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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trategies for effective food allergen labeling in order to prevent 
food allergies in school meal service. Food allergy experience, eating behavior, and perceptions of food aller-
gen labeling in school meal service were survey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 food allergy experiences of 
middle school girls in Incheon. Seventy-eight students (17% of total subjects) experienced food allergies. For 
eating behaviors, students with food allergy experience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using nutritional 
knowledge in their life than inexperienced subjects. For the perception of food allergen labeling in school 
meal service, girls who had experienced food allergies more often checked labeling of school meals for aller-
genic foods than those who had no experience of food allergies (P＜0.001). The most desirable method for 
displaying allergenic foods was an indication of the allergenic food name among students who had experi-
enced food allergies and allergenic food number of the current method for students who had not experienced 
food allergies (P＜0.001). Students who had not experienced food allergies showed significantly lower interest 
in food allergen labeling than subjects who had experienced food allergies (P＜0.001). For the importance 
score of information items in nutrition labeling, allergenic food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food allergies (3.9 vs. 3.4 points, P＜0.00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food allergies are more interested in food allergen labeling of school meals and that they are 
more aware. Efforts to improve labeling method such as directly labeling allergenic food name and a more 
visible indication are required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food allergen labeling in school me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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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식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단

체급식의 특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식품알레르기 관

련 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알레르기를 경험한 

학생을 파악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안내문

을 통해 식단에 사용한 식재료 내역을 공지한다. 그
러나 학생 본인이 식품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눈으로만 급식 메뉴를 보고 원

인식품이 드러나지 않아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식품알레르기 관련 학교급식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Lee 등 2013). 
청소년기는 정신적ㆍ신체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

는 시기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식품알레

르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 매 식사마다 해당 식품의 

제한을 받게 된다. 식품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식품을 제한해야 

하는데, 원인 식품을 무작정 제한하다 보면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는 정

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

인 식품을 제한하면서 대체식품을 이용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Seo 등 2011).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단백에 대한 항원ㆍ항체 면

역반응으로 식품에 의한 이상반응이며 피부(두드러

기, 가려움), 소화기(복통, 설사), 호흡기(천식, 비염, 
결막염) 등의 표적 장기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 전신반응인 아

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도 유발한다(Ahn 2011). 
또한 개인의 특별한 체질 문제로 원인 식품의 종류

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모든 급식대상자에게 알

레르기 유발식품이 없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품알레르기를 경험

한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식단표에 사용한 식재료 내역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식품알레르기 증

상을 일으키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

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가지 

종류의 식품을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지정하여 학

교 식단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Kwak 등 2014; 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3년
에는 아황산염을 추가하였고, 2015년에는 호두, 닭고

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5가지를 추가하였다. 
학교급식의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시행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초등학생

(Lee 등 2015), 여중생(Kim 등 2016), 학부모(Kim 등 

2013; Lee & Ryu 2016)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Lee 등(2013)은 초ㆍ중ㆍ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식품알레르기 유

병 학생이 비유병 학생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

시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

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식품알레르기 유병 유무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식품알

레르기 경험 여부, 식행동,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식품알레르기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식품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하는데 알레르기 유발식

품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중학교를 임

의 추출하여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을 대상으

로 2017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설문을 통해 실시

되었다. 총 499부의 설문지 중 무성실한 설문지를 제

외한 460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회수율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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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NU_ 
IRB_2017-25)을 받아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진행

되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선행연구(Lee 등 
2015; Kim 등 2016)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

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교육을 실

시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

였다. 설문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식행동,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년,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식품알레르기 경험 

유무, 식품알레르기 증상(다중응답), 식품알레르기 발

생 시 치료방법, 가족 중 식품알레르기 경험 유무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식행동

조사 대상자의 식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한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

적인 식사를 한다’, ‘나는 여유 있게 식사를 한다’, 
‘나는 과식하지 않는다’, ‘나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다’, ‘나는 하루 기초식품군(곡류, 어육류, 채소류, 
유지류, 과일류, 유제품)을 골고루 먹는다’, ‘나는 일

주일에 3회 이상 가공식품(라면, 인스턴트 등)을 먹

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단 음식(초콜

릿, 사탕, 과자, 주스 및 탄산음료)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외식을 하지 않는다’, ‘나
는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한다’의 총 10문항을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

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에 

따라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식행

동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의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에 대한 인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급식 

영양표시 확인, 학교급식 영양표시에 표기된 알레르

기 유발식품 확인,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 방법으

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학교급식 알레

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관심 정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

품 표시가 나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 알레

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된 메뉴(식품)는 건강에 해로

울 것이라는 생각,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와 관련

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학교급식 영양표시 항목의 중요도

조사 대상자의 학교급식 영양표시 항목의 중요도

는 식단에 표기된 음식명(메뉴명), 영양정보, 식재료

의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음식의 조리법

에 대해 5점 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중요하다’ 5점, ‘중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

지 않다’ 1점으로 응답에 따라 점수화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 자료는 입력과 정제 과정을 거친 후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식품알레르기 경험 유무에 따른 조사 변수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

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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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60)

Variable Frequency (n) Percent (%)

Grade 1st 160 34.8

2nd 143 31.1

3rd 157 34.1

Obesity status Underweight 136 29.6

Normal 250 54.3

Overweight 49 10.7

Obesity 25 5.4

Food allergy 
experience

Yes 78 17.0

No 382 83.0

Symptom of 
food allergy1)

Rash 54 69.2

Itching 46 59.0

Vomiting 12 15.4

Diarrhea 5 6.4

Bellyache 8 10.3

Sickness 6 7.7

Dyspnea 4 5.1

Others 5 6.4

Treatment of
food allergy

Hospital (pharmacy) 
treatment

37 47.4

Gargling 3 3.8

Washing allergy 
area

17 21.8

Nothing 21 26.9

Total 78 100.0

Family history 
of food allergy

Yes 98 21.3

No 362 78.7

Total 460 100.0
1) Multiple responses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1학
년 160명(34.8%), 2학년 143명(31.1%), 3학년 157명
(34.1%)이었으며, BMI는 저체중 136명 (29.6%), 정상 

250명(54.3%), 과체중 49명(10.7%), 비만 25명(5.4%)으
로 나타났다.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한 대상자는 78명
(17.0%)이었으며, 이들의 식품알레르기 증상을 복수

응답으로 물었을 때 두드러기 54명(69.2%), 가려움 

46명(59.0%), 구토 12명(15.4%), 복통 8명(10.3%), 메

스꺼움 6명(7.7%), 설사 5명(6.4%), 호흡곤란 4명
(5.1%) 순이었다. 식품알레르기 발생 시 치료방법은 

병원(약국) 치료 37명(47.4%), 별다른 대처하지 않음 

21명(26.9%), 알레르기 부위 세척 17명(21.8%), 양치

질 3명(3.8%)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식품알레르

기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는 98명(21.3%)이었다.

2. 식행동

조사 대상자의 식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행동 문항 중 ‘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외

식을 하지 않는다’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나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한다’ 3.8점, ‘나는 

과식하지 않는다’ 3.7점, ‘나는 여유 있게 식사를 한

다’ 3.6점, ‘나는 하루 기초식품군(곡류, 어육류, 채소

류, 유지류, 과일류, 유제품)을 골고루 먹는다’ 3.6점, 
‘나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3.4점, 
‘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가공식품(라면, 인스턴트 

등)을 먹지 않는다’ 3.2점, ‘나는 음식을 싱겁게 먹

는다’ 3.0점, ‘나는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한다’ 
3.0점, ‘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단 음식(초콜릿, 사
탕, 과자, 주스 및 탄산음료)을 먹지 않는다’ 2.7점 

순이었고, 전체 식행동 점수는 평균 3.4점이었다. 식
품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해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식행동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다(P＜0.05).

3.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의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급식 영양표시 확인 정도는 ‘항상 확인

한다’ 53명(11.5%), ‘자주 확인한다’ 112명(24.3%), 
‘가끔 확인한다’ 153명(33.3%), ‘거의 하지 않는다’ 
73명(15.9%), ‘전혀 하지 않는다’ 69명(1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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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ting behaviors according to food allergy experience.

Items
Food allergy experience

t-value Total 
(N=460)Yes (n=78) No (n=382)

I eat three meals a day 3.8±1.21) 3.8±1.3  0.080 3.8±1.2

I eat regular meals at a fixed time 3.4±1.2 3.4±1.2  0.045 3.4±1.2

I eat slowly 3.6±1.0 3.6±1.0  0.374 3.6±1.0

I do not overeat 3.7±0.9 3.7±0.9  0.178 3.7±0.9

I eat foods lightly 3.1±1.0 3.0±1.0  0.736 3.0±1.0

I eat basic food groups everyday (grains, fish & meats, 
vegetables, oils, fruits, dairy products)

3.6±1.1 3.6±1.0 –0.084 3.6±1.0

I do not eat processed foods (ramen, instant foods, etc.)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3.3±1.1 3.1±1.2  0.889 3.2±1.2

I do not eat sweets (chocolate, candies, snack, juices and soda)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2.5±1.1 2.7±1.1 –1.273 2.7±1.1

I do not eat out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3.9±1.2 4.0±1.1 –0.532 3.9±1.1

I use nutritional knowledge in my daily life 3.2±1.0 3.0±1.0  2.433* 3.0±1.0

Total 3.4±0.6 3.4±0.6  0.431 3.4±0.6
1) Mean±standard deviation
5-point Likert type scale: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P＜0.05

학교급식 영양표시에 표기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확

인 정도는 ‘항상 확인한다’ 11명(2.4%), ‘자주 확인한

다’ 18명(3.9%), ‘가끔 확인한다’ 115명(25.0%), ‘거의 

하지 않는다’ 189명(41.1%), ‘전혀 하지 않는다’ 127
명(27.6%)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알레르기 경험 학

생은 비경험 학생에 비해 학교급식 영양표시에 표

기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 방법으로 스스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숫자 표기 방법이 160명
(3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알레르기 원인 식

품명 직접 표기 방법 124명(27.0%), 숫자 대신 기호

나 그림 등 이용방법 86명(18.7%), 일반 식단표와 식

품알레르기 식단표 모두 제공 방법 77명(16.7%), 알

레르기 원인 식품명의 첫 글자 표기 방법 13명
(2.8%)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알레르기 경험 학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명을 직접 표기하는 방법과 기

호나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의 응답이 유사하게 높

았으나 경험이 없는 학생은 현재의 숫자 표기 방법

의 응답이 크게 높았다(P＜0.001).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관심 

정도는 ‘매우 관심이 높다’ 2명(0.4%), ‘관심이 높은 

편이다’ 25명(5.4%), ‘보통이다’ 213명(46.3%), ‘관심이 

없는 편이다’ 165명(35.9%), ‘전혀 관심이 없다’ 55명
(12.0%)으로 나타났다.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없는 학

생은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급

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학교급식 알레르

기 유발식품 표시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매우 그렇

다’ 238명(51.7%), ‘그런 편이다’ 158명(34.3%), ‘보통

이다' 60명(13.0%), ‘그렇지 않다’ 2명(0.4%),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4%)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

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가 나와는 관련 없는 문

제라는 인식 정도는 ‘매우 그렇다’ 27명(5.9%), ‘그런 

편이다’ 113명(24.6%), ‘보통이다' 181명(39.3%), ‘그
렇지 않다’ 103명(22.4%), ‘전혀 그렇지 않다’ 36명
(7.8%)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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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of nutrition labeling on allergenic foods in school meal service according to food allergy experience.  

Items Criteria
Food allergy experience

χ2-value Total 
(N=460)Yes (n=78) No (n=382)

Level of checking menu 
posted on school homepage

Not at all 13 (16.7)1) 56 (14.7) 4.231 69 (15.0)

Rarely  8 (10.3) 65 (17.0) 73 (15.9)

Sometimes 23 (29.5) 130 (34.0) 153 (33.3)

Frequently 22 (28.2) 90 (23.6) 112 (24.3)

Always 12 (15.4) 41 (10.7) 53 (11.5)

Level of checking allergenic 
foods listed on the menu

Not at all  9 (11.5) 118 (30.9) 56.637*** 127 (27.6)

Rarely 24 (30.8) 165 (43.2) 189 (41.1)

Sometimes 27 (34.6) 88 (23.0) 115 (25.0)

Frequently 11 (14.1) 7 ( 1.8) 18 ( 3.9)

Always  7 ( 9.0) 4 ( 1.0) 11 ( 2.4)

Most desirable method for 
indicating food allergen

Current method using numbers 17 (21.8) 143 (37.4) 82.261*** 160 (34.8)

Provision of regular menu and allergenic food menu 16 (20.5) 61 (16.0) 77 (16.7)

Indication of food allergen name instead of 
numbers 

21 (26.9) 103 (27.0) 124 (27.0)

Indication of food allergen name by the first 
letter instead of numbers 

 4 ( 5.1) 9 ( 2.4) 13 ( 2.8)

Indication of figures or signs instead of numbers 20 (25.6) 66 (17.3) 86 (18.7)

Level of interest in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Not at all  2 ( 2.6) 53 (13.9) 35.178*** 55 (12.0)

Rarely 23 (29.5) 142 (37.2) 165 (35.9)

Moderately 39 (50.0) 174 (45.5) 213 (46.3)

Very 12 (15.4) 13 ( 3.4) 25 ( 5.4)

Extremely  2 ( 2.6) 0 ( 0.0) 2 ( 0.4)

Level of perceiving food 
allergen labeling to be 
important for people with 
food allergy

Not important at all  0 ( 0.0) 2 ( 0.5) 2.601 2 ( 0.4)

Not important  1 ( 1.3) 1 ( 0.3) 2 ( 0.4)

Moderately important  8 (10.3) 52 (13.6) 60 (13.0)

Important 27 (34.6) 131 (34.3) 158 (34.3)

Very important 42 (53.8) 196 (51.3) 238 (51.7)

Level of perceiving food 
allergen labeling as a 
personally irrelevant matter 

Not at all 17 (21.8) 19 ( 5.0) 46.637*** 36 ( 7.8)

Rarely 30 (38.5) 73 (19.1) 103 (22.4)

Moderately 19 (24.4) 162 (42.4) 181 (39.3)

Very 10 (12.8) 103 (27.0) 113 (24.6)

Extremely  2 ( 2.6) 25 ( 6.5) 27 ( 5.9)

Level of perceiving menu 
marked with food allergen 
to be bad for health

Not at all 16 (20.5) 53 (13.9) 6.847 69 (15.0)

Rarely 22 (28.2) 138 (36.1) 160 (34.8)

Moderately 28 (35.9) 151 (39.5) 179 (38.9)

Very  7 ( 9.0) 31 ( 8.1) 38 ( 8.3)

Extremely  5 ( 6.4) 9 ( 2.4) 14 ( 3.0)

Things expected from school 
regarding food allergen 
labeling

Make allergenic food indication bigger 31 (39.7) 157 (41.1) 7.243 188 (40.9)

Activate allergy counseling  5 ( 6.4) 20 ( 5.2) 25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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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Items Criteria
Food allergy experience

χ2-value Total 
(N=460)Yes (n=78) No (n=382)

Things expected from school 
regarding food allergen 
labeling

Implement allergy prevention education 23 (29.5) 106 (27.7) 129 (28.0)

Teach allergy as part of regular curriculum  7 ( 9.0) 12 ( 3.1) 19 ( 4.1)

Inform about allergy through school newsletters 
sending home

12 (15.4) 87 (22.8) 99 (21.5)

1) n (%)
***P＜0.001 

Table 4. Perceived importance of information items in nutrition labeling of school meal service according to food allergy experience. 

Items
Food allergy experience

t-value Total 
(N=460)Yes (n=78) No (n=382)

Food name (menu name) 4.1±1.01) 4.0±1.1 0.932 4.0±1.1

Nutrition information (calories, protein, etc.) 3.5±0.9 3.4±1.0 0.863 3.4±1.0

Origin country of ingredient 3.5±1.0 3.4±1.0 0.818 3.4±1.0

Allergenic food 3.9±1.0 3.4±1.1 3.641*** 3.5±1.1

Recipe of food 3.4±1.0 3.4±1.0 0.121 3.4±1.0

Total 3.7±0.7 3.5±0.8 1.768 3.5±0.8
1) Mean±standard deviation
5-point Likert type scale: very unimportant (1)∼very important (5)
***P＜0.001

경우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가 나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기된 메뉴(식품)가 건강에 

나쁠 것이라는 인식 정도는 ‘매우 그렇다’ 14명
(3.0%), ‘그런 편이다’ 38명(8.3%), ‘보통이다’ 179명
(38.9%), ‘그렇지 않다’ 160명(34.8%), ‘전혀 그렇지 

않다’ 69명(15.0%)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와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를 더 크게 표기한다’ 188명(40.9%)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레르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29
명(28.0%),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다’ 99명(21.5%), ‘알레르기 상담을 실시한다’ 25명
(5.4%), ‘교과교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19명
(4.1%) 순으로 나타났다. 

4. 학교급식 영양표시 항목의 중요도

조사 대상자의 학교급식 식단에 표기된 항목의 

중요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음식

명(메뉴명)’이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레르기 

유발식품’ 3.5점, ‘영양정보(열량, 단백질 등)’ 3.4점, 
‘식재료의 원산지’ 3.4점, ‘음식의 조리법’ 3.4점 순

이었다.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

생에 비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고 찰 

식품알레르기는 어린이의 6∼8%에 이르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Sicherer 등 

2001). 국내의 경우 Han & Heo(2016)는 199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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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10개의 연구를 분석

했을 때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 경험률은 7.5%에

서부터 40.8%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총 71,328명 중 7,135명이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하여 약 10%의 식품알레르기 

경험 비율을 보였다. 연구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유

병의 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및 종합 분

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기본

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특정 식품에 대한 특이

반응이나 알레르기 경험 여부로 식품알레르기 유병 

유무를 구분하고 있다. 
식품알레르기는 어릴수록 유병률이 높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15). 본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로써 Hong 등(2008)은 1995년과 2000
년 각각 중학생의 11.3%와 12.6%, Lee 등(2013)은 

11.8%가 식품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460명의 여학생 중 78명이 식

품알레르기가 있다고 응답하여 선행연구보다 다소 

높은 17.0%의 비율을 보였다. 식품알레르기는 과거

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다는 보고(Kim 등 2013)를 

고려할 때 본 결과는 선행연구보다 최근에 이루어졌

기 때문에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특정 식품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기 쉽다(Lee 2011).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무작

정 제한하다 보면 식습관이 나빠지고 성장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제한

함과 동시에 대체식품을 이용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식행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Lee 등(2015)은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식습관 점수가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특히 이들은 규칙적인 우유 섭

취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Choi 등(2015)은 식

품알레르기 경험에 따라 식생활 점수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조사 대상자,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의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식품알레르기 경험에 따

라 전체 식행동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Choi 등
(2015)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세

부적인 식행동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해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

용하는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본 연

구대상자가 선행연구(Choi 등 2015; Lee 등 2015)의 

초등학생보다 연령이 높은 중학생이며, 이들은 자신

의 식품알레르기 경험을 인지하고 알레르기 유발식

품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습득한 영

양지식을 보다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

발식품 표시제에 있어 특히, 식품알레르기 경험 학

생들이 이를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Lee 
등(2013)은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있어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이 비유병 학생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24.9% vs. 
13.6%)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조사한 Lee 등(2015)은 학교급식 식품알

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의 인식도는 5점 만점에 

2.25점으로 낮았으며 식품알레르기 경험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의 차

이는 앞서 식행동의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

사 대상자의 연령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중학

생들은 초등학생보다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더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경험 중학생들이 이를 급식에 적극 

활용하여 식품알레르기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알레르기는 어릴수록 유

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에서는 학교

급식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의 인식을 높이

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중학생에 있어서

는 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

기와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은 표기를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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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크게 해달라는 요구와 알레르기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Table 3). 인천지역 여자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16)의 연구에서는 식품알

레르기를 가진 학생에 대한 이해도 제고, 식품알레

르기 예방교육 실시,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방법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공통적

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에 대한 개선과 알레르

기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인천 일부지역의 여학생

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또한 알레르기 유무 학생을 알레르기 경

험에 의한 자가 평가로 분류함으로써 정확한 진단

에 의한 알레르기 유무 학생 분류와 다를 수도 있

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알레르기 유병률이 

높은 초등학생이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대부분 진

행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인지와 활용도가 높은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식품알레르기 발생

을 예방하는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가 효율적으

로 시행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천 일부지역 여중생을 대상으로 식품알레르

기 경험 여부, 식행동,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후 식품알레르기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 중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한 대상자는 

78명(17.0%)이었으며, 이들의 식품알레르기 증상

은 두드러기 54명(69.2%), 가려움 46명(59.0%), 구
토 12명(15.4%), 복통 8명(10.3%) 순이었다.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치료방법은 병원(약국) 치료 37
명(47.4%), 별다른 대처하지 않음 21명(26.9%), 알
레르기 부위 세척 17명(21.8%) 이었으며, 가족 중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는 98명(21.3%) 
이었다.

2. 식행동을 평가했을 때 식품알레르기 경험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

용하는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인식을 

평가했을 때 식품알레르기 경험 학생이 학교급식 

영양표시에 표기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알레르기 유

발식품 표기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식품알레르기 경험 학생

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명을 직접 표기하는 방법과 

기호나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의 응답이 유사하게 

높았으나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없는 학생은 현재

의 숫자 표기방법의 응답이 크게 높았다(P
＜0.001).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

한 관심에서는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

품 표시가 나와는 관련 없는 문제라는 인식에서는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없는 학생이 나와는 관련 없

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4. 학교급식 영양표시로써 식단에 표기된 항목의 중

요성 인식을 평가했을 때 식품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항목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3.9점 vs. 3.4점, 
P＜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식품알레르기를 경

험한 학생들은 학교급식 영양표시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심이 많고 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여 학교

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한 인식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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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알레르기 유

발 식품명을 직접 표기하거나 기호나 그림을 이용

하고 크게 표시하는 표기 방법에 대한 의견이 많아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 방법에 대한 면밀

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hn K (2011): Food allergy: diagnosis and management.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31(3):163-169

Choi Y, Ju S, Chang H (2015): Food allergy knowledge, per-
ception of food allergy labeling, and level of dietary prac-
tice: a comparison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food 
allergy experience. Nutr Res Pract 9(1):92-98

Han SM, Heo YR (2016): Changes of prevalence of food al-
lerg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perception of it in 
school nutritionist in Korea, 1995~2015. J Nutr Health 
49(1):8-17

Hong SJ, Ahn KM, Lee SY, Kim KE (2008): The prevalences 
of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in Korean children. Korean J 
Pediatr 51(4):343-350

Kim DH, Park SH, Do MH, Chang KJ (2016): Perception of 
food allergy labeling system of school foodservice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Incheon area. J Korean Soc Diet 
Cult 31(6):675-681

Kim YG, Yu KH, Ly SY (2013):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Gyeongbuk area on allergenic food label-
ing system and children’s food allergy status. Korean J 
Human Ecol 22(5):491-506

Kwak TK, Chung MS, Park SE, Paik JK, Hong WS (2014): 
Understanding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Korean J Food Cook Sci 30(3): 
325-332

Lee AH, Kim KE, Lee KE, Kim SH, Wang TW, Kim KW, 
Kwak TK (2013): Prevalence of food allergy and percep-
tions on food allergen labeling in school food service among 
Korean students. Allergy Asthma Respir Dis 1(3):227-234

Lee EJ, Ryu HK (2016): A study on food allergy occurrence 
and parental perceptions of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in 
school food service.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7(3):521-531

Lee SL (2011): Food allergy. Korean Pub Health Assoc 
74:16-17

Lee Y, Kim HH, Ko YS (2015): Perception on food allergy la-
belling and management of nutritional education among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ju area. J Nutr 
Health 48(6):530-541

Ministry of education. The status of the management food al-
lergy indication of food allergy 2012. Available from: http:// 
www.moe.go.kr/newsearch/search.jsp. Accessed April 4, 2017

Park YM (2015): Food allergy; outline. Food Sci Indust 48(1): 
2-9

Seo WH, Jang EY, Han YS, An KM, Jung JT (2011): Manage-
ment of food allergies in young children at a child care cen-
ter and hospital in Korean. Pediatr Allergy Respir Dis 
21(1):32-38

Sicherer SH, Furlong TJ, DeSimone J, Sampson HA (2001): 
The US peanut and tree nut allergy registry: characteristics 
of reactions in schools and day care. J Pediatr 138(4): 
560-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