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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better understand the utilization practice of mass media, and to suggest the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provided to mass media by researchers on the utilization, satisfaction, and de-
mand of acquired nutrition information. The provision of cooking methods and menu introduction related to 
the training subjects at the same time as when food nutrition information is discusse by mass media, including 
TV and internet, would be helpful to enhance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rates of the information among 
the public. It was found that food nutrition information should be activated for general public using objective 
and professional public institutions or web-pages so as to resolve dissatisfaction levels felt by the public with 
regard to exaggerated claims. At the same time, it is required to continue to maintain interesting and various 
information supply highlighting the characteristics of mass media when performing food nutrition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media practitioners concerned to investigate thoroughly and improve any 
inconvenient factors that the public experiences when they receive the nutrition information through the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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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중대중매체는여러가지사건등을사회전

반적인 부분에 걸쳐 빠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매우 크다(Kim GY 2012). 국민의질병
관련 식이요법 및 영양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함에따라대중매체또한, 다양한주제의영양정
보를제공하고있으며, 새로운내용으로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Lee JW & Lee BG 
1998). 대중들역시건강에관한정보를전문인에
게서보다는 다양한 대중매체들로부터 제공을 받

고 있으며, 대중매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과
관련된 영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 식
생활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Jang YJ & Moon HK 2005). 대중들은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상대적
으로정확한지식은적은편이며, 그로인하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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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체를통해제공되는정보와광고를무비판적

으로 수용하고, 과신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 식
생활이나건강정보에대한대중매체가균형성, 객
관성,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을 잃으면 역기능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Kim KT 1998). 그러므
로 이제는 대중매체 속의 정보를확인하지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실제

생활에옮겼을경우, 나타나는문제점들을진지하
게고려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Shin EY 
2011). 무차별적인 대중매체 정보들 속에서 정확
한정보선별능력은매우중요하며, 올바른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매체와 정부, 각 분야
전문가들의역할도매우중요하다(Jeon EM 2008). 
대중매체의부적절하거나잘못된정보로인한피

해를줄이기위해서는신뢰도가높은양질의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제공자들의 충분한 사전

조사및전문가들의검증이요구된다(Kim GY 2012).
이에본연구는식품영양정보와관련된대중매

체이용실태에대하여알아보고, 영양정보습득의
활용도, 요구도, 만족도조사를통하여 TV와인터
넷을활용한효과적인식품영양정보제공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Ⅱ. 문헌고찰

1.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영양정보

많은사람들은대부분의시간을대중매체와함

께 보내고 생활하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대

중매체에의존하여얻고있다(Chae HW 2006). 대
중매체는단시간내에대상자에게특정내용이나

기준을반복제시함으로써대중들이그것을보편

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접근이 용이해 국
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이

되고있다(Han GH & Kim JM 2008). 그렇기때문
에소비자들의정보수용은주로대중매체에의존

하기쉬운데, 대중매체는특성상충격적이고감정
적인상황을조성하여대중들의판단력을흐리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또는 비관적인 인식

을 형성시킬 수 있다(Lee GH 2008). Nam JJ 등
(1995)의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 조사 결과, 
연구대상자의 66.7%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평소
에건강과관련된지식을얻고있었고, 또한 식생
활정보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었다. Lee 
GH (2008)이 조사한 소비자의 식품위험 정보처
이용정도의 결과를 보면 방송매체와 인터넷매체

의 이용정도가 다른 인쇄매체나 세미나, 강의 등
에비해비교적높은것으로분석되었고, 이와유
사하게 Kwak JE 등(2014)의 연구에서도 식품영
양정보에 대한 주요 정보원으로 TV와 인터넷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대중매체보다
TV와 인터넷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크다는것을시사하며, 기혼여성의외식업
체 SNS구전정보수용에대한 연구에서도 SNS는
대중들의 동질성이나 정보수용자의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NG 등 2014). 
대중매체 이용 행태를 조사한 선행연구(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5)에 따르면 국민의 약 72%가 인
터넷을사용하고있으며, 평균적으로하루약 3시
간 동안 TV를 시청하고 있었고(Kim KT 1998), 
스마트 기기활용에 대한 Kang KS(2013)의 연구
결과, 약 50%의 응답자가 하루 5시간 이상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를 통한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또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Jung SM & Kim YH 
2015).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분
석 결과, 건강관련정보 기사 중 식품영양정보 기
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Moon 
HK & Jang YJ 2005), 식생활에 관련하여부적절
한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oon HK & Cho YJ 2005).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 인터넷상 식품영양정보 취득형태 및 활용에

대하여 연구한 Han SJ(2004)의 논문에서는 식품
영양정보의 개선점으로 유용성, 최신성, 정확성, 
용이성과 같은 요인을 사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구체성, 다양성 외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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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요인을추가로구성하여식품영양정보와관련

된 요인이 응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

영양정보의 중요도-만족도 비교에 이용하였다.

2. 영양교육 실태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식품영양정보는 직

․간접적으로대중을대상으로한식품영양 관련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양교육에
이용되는 다양한 교육매체의 하나로써 주목받고

있다. Shon SM(2009)은 영양교육(Nutrition edu-
cation)을 “개인이나 집단에서 건강과 영양상태
향상에도움이되는행동을자발적으로습득하도

록, 고안되고 계획된 학습 경험”이라고 정의했으
며, 건강증진을 위해 건전한 식행동을 습득하는
과정, 교육대상자가 스스로자발적으로 식행동을
습득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

다. Park YS(2007)는 “사람이 삶을 사는 동안 좋
은 식생활을 하여 생애를충실하게 마칠 수있도

록 돕는 것”을 영양교육의 목적이라고 정의했으
며, 영양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기여에
도많은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양교육을실시하는학교는 29.8%로실시
하지않는 학교수에 비하여 매우적은 비율이었

고, 실시교중 45.7%가한달에한번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Yeo SH 2012). Kim HJ(2008)의
연구결과, 통신문또는단순영양지식을전달하는
강의법을 영양교육 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

다. 병원에서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양 상담과 병행하여 영양

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주로리플릿을이용하
여 1회교육이 20～40분정도이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
사를 대상으로 질환에 관련된 영양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있다(Kang HS & Yun EY 2003). 보건
소의경우,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산모와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영양불량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나영양상태가취약한대

상에게영양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Kim JH 2009).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및 상담은 1회성의교육으로그치는경우가많았
으며, 각만성질병별영양교육및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Kim KW & 
Moon EH 2011). Kang KM(2010)은 현재 20∼50
대의 일반 성인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우 부족하

며, 평균수명이늘어남에따라삶의질을유지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일반 성인들을 대상

으로하는영양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고보고한

바있다. 이렇듯영양교육에대한높은관심은다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수행으로

연결되고 있는 반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가
매우한정적이며, 효과또한 의심받고있다. 따라
서 접근성이 좋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식품영양

정보 전달은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위해서는정보전달역할자로서의대
중매체 활용실태 및 만족도, 요구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연구는대전충남지역 20대이상성인남녀
를 표본으로설정하여온․오프라인을통해설문

조사를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
년 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오즈서베이(Ozsurvey)를 이용하여

설문내용을작성하고, 이메일또는스마트폰을통
해배포된 URL을설문대상자가클릭하여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
대상자에게 설문지 배포 후 응답이 끝나면 바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총 33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게작성된설문지 68부를제외한총 267
부(79.7%)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오프라인의 경
우 총 250부를 배포하여 236부가 회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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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불성실하거나불완전하게작성된 설문지 7
부를 제외한 229부(97.0%)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온라인 267부(53.8%)와 오프
라인 299부(46.2%)의 총 496부를 통계분석에 사
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된 선행연구

(Kim MJ 2014; Shin EY 2011; Kim JH 2011; Bea 
JH 2008; Kwak JE 등 2014; Jeon EM 2008; Lee 
HM 2010; Kim EH 2009)를기초로하여연구목
적에맞게수정및보완하여구성하였다. 총 43개
의 설문 문항은 대중매체 이용행태 13문항, 활용
효과 4문항, 만족도와중요도 20문항, 일반사항 6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활용효과와 중요
도, 만족도를묻는문항은 Likert 5점척도를이용
하였다.

３.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Lee GH 2008; Kwak 
JE 등 2014; Kim KT 1998) 분석을 통해 가장 이
용도가 높은 TV와 인터넷을 대중매체로 한정하
였으며, 대중매체를통한식품영양정보활용실태
및 만족도를 TV와 인터넷 사용자들로 나누어 비
교․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대중매체 활용실태와 대중매체별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χ2,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중매체로 제공되는 식품영양정보
관련 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
tion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영양정보관련 요인
들이대상자의만족도와활용도에미치는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 <Table 1>과같
다. 전체 496명 중 TV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은
130명(26.2%)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주로 사
용하는 그룹은 399명(73.8%)으로, TV를 주로 사
용하는 그룹에 비하여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의 빈도수가 약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남성은 TV를주로사용하는그룹과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이 각각 52명(40.0%), 156명
(42.6%)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은 각각 78명(60.0 
%), 210명(57.4%)으로나타났다. 연령은 TV와인
터넷두그룹모두 20～29세가각각 58명(44.6%), 
279명(76.2%)으로 가장많았다. 직업의 경우, TV
를주로사용하는그룹은학생이 38명(29.2%), 전
업주부 20명(15.4%), 자영업 18명(13.8%), 판매
및 서비스 16명(12.3%), 전문기술직 14명(10.8%)
의 순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인터넷을주로사용하는그룹또한, 학생이 178명
(48.6 %)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직 68명
(16.9%), 행정 관리직 및 사무직 41명(11.2%)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재학또는졸업이 TV를주로사용하는그
룹과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 모두 각각 77
명(59.2%), 293명(80.1%)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
었다. 월소득은 TV를주로사용하는그룹과인터
넷을 주로 사용하는모두 50만원미만이각각 35
명(26.9%), 143명(39.1%)으로 가장 높았다. 

2. 응답자의 대중매체 이용현황

식품영양정보를얻기위해주로사용하는대중

매체와 식품영양정보의 활용행태에 대한 빈도분

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대중매체
사용 이유에대한 응답으로 TV를주로 사용하는
그룹과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 모두 이용

하기가 손쉬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87명(66.9%), 
217명(59.3%)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정보
량이 많아서가 각각 21명(16.2%), 109명(29.8%)
으로두번째로비율이높게나타났다(p<.001). 대
중매체사용빈도의경우, TV를주로사용하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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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V Internet Total

Gender
Female 78(60.0) 210(57.4) 288(58.1)

Male 52(40.0) 156(42.6) 208(41.9)

Age

20～29 58(44.6) 279(76.2) 337(67.9)

30～39 22(16.9) 53(14.5) 75(15.1)

40～49 22(16.9) 28( 7.7) 50(10.1)

More than 50 28(21.5) 6( 1.6) 34(6.9)

Occupation

Student 38(29.2) 178(48.6) 216(43.5)

Professional technicians 14(10.8) 62(16.9) 76(15.3)

Office worker 3( 2.3) 41(11.2) 44( 8.9)

Sales/service jobs 16(12.3) 22( 6.0) 38( 7.7)

Self-employment 18(13.8) 16( 4.4) 34( 6.9)

Homemaker 20(15.4) 12( 3.3) 32( 6.5)

Production worker 8( 6.2) 12( 3.3) 20( 4.0)

Unemployed 7( 5.4) 7( 1.9) 14( 2.8)

Others 6( 4.6) 16( 4.4) 22( 4.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 0.0) 2( 0.5) 2( 0.4)

Middle school 3( 2.3) 1( 0.3) 4( 0.8)

High school 42(32.3) 29( 7.9) 71(14.3)

College/college graduate 77(59.2) 293(80.1) 370(74.6)

Graduate student/graduate 7( 5.4) 37(10.1) 44( 8.9)

Others 1( 0.8) 4( 1.1) 5( 1.0)

Monthly income
(10,000won)

< 50 35(26.9) 143(39.1) 178(35.9)

50～99 21(16.2) 46(12.6) 67(13.5)

100～199 24(18.5) 79(21.6) 103(20.8)

200～299 31(23.8) 57(15.6) 88(17.7)

300～399 13(10.0) 25( 6.8) 38( 7.7)

> 400 6( 4.6) 16( 4.4) 22( 4.4)

Total 130(100.0) 366(100.0) 496(100.0)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N(%)

룹과인터넷을주로 사용하는 그룹 모두 매일 사

용한다는응답이각각 48명(36.9%), 276명(75.4%)
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주
일에 3～4회가 각각 36명(27.7%), 56명(15.3%)으

로두번째로높은비율로조사되었다. 주로얻는
정보에 대한응답으로는 TV를 주로 사용하는그
룹의경우요리및맛집정보 40명(30.8%), 질병에
따른 식사관리 30명(23.1%), 영양적 균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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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V Internet Total χ2(p)

Reasons to use

Easy to use 87(66.9) 217(59.3) 304(61.3)

30.817***

Much information 21(16.2) 109(29.8) 130(26.2)

Easy to save obtained 
information

2( 1.5) 25(6.8) 27( 5.4)

Trustworthy 12( 9.2) 11( 3.0) 23( 4.6)

Other 8( 6.2) 4( 1.1) 12( 2.4)

Frequency of use

Every day 48(36.9) 276(75.4) 324(65.3)

70.493***

3～4 times a week 36(27.7) 56(15.3) 92(18.5)

1～2 times a week 35(26.9) 27( 7.4) 62(12.5)

2～3 times per month 7( 5.4) 5( 1.4) 12( 2.4)

Rarely 4( 3.1) 2( 0.5) 6( 1.2)

Hours of use

Less than 1 hours 36(27.7) 84(23.0) 120(24.2)

3.870

1 hours～less than 2 hours 45(34.6) 113(30.9) 158(31.9)

2 hours～less than 3 hours 22(16.9) 89(24.3) 111(22.4)

3 hours～less than 4 hours 12( 9.2) 32( 8.7) 44( 8.9)

More than 4 hours 15(11.5) 48(13.1) 63(12.7)

Frequency of 
information 
acquisition

Less than 1month 19(14.6) 55(15.0) 74(14.9)

5.337

2～3 times a month. 48(36.9) 114(31.1) 162(32.7)

1～3 times a week 53(40.8) 141(38.5) 194(39.1)

4～6 times a week 4( 3.1) 25( 6.8) 29( 5.8)

Almost every day 6( 4.6) 31( 8.5) 37( 7.5)

Preferred 
information

Cooking and restaurants 
information

40(30.8) 157(42.9) 197(39.7)

52.033***

Weight control 16(12.3) 83(22.7) 99(20.0)

Disease 30(23.1) 21( 5.7) 51(10.3)

Nutritional balance 18(13.8) 25( 6.8) 43( 8.7)

Skin care 9( 6.9) 26( 7.1) 35( 7.1)

Exercise 2( 1.5) 29( 7.9) 31( 6.3)

Food safety 7( 5.4) 10( 2.7) 17( 3.4)

Item of personal 
preference(tobacco, 

alcohol, caffeine, etc.)
4( 3.1) 5( 1.4) 9( 1.8)

Other 4( 3.1) 10( 2.7) 14( 2.8)

<Table 2> Nutrition information usage patterns according to mass media types                    N(%)



효과적인 식품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매체의 이용 및 활용 실태 조사 101

Category TV Internet Total χ2(p)

Preferred 
information

provider 

Nutritionist/dietitian 41(31.5) 139(38.0) 180(36.3)

6.931

Professional reporter of food 
and nutrition

25(19.2) 66(18.0) 91(18.3)

Doctor 26(20.0) 52(14.2) 78(15.7)

Chef 23(17.7) 51(13.9) 74(14.9)

Ordinary person who 
experiences health, nutrition, 

and food effectiveness
10( 7.7) 48(13.1) 58(11.7)

Other 5( 3.8) 10( 2.7) 15( 3.0)

Degree of 
satisfaction

Not very satisfied 1( 0.8) 2( 0.5) 3( 0.6)

7.993

Not satisfied 7( 5.4) 11( 3.0) 18( 3.6)

Neutral/not sure 87(66.9) 212(57.9) 299(60.3)

Satisfied 35(26.9) 134(36.6) 169(34.1)

Very satisfied 0( 0.0) 7( 1.9) 7( 1.4)

Satisfaction
factor

Easy to use practically 26(20.0) 115(31.4) 141(28.4)

21.910**

Variety of content 21(16.2) 76(20.8) 97(19.6)

Up-to-date information 25(19.2) 72(19.7) 97(19.6)

Easy to understand 20(15.4) 53(14.5) 73(14.7)

Fun 20(15.4) 25( 6.8) 45( 9.1)

Trustworthy 16(12.3) 17( 4.6) 33( 6.7)

Other 2( 1.5) 8( 2.2) 10( 2.0)

Dissatisfaction 
factor

Highly exaggerated 40(30.8) 122(33.3) 162(32.7)

39.597***

Too much advertising content 23(17.7) 98(26.8) 121(24.4)

Inaccurate information 8( 6.2) 61(16.7) 69(13.9)

Very hard to get the 
information I want

33(25.4) 29( 7.9) 62(12.5)

Overuse of jargon 8( 6.2) 21( 5.7) 29( 5.8)

Impractical 7( 5.4) 13( 3.6) 20( 4.0)

Lack of variety 7( 5.4) 8( 2.2) 15( 3.0)

Other 4( 3.1) 11( 3.0) 15( 3.0)

Application 
experience of 
information

Yes 101(77.7) 293(80.1) 394(79.4)
0.328

No 29(22.3) 73(19.9) 102(20.6)

Total 130(100.0) 366(100.0) 496(100.0)

* p<.05, ** p<.01, *** p<.0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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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V Internet Total

Recipe 61(31.6) 170(31.1) 231(31.2)

Obesity and/or diet 24(12.4) 119(21.8) 143(19.3)

Menu planning 26(13.5) 96(17.6) 122(16.5)

Components and/or effectiveness of food ingredient 28(14.5) 63(11.5) 91(12.3)

Dietary therapy related to diseases 19( 9.8) 44( 8.0) 63( 8.5)

Functional food 18( 9.3) 24( 4.4) 42( 5.7)

Food safety and/or sanitation 14( 7.3) 15( 2.7) 29( 3.9)

Smoking and/or alcohol 3( 1.6) 11( 2.0) 14( 1.9)

Other 0( 0.0) 5( 0.9) 5( 0.7)

Total 193(100.0) 547(100.0) 740(100.0)

Multiple choice allowed.

<Table 3> Practically used information type                                                  N(%)

식사관리 18명(13.8%)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은 요리

및 맛집 정보 157명(42.9%), 체중관리를 위한 영
양관리 83명(22.7%), 목적에맞는운동정보 29명
(7.9%)의 순으로정보를얻는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TV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은 실생활에
활용하기 쉽다(26명, 20.0%), 최신정보가 많다(25
명, 19.2%), 다양한내용을다룬다(21명, 16.2%)의
순으로 획득한 정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의 경우 실
생활에 활용하기 쉽다(115명, 31.4%), 다양한 내
용을다룬다(76명, 20.8%), 최신정보가많다(72명, 
19.7%)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TV를 주로 사
용하는 그룹과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룹 모

두 과장된 내용이 많다가 각각 40명(30.8%), 122
명(33.3%)으로응답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
으로 TV를주로사용하는그룹의경우필요한정
보만 선택하여얻기가 힘들다(33명, 25.4%), 광고
성 내용이 많다(23명, 4.6%), 인터넷을주로 사용
하는그룹의경우는광고성내용이많다 (98명, 26.8 
%),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61명, 16.7%)의 순으
로 대중 매체의 식품영양 정보를 사용하며, 불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001). 

3. 응답자의 대중매체 활용현황

선택한매체를이용하여응답자들이실제로실

생활에적용해본분야는 <Table 3>과같다. TV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의 경우, 요리방법 61명(31.6 
%), 식품의성분및 효능 28명(14.5%), 식단작성
및 메뉴종류 26명(13.5%)의 순으로 정보를 실생
활에적용해보았다고응답하였으며, 인터넷을주
로사용하는그룹의경우요리방법 170명(31.1%), 
비만과 다이어트 119명(21.8%), 식단 작성 및 메
뉴종류 96명(17.6%)의 순으로 실생활 적용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은 식품영양정보를 실생

활에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

로 적용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Table 
4>와같다. TV를주로이용하는그룹의경우, 1개
월 미만으로 적용해 봤다는 응답이 38명(37.6%)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회성 27명
(26.7%),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25명(24.8%)의
순으로응답하였다. 인터넷을주로사용하는그룹
은일회성이라는응답의비율이 91명(31.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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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V

(N=130)
Internet
(N=366)

t-value

Increase understanding about disease prevention and/or treatment 
effect of food in shich I am interested

3.13±0.791) 3.26±0.76 1.649

Improve the ability for my meal management 3.04±0.88 3.22±0.85 2.112*

Provide an opportunity to search foods and/or meal guidelines for 
my health

3.02±0.89 3.30±0.87 3.091**

Provide an opportunity to correct my dietary habit and ways to exer-
cise

3.17±0.86 3.30±0.90 1.471

Average 3.09±0.86 3.27±0.85
1) A 5-point Likert scale : 1 Not agreed at all～5 Agreed very much.
* p<.05, ** p<.01

<Table 5> Practical use effects of the obtained information                                      M±S.D.

Category TV Internet Total

Once 27(26.7) 91(31.1) 118(29.9)

>1 month 38(37.6) 87(29.7) 125(31.7)

1 month～less than 6 month 25(24.8) 70(23.9) 95(24.1)

6 month～less than 1 year 4( 4.0) 13( 4.4) 17( 4.3)

1 year < 7( 6.9) 32(10.9) 39( 9.9)

Total 101(100.0) 293(100.0) 394(100.0)

<Table 4> Effective period of the application for real-life situation                              N(%)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1개월 미만(87명, 29.7 
%), 1개월이상～6개월미만(70명, 23.9%)의순으
로 조사되었다.
주로 사용하는 대중매체에 따른 식품영양정보

활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위해 식사관리를할 수

있는능력이향상되었다의경우, TV를주로이용
하는그룹(3.04±0.88)에비하여, 인터넷을주로사
용하는 그룹의 점수(3.22±0.85)가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p<.05), 스스로 건강기능 향상에
도움을주는 식품 및 식사지침 등에 대하여찾아

보도록해주었다는역시인터넷을자주사용하는

그룹이 3.30(±0.87)점으로 TV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의 점수(3.02±0.89)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1).

4. 식품영양정보와 관련된 요인이 응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식품영양정보와 관련된 요인이 응답자의 만족

도에미치는영향은 <Table 6>에나타내었다. TV
를 주로이용하는응답자를대상으로한 분석결

과, 식품영양정보와관련된요인이응답자의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의 47.9%(R2=.479, Adj.R2=.164)
를 설명하였다(F=3.537, p<.001). 응답자의 만족
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실용성, 신뢰성만통
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p<.05), 영향
력이 가장 큰 요인은 신뢰성(beta=.338)이고, 그
다음으로는 실용성(beta=.235)으로 나타나, 신뢰
성과실용성이높을수록제공받는영양정보에대

한만족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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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VIF1)

B SE β

TV

(Constant) 2.108 .295

Practicality .165 .066 .235   2.512* 1.346

Reliability .222 .076 .338   2.937* 2.047

Accuracy —.037 .079 —.054 —.469 2.079

Concreteness .073 .062 .109   1.175 1.329

Variety —.043 .069 —.067 —.623 1.762

Accessibility —.033 .071 —.051 —.458 1.947

Ease of information acquisition —.130 .083 —.187 —1.570 2.194

Utility .098 .070 .155   1.407 1.881

Fun .005 .062 .009    .087 1.797

The latest of information .026 .064 .044    .402 1.840

TV: R2=.479, Adj. R2=.164, F=3.537, p=.000, Durbin-Watson=1.787

Internet

(Constant) 2.103 .212

Practicality .082 .047 .105   1.757 1.429

Reliability .026 .051 .036    .504 1.995

Accuracy .065 .054 .087   1.219 2.035

Concreteness —.003 .043 —.004 —.061 1.326

Variety —.009 .042 —.014 —.216 1.588

Accessibility .069 .046 .100   1.497 1.772

Ease of information acquisition —.017 .047 —.026 —.363 2.045

Utility .090 .046 .122   1.953 1.549

Fun .034 .042 .049    .820 1.394

The latest of information .028 .044 .041    .624 1.759

Internet: R2=.109, Adj. R2=.084, F=4.346, p=.000, Durbin-Watson=1.998

Dependant variable: satisfac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1)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 p<.05.

<Table 6> Effect on the satisfaction is in full satisfaction of factors

에서는 식품영양정보의 요인별 만족도가 전체적

인 만족도의 10.9%(R2=.109, Adj.R2=.084)를설명
하는것으로나타나(F=4.346, p<.001), TV를통해
식품영양정보를 얻는 응답자들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대중매체 종류별 식품영양정보의 중요

도-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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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V Internet

Importance Satisfaction t-value Importance Satisfaction t-value

Practicality 3.58±1.001) 3.25±0.802) 2.786** 3.86±0.91 3.61±0.78 4.519***

Reliability 3.79±0.98 3.33±0.86 1.598 3.95±0.97 3.01±0.84 —3.67***

Accuracy 3.75±0.98 3.23±0.83 —2.517* 4.04±1.81 3.02±0.80 1.766

Concreteness 3.61±0.93 3.25±0.84 0.863 3.82±2.78 3.28±0.80 0.36

Variety 3.53±0.93 3.53±0.87 4.05*** 3.77±0.94 3.90±0.90 2.502*

Accessibility 3.81±0.88 3.58±0.89 1.867 3.98±0.96 3.74±0.87 1.799

Ease of informa-
tion acquisition

3.78±0.96 3.64±0.81 2.152* 3.99±0.92 4.00±0.91 4.031***

Utility 3.66±1.02 3.38±0.89 2.585* 3.92±0.90 3.48±0.82 1.185

Fun 3.57±0.94 3.55±0.98 0.792* 3.41±1.03 3.62±0.86 —1.554

The latest of 
information

3.69±0.97 3.47±0.96 4.482*** 3.91±0.96 3.90±0.91 2.188*

Average 3.68±0.96 3.42±0.87 3.87±1.22 3.56±0.85
1) A 5-point Likert scale: 1 Not important at all～5 Very important.
2) A 5-point Likert scale: 1 Not satisfied at all～5 Very satisfied.
* p<.05, *** p<.001.

<Table 7> Comparison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degree on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by mass media 
type                                                                          M±S.D.

응답자들이 TV와인터넷의식품영양정보에대
해 느끼는 중요도와 만족도 정도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TV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
의 경우 정보습득의 용이성(3.78±0.96), 정확성
(3.75±0.98), 최신정보제공(3.69±0.97)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조사되었다(p<.05). 만족
도에서는 정보습득의 용이성이 3.64±0.81점으로
가장 높았고(p<.001), 다음으로는 재미성 3.55± 
0.98점(p<.05)과 다양성 3.53±0.87점(p<.001)의 순
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의식품영양정보의경우, 중
요도는 정보습득의 용이성의 평균값이 3.99±0.9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p<.001), 다음으로 신뢰성
3.95±0.97점(p<.001), 최신신정보 제공 3.91±0.96
점(p<.05)의 순이었다. 인터넷 이용 시 만족도의
평균값은 정보습득의 용이성이 4.00±0.91점으로
중요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p<.001), 다음

으로는최신정보의제공이 3.90±0.91점, 다양성이
3.90±0.90점으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p<.001). 

<Table 8>은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제공

되는식품영양정보와관련된요인의상대적인중

요도와만족도를비교하고분석하기위해중요도-
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제 1사분면은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높아, 현

재의노력을지속․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요소

로 TV와인터넷두그룹공통으로는이해하기쉬
움, 정보습득의용이성, 최신정보제공요소가이
에 해당한다. 제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상
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항목이

며, TV와인터넷두그룹모두신뢰성과정확성이
이에포함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사분면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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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Internet

Importance 1) Importance 1)

Satisfaction 2) Satisfaction 2) 
1) A 5-point likert scale: 1 point(not important at all)～5 point(very important).
2) A 5-point likert scale: 1 point(not satisfied at all)～5 point(very satisfied).

Category TV Internet

Ⅰ

(Keep up the good work)

6. Accessibility
7. Ease of information acquisition

10. The latest of information

6. Accessibility
7. Ease of information acquisition

10. The latest of information

Ⅱ

(Concentrate here)
2. Reliability
3. Accuracy

2. Reliability
3. Accuracy

8. Utility

Ⅲ

(Low priority)

1. Practicality
4. Concreteness

8. Utility
4. Concreteness

Ⅳ

(Possible overkill)
5. Variety

9. Fun

1. Practicality
5. Variety

9. Fun
 

<Table 8> Satisfaction-importance analysis(ISA) of the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by mass media type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개선의 효과가 적은

영역이며, TV의 경우 실용성, 구체성, 유익성이
이에 속하며, 인터넷은 구체성이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제 4사분면
에 속한 다양성과 재미성은 중요도는 낮으나, 상
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 영역에 투자했던 노력을 만족도가 낮은 요인

에분산시켜투입한다면전체적인만족도를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 주제 및 매체별

형식에 대한 요구도

응답자들이대중매체를통해제공을받고싶어

하는 식품영양정보 주제와 매체 형식은 다음

<Table 9>와같다. TV를주로이용하는응답자들
이 제공받고 싶은 정보의 주제는 질병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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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V Internet Total

Want to get food nutrition information sector

Obesity and diet 50(19.7) 188(26.5) 238(24.7)

 Diet balance 46(18.1) 152(21.4) 198(20.5)

Disease and food 56(22.0) 94(13.2) 150(15.6)

Food safety and hazard 41(16.1) 92(13.0) 133(13.8)

Functional food 24( 9.4) 88(12.4) 112(11.6)

Information about restaurants 24( 9.4) 62( 8.7) 86( 8.9)

Nutritional information based on life cycle 12( 4.7) 31( 4.4) 43( 4.5)

Other 1( 0.4) 3( 0.4) 4( 0.4)

Total 254(100.0) 710(100.0) 964(100.0)

Type want to receive nutrition information on food education to the TV

Educational program about healthy life 65(25.6) 195(27.4) 260(26.9)

Entertainment program 64(25.2) 165(23.2) 229(23.7)

Documentary 43(16.9) 122(17.1) 165(17.1)

Dialogue of moderator and professional 39(15.4) 71(10.0) 110(11.4)

Lecture format of professional 31(12.2) 68( 9.6) 99(10.2)

Public advertisement 4( 1.6) 49( 6.9) 53( 5.5)

News program 6( 2.4) 32( 4.5) 38( 3.9)

Other 2( 0.8) 10( 1.4) 12( 1.2)

Total 254(100.0) 712(100.0) 966(100.0)

Type want to receive nutrition information on food education to the internet

 Information provided by food and nutrition agencies 87(34.0) 233(33.0) 320(33.2)

 Informational webtoons 66(25.8) 191(27.0) 257(26.7)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onal homepages/blogs 43(16.8) 154(21.8) 197(20.5)

 Online counseling services by health care professionals 41(16.0) 76(10.7) 117(12.1)

Promotional information by food companies 14( 5.5) 45( 6.4) 59( 6.1)

Other 5( 2.0) 8( 1.1) 13( 1.3)

Total 256(100.0) 707(100.0) 963(100.0)

Multiple choices allowed.

<Table 9> Needs of the subject and media type for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N(%)

(22.0%), 비만 및 다이어트(19.7%), 균형 잡힌 식
생활(18.1%)의 순으로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난 반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경

우, 비만 및 다이어트(26.5%), 균형 잡힌 식생활
(21.4%), 질병과식품(13.2%)의순으로주제에대
한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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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중 TV를 통해 식품영양정보를 제공
받고자 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형

식은 건강생활정보 및 교양프로그램 형식이 TV 
이용자들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각 65명(25.6 
%), 195명(27.4%)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 오락프로그램 형식이 각각 64
명(25.2), 165명(23.2%), 다큐멘터리가 각각 43명
(16.9%), 122명(17.1%)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서식품영양정보를 받을
경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정보 형식은

정부기관, 병원, 연구소 등의 전문 식품영양기관
에서운영하는사이트의정보를원한다는응답자

가 TV 이용자 87명(34.0%), 인터넷이용자 322명
(33.0%)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정보성웹
툰 형식이 유용할 것 같다고 답한 TV 이용자가
66명(25.8%), 인터넷 이용자가 191명(27.0%)으로
많았다. 보건의료전문인의 개인 홈페이지․블로
그 형식은 TV이용자들과 인터넷 이용자들 각각
43명(16.8%), 154명(21.8%)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전 및 충남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TV와 인터넷을 통해
얻는 식품영양정보의 활용행태, 만족도, 중요도
및요구도를조사하여대중매체를활용한효과적

인식품영양정보제공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활용행태와 관련된연구결과, 응답자의대부분

이 매일(65.3%) 대중매체를 사용하며, 사용하는
이유는 이용이 쉽기 때문(61.3%)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중매체를통해요리및맛집에대한
정보(39.7%)를획득하는응답자들이가장 많았으
며, 이 중 TV를 주로 사용하는 응답자들은 질환
예방 및 관리,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응답자들
은 체형관리를위한 식사정보를주로 얻는것으

로조사되었는데, 이는일반인들은생활에관련된

요리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이 가장 많

다고보고한선행연구의결과와유사하다(Han SJ 
등 2004). TV를 통해 영양정보를 얻는 응답자들
이 질환예방 및 관리에 높은관심을보인다는결

과는 TV를주로사용하는그룹이인터넷사용그
룹에 비해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만족도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정보가활용하기쉬울 때가장 만족도

가높다고답한반면(28.4%), 정보에과장된내용
이 많을 때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32.7%).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영양정보
제공 시실생활에적용할 수있는 구체적인 방법

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보 수용자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과장성이
높은 사기업의 정보제공은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유사하게 Kim KT(1998)는 TV의선
정성과과장, 허위광고등의대중매체의부작용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중매체를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획득한식품영양정보중요리방법(31.2%)
에 관한실생활 활용이 가장많이 이루어지고있

었으며, TV 사용 응답자들은 질병 예방 및 관리, 
인터넷사용응답자들은체형관리와관련된분야

를 식생활에 주로적용하는경향을보여 특정정

보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보의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정보를실생활에적용하는기간
은 주로 1개월 미만 또는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정보 활용 기간이 오래 지속․유지되지 않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AR & Ahn HS 
(2010)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대중매체 사용률
에비해식생활정보이용률은낮게나타났다. 활
용효과의경우, TV보다는인터넷을통해얻은식
품영양정보의활용효과가더높은것으로분석되

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웹기반의 영양 상담을
당뇨환자에게 하였을 때 당뇨병 환자의 식행동

변화나 혈액성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에서도 발견된다(Park SY 2004).
식품영양정보와관련된요인중신뢰성과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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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높을수록식품영양정보에대한응답자의만

족도가 높게 조사되어 Song MK & Yoon HY 
(2013)의 온라인 레스토랑 구전정보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같이 대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

보원을선발에신중을기하는것이식품영양정보

에 대한 대중들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정보습득의
용이성을가장중요한요인으로생각하는동시에

그에대한만족도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음
식축제웹사이트의이용만족및행동의도에대한

Kim MJ & Jeon HM(2015)의 연구결과와 마찬가
지로대상자가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있도

록 청각적․시각적․기능적부분을개선 하는것

이대중들의식품영양정보의활용효과를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식품영양정보요인에대한 ISA 분석결과를보

면, 중요도와 만족도를지속적으로유지시켜나가
야 하는 요인으로는 이해하기 쉽다가 해당하며, 
신뢰성과정확성은만족도를높이는것에집중적

인 노력이 필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성은
개선의효과가적기때문에점진적으로변화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성과 재미성은 과잉 노
력이 투여되고 있으므로 두 요인에 투자했던 노

력을만족도가낮은요인에분산시켜투입한다면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응답자들의 식품영양정보 주제에 대한 요구도

는 TV 그룹의 경우 질병과 식품(22.0%), 인터넷
그룹의경우 비만 및다이어트(26.5%)에 관한 요
구도가 가장 높았고, 이와 유사하게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Kwak JE 등 2014)에서도
다이어트와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식품영양

정보 주제의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Seo JS(2004)이조사한 TV에서주로방송된식품
영양정보주제는음식․조리부분이가장많은것

으로조사되어방송매체는대중들의요구도에알

맞은 식품영양 주제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각 매체별 형식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방송
매체의경우건강생활정보및교양프로그램형식

의 정보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26.9%),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Kim SJ(2005)의 연구에서
는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이 원하는 방송 형식으

로조사되어본연구결과와차이가있었다. 인터
넷의 식품영양정보는 Kwak JE 등(2014)의 연구
에서와같이식품영양관련기관사이트에서제공

하는 형식의 정보를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33.2%). 
본연구의결과, 다음과같은제언을할수있다.
첫째, 대중매체를통하여식품영양정보를 제공

할 시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주제
와 관련된 요리방법 및 메뉴소개를 함께 제공하

여 흥미와 실용성을 높인다면 대중들의 정보 획

득율과활용률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될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올바른 식태도 및 식생활 개선으
로 연결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보인

다.
둘째, 대중들의 과장된 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의 협찬 등을 통해 특

정한영양소나식품을과장하여정보를제공하는

것은지양하여야하며, 객관적이고전문적인공공
기관의 홈페이지등을 좀 더대중이쉽게 접근할

수있도록개선하고홍보하여바람직한식품영양

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 
기자나 PD와 같은 매체 관계자들은 대중들이 영
양정보를 제공받을 때 겪고 있는 불편 요소들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영양정보 제공 시

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을파악하여대상에적합

한 어휘를 사용하고, 이미지 자료나 청각자료 등
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보 수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있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할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의사나 요리사보다는 식품영양학 분
야의 전문가로부터 얻은 자문을 토대로 하거나, 
전문가가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신

뢰성있고정확한정보제공을수행해야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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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중매체의 특성을 살린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 제공 형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두 매체 사이에 응답자들이요구하는 식

품영양정보 주제와 매체별 형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분석되었으므로매체관계자들은일반대

중에게효과적인식품영양정보제공을위해서본

인들이제공하고자하는식품영양정보주제에따

라 어떤 매체로,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더욱효과적일지고려해볼필요가있다. 본
연구결과, TV를통한식품영양정보제공시건강
생활정보및교양프로그램이나오락프로그램형

식을 통하여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질환
별식사지침에대한비중을높여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시에는식품․영양관련 사이트를통하여웹툰의

형식으로체중조절식이요법이나비만예방에대

한식품영양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

로 보인다. 

국문초록

본연구는대중매체활용실태에대하여알아보

고, 영양정보습득의활용도, 만족도, 요구도조사
를통해대중매체를활용한식품영양정보의제공

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대전충남지역의성인을
대상으로, 총한달동안온라인과오프라인설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중매체(TV, 인터넷)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영양정보주제와관련된요리방법및메뉴소

개를 함께 제시한다면 대중들의 정보 획득률과

활용률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될것으로여겨지

며, 대중들의 과장된 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나홈페이지등을사용하여대중들이식품영양정

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활성화시켜야하는것

으로조사되었다. 이와동시에식품영양정보를제
공할 시 대중매체의 특성을 살린 흥미롭고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매체 관계자들은 정보 수용자가
대중매체를통한식품영양정보를제공받을때겪

고 있는 불편 요소들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시킬필요가있다. TV와인터넷사이에응답
자들이요구하는식품영양정보주제와매체별형

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매체

관계자들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식품영양정보의

제공을위해서본인들이제시하고자하는식품영

양정보 주제에 따라 어떤 매체와 형식으로 제공

하는 것이 대중의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에 더욱

효과적일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키워드 :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 활용 효과, 
정보 제공

참고문헌

Bea JH (2008). Impacts of Mass Media Infor-
mation on Nutrition on the Nutrition Know-
ledge and Dietary Behavior of Adolescents. MS 
Thesis, Konkuk University 81-85, Seoul.

Chae HW (2006). In Fluence of Vocational Infor-
mationvia Image Media and Realistic Printed 
Media on Expansion of Teenager's in Forma-
tion and Familiarity Regarding Vocation. MS 
Thesis, Kyonggi Universit 5-6, Kyonggi-do.

Han SJ, Seo EY, Kim WK (2004). A comparative 
study on acquiring and using patterns of in-
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non-medical personnel.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4(3): 
302-308.

Jeon EM (2008). The Effect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for Mass Media on Nutritional 
Knowledge of Adult.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9-88, Seoul.

Jin JH, Lee KJ, Lee YH (2002). An investgation 



효과적인 식품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매체의 이용 및 활용 실태 조사 111

of children at elementary schools in Incheon= 
Effects of nutritional education on food be-
havior of unbalaced diet children. The East Asi-
an Society of Dietary Life 12(1):7-14.

Jung SM, Kim YH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sns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SNS site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to visit a res-
taurant.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21(1):159-173.

Kang HS, Yun EY (2003). Nutritional consultation 
and clinical nutrition business of dietitian.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2(-):59-75.

Kang KS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
ception of actual utilization of smart devices 
and development of culinary education appli-
cation -Focused on 4-year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the Daejeon, Chungnam Areas-. Ko-
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2):176- 
189.

Kang KM (2010). The Effects of Adult Nutrition 
Education on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 and Their Differences by Age.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4-5, Seoul.

Kim EH (2009). Effect of the Acquisition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for Their Diets in Female Adults : Focusing on 
Parts of the Gyeonggi Area. MS Thesis, Ky-
unghee University 55-61, Seoul.

Kim GY (2012). Various Usage of Korean Food 
Culture Contents through Mass Media. MS The-
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4-61, Se-
oul.

Kim HJ (2008). A Literactur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Method of Nutrition Education of 
Elemantary School. MS Thesis, Ulsan Uni-
versity 55-57, Ulsan.

Kim JH (2011). The Effects of the Use of Nutrition 
Information in Mass Media on Some Adole-

scents’ Dietary Lives and their Knowledge of 
Nutrition. MS Thesis, Kyunghee University 50- 
54, Seoul.

Kim JH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Nu-
trition Education and Nutritional Support Pro-
grams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Fo-
cusing on the WIC programs implemented by 
metropolitan Community Health Center. MS 
Thesis, Dankook University 7-8, Yongin.

Kim JM, Han GH (2008). The effects of mass me-
dia,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BMI on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
dents' eating behavior. J of Korean Home Ma-
nagement Association 26(4):73-83.

Kim KT (1998). The importance of mass media in 
national health.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31(4):829-833.

Kim KW, Moon EH (2011). Evaluation of nutri-
tion education for hypertension patients aged 
50 years and over.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16(1):62-74.

Kim MJ (2014). The Effect of Body Awareness 
and Use of Nutrition Information from Mass 
Media to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 Kn-
owledg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S Thesis, Kyunghee University 74-78, Seoul.

Kim MJ, Jeon HM (2015). A stud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service quality of food festival 
websites and review information on satisfac-
tion with use and behavior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21(4): 294-308. 

Kim SJ (2005). Analysis of Viewing Behaviors and 
Needs for Health Information Program on Te-
levision.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84,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 lAffairs, 
Assessed May 26. 201 5. Available from: http://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4호(2016)112

=DT_33109_A241&vw_cd=MT_ZTITLE&list
_id=331_33109_11&seqNo=&lang_mode=ko&
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
th=E1

Kwak JE, Lee SY, Lee SH (2014). A survey on 
adults’ utilization and needs of mass media 
food nutrition inform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9(6):550-557.

Lee AR, Ahn HS (2010). A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intak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hours of computer use.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26(2):1-15.

Lee GH (2008). Study on the emprical analysi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food risk co-
mmunica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
dies -(34):104-133

Lee HM (2010). Effects of Nutrition Information 
from Mass Media on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Stu-
dents. MS thesis, Kyungnam University 53-58, 
Changwon.

Lee JW, Lee BG (1998): Analyzing the producer's 
attitudes toward specialist's advice and the pa-
nelist constitution of nutrition-related TV pro-
gram.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3(2):317-328.

Lee NK, Kim GJ, Byun GI (2014). A study on 
married women’s accepting process of SNS 
WOM and forming process of behavioral in-
tention for restaurants: Focusing on Busan. Ko-
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20(6):159- 
174.

Moon HK, Cho YJ (2005). Analysis of dietary in-
formations in newspapers and magazine for 
children (2002).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
th 38(2):161-172.

Moon HK, Jang YJ (2005). Quantitative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offered in 
television programs(year 2002～2003) -new-
scastings, health information programs, and dra-
mas.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
tion 11(1):51-6.

Nam JJ, Choi CS, Kim TJ, Gye HG (1995). Health 
conscious form of Korean-1995 national Health 
and health conscious behavior. Health and So-
cial Welfare Review 95(22):128-129.

Park SY (2004). Effects of web-based nutrition 
counseling on dietary behavior and food intake 
of type Ⅱ diabetic patients. Journal of the Ko-
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5(4):430-439.

Park YS (2007). Nutrition Education & Counsel-
ing, Gyomoon, 1-5, Paju.

Ryu HS, Yang IS, Kim HS (2003). The monitoring 
of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pre-
sented throughout various television brodcast 
media.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36(5): 
508-514.

Shin EY (2011). The Influence of Mass Media on 
the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Life Ha-
bit to the Upper Grade Students inthe Ele-
mentary School. MS Thesis, Inje University 
1-65, Gimhae.

Seo JS, Study of Systems for Nutrition Education 
and Nutri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Using 
Homepag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04-11), 13-108.

Shon SM (2009). Nutrition Education and Coun-
seling, Lifescience, 1, Seoul.

Song MK, Yoon HY (2013). A study on the di-
fferences in restaurant visit intention and infor-
mation credibility based on e-WOM for res-
taurants and directions of replies. Korean Jo-
urnal of Culinary Research 19(2):190-202.

Yeo SH (2012). The Actual Condition of Nutrition 



효과적인 식품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매체의 이용 및 활용 실태 조사 113

Education of Nutrition Teacher and Research of 
Duty Change and Job Stress : Focused on Ky-
ung-Sang-Nam-Do Region. MS Thesis, Busan 
University 13-14, Busan.

2016년 03월 18일 접수
2016년 04월 24일 1차 논문수정
2016년 06월 11일 논문게재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