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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wareness,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regarding food labeling 

on bakery products in the context of health consciousnes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

ta for bakery product labeling, which has been insufficient to date, and to develop measures to expand the 

labeling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higher subjective understanding and better attitude to-

wards bakery food labeling can positively increase the purchase intention. We believe that the bakery industry 

needs to promote food labeling proactively, while also developing products addressing health concerns. This 

study is also valuable to academia because it provides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s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s towards nutritional information and purchase intention. In addition, it is benefi-

cial to the bakery industry because it establishes marketing strategies that increase the purchase intent among 

both consumers with high health consciousness and those who infrequently purchase bak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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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비스 산업 발달, 여성의 사회진출, 독신자 증가 

등으로 외식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외식시장은 최

근 5년간 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규모가 

80조 원을 넘어섰다(Yonhap News 2017). 또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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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월평균 가계소득 430만 원 중 32만 5천 원, 

약 8%가 외식비로 지출되고 있다(Yonhap News 

2017). 이처럼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증가

함과 동시에 각종 건강상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

다. 외식은 열량 섭취를 증가시키고, 과체중 및 비만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McCrory 등 1999). 

미국의 경우 비만 인구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외식환경과 같은 사회 전반에 원인이 있다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Tillotson 2004). 지난 오바마 정

부는 오바마케어[Obama Care 혹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보험법으로도 불림]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영양

문제를 포함한 건강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국

내에서는 1994년 처음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 영양

성분 표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1996년부터 시작된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는 현재 전체 

가공식품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

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외식업체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여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업종에서 

영양성분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그중 베이커리 산

업은 외식산업의 한 축으로 시장규모가 2009년 2조 

8천억 원, 2014년 4조 7천억 원으로 연평균 13.1%씩 

성장하고 있다(Foodnews 2017). 1인당 쌀 소비량이 

1989년 이후 27년 연속 최저치(MKnews 2017)를 보

이고 있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 및 편의성 추구로 

빵을 포함한 밀가루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면서 베

이커리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하여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Joo 등 

2006; Kwon 등 2007; Lee 등 2010)에서 최근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Jang 2010), 아이스크림 전문점(Choi 

& Lee 2011), 패밀리 레스토랑(Kim 등 2013; Yang 

& Heo 2013) 등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들이 발

표되고 연구 분야가 좀 더 세분화되는 추세이며 외

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 업종 중 가장 시장규모가 

크지만, 구매층이 다양한 베이커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및 이해도를 분석하고,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

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태도를 

조사하고 둘째,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의 이해도 및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의 이해도 및 태도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관심도의 조절 역할을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커리 영양표

시 제도 확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베이커리 업

계 실무자들에게 영양표시 제도 활용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인지도

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ㆍ객관적 이해

도 및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관심

도에 따른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Fig. 1). 

H-1. 소비자의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주

관적 이해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 소비자의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객관

적 이해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소비자의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태

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소비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라 베이커리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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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oposed model.

표시정보 주관적 이해도는 구매의도에 다르

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소비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라 베이커리 영양

표시정보 객관적 이해도는 구매의도에 다르

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소비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라 베이커리 영양

표시정보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이내 베이커리 구매 경험

이 있는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 중 20∼5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법(survey)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베이커리 주요 이용 고객이 30∼40대 여

성인 점을 감안하여(SKT Data 2016), 이 연령대의 여

성을 중심으로 표본을 모집하였다. 예비조사는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설계된 설문 초안을 이용하

여 2012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

며, 총 30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수정ㆍ보완 후, 

201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377부를 배포

하여 100% 회수 후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는 제외

한 총 350부(유효 응답률 92.8%)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인쇄하여 직접 설문

을 의뢰하거나 온라인 전용 페이지를 통해 조사 대

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건강관심도, 

영양표시정보 인지도,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도ㆍ

태도ㆍ구매의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등 4개 부

문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관심도에 대한 문항은 총 

10문항(Feick 등 1986; Rodolfo 등 1998)으로 구성하

였으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영양표시정보 인지도

에 관한 문항(Choi & Lee 2011)은 영양표시정보의 

정의 및 예시를 제시하고, ‘영양표시정보에 대해 알

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3점 척도(1=알고 있다, 2=

들어는 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3=모른

다)로 측정하였다.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 인지도에 대한 문항(Choi & 

Lee 2011)은 ‘외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 제도에 따라 

베이커리 제품에 영양표시정보가 있는 것을 알고 계

십니까?’라는 질문에 2점 척도(1=알고 있다, 2=모른다)

로 측정하였다. 제품 구매 시 영양표시정보 확인 여부

에 관한 문항(Jeong 등 2011)은 ‘베이커리 제품 구매 

시 영양표시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리커트(Likert) 4점 척도(1=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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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3=가끔 확인한다, 4=항상 확

인한다)로 측정하였다.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태도는 총 5문항

(Kim & Ham 2016), 영양표시정보가 명시된 제품의 

구매의도에 관한 문항은 총 3문항(Jeong 등 2011; 

Lin 등 2011),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 

문항은 총 3문항(Kim & Ham 2016)으로 구성하였으

며 태도, 구매의도, 주관적 이해도 문항은 모두 리커

트(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이해도 문항은 총 6문

항(Choi & Lee 2011; Yoo & Jeong 2011)으로 구성하

였으며, 리커트(Likert) 3점 척도(1=그렇다, 2=아니다, 

3=모른다)로 측정하였다. 일반사항은 베이커리 이용

특성 3문항(방문 빈도, 이용 이유, 1회 지출비용), 인

구통계적 특성 7문항(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자녀수, 월 소득, 직업)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3) 통계적 분석방법 

데이터 분석은 SPSS window Ver. 22.0(IBM, Armonk, 

New York,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측정변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건강관심도 유형 분류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 및 건강

관심도 유형에 따른 인지도, 이해도, 태도, 구매의도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를 통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양표

시정보 이해도 및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후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구매의도에 가장 높

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건강관심도

의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 조절 효과분석(moderating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63.4%(222명), ‘남자’ 36.6%(128명)였으

며, 연령은 ‘30대’가 48.6%(17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28.6%(100명), ‘40대’ 19.7%(69명) 순

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59.7%(209명)였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1.1%(249명), 자녀수는 ‘1

명’ 70.9%(248명), ‘2명’ 19.4%(68명), 월 소득 수준은 

‘500만 원 이상’이 39.4%(138명),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4.9%(52명), 직업은 ‘일반사무직’

이 31.4%(110명), ‘전업주부’가 23.7%(83명) 순으로 조

사되었다.

2.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조사도구인 건강관심도, 태도, 구매의도, 주관적 

이해도(이 변수들은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변수들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건강관심도 10문항, 태도 5문항, 구매의도 3문항, 

주관적 이해도 3문항, 객관적 이해도 6문항 등에 대

해 동일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신뢰

도 검사 결과 모든 요인들이 0.7 이상의 높은 신뢰

도를 보이고 있다(Cronbach 1951).

3. 건강관심도 분석

건강관심도를 군집분석을 통해 순위 점수 변환에

서 3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고관심형 136명, 

일반형 150명, 저관심형 64명으로 분류되었고, 건강

관심도 평균값은 고관심형 4.17점, 일반형 3.38점, 저

관심형 2.61점으로 고관심형 집단의 건강관심도 점

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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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n (%) Mean
1) 

SD Min Max t/F-value

3-Groups 611.380***

High 136 ( 38.9) 4.17 0.344 3.60 5.00

Moderate 150 ( 42.9) 3.38 0.217 3.00 3.90

Low 64 ( 18.3) 2.61 0.375 1.60 3.10

Total 350 (100.0) 3.54 0.643 1.60 5.00
1)

 Likert-type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P<0.001

Table 2. The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Items Cronbach’α

Health consciousness 10 0.86

Attitude 5 0.83

Purchase intention 3 0.86

Subjective understanding 3 0.93

Objective understanding 6 0.7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Gender

Male 128 ( 36.6)

Female 222 ( 63.4)

Age

20 to 29 years 100 ( 28.6)

30 to 39 years 170 ( 48.6)

40 to 49 years 69 ( 19.7)

Older than 50 years 11 (  3.1)

Marital Status

Single 141 ( 40.3)

Married 209 ( 59.7)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 (  2.0)

Bachelor’s degree 249 ( 71.1)

Graduate degree(s) 94 ( 26.9)

No. of children

None 34 (  9.7)

One 248 ( 70.9)

Two 68 ( 19.4)

Total 350 (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2 (  9.1)

2,000,000 to 2,999,999 42 ( 12.0)

3,000,000 to 3,999,999 52 ( 14.9)

4,000,000 to 4,999,999 49 ( 14.0)

5 million won or above 138 ( 39.4)

No answer 37 ( 10.6)

Occupation

Student 65 ( 18.6)

Management 110 ( 31.4)

Professional 71 ( 20.3)

Self-employed/business owner 7 (  2.0)

Homemaker 83 ( 23.7)

Other 14 (  4.0)

Total 350 (100.0)

4. 영양표시정보 인지도 분석

1) 영양표시정보 인지도

영양표시정보 인지도 조사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적으

로 ‘알고 있다’가 66.3%,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알

지 못한다’가 28.9%로 조사되어 남ㆍ녀 조사 대상자 

모두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5. 영양표시정보 이해도 분석

1) 영양표시정보 주관적 이해도

영양표시정보 주관적 이해도 조사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분석 결과 여자 2.98점, 남자 2.78점으로 여

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주관적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영양표시정보 객관적 이해도

영양표시정보의 객관적 이해도 6문항은 각각 2문

항씩, ‘1회 제공량에 대한 이해’, ‘1회 제공량당 함량

에 대한 이해’, ‘1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에 대한 이

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결과 ‘1회 제공량’ 관

련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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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wareness of food label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wareness

I know I've heard about it, but I do not know I don't know Total χ
2
-value

Gender, n (%) 4.33*

Male 78 (60.9) 40 (31.3) 10 (7.8) 128 (100.0)

Female 154 (69.4) 61 (27.5) 7 (3.1) 222 (100.0)

Total, n (%) 232 (66.3) 101 (28.9) 17 (4.8) 350 (100.0) -

*P<0.05

Table 7. Analysis of attitude toward bakery food labeling.

n (%) Mean
1) 

SD t-value

Gender –2.592*

Male 128 ( 36.6) 3.82 0.765 

Female 222 ( 63.4) 4.02 0.663 

Total 350 (100.0) 3.93 0.726 　

1)
 Likert-type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P<0.05

Table 5. Analysis of subjective understand toward bakery food 
labeling.

n (%) Mean
1) 

SD t-value

Gender  –2.102*

Male 128 ( 36.6) 2.78 0.910

Female 222 ( 63.4) 2.98 0.850

Total 350 (100.0) 2.93 0.896 　

1)
 Likert-type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P<0.05

Table 6. Analysis of objective understanding toward bakery food labeling.

n (%)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

Overall objective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f 

one serving

Understanding the 

content per serving

Understanding the ratio of daily 

nutrient standard values

Gender

Male 128 (36.6) 81.0 (25.9) 80.6 (32.7) 86.4 (27.8) 76.0 (32.5)

Female 222 (63.4) 84.6 (23.1) 89.5 (24.0) 89.9 (25.1) 74.4 (34.8)

t-value –1.342 –2.909** –1.204 0.412

Total 83.1 (24.6) 86.0 (28.1) 88.4 (26.5) 74.7 (33.8)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정답률에서는 남ㆍ녀 

조사 대상자 모두 ‘1회 제공량당 함량에 대한 이해’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높고(남자 86.4%, 여자 89.9%), 

‘1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에 대한 이해’ 문항의 정답

률이 가장 낮아(남자 76.0%, 여자 74.4%)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6.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태도 분석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남자는 평균 3.82, 여자

는 4.02로 여자가 남자보다 영양표시정보에 대해 호

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7.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분석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차

이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여자가 평균 3.98, 

남자가 평균 3.72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구

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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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attitude and understanding toward bakery food labeling on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B S.E. β

Purchase intention  Attitude 0.587 0.056  0.506  10.567***

 Subjective understanding 0.182 0.043  0.195   4.188***

 Objective understanding –0.001 0.002 –0.027 –0.590

R
2
=0.359, adjusted R

2
=0.353, F-value=64.865***

***P<0.001

Table 8.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toward bakery food 
labeling.

n (%) Mean
1) 

SD t-value

Gender –2.890**

Male 128 ( 36.6) 3.72 0.868

Female 222 ( 63.4) 3.98 0.784

Total 350 (100.0) 3.93 0.726 　

1)
 Likert-type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P<0.01

8.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 이해도 및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1)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의 이해도 및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주관적 이

해도, 객관적 이해도) 및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9와 같다. 분석 결과 태도와 주관적 이해

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P<0.001), 객관적 이해도는 구매의도에 유

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수정된 R
2
)은 35.3%로 분석되었다.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태도

(β=0.506)’로 나타났고(P<0.001), 두 번째로 큰 영향력

을 보이는 변수는 ‘주관적 이해도(β=0.195)’로 분석되

었다(P<0.001). 

2) 건강관심도의 조절 효과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도 및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관심도의 조절 효

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건강관심도 2집

단을 더미변수로 변환 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건강

관심도 집단 간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준변수

는 고관심형 집단으로 하였으며, 모형 1은 태도, 주

관적 이해도, 객관적 이해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모형 2는 모형 1의 변수에 건강관심도 2집단(일반형, 

관심형)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변수에 독립변수들끼리 각각 상

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마지막 

모형 3에서 설명력(수정된 R
2
)이 증가하지 않고, 유

의확률 F변화량도 유의수준에서 벗어나 건강관심도 

집단별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외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인 베

이커리의 영양표시정보 이해도 및 태도를 조사하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

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관심도의 조절

역할을 규명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베이커리 영양표

시정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영양표시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

상자들의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 외식 영양표시정보에 비해 아직 높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영양표시정보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고, 

영양표시정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베

이커리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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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moderating effects of health conscious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B S.E. β

Purchase    

  intention

Model 1
1)

　 　 　 　

Attitude 0.587 0.056  0.506 10.567***

Objective understanding  –0.001 0.002 –0.027 –0.590

Subjective understanding 0.182 0.043  0.195 4.188***

Model 2
2)

　 　 　 　

Attitude 0.547 0.055 0.471 9.887***

Objective understanding  –0.001 0.001  –0.026 –0.589

Subjective understanding 0.121 0.045 0.130 2.679**

[Moderate] Health consciousness  –0.153 0.080  –0.092 –1.909

[Low] Health consciousness  –0.448 0.109  –0.210 –4.107***

Model 3
3)

　 　 　 　

Attitude 0.491 0.092 0.423 5.356***

Objective understanding  –0.002 0.002  –0.074 –1.006

Subjective understanding 0.170 0.075 0.182 2.272*

[Moderate] Health consciousness  –0.641 0.518  –0.386 –1.238

[Low] Health consciousness  –0.533 0.584  –0.250 –0.914

[Moderate] Health consciousness *subjective understanding  –0.084 0.102  –0.151 –0.828

[Low] Health consciousness *subjective understanding  –0.092 0.129  –0.107 –0.717

[Moderate] Health consciousness *objective understanding 0.006 0.003 0.311  1.650

[Low] Health consciousness *objective understanding  –0.002 0.004  –0.060 –0.406

[Moderate] Health consciousness *attitude 0.064 0.125 0.155  0.508

[Low] Health consciousness *attitude 0.118 0.152 0.201  0.780
1)

 R
2
=0.359, adjusted R

2
=0.353, F-value=64.865***

2)
 R

2
=0.388, adjusted R

2
=0.380, F-value=8.434***, [high] health consciousness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as a reference variable

3)
 R

2
=0.399, adjusted R

2
=0.379, F-value=0.976, [high] health consciousness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as a reference variable

*P<0.05, **P<0.01, ***P<0.001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영양표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베이커

리 업체는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물(네임택, 테이블매트, 메뉴보드 

등)을 비치하고,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제품 구

매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영양표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hung & Kim(2007)의 연구

에서도 영양표시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알고 쉽게 이해하도록 표시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나아

가 건강 관련 영양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들(예: 유

기농 제품, 고식이섬유 식빵, 저GI 빵)의 적극적인 

개발은 이용자들의 구매횟수나 구매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베이커리 소비자들의 

건강 식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식 레스

토랑의 영양표시정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영양

표시정보는 소비자들의 총 구매 칼로리를 감소시키

고 건강한 메뉴 선택을 돕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ssett 등 2008; Pulos & Leng 2010; Bollinger 등 

2011; Krieger 등 2013).

둘째, 소비자들이 영양표시정보에 대해 스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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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영양표시정보에 대해 호의

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베이커리 제품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영양성분 표시 미시행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영양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양표시정보 제공을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영양표시정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사원들에게도 영양표시정보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매장에서 소비자들의 이

해를 도와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영양표시정보 의무화 대상 

업종 및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의

무화 대상이 아닌 개인 베이커리나 호텔 베이커리 

업체도 머지않아 규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의 범위

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영양표시정보의 

긍정적 효과가 본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

(Dumanovsky 등 2011; Lee 등 2013)를 통해서도 입

증되었으므로 여건이 되는 업체에서는 자발적 시행 

검토를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베이커리 업계에서 영양표시정보 업무를 담

당하는 실무자들은 의무사항 이행이라는 소극적 태

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태도로 영양표시정

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패스트푸

드 업계에서 일명 ‘한정판’ 제품에는 영양성분 표시

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을 

‘연간 90일 이상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한 

관련법을 교묘히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다(DongA-

Ilbo 2017). 업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영양표시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함

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고, 종종 법적 기준을 피

해나가는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영양표시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들이 좀 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하면 영양표시정보의 인지도나 태도, 이

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 및 교육 캠페인

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과정 중 초ㆍ중등 교육과정

에는 영양ㆍ식생활 학습자료(초등) 및 기술가정 교

재(중등)에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학습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30대 이상 

소비자들의 경우 의무교육과정 중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세대이다. 따라서 관련 정

부기관은 대중매체나 공공 캠페인을 통하여 영양표

시정보에 대한 대소비자 교육 및 교육 캠페인을 진

행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영양표시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보다 건강

한 식품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의 주관적ㆍ객

관적 이해도 및 태도를 조사하고, 이 변수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건강관심도가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조절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

았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66.3%가 ‘영양표시정보’에 대해 인지

하고 있으며, 28.9%가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알

지 못한다’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이 남ㆍ녀 조사대상자 모두 영양표시정보 인지

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의 경우 여자가 남자

보다 주관적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2.78, 여자 2.98, P<0.05), 객관적 이해도는 

전체 평균 83.1%의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으며, ‘1

회 제공량’ 관련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

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태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호

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자 3.82, 여자 4.02, P<0.05). 베이커리 영양표시정

보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구매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3.72, 여자 3.9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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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표시정보의 이해도 및 태도가 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이해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관적 이해도는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규명을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는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506), 그 

다음으로는 주관적 이해도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β=0.195). 또한 제시된 3개의 모

형 중 모형 2(태도, 주관적 이해도)가 설명력(수

정된 R
2
) 0.380으로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5. 구매의도에 대한 건강관심도 유형별 조절 효과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건강

관심도의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베이커리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전

체 영양표시정보 인지도 수준으로 향상되면 좀 더 

풍부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추후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뿐만 아니

라 자발적으로 영양표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 

베이커리 및 호텔 베이커리 이용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면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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