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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5th grade elementary school girls’ effort to recognize and use nutritional labels 
on processed foods and restaurant meals to encourage dietary behavior. The subjects (n=976)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effort group, n=711; normal group, n=193; and no-effort group, n=72) depending on level of effort for the healthy dietary 
behavior such as eating balanced meals, eating three meals regularly, and eating meals slowly. In the effort group, the 
frequency of food intake for breads, ramen, noodles and fast foods was significantly lower, while frequency of food intake 
for fruits and vegetables and sala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other two groups. In the effort group, the ratio of 
the respondents that perception of nutrition labeling on processed foods and restaurant meals was 80.5% and 31.4% and 
the ratio of girls who checked the nutrition labeling at their point of purchase was 71.1% and 24.7%, respectively. Reasons 
given for not reading nutrition labeling for restaurant meals were ‘not interested’ for 34.6% of the effort group, and 52.2% 
of the no-effort gro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ducational program on healthy dietary behavior, including 
how to read nutrition labeling and establishment of proper body image perception for elementary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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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공식품의 발달과 외식 소비의 급증은 식생활을 서구화

로 진행시키며, 이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 발생 증가는 의료비

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Kang 등 2011). 2013년 6~11
세의 과체중과 비만율은 각각 남자 13.4%, 5.2%, 여자 6.6%, 
7.2%로 보고하였고(KCDCP 2014),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이 

될 위험이 9.2배 더 높고(Venn 등 2007), 아동비만의 40%는 

성인비만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Whitaker 등 1997),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보고되어(Jung 등 2010) 비만으로부터 어린

이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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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주 당 간식 섭취 횟수는 1998년 1.5
회에서 2013년 1.9회, 하루 2끼 식사 비율은 20%에서 28%로 

증가하였고(Lee 등 2012), 2013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6~11세의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남자 20.1%, 여자 22.2%로 증

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KCDCP 2014). Kang & Yoon(2009)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당류,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

품 섭취빈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 주 1회 이상 섭취 비율은 

라면이 71.2%, 아이스크림 45.3%, 탄산음료 40.2%로 높았고, 
쿠키류는 주 3~4회 섭취 비율이 23.6%로 높게 나타나 열량

을 비롯한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식품 섭

취는 초등학생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비만 예방을 

위해 가공식품 및 외식분야에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소비자

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1996
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열
량, 탄수화물, 당류 등’ 9가지 영양성분 표시를 고시하였다

(KFDA 2011). 또한 2010년에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식품

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제과․제

빵,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100개 이상인 경우 영

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였고(MHW 2011), 고속도로휴게소,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자

율적으로 영양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양표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영양교육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Kang 등 2011; MFDS 2012; MFDS 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11세 어린이에서 최

근 1년 이내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여학생 26.5%로 남학생(28.2%)에 비해 낮았고, 가
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 

7.5%로 남학생(13.4%)에 비해 낮았다(KCDCP 2014). 영양표시 

활용도와 필요성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Yoo & Jeong 
2011),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Lee 등 2000; Lee & Lee 2004; Park 등 2010) 
어린이들은 아직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일반 지식이 부

족하고 건강의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구매에 있어 영양표시 확인 등과 같은 올바른 습관과 선택 

기준 교육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영양교육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올바

른 식습관을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평소 식습관, 체형만족

도,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성분 표시의 인지도 및 활용도

를 조사하여 영양표시 인식 확대 및 향후 어린이 대상 영양

교육의 효과를 높여 영양표시 활용도를 증진할 수 있는 맞

춤형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전국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수에 권역별 비례 

할당 추출한 약 1,141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21일~11월 10
일 동안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불충분

한 165명을 제외하고 총 976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
상자 분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MHW 2003)을 참고

하여 올바른 식습관(골고루 먹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천
천히 먹기)을 위한 노력 정도를 주관적 응답에 따라 노력함

(n=711), 보통(n=193), 노력 안함(n=72)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올바른 식습관 노력 정도에 따라 일반사항, 건강상태 인식 

및 체형만족도, 식품섭취빈도, 가공식품 및 외식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사항으로 신장, 체
중을 기입하게 하였고, 월 평균 용돈, 간식섭취 횟수, 식품섭

취빈도, 건강상태 인식, 체형만족도, 가공식품 및 외식 영양

표시관련 문항(인지도, 확인 여부 및 이유, 확인빈도, 주의 깊

게 보는 영양성분)을 조사하였다. 식품섭취빈도는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KCDCP 2010)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

였고, 빵․라면․국수, 패스트푸드, 과일 섭취빈도는 주 당 ‘0
회’,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

에 대해 ‘0점’, ‘1.5점’, ‘3.5점’, ‘5.5점’, ‘7점’으로 점수를 부여

하였으며, 채소반찬은 1일 섭취빈도를 ‘0회’, ‘1회’, ‘2회’, 
‘3~4회’, ‘5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0점’, ‘1점’, 
‘2점’, ‘3.5점’, ‘5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섭취빈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건강상태 인식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로 구성하였고, 체형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구성하였으며, 원
하는 체형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 package(Version 9.2)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자료의 유의성 검증

은 χ2-test로 하였다. 점수화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

산하였고, 체형만족도 문항은 일부 누락된 데이터를 제외하

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올바른 식습관 노력 정도에 따른 군간 

비교는 General Linear Model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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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대상자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Table 1), 경상이 25.6%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6%, 
서울 17.7%, 인천 10.5%, 전라 9.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Table 2)는 148.2 cm, 40.1 kg, 
18.1 kg/m2로 2011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의 초등학교 5
학년 여학생의 신장(144.8 cm)과 체중(39.4 kg)을 비교해 볼 때

(MEST 2012), 신장은 3.4 cm 더 컸고, 체중은 0.7 kg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 

Table 1.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Region Total
(n=976)

Seoul 173 (17.7)1)

Incheon 102 (10.5)
Gyeonggi 230 (23.6)
Daejeon/Chungcheong 82 ( 8.4)
Gyeongsang 250 (25.6)
Jeolla 90( 9.2)

Kangwon 15( 1.5)
JeJu 34( 3.5)

1) 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requency of snack 

Variable Effort
(n=711)

Normal
(n=193)

No-effort
(n=72)

Total
(n=976) Significance

Height(cm) 148.3 ± 7.01) 147.8 ± 7.3 148.6 ± 6.6 148.2± 7.0 NS
Weight(kg) 39.8 ± 7.9 40.5 ± 8.6 40.9 ± 7.4 40.1± 8.0 NS  
BMI(kg/m2) 18.0 ± 2.7 18.4 ± 3.0 18.5 ± 2.7 18.1± 2.7 NS  

Pocket 
money 

(/month)

None 194(27.3)2) 46(23.8) 15(20.8) 255 (26.1)

χ2=10.80
<10,000 won 207(29.1) 64(33.2) 25(34.7) 296 (30.3)
10,000~<20,000 won 189(26.6) 42(21.8) 18(25.0) 249 (25.5)
20,000~<40,000 won 104(14.6) 32(16.6) 14(19.5) 150 (15.4)
≥40,000 won 17( 2.4) 9( 4.6) 0( 0.0) 26 ( 2.7)

Frequency 
of snack 

(/day)

Never 42( 5.9) 13( 6.7) 8(11.1) 63 ( 6.45)

χ2=26.42***

1 time 415(58.4) 90(46.6) 33(45.8) 538 (55.12)
2 times 210(29.5) 69(35.8) 18(25.0) 297 (30.43)
3 times 28( 3.9) 13( 6.7) 10(13.9) 51 ( 5.23)
≥4 times 16( 2.3) 8( 4.2) 3( 4.2) 27 ( 2.77)

NS; Not significant, BMI; Body mass index, *** p<0.001
1) Mean ± S.D.
2) N(%)

달 동안의 용돈은 세 군 모두 ‘10,000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일 간식섭취 횟수는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노력하는 군 58.4%, 보통군 46.6%, 노력하지 않는 군 

45.8%로 나타났고, ‘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력하는 

군이 6.2%, 보통군 10.9%, 노력하지 않는 군 18.1%로 나타

나 군간 차이를 보였다(p<0.001).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

로 한 Kim 등(2014) 연구에서 여학생의 간식섭취 횟수는 ‘1회’
가 44.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12.8%로 본 연구결과와 

순위는 같았으나, ‘3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노력하지 

않는 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주된 간식으로

는 빵류, 과일주스, 유제품, 음료, 스낵으로 보고하여(Lee 등 

2008; Park 등 2011) 정규식사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해 간식 섭취는 바람직하나, 잦은 간식섭취는 끼니를 통한 

영양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간식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2. 식품섭취빈도
올바른 식습관 노력 정도에 따라 주당 식품섭취빈도를 점

수화하여 분석한 결과(Table 3), 빵․라면․국수의 섭취빈도

는 노력하는 군이 1.6점으로 보통군 2.0점, 노력하지 않는 군 

2.1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p<0.001),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치킨)의 섭취빈도는 노력하는 군 1.0점, 보통군 1.1점, 
노력하지 않는 군 1.4점으로 노력하지 않는 군에서 섭취빈도

가 높았다(p<0.01). 과일 섭취빈도는 노력하는 군 4.8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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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food intake    

Variable Effort
(n=711)

Normal
(n=193)

No-effort
(n=72)

Total
(n=976) P-value

Breads, ramen and noodle1) 1.6 ± 1.32)b 2.0 ± 1.4a3) 2.1 ± 1.8a 1.7 ± 1.4 p<0.001
Fast food†1) 1.0 ± 0.9b 1.1 ± 1.1b 1.4 ± 1.3a 1.1 ± 1.1 p<0.01
Fruits1) 4.8 ± 2.0a 4.6 ± 2.0a 3.8 ± 2.2b 4.7 ± 2.0 p<0.001
Vegetables and salad4) 3.3 ± 1.5a 2.7 ± 1.5b 2.4 ± 1.6b 3.1 ± 1.5 p<0.001

1) Score based on frequency of consumption per week(0 time(zero), 1~2 times(1.5 points), 3~4 times(3.5 points), 5~6 times(5.5 points), more 
than 7 times(7 points)) 

2) Mean±S.D. 
3) Means with superscripts(a>b>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Score based on frequency of consumption per day(0 time(zero), 1 time(1 point), 2 times(2 points), 3~4 times(3.5 points), more than 5 

times(5 points))  
†Fast food; pizza, hamburger, and chicken

군 4.6점, 노력하지 않는 군 3.8점으로 노력하지 않는 군에서 

낮았고(p<0.001), 채소와 샐러드 섭취빈도는 노력하는 군 3.3
점, 보통군 2.7점, 노력하지 않는 군 2.4점으로 노력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Na 등
(2010)의 연구에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높은 군은 식행동(식
사의 규칙성, 골고루 먹기, 적당량 섭취)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노력하는 학생에 비해 식습관이 나

빠 영양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중

Table 4. Perception on the healthy condition and body image satisfaction 

Variable Effort
(n=711)

Normal
(n=193)

No-effort
(n=72)

Total
(n=976) χ2

Perception on 
healthy condition

Healthy 630(88.6)1) 151(78.2) 52(72.2) 833 (85.4)
23.76***

Not healthy 81(11.4) 42(21.8) 20(27.8) 143 (14.6)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Very satisfied 76(10.7) 13( 6.8)2) 7( 9.7) 96 ( 9.8)

30.39***

Satisfied 243(34.2) 41(21.2) 21(29.2) 305 (31.3)
Neutral 253(35.6) 84(43.5) 20(27.8) 357 (36.6)
Dissatisfied 102(14.3) 41(21.2) 13(18.0) 156 (16.0)

Very dissatisfied 37( 5.2) 4( 7.3) 11(15.3) 62 ( 6.3)

Effort of 
body image

Skip a meal 6( 0.9) 4( 2.1) 2( 2.8) 12 ( 1.2)

112.88***

Food choices for weight control 231(32.5) 47(24.4) 9(12.5) 287 (29.4)
Regular exercise 163(22.9) 40(20.7) 9(12.5) 212 (21.7)
Food control and exercise 204(28.7) 30(15.5) 12(16.7) 246 (25.2)
Nothing 89(12.5) 66(34.2) 39(54.1) 194 (19.9)

Others 18( 2.5) 6( 3.1) 1( 1.4) 25 ( 2.6)
***p<0.001
1) N(%) 
2) The subtotals of distribution are less than 193, because of missing data.

요하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3. 건강상태 인식 및 체형만족도
올바른 식습관 노력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 인식 및 체형만

족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력하는 군 11.4%, 보통군 21.8%, 노력하지 않는 군 

27.8%로 노력하지 않는 군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자신의 체형

만족도는 ‘매우 만족/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노력하는 군이 

44.9%로 노력하지 않는 군(38.9%)에 비해 높았고(p<0.00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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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체형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으로는 노력하는 군에서 ‘체
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선택’(32.5%)과 ‘음식 조절과 운

동 병행’(28.7%), ‘꾸준한 운동’(22.9%)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보통군과 노력하지 않는 군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2%, 54.1%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군은 노력하지 않는 군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Kim 등(2008)의 연구에서 식행동과 체형만족도가 좋을

수록 건강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체형에 대한 왜곡이 심하고

(Lee & Yun 2003; Kim & Min 2008; Yeon 등 2013), 사회적 

미의 기준이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여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형만족도가 낮았으며(Kim & Shin 2002; Hong 
KH 2008), 잘못된 신체상은 무리한 다이어트와 식사섭취 제

한으로 이어져 영양소 섭취에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Kim & Choi 2009). 초등학교 고학년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정상체중과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

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

록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4.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인지도 및 활용 여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인지도와 활용도 분석결과(Table 5), 영

양표시를 인지하는 비율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군이 80.5%로 보통군 61.1%와 노력하지 않는 군 69.4%에 비

해 높았다(p<0.001).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노력하는 

군이 71.1%로 보통군 50.0%와 노력하지 않는 군 40.0%에 비

해 높았다(p<0.001). 가공식품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읽는 빈도를 분석한 결과(Table 6), 영양표

시를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율은 노력하는 군이 31.4%로 보

통군(15.3%)과 노력하지 않는 군(20.0%)에 비해 높게 나타났

Table 5.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nutrition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Variable Effort
(n=711)

Normal
(n=193)

No-effort
(n=72)

Total
(n=976) χ2

Perception of 
nutrition labeling

Know 572(80.5)1) 118(61.1) 50(69.4) 740 (75.8)
34.10***

Not know 139(19.5) 75(38.9) 22(30.6) 236 (24.2)

Read nutrition 
labeling2)

Yes 407(71.1) 59(50.0) 20(40.0) 486 (65.8)
34.98***No 156(27.3) 55(46.6) 28(56.0) 239 (32.4)

Not interested 9( 1.6) 4( 3.4) 2( 4.0) 15 ( 1.8)
***p<0.001
1) N(%)
2) Answered only by those who reported to know nutrition labeling(n=740).

다(p<0.01). 2013년 국민건강통계결과에서 6~11세 영양표시를 

읽는다는 응답률은 7.5%로 남학생(13.4%)에 비해 낮았고, 영
양표시 확인 후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은 44.4%로 다

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CDCP 2014).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영양표시를 인

지하는 비율은 92.6%로 높게 나타났으나, 영양표시를 항상 확

인한다는 비율은 21.0%로 보고하여(Chang 등 2008) 본 연구 대

상자는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세군 모두 ‘건강

관리를 위해서’가 노력하는 군 80.3%, 보통군 80.0%, 노력하

지 않는 군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군간 차이는 없었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으

로 세 군 모두 ‘열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노력하는 군은 

65.1%, 보통군 62.7%, 노력하지 않는 군은 55.0%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다’(노
력하는 군 50.6%, 보통군 60.0%, 노력하지 않는 군 67.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양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노력하는 군 23.1%, 보통군 16.4%, 노력하지 않는 군 10.7%) 
순으로 나타나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양표시와 관련

한 선행연구 결과, 주로 관심 있는 영양성분 중 1순위로 ‘열
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은 30%, 대학생은 75%, 20대 

이상 성인은 58.2%로 수치에 차이는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Chung & Kim 2007; Lee 등 2010; Ko 
& Kim 2010). 반면,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방’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열량’, ‘나트륨’ 순으로 나타나(Kwon 등 2010) 본 연구와 차

이를 보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건데 우리나라 식습관을 고

려한다면 ‘열량’ 이외에도 최근 한국인섭취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나트륨’, ‘당류’의 과잉 섭취 시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적정 섭취량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영양표시에 관한 Song SW(2009)의 연구에서

는 현행 영양표시가 글씨가 너무 작고, 수치의 의미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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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age of nutrition labeling on processed foods

Variable Effort
(n=407)

Normal
(n=59)

No-effort
(n=20)

Total
(n=486) χ2

Frequency of 
reading nutrition 

labeling1)

Every time 128(31.4)2) 9(15.3) 4(20.0) 141 (29.0)

21.38**Sometimes 260(63.9) 39(66.1) 14(70.0) 313 (64.4)

Not often 19( 4.7) 11(18.6) 2(10.0) 32 ( 6.6)

Reason for 
reading nutrition 

labeling1)

For health management 327(80.3) 47(80.0) 12(60.0) 386(79.4)

-
To weight control 55(13.5) 5( 8.4) 4(20.0) 64 (13.2)
To confirm the high proportion of 
nutritive substance 23( 5.7) 5( 8.4) 4(20.0) 32 ( 6.6)

To compare with other products 2( 0.5) 2( 3.4) 0( 0.0) 4 ( 0.8)

Interesting items 
on nutrition 

labeling1)

Energy 265(65.1) 37(62.7) 11(55.0) 313(64.4)

-

Carbohydrate 59(14.5) 9(15.2) 2(10.0) 70(14.4)
Total sugar 18( 4.4) 3( 5.1) 1( 5.0) 22( 4.5)
Protein 15( 3.7) 3( 5.1) 1( 5.0) 19( 3.9)
Fat 14( 3.5) 3( 5.1) 1( 5.0) 18( 3.6)

Saturated fat 9( 2.2) 1( 1.7) 1( 5.0) 11( 2.3)
Trans fat 9( 2.2) 1( 1.7) 1( 5.0) 11( 2.3)
Cholesterol 9( 2.2) 1( 1.7) 1( 5.0) 11( 2.3)
Sodium 9( 2.2) 1( 1.7) 1( 5.0) 11( 2.3)

Reason for not 
reading nutrition 

labeling3)

Not interested 79(50.6) 33(60.0) 19(67.9) 131(54.8)

10.50

Don’t know if the information on 
nutrition labeling given 5( 3.2) 0( 0.0) 0( 0.0) 5( 2.1)

Have no time to read 15( 9.6) 4( 7.2) 2( 7.1) 21( 8.8)
Don't understand 36(23.1) 9(16.4) 3(10.7) 48(20.1)

Others 21(13.5) 9(16.4) 4(14.3) 34(14.2)
**p<0.01
1) Answered only by those who reported to read nutrition labeling(n=486).
2) N(%)
3) Answered only by those who reported to not read nutrition labeling(n=239).

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충분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영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할 수 있는 도구인 영양표시는 어린이 건강관리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양표

시 개발과 함께 영양표시 활용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

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영양교육 후 영양지식이 증가하였고, 어린이들의 식품 

선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Lee 등 2000; Lee & 
Lee 2004; Park 등 2010).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을 식생활에 실천하는 실천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고, 영양지

식을 실천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실천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Kim 등 2014). 따라서 영양표시를 통해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영양교육 및 영양표시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외식의 영양표시 인지도 및 활용 여부
외식의 영양표시 인지도 및 활용도에 관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외식 영업점(제과․제빵, 햄버거, 피자, 아이

스크림을 판매하는 영업점,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영양표시 인지도 조사 결과, ‘영양표시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력하는 군이 31.4%로 보통군 16.6%
와 노력하지 않는 군 11.1%에 비해 높았고(p<0.001), 외식 영

양표시를 확인한다는 응답자 역시 노력하는 군이 24.7%로 보

통군(7.2%)과 노력하지 않는 군(6.9%)에 비해 높게 나타나

(p<0.001) 노력하는 군에서 외식의 영양표시를 인지하고 활

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식 영양표시를 확

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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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tilization of nutrition labeling on restaurant meals

　Variable Effort
(n=711)

Normal
(n=193)

No-effort
(n=72)

Total
(n=976) χ2

Perception of 
nutrition labeling

Know 223(31.4)1) 32(16.6) 8(11.1) 263 (27.0)
27.50***

Not Know 488(68.6) 161(83.4) 64(88.9) 713 (73.0)

Read nutrition 
labeling

Yes 176(24.7) 14( 7.2) 5( 6.9) 195 (20.0)
37.34***

No 535(75.3) 179(92.8) 67(93.1) 781 (80.0)

Interesting items on 
nutrition labeling2)

Energy 100(56.8) 7(45.0) 3(60.0) 110 (56.4)

-

Total sugar 26(14.8) 3(21.4) 1(20.0) 30 (15.4)

Protein 12( 6.8) 1( 7.2) 0( 0.0) 13 ( 6.7)
Saturated fat 7( 4.0) 0( 0.0) 0( 0.0) 7 ( 3.6)
Sodium 7( 4.0) 0( 0.0) 0( 0.0) 7 ( 3.6)
No 24(13.6) 3(21.4) 1(20.0) 28(14.3)

Reason for not 
reading nutrition 

labeling3)

Not interested 185(34.6) 94(52.5) 35(52.2) 314 (40.2)

36.86***

Don’t know if the information 
on nutrition labeling given 123(23.0) 29(16.2) 11(16.4) 163 (20.9)

Have no time to read 24( 4.5) 8( 4.5) 3( 4.5) 35 ( 4.5)
Don't understand 59(11.0) 24(13.4) 1( 1.5) 84 (10.7)

Don't provide information 
about nutrition labeling 102(19.1) 13( 7.3) 10(14.9) 125 (16.0)

Others 19( 3.5) 6( 3.3) 3( 4.5) 28 ( 3.6)

No response 23( 4.3) 5( 2.8) 4( 6.0) 32 ( 4.1)
***p<0.001
1) N(%)
2) Answered only by those who reported to read nutrition labeling(n=195).
3) Answered only by those who reported to not read nutrition labeling(n=781).

은 세 군 모두 ‘열량’(노력하는 군 56.8%, 보통군 45.0%, 노력

하지 않는 군 60.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당류’(노력

하는 군 14.8%, 보통군 21.4%, 노력하지 않는 군 20.0%) 순으

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햄버거와 피자점 방문고객

을 대상으로 한 외식의 영양표시 인지율은 41.0%였고(Lee & 
Lee 2011),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식의 영양표시 인지율은 

48.0%(Yoo YJ 2009)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이 

외식업체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로 외식의 영양표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

해 노력하는 군은 외식의 영양표시 인지도와 활용도가 두 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

로 한 Yoo & Jeong(2011)연구에서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외

식의 영양표시 활용도와 영양표시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는 

영양성분으로 ‘열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공식품 선택 시 

관심 있는 영양성분과 같은 경향을 보여, 과잉 섭취 시 위해 할 

수 있는 나트륨과 당류와 같은 영양성분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성과 소비자가 외식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외식의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보통군과 노

력하지 않는 군은 외식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5%, 52.2%로 높은 반면, 노력하는 군은 ‘영양

표시가 제공되는지 몰랐다’(23.0%)와 ‘영양표시가 제공되지 

않았다’(19.1%)를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군간 차

이를 보였다(p<0.001). 외식의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공식품 선

택 시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대

생을 대상으로 한 Yoo 등(2012) 연구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하

는 여학생은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여학생에 비해 영양

에 관심과 패스트푸드 섭취량은 낮고, 곡류와 채소섭취량은 

많았으며, 간식 구매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건강이

나 영양에 관심이 적을수록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하며, 영양

표시 활용이 낮고 건강한 음식 선택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표시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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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식의 영양표시 제도는 2010년 도입되었으나, ‘영양표시

가 제공되는지 몰랐다’와 ‘영양표시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높게 응답된 것은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외식의 영양표시를 실시하는 대상

에 대한 확대방안도 함께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올

바른 식습관(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식사, 천천히 먹기)을 위

한 노력 정도에 따라 식습관, 식품섭취빈도, 건강상태 인식, 
체형만족도,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인지도와 활용도

를 조사하였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군은 노력하지 않는 군에 

비해 1일 간식섭취 횟수와 빵․라면․국수와 패스트푸드의 

섭취빈도가 낮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빈도는 높았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군은 노력하지 않는 군에 비해 건강

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과 체형만족도가 높았고, 원하는 체

형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군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다’가 가장 높은 반면, 노력하지 않

는 군은 ‘노력하지 않는다’가 높았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인지도와 영양표시를 항상 읽는 빈도는 노력하는 군이 높았

고, 영양표시 확인 이유는 ‘건강관리를 위해서’였으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영양성분은 ‘열량’이었고, 영양표시를 읽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다’였다. 외식에서 '영양표시를 본 적

이 있다'와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노력하는 군에서 높

았고,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 노력하지 않는 군은 

‘관심이 없다’가 높은 반면, 노력하는 군은 ‘영양표시가 제공

되는지 몰랐다’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이 

건강한 식품선택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를 이용한 확인 방법 등 실천할 수 있는 영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실생

활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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