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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menu labeling is to offer eating environments with improved healthy food selection. Similar to U.S.

policies, the Korea government enforces the Special Act on Children’s Food Safety and Nutrition for provision of nutritional

labeling in chain restauran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ining services for college students and their interests in health,

this study examine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toward nutrition information provided by university dining services. A

survey was conducted for university students. Students' recognition of nutrition information for university dining services

was lower than recognition of nutrition information for commercial food services. The most common reason cited by

students for considering nutrition information of university dining services was customer rights, followed by health

maintenance. Students showed a high tendency to use nutrition information of university dining services. College students’

motivation for knowing nutrition information of university dining services included health and value interests. Students’

knowledge of nutr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intention to know nutrition inform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offer

university administrators and contract food service management companies directions for developing menu labeling for

university din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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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직접적인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소비자들의

외식 비율 증가로 이어져왔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일 1회 이상 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특히 2005년에 이르러서는 1998년 21.0%의

2배에 이르는 51.5%로 크게 상승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이와 같은 변화는

외식산업의 성장과 식생활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측면의 변

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정적 변화를

이끌기도 해왔다. 실제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 분율은 2007년 이후 남녀 모두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비만 유병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으며, 이는 외식 및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운동량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

근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에 대

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올

바른 식생활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외식이 생존

을 위한 욕구충족이기보다 웰빙이나 LOHAS 등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고 있다(Song & Kim 2008).

특히, 소비자들의 외식 메뉴 선택 시 어떤 영양소가 어느 정

도 들어있는지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건강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로 알려지면서, 외식 메뉴의 영양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Yoo & Jeong 2011).

외식에서의 영양표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졌으

며, 미국에서는 2010년 환자보호와 건강보험개혁안(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어

20개 이상 체인레스토랑에서 메뉴의 영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어린이식생활관리 특별법」의 시행은 외식업체에서 제공되

는 메뉴의 영양정보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메뉴선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함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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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업종으로 분류되는 햄버

거, 피자, 아이스크림 류, 제과·제빵류를 판매하는 업소와

더불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영양정보의 표시는 1995년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식품 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8

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의무적으

로 표시해야하는 대상 식품과 대상 영양소 등을 규정하여 시

행토록 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영양정보의 표시방법을 전

면적으로 제·개정하여 열량 등 33가지 영양성분에 대한 영

양소 기준치를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 열량, 탄수화

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

스테롤의 9가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

였다. 외식의 영양표시는 2010년에 이르러 법규의 제정 및

고시를 통해 확대되었는데,「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

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관한 기준」을 기반으로 100

개 이상의 점포를 갖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영양표

시가 의무화되었다. 최근 2013년 12월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8개 브랜드)들을 ‘나트륨 줄인 메뉴 제공 시범 실시 매

장’으로 지정, 운영하여 영양정보의 표시를 확대하고 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

이처럼 외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양표시는 최근에

는 대학급식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대학생은 생의주기에

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성인식습관이 형성되는 시

기로(Jung 2013),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벗어나 새로

운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식생활을 결정하게 되면서 향후 성

인으로서의 삶에서 식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의 환경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고객들의

다양화 및 고급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국적 브랜드

를 도입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운영을 하는 등의 비

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Cha et al. 2004; Kim 2006;

Jung 2013).

이와 같은 질적 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소비하

는 음식에 영양정보를 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대

학 급식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

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대학급식에서 영양정보를 경험한 학생들은 향후 습관

화된 정보기반의 메뉴 선택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나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대학

급식에서의 영양정보 제공 확대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 대학 내 푸드 서비스의 영양정보 제공 확대를 위

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Conklin et al. 2005; Davy

et al. 2006; Driskell et al. 2008; Freedman 2011), 지속적

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Krukowski et al.

(2006)의 연구에 따르면, 48%의 학생들이 영양표시를 보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Marietta et al.(1999)의 연구에서도 44%

의 학생들이 구매 시에 영양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냈

다. 특히, Davy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75%

가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적으로 우수한 삶을 살기 위해 식

품의 영양소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내었으며, Buck & Golden(1993)의 연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대학에서 식품의 지방 함량을 게시한 이후 72%의 학

생들이 해당 정보가 유용하다고 나타내었으며, 실제로 지방

섭취량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생들의 영

양표시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의 영양정보 사

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

며, 향후 대학급식에서의 영양정보 제공 확대를 긍정적인 방

향으로 이끌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립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국내 대학급식에서의 영양정보 제공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현황조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급식에서의 영양표시에 대한 대학생

들의 인식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급식에서의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필요

도에 대해 파악하고 영양표시가 필요한 이유와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 대학급식에서의 메뉴 선택에 중요한 요인을

파악함과 더불어 영양표시에 대한 이용의도와 더불어 이용

이유를 파악 하고, 이용 유형을 규명한다. 셋째, 조사대상자

들이 인식하는 영양지식 수준이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급식에서의 영양표시에 대한 기초

인식과 더불어 이용 유형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외식 영양표

시 제도의 안정과 확대와 관련하여, 상업적 업체만이 아닌,

학생이 고객인 급식 분야에서의 영양 정보 제공의 수립을 위

한 제언이 가능하며, 대학 내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제고를 통한 대학의 전반적인 질적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학급식 영양표시를 경험한 사람으

로 규정하였으며,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급식의 범위는 대학

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판매하는 급식을 의미

하며, 학교에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위탁

급식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

였다. 이 때, 학내에서 운영되는 외식업체는 제외하였다. 이

에 따라 연구의 표본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대학급

식을 1회 이상 경험하였으며, 대학급식의 영양표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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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도권 내 대학급식을 경험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

로 자가 기입식 설문(self-administered survey) 방식을 이용하

여 진행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

로 총 238부(유효 응답률 79.3%)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 내용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외식 및 대학급식 영양표시의 인지

도, 필요도, 필요 이유, 필요 항목과 더불어 메뉴 선택 시 중

요한 사항 및 이용 의도, 이용 이유, 영양에 대한 지식에 대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Brucks 1986; Alba & Hutchinson,

1987; Davis 1989; Choi & Kim 2012). 인지도의 경우 본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뒤이어 필요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긍정적으로 응

답한 경우에 필요 이유를 Likert 5점 척도 형태로 응답하도

록 하였으며 필요 항목을 고르도록 하였다. 필요 항목의 경

우 외식 영양표시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9가지 영

양성분을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열량, 탄수화물, 당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이

와 더불어 학생들의 메뉴 선택 시 중요한 사항을 선택하도

록 하였으며, 대학급식 영양표시의 이용의도 및 이용 이유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양

에 대한 지식의 경우 조사대상 자신이 인식하는 본인의 영

양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신이 영양

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메뉴선택 시 영양

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3가지 항목을 Likert 5점

척도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 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

하였으며, 각각의 세부 문항은 항목 별 응답 수 분석을 위한

빈도 분석과 더불어, 이용의도의 세부 요인을 구분하기 위한

요인 분석, 집단별 차이 분석을 위한 t-test 및 영양지식과 이

용의도의 관계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학급식 영양표시의 인지도 및 필요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학생들의 영양표시 제도의 인지

도 파악을 위해 외식업체 및 대학급식에서 시행되는 영양표

시의 경험 유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외식업체 영양표시의 경우 139명(58.4%)의 응답자가 본 적

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99명(41.6%)의 응답자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대학급식에서의 영양표

시의 경우 82명(34.4%)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156

명(65.6%)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외식업체에 비

해 경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급식에서의 영양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도

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238개의 응답 중 211

명(89.1%)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

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 급식에서도 외식업체와 같이

영양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영

양표시의 필요 이유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4.13)’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였고 이 외에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해서(4.09)’,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학교의 사

회적 책임이므로(3.92)’, ‘메뉴 선택에 도움을 주므로(3.89)’

순으로 응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대학급식에서의 영양정보 제공 시 가장 필요한 항목에 대

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수준이 높은 항

목의 경우 열량이 220명의 응답자 중 147명(66.8%)의 응답

자가 영양표시에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내었으며, 나트륨

(11.4%), 콜레스테롤(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탄수화물, 당류, 포화지방,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의 경우

는 모두 3% 전후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량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표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Neuhouser et al.(1999)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칼로리와 지

방, 나트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양정보를 보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써, 대학급식의 영양표시를 통해 대학생들이

열량과 나트륨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대학급식 영양표시의 이용의도 및 이용 이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학생들이 메뉴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비교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경

우 ‘음식의 맛’으로 4.48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메뉴의

가격’ 항목이 4.2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반적인 영양가’

의 경우 3.4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평균인 4.04와

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영양에 대한 고려보다 맛 또는 가격에 대

한 고려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Davy et al.(2006)의 연구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시간이나

편리함, 가격, 맛, 건강, 물리적·사회적 환경, 체중조절 등

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낸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경우 영양에 대한 고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1> 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Variables
Commercial 

Restaurants

University Food 

Services

Yes 139(58.4) 82(34.4)

No 99(41.6) 156(65.6)

Total 238(100.0) 2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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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처럼 대학급식에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에

대한 중요성이 ‘음식의 맛’, 또는 ‘메뉴의 가격’에 비해 비교

적 낮게 나타났지만, 대학생들의 영양표시 제도의 이용의도

분석 결과는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대학급식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면 메뉴 선택

시 해당 정보를 이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들의 평균 점수가 3.84로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의 응답자들

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3.60점, 여성의 경우 4.00점으로 여성의 경우 대학급식에서

의 이용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영양표시의 이용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는 다양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영양표시의 이용의도 및 실제 이용이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Neuhouser et al. 1999; Davy et al.

2006). 특히, Byrd Bredbenner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80%의 여성소비자가 영양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여성의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의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 또한 유사한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급식에서의 영양정보의 이용에 대해 ‘매

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이용 이유의

측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 유형을 구

분하기 위해 이용 이유 항목에 대해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은 ‘건강을 위한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체중조절 또

는 체중유지를 위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의 3가

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항목을 ‘건강지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경우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들어서’, ‘자기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주변(친구 또

는 가족 등)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하기 때문에’의 3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이를 ‘가치추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건강지향’ 요인이 28.3%, ‘가치추구’ 요

인이 27.4%로 이용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2가지 요인이 전체 이용 이유의 55.7%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의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이유에 대한 응

답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건강을 위한 메뉴선택에 도움이 되므로(4.09)’, ‘건강

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3.71)’,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지를 위

해서(3.71)’ 항목 순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

라, 가치추구 요인에 비해 건강지향 요인의 경우가 비교적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추구 요인

중 ‘주변(친구 또는 가족 등)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하기 때문

에’ 항목의 경우는 2.8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더

불어,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와는 달리 ‘체중조절 또는 체

중유지를 위해서(3.50)’ 항목 보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항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

성의 경우 이와 달리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지를 위해서

(3.83)’ 항목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응답

차이의 경우 6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높은 응답수준을 보

였으며, 건강지향 요인의 ‘건강을 위한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지를 위해서’의 항목이 여성

응답자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p<0.01).

<Table 2>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Variables Result

Necessity of nutrition 

labeling in university 

dining service1)

Strongly necessary 77(32.4)

Necessary 135(56.7)

Not necessary 21(8.8)

Strongly not necessary 5(2.1)

Total 238(100.0)

Why needs nutrition 

labeling in university 

dining service2)

Customer right to know 4.13±0.64

Health maintenance 4.09±0.71

Social responsibility for 

public health
3.92±0.85

Assistance for menu selection 3.89±0.82

Mean 4.00±0.51

Items required to 

display nutrition 

information3)

Calorie 147(66.8)

Carbohydrate 6(2.7)

Sugars 6(2.7)

Cholesterol 10(4.5)

Saturated fat 5(2.3)

Sodium 25(11.4)

Protein 8(3.6)

Fat 7(3.2)

Trans fat 6(2.7)

Total 220(100.0)

Important variables in 

selecting the menu4)

Taste of food 4.48±0.65

Price of menu 4.28±0.76

Sanitation of food 4.17±0.77

Quantity of food 3.85±0.88

Nutrition 3.43±0.89

Mean 4.04±0.52

1)N=238
2)N=213, Likert 5 scale sty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3)N=220
4)N=213, Likert 5 scale sty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Table 3> Intention to use nutrition labeling in university dining

service

Variables1)2) Total Male Female t-value

Use intention 3.84±0.86 3.60±0.90 4.00±0.79 -3.494**

1)N=238
2Likert 5 scale sty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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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 지식수준이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이 인식하는 자신의 영양에 대한 지식수준이 대

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양

지식에 대한 회귀계수 B값은 .298 (t=4.010, p= .000)로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영양에 대한 지식

수준은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지식 회귀계수(B)가 +.298을 나타내

므로, 이는 영양지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영양표시의 이용의

도가 .298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귀모형의 F값

은 16.083 (p=.000)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060로 6.0%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richoutis et al.(2005)에

따르면 영양에 대한 지식은 영양표시 이용의 이득과 효과성

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용을 촉진한다고 나타냈

으며,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도 영양에 대한 지식수준의

증가가 영양표시 이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

다(Levy & Fein 1998; Marietta et al. 1999; Drom 2006).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으로

영양지식의 증가가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증가로 이

어질 수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의 영양지식 습득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대학급식에서 제공되는 영양표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파악을 기반으로 대학급식의 영양정보 제

공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대학급식에서

의 영양표시의 인지도, 필요도, 필요이유 및 필요항목에 대

해 조사하였으며, 둘째, 대학급식에서 메뉴 선택 시 고려사

항과 더불어 영양표시의 이용의도 및 이용이유를 조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여 대학급식 영양표시의 이용 유

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조사대상자들의 영양지

식 수준과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Table 4> Factor analysis of the motivators for using the nutrition labeling in university dining service

Variables1) Health pursuit Value persuit Cronbach a

Weight management .832

.617Assistance for menu selection .814

Interest in health .549

Heard that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nutrition information .805

.539People around to check the nutrition label (friends, family mebers) .743

For complacency .544

% of variance 28.346 27.410

Cumulative % of variance 27.410 55.756

<Table 5> The motivators for college students' use of nutrition information at university dining services

Variables1) Total Male Female t-value

Health 

pursuit

Assistance for menu selection 4.09±0.65 3.86±0.61 4.21±0.64 -3.357**

Interest in health 3.71±0.75 3.71±0.68 3.71±0.79 -.005

Weight management 3.71±0.87 3.50±0.84 3.83±0.87 -2.354*

Value

pursuit

Heard that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nutrition information 3.69±0.88 3.55±0.98 3.76±0.82 -1.467

For complacency 3.42±0.93 3.28±0.91 3.50±0.93 -1.486

People around to check the nutrition label (friends, family mebers) 2.84±0.92 2.81±0.91 2.85±0.93 -.256

Mean 3.64±0.49 3.52±0.47 3.71±0.49 -2.401*

1)N=163
2)Likert 5 scale sty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Table 6> Effects of nutrition knowledge on the intention to use nutritio labeling in university dining servi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value2) R= .253

R2= .064

Adjusted R2 =.060

F=16.083

p= .000

Use intention1)

(constant) 2.997 .216 9.511 .000

Nutrition knowledge .298 .074 .253 4.010 .000***

1)N=238
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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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의 샘플은 서울 및 수도권 내 대학급식을 경험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편의추출방법을 통해

총 238개의 (유효 응답률 79.3%)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급식의 영양표시 인지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외식업체의 영양

표시에 비해 그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80% 이상의 학생들이 영양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냄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 급식에서도 외식업체

와 같이 영양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보통 정

도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할 것으로 나타낸 이유

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지향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건강을 위한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되

므로’, ‘체중조절 또는 체중유지를 위해서’의 항목에서 응답

수준이 높게 나타나(p<0.05), 여대생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건강한 메뉴선택과 체중조절 등의 이유로 대학급식의 영양

정보 표시를 보다 많이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과 대학급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의 경우 회귀계수 B값이 .298

(t=4.010, p= .000)로 정(+)으로 유의함에 따라 영양지식의 증

가가 영양표시 이용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대학급식에서의 영양

표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

비자의 알권리임과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로 영

양정보의 제공을 필요하다고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대학생들이 영양정보의 표시가 자신들의 건강한 식생

활과 올바른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이에 따른 영양정보 제공의

확대가 절실함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영양정보 중 열량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근

증가된 비만 및 관련 질병에 따른 인식 증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고려한 영양정보의 제시가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한편, 대학급식에서의 메뉴선택 시에 고려하

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양과 관련된 인식이 음식의 맛이나 가

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보통 이상

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응답자들의 이용의도 및 이용 이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대

부분의 응답자들이 건강지향적인 이유로 단체급식에서 영양

표시를 사용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학급

식에서 이와 같은 요구에 따른 건강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급식의 영양정보 제공의 확대

는 대학생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영양정보 이용

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이를 통해 올바

른 메뉴 선택에 대한 중요성 증대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메뉴 선택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응

답자들의 영양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이 대학급식 영양표

시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영양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나타내며, 영양에 대한 기

초 지식 및 실용적으로 영양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증진이 영양표시의 적극적인 활용 확대와 더불어 실질

적인 식생활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와 더불어 대학급식의 영양표시는 정부를 통해 확대가 이루

어지고 있는 외식 영양표시 제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과의

확인을 통해, 대학급식에서의 영양정보 제공의 활성화를 위

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생

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는 서울시

내 대학급식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모

든 대학생들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확대된 범위의 조사 대상을 통해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현재 대학급식의

영양표시 제공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많은 응답자들

이 영양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용과

관련된 문항 또한 직접적인 이용 경험을 통한 인식이 아닌

그 의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바, 향후 인식의 변화 가능

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영양지식이

영양표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6.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양에 대한 지식이 영

양에 대한 태도 또는 건강 관심도, 동기 등 영양표시 이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아니며, 이용 의도에는 응

답자의 주관적 지식 외에 객관적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향후 영양표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직접적

인 변수를 규명하고 영양표시 확대와 실용화에 기반이 되는

자료의 누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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