
706

(100.0)

χ2 13.25 χ2 31.25*

Gender Household head Marriage Double income Presence of children

Male Female Total No Yes Total No Yes Total No Yes Total No Yes Total

Type 1 105
(14.9)

218
(30.9)

323
(45.8)

193
(27.3)

130
(45.8)

323
(45.8)

142
(20.1)

181
(25.6)

323
(45.8)

234
(33.1)

89
(12.6)

323
(45.8)

227
(32.2)

96
(13.6)

323
(45.8)

Type 2 194
(27.5)

39
(5.5)

233
(33.0)

46
(6.5)

187
(26.5)

233
(33.0)

63
(8.9)

170
(24.1)

233
(33.0)

153
(21.7)

80
(11.3)

233
(33.0)

152
(21.5)

81
(11.5)

233
(33.0)

Type 3 19
(2.7)

131
(18.6)

150
(21.2)

103
(14.6)

47
(6.7)

150
(21.2)

78
(11.0)

72
(10.2)

150
(21.2)

121
(17.1)

29
(4.1)

150
(21.2)

116
(70.1)

34
(4.8)

150
(21.2)

Total 318
(45.0)

388
(55.0)

706
(100.0)

342
(48.4)

364
(51.6)

706
(100.0)

283
(40.1)

423
(59.9)

706
(100.0)

508
(72.0)

198
(28.0)

706
(100.0)

495
(70.1)

211
(29.9)

706
(100.0)

χ2 221.51** 117.95** 27.42** 10.25** 6.38*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ss than 
200

200-less than 
300

300-less 
than 400

400-less than 
500

500-less 
than 600

Higher than 
600 Total High school College Total

Type 1 38
(5.4)

55
(7.8)

74
(10.5)

61
(8.6)

49
(6.9)

46
(6.6)

323
(45.8)

117
(16.6)

206
(29.2)

323
(45.8)

Type 2 21
(3.0)

40
(5.7)

64
(9.1)

29
(4.1)

36
(5.1)

43
(6.0)

233
(33.0)

69
(9.8)

164
(23.2)

233
(33.0)

Type 3 17
(2.4)

26
(3.7)

36
(5.1)

16
(2.3)

25
(3.5)

30
(4.3)

150
(21.2)

47
(6.7)

103
(14.6)

150
(21.2)

Total 76
(10.8)

121
(17.1)

174
(24.6)

106
(15.0)

110
(15.6)

119
(16.9)

706
(100.0)

233
(33.0)

473
(67.0)

706
(100.0)

χ2 17.64 2.91

Information recognition Intention to use information Use of information

No Yes Total No Yes No Yes Total

Type 1 178
(25.2)

145
(20.5)

323
(45.8)

78
(11.0)

245
(34.7)

323
(45.8)

190
(26.9)

133
(18.8)

323
(45.8)

Type 2 127
(18.0)

106
(15.0)

233
(33.0)

51
(7.2)

182
(25.8)

233
(33.0)

144
(20.4)

89
(12.6)

233
(33.0)

Type 3 74
(10.5)

76
(10.8)

150
(21.2)

30
(4.2)

120
(17.0)

150
(21.2)

88
(12.5)

62
(8.8)

150
(21.2)

Total 379
(53.7)

327
(46.3)

706
(100.0)

159
(22.5)

547
(77.5)

706
(100.0)

422
(59.8)

284
(40.2)

706
(100.0)

χ2 1.46 1.09 0.59
* p<.05. ** p<.01

Table 5.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y consumer type (N=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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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ypes of consumers(reference: type 1)

Type 2 Type 3

β(se) Exp(B) β(se) Exp(B)

Constant -1.44(1.17) -0.73(1.29)

Attributes of food 

choice 

 Intrinsic quality 0.13(0.21) -0.04(0.22)

 Extrinsic quality 0.32(0.19)+ 1.38 0.55(0.20)** 1.74

 High price -0.02(0.12) -0.17(0.12)

 No concern over origin -0.05(0.17) -0.15(0.16)

 Labeling -0.13(0.19) -0.46(0.18)** 0.62

Health  Concern -0.11(0.15) 0.02(0.16)

 Inspection 0.04(0.21) -0.14(0.23)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1.97(0.24)** 0.13 1.27(0.30)** 3.44

 Age 0.01(0.01)+ 1.01 -0.01(0.01)

 Education (college) -0.21(0.23) 0.38(0.23)+ 1.46

 Household head (yes) 0.69(0.27)** 1.99 0.10(0.25)

 Married (yes) 0.25(0.32) 0.34(0.35)

 Household income 0.05(0.51) 0.04(0.05)

 With children (yes) 0.11(0.26) -0.51(0.29)+ 0.60

 Dual income (yes) -0.38(0.25) -0.46(0.30)

χ2 304.78**

Nagelkerke R2 0.39
+ p<.10, * p<.05, ** p<.01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n being included in each type of consumers (N=706)

소비자들이 외식 시 과체중ㆍ비만 상태의 중요성

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히 지출비 외에 영

양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종류의 메뉴가 선택되고 있

는 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식 시 영양정보의 인지, 이용 의사 

및 활용에 있어서 소비자 유형별 통계적 유의성

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과체중ㆍ비만 상태의 

지각과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가 외식 시 정보 활

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영양정보와 관련

된 변수들을 인지 여부, 의용 의사 여부, 활용 여

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에 있어서 

소비자 유형별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들을 측정함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소비자 개별특성인 연령, 성별, 가구

주, 결혼, 맞벌이, 자녀 등의 특성이 유형별로 유

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

들에서 자녀가 없고 홑벌이인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형 1과 유형 3에서는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유형 2에서는 남성과 가구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아타났다. 결혼에 있어서는 

유형 1과 유형 2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과체

중ㆍ비만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유형 2에서 연령

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건강 검진 회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나이가 많아서 건강 검진을 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과체중ㆍ비만 등의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과신을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

인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월 소득과 교육 수준은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확하게 과체중ㆍ비만 상태를 지각

하는 소비자유형(유형 1)과 비교하여 각각 과체중ㆍ

비만의 과소평가(유형 2) 및 과대평가(유형 3) 유

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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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ype 1

(N=323)

Type 2

(N=233)

Type 3

(N=150)

β(SE) Exp(B) β(SE) Exp(B) β(SE) Exp(B)

Constant -9.47(1.98) -5.21** -2.19(2.87)

Recognition of information 2.31(0.30)** 10.17 1.50(0.32)** 4.52 1.36(0.45)** 3.90

Attributes of 

food choice

 Intrinsic quality 0.37(0.30) -0.35(037) -0.53(0.49)

 Extrinsic quality 0.23(0.27) 0.42(0.32) 0.16(0.40)

 High price 0.01(0.17) -0.23(0.19) -0.64(0.24)** 0.52

 No concern over origin -0.12(0.23) 0.43(0.29) -0.15(0.33)

 Labels 0.79(0.27)** 2.20 0.62(0.30)* 1.86 0.64(0.42)

Health
 Concern 0.54(0.23)** 1.72 030(0.24) 0.51(0.36)

 Inspection -0.04(0.31) -0.17(0.36) -0.66(0.51)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0.14(0.34) -0.13(0.52) 0.38(0.66)

 Age 0.02(0.01) -0.00(0.01) -0.02(0.02)

 Education (college) 0.52(0.32) 0.06(0.39) -0.34(0.48)

 Household head (yes) 0.34(0.35) 0.19(0.54) 1.38(0.51)** 3.98

 Married (yes) 0.0190.470 -0.12(0.52) 0.86(0.67)

 Household income -0.05(0.07) -0.02(0.07) 0.28(0.10)** 1.32

 With children (yes) 0.13(0.37) -0.53(0.43) -0.69(0.55)

 Dual income (yes) -0.19(0.39) 0.47(0.38) 0.35(0.59)

χ2 122.39** 64.26** 44.84**

Nagelkerke R2 0.42 0.32 0.34
* p<.05, ** p<.01

Table 7.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information usage on FAFH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인 Pseudo R2(Nagelkerke R2)는 0.39로 나타났

다.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유형 2보다 유형 1에 속할 확률이, 유형 1보

다 유형 3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지만(각각 0.13배, 

3.44배), 가구주 또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형 2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99

배, 1.01배). 식당 선택 시 비본질적 속성의 중요

성을 지각할수록 유형 1에 비해 유형 2와 유형 3

에 속할 확률이 각각 1.38배와 1.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졸인 경우 유형 1보다 

유형 3에 속할 확률이 1.46배 증가하며,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유형 3에 비해 유형 1

에 속할 확률이 0.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표시정책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할수

록 유형 3에 비해 유형 1에 속할 확률이 각각 

0.6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체중이나 비만에 있어서 체중지각과 성

별, 가구주, 교육 및 자녀 등의 개별특성들과 식

당선택요인 및 원산지 또는 인증정책 등 표시정

책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비자 유형별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의 

영향 요인 분석결과

소비자 유형별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대한 

관련 요인을 로짓 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결

과는 Table 7에 제시되었다. 

첫째,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값이 세 유

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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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인 Pseudo 

R2(Nagelkerke R2)는 각각 0.42, 0.32, 0.34로 나타

났다. 둘째, 모든 유형에서 외식 시 영양정보를 

인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정보의 활용여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 

시 소비자들은 영양표시를 읽고 표시에서 제공하

는 정보를 사용하여 메뉴선택을 하게 됨을 짐작

할 수 있다(Arsenault 2010). 특히, 정확하게 본인

의 과체중ㆍ비만 상태를 지각하고 있는 유형 1의 

경우 유형 2와 유형 3에 비해 활용할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각각 10.17배, 4.52배, 

3.90배). 즉, 본인의 과체중ㆍ비만 상태를 정확하

게 지각하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외식 시 영양정

보 활용에 있어서 정보제공에 대한 관심이 더 크

기 때문에 외식 시 영양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체중

지각,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에 대해 과소평가 또

는 과대평가 하는 소비자일 경우에도 영양정보의 

인지는 활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보인지와 활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형 1과 

유형 2에서 표시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

로 지각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각 2.20배와 1.86배). 반면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유형1의 응답자들은 외식 시 

영양정보를 활용할 확률이 1.72배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건강의 중요성 인식과 영양표시 사용 

간에 정적인 관계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Nayga 2000; Jun et al. 2009; Yoo & Jeong 2011; 

Hess et al. 2012)를 확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

째,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식당의 고가격 인지, 

가구주여부, 월 소득은 유형 3에서 유의하게 영양

정보 활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시 영양정보

를 활용할 확률이 각각 3.98배와 1.32배 증가함을 

알 수 있으나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음식의 고가

격에 대해 민감할수록 외식 시 정보 활용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52배 감

소). 이는 영양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보다 외식 

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에 따른 고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 시 정

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대한 관련 요인

들이 과체중ㆍ비만 상태 지각에 따른 소비자 유

형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양정보의 

인지는 모든 소비자 유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과체중ㆍ비만 상태

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유형 1이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하는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형 1에서는 원산지와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이나 건강 관심이, 유형 2의 경우 원산지와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이, 유형 3의 경우 국내산 

재료 사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 가구

주 여부 또는 가구 소득 등의 관심이 외식 시 영

양정보 활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과체중ㆍ비만 상태 지각의 정확성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관련 특성들을 비교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선, BMI 측정에 의한 

과체중ㆍ비만 상태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과체

중ㆍ비만 상태 간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

화하여 관련 특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소

비자유형에 따라 외식 시 영양정보의 활용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정보에 있어서 소비자 유형별 영양

정보 인지와 이용 의사 및 활용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확하게 과체중ㆍ상태를 지각한 유

형이나 과대 또는 과소평가 유형 모두에서 유의

하게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

강과 식당 선택 동기 및 국내산 식재료 활용과 

관련하여 원산지 속성과 외식 행동에 있어서 소

비자 유형별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여부, 정보정책이나 인증제 등의 영향력에 대한 

소비자 지각이 소비자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행동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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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식 지출비만이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소비

자 개별특성인 연령, 성별, 가구주, 결혼, 맞벌이, 

자녀 등의 특성이 유형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확하게 과체중ㆍ비

만 상태를 지각하는 소비자유형과 비교하여 여성

일수록, 가구주 또는 나이가 많을수록, 식당 선택 

시 비본질적 속성의 중요성을 지각할수록 과체중

ㆍ비만 과소평가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이나 대졸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 식당 선택 

시 비본질적 속성의 중요성을 지각하거나 각종 

표시정책의 영향력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과체중

ㆍ비만 과대평가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 유형별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대한 관련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외식 시 영양정보의 인지는 

활용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확하게 과체중ㆍ비만 상태를 지각하

는 소비자 유형과 과체중ㆍ비만 과소평가 유형의 

경우 원산지표시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지

각이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정확하

게 과체중ㆍ비만 상태를 지각하는 소비자 유형에

서만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외식 시 

영양정보를 활용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식당의 고가

격 인지, 가구주 여부, 월 소득은 과체중ㆍ비만 

과대평가 유형에서 유의하게 영양정보 활용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양표시 활용과 다수의 영향 

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에서 제

시된 일부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체중ㆍ비만 상태 지각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고, 이러한 특성

이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

이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영양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정

보 인지는 유의하게 모든 유형들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외식 시 소비자들이 영

양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Jun et al. 

(2009)에 따르면 소비자는 외식 시 영양정보가 이

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영양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소비자들은 원산지 관련 표시나 인증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외식 시 영양정

보를 활용할 확률이 증가함을 볼 때 외식정보를 

홍보함에 있어서 현행 원산지 관련 표시정책 등

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영양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영양정보 활용에 있어서 과체중ㆍ비만 

상태 지각에 따라 소비자 유형별 차이를 파악한 

본 연구는 영양정보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효

과적인 방안 모색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들이 제공되는 

영양정보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영양교육 또는 상

담의 활성화를 통해 영양정보의 활용에 따른 소

비자의 혜택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Jun et 

al.(2009)에 따르면 소비자로 하여금 외식 시 영양

표시의 활용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

한데, 교육 과정에서 성별 등 소비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식 

시 영양정보 활용에 앞서 소비자가 자신의 과체

중ㆍ비만 상태를 정확히 지각하는 것이 건강이나 

영양과 관련된 식품소비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

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

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형별로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건강이나 영양정보 인지가 

궁극적으로 영양정보 활용으로 연계됨을 볼 때 

향후 외식 시 소비자선택에 있어서 영양정보 활

용의 중요성을 지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과체중ㆍ비만과 외식 시 영양

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행동을 파악하여 소비자

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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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나 교육캠페인 등의 소통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다. 즉, 외식 시 소비자의 영양정보 활용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미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

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

들이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외식기업들

에 있어서도 영양정보 제공 시 유용한 소비자정

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 형태

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구매상황에서 좀 더 발견

하기 쉬운 형태일 경우 효과적임이 관련 연구에

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Rozin et al. 2011) 향후 

외식 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형태를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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