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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hat was designed to increase the

knowledge, attitudes, and skills of Korean adults regarding nutrition labeling. The education program was 45 minutes of

short-term training, which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lectures and exercise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as follows:

in the introduction stage, talking about status and reasons for checking nutrition labels; in the development stage,

explanation of nutrition labeling and their content, reading, and identifying sample nutrition labels, as well as comparing

nutrition labels and selecting better foods; in the closing stage, summary of nutrition labeling and a pledge to check nutrition

labels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 A total of 53 adults (88.5% female) aged 30 years and ov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nutrition labeling awareness of the subjects wa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55.8 to 96.2% after the education.

After the education, the correct recognition rate of a nutrition label wa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26.9 to 78.8% for the

amount of food, from 25.0 to 73.1% for the calorie content, from 36.5 to 69.2% for the nutrient contents, and from 30.8

to 82.7% for the percent daily value. The self-efficacy of checking nutrition labels w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before the education. The overall satisfaction score of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was 4.2 out of 5. The outcome

showed that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of nutrition labeling improved the participants’ awareness and self-efficacy

towards checking nutrition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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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1995년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표시품목의 확대 및 표시방법의 개정을 거

듭해오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1996;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2000, 2006-200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013, 2015). 그러나, 2016년 국민건강통계에서 성

인의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은 약 25% 정도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의 활용 및 인식도의 향상이 필요한 실

정이다(MOHW & KCDCP 2017a).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표시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6년 6~11세 9.7%, 12~18세 21.2%, 19~29세 37.5%,

30~49세 33.6%, 50~64세 17.5%, 65세 이상 5.1%로 20대

까지는 연령에 따라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30

대 이후부터 영양표시 이용률이 낮아지고, 특히 50대 이후의

영양표시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OHW

& KCDCP 2017b). 이를 2005년 자료인 6~11세 10.2%,

12~18세 17.7%, 19~29세 23.7%, 30~49세 29.6%, 50~64

세 17.3%, 65세 이상 6.4%와 비교 시, 20대 이하에서는 영

양표시 이용률이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대 이후에서

는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다(MOHW & KCDCP 2017a, 2017b).

한편,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의 영향 여부에 대

하여 영양표시 이용자의 약 80% (남자 77.8%, 여자 82.0%)

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MOHW & KC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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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a),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이 증가된다면 영양

표시가 소비자의 바람직한 식품 선택을 위한 중요 정보자료

로 잘 활용 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표시

인식 및 활용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의 마

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연구 보고를 통해 영양표시를 확인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주부나 학부모의 경우 글씨가

너무 작거나 조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고(Lee & Lee 2014; Kim et al. 20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표시가 너무 작거나 조잡하기 때문에, 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Bae & Yeon 2011; Kim et al. 2013). 2016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실시한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영

양표시를 읽지 않는 이유는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

39.2%, ‘내용이 어려워서’ 22.3%, ‘영양표시 확인에 시간이

걸려서’ 19.9%, ‘식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10.0%, ‘찾기가 어려워서’ 4.3% 순으로 나타났다(MFDS

2016a). 같은 조사 결과에서 영양표시 이해정도를 조사한 결

과, ‘이해하기 어렵다’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영양표시에 있는 수치의

의미를 잘 몰라서’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MFDS

2016a).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비자들은 영양표

시 확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로 인해 영양표시

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영양표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

의 표시기준을 변경 고시하였다(MFDS 2016b, 2016c). 주요

변경 내용은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기존의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값을 총내용량(1 포장) 기준

으로 표시하고, 대용량 제품은 총내용량 기준 대신 100 g

(mL)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 관심

도가 높은 순서대로 영양성분 표시 순서를 변경하였다(MFDS

2016b, 2016c).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의 중요도에 대

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선 영양표시 내용을 반영

한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성인을 대상으

로 강의 및 실습 형태로 단회성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인 대상 표준 영양표시 교육프로그램 마

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성인 대상 영양표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선 영양표시 내용

을 반영한 교육자료 및 문헌 검토(Bae & Yeon 2011; Kim

et al. 2013; Kim et al. 2014; Lee & Lee 2014; Ministry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2014;

Ministry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orea

Food Education Network (MAFRA & KFEN) 2015;

MAFRA & KFEN 2016a, MAFRA & KFEN 2016b;

MFDS 2016a; MFDS 2017a; MFDS 2017b; MFDS

2017c; MFDS 2017d; MFDS 2017e), 전문가 자문 등을 통

하여 개발하였다. 총 45분간 강의 및 실습 형태로 진행 할

수 있는 강의용 슬라이드<Figure 1>와 사전사후 활동지

<Figure 2>, 배부용 교육자료, 교수자용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2. 성인 대상 영양표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평가

2017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S대학교에서 포스터 공지

를 통하여 교직원 및 근로인력을 대상으로 성인대상 영양표

시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였고, 2017년 11월 20일 자발적으

로 강의에 참석한 성인 52명을 대상으로 영양전문가가 강의

및 실습 형태로 총 45분간의 단회성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효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효과평가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일

환으로 개발된 사전사후 활동지를 이용하였다. 사전 활동지

는 영양표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영양표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지정도,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 확인 실

천도, 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자아 효능감으로 구성되었고, 사

후 활동지는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영양표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지정도, 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자아 효능감, 영양

표시 교육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는

영양표시 예시를 제시하고, 총내용량, 총내용량 당 열량, 총

내용량 당 콜레스테롤 함량, 총내용량 당 포함된 단백질의 1

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바르게 읽어내는 정도로

평가하였다.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 확인 실천도, 영양

표시 확인에 대한 자아 효능감, 교육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모든 통계처리는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χ2-test로 분석하

였다. 항목별 점수 및 총점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test로 분석하였다. 구매행동, 자아 효능감, 교육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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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ecture s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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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

을 사용하여 각 영역에 대한 신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의 유의성은 p-value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성인 대상 영양표시 교육자료 개발 내용

본 성인 대상 영양표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강의용 교육자료는 영양표시를 교육하는

식생활 전문가, 영양사, 교사 등의 교육자가 일반인, 학생 등

을 대상으로 강의를 통해 영양표시를 바로 알고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 45분의 강의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

성되었다. 교육 내용은 도입, 전개, 정리단계로 나누었고, 도

입단계는 평소 영양표시 확인 여부 및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로 구성되었다. 전개단계에서

는 영양표시 개념 및 영양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영양표

시의 영양정보 기준 및 영양성분 명칭과 함량, 영양표시 확인

방법 및 나트륨 비교 표시제 알기, 제시된 영양표시를 읽고

직접 확인하기, 상황에 따른 영양표시를 비교하고 선택하기로

구성하였다. 정리단계에서는 영양표시 교육내용의 정리로 영

양표시를 읽고 확인하기에 대해 재 요약하고, 영양표시를 확

인하고 구매하는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영양표시 교육 자료 개발 내용의 구성 시 영양표시 활용

의 제한요인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에서 영양표시 활용의 가장 큰 제

한 요인은 글씨가 너무 작거나 조잡함으로 50.0%의 대상자

가 답하였으나, 이 부분은 영양표시 도안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식품포장지 면적의

제한이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차 순

위로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움(26.6%), 무관심(13.0%), 도움

이 되지 않음(10.4%)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보면(Lee & Lee

2014), 소비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 시키고, 영

양표시 읽기 능력을 향상 시킨다면 영양표시의 활용도가 증

가될 수 있음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반 성인을 위한 표준화된 영양표시 강의용 교육 자료의 개

발을 통해 소비자 대상 영양표시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은 영양표시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영양표시 읽기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영양표시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고,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교육 자

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피교육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의용 슬라이드와 배부자료는 간결한 단어와 시각적으로 매

력적인 디자인을 이용하여 흥미롭고 쉽게 강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들이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교수자용 매

뉴얼을 함께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 시 배포 가능한 유인물

과 영양표시 사전 및 사후 평가 활동지를 함께 개발하여 소

비자의 영양표시 인지 수준에 대한 자각을 통한 동기부여 및

교육의 효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성인 대상 영양표시 교육프로그램 효과 평가

1) 대상자 일반사항

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Figure 2> Pre (a) and post (b) evaluation sheets of the nutrition education for nutrition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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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2세였으며, 연

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25.0%, 40대 미만 19.2%, 40대는 15.4% 순이었다. 성

별은 남성 11.5%, 여성 88.5%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직

업은 노무직이 6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

11.5%, 전문직 9.6%, 무직 9.6% 순이었다. 교육 대상자 일

반사항 조사 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조사는 이루

어지지 않았으나, 노무직 교직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고졸이

<Table 1> Nutrition education lesson plan

Theme Understanding nutrition labeling Subject Adults

Objectives

Participants will:

· Be able to read and understand nutrition labels

· Try to check nutrition labels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

· Be able to choose processed food comparing nutrient contents on nutrition labels for health

Learning 

type

Lecture

& activity

Materials
Lecture slide, Video, Handout, pre-activity sheet, post-activity sheet, pencil,

Example of nutrition label of processed foods such as Crackers, Bread, Beverage etc

Step Teaching contents and activities
Time

(45 min)
Materials

Introduction

○ Pre-test 

· Do pre-test for nutrition labeling awareness 
○ Opening thought 

· Let watch video for‘the Nutrition labeling'

· Ask participants whether checking nutrition labels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

· Ask participants why they do not to check of nutrition labels
○ Checking learning goals & contents

· Tell about the learning goals and learning contents of this lecture

(5 min)

4 min

1 min

Pre-test sheet

Video (30 sec)

Handout

Development

○ What is nutrition labeling? 

· Explain the concept of nutrition labeling

· Show examples of nutrition labels

· Explain reasons to check nutrition labels

3 min Example of

nutrition labels

○ What is shown in nutrition labels? 

· Explain standard of nutrition information 

· Explain name and content of nutrient in nutrition labels

· Explain the percent of daily value(% DV) 

7 min Lecture slide

○ How to check nutrition labels?

· Step 1: Checking the standard of nutrition information

· Step 2: Checking the nutrient contents in the nutrition labels

· Step 3: Checking % DV

· Additional checking sodium content comparison indication

7 min Lecture slide

○ Let’s read nutrition labels! (Activity)

· Let participants read nutrition labels in the package of snacks

5 min Lecture slide

○ Implementing nutrition labels!

· Ask participants good nutrients if eat less 

7 min Lecture slide

○ Try to read nutrition labels! (Activity) 

· Let participants choose processed foods by comparing nutrition labels according to the suggested case
 - Considering weight control

 - Considering blood pressure

 - Considering blood cholesterol level

 - Considering dental caries

 - Considering reduction of carbohydrate intake

8 min Lecture slide

Summary

○ Summary 

· Summary step and using nutrition labels

· Pledge checking nutrition labels when buying processed food in the real life

· Do post-test about nutrition labels awareness 

3 min

(5 min) Post test sheet

Evaluation

○ Evaluation 

· Can participants explain how to read nutrition labels?

· Will participants try to read the nutrition labels when buying processed food?

· Can participants actively use nutrition labels when buying process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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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대상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2) 성인 대상 영양표시 교육프로그램 효과 평가

교육대상자들이 영양표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영양표시

인지도를 평가한 결과<Table 3> 알고 있다는 비율이 교육

전에는 55.8%에서 교육 후 96.2%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01). 2007년에 전국의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고등학

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

면접을 통한 조사에서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8%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인지

도가 낮아지는 비율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50대 이상에서도

70%이상의 대상자가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와 차이를 보였다(Kwon et al 2010). 10년 정도의 조사

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자의 영양표시 인지

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수가

적고 질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

나 대상자의 연령대가 높았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이 제시된 영양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영양표시 예시를 제시하고 표시된 정보를 올

바르게 인지하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Table 4>,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총내용량은 26.9%에서 78.8%로(p<0.001), 열량은

25.0%에서 73.1%로(p<0.001), 영양성분은 36.5%에서 69.2%로

(p<0.001),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30.8%에서

82.7%로(p<0.001) 모두 유의적으로 올바르게 인지하는 비율

이 증가하였다. 영양표시 교육 전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영양표시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Table 5>, 영양표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영양

표시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비율은 총내용량 44.8%

(p<0.001), 열량 44.8%(p<0.001), 영양성분 55.2%(p<0.01),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48.3%(p<0.001)로 영양표

시를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정답률 4.4%, 열량 0.0%,

영양성분 13.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8.7%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본인이 영양표시를 알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양표시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비율이 50%내외 수준으로 낮아 정확하게 영양표

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영양표시 교육 후에는 영양표시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96.2%로 증가하였고, 영양표시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비

율은 총내용량 78.8%, 열량 73.1%, 영양성분 69.2%,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82.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단회성의 교육만으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모두 영양표

시에 대하여 알고,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영양표시 교육 전 영양표시 확인 실천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

양표시를 확인한다’ 1.7점,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열량을 확

인한다’ 1.6점,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

한다’가 1.7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을 확인하다’는 1.5

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매우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

<Table 2> Age, gender and occupation of the subjects (N=52)

Variables Subject

Age (years) 53.2±12.21)

 >40 10(19.2)2)

 ≥40~49 8(15.4)

 ≥50~59 13(25.0)

 ≥60 22(40.4)

Gender

 Male 6(11.5)

 Female 46(88.5)

Occupation

 Laborers 36(69.2)

 Office job 11(09.6)

 Professional job 6(11.5)

 Unemployed 5(09.6)

1)Mean±SD
2)N(%)

<Table 3> Changes of nutrition labeling awareness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Post-education χ2

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Yes 29(55.8)1) 50(96.2) 23.22***

 No 23(44.2) 2(03.9)

1)N(%)

***p<0.001

<Table 4>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bout a nutrition label in

pre and post-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Post-education χ2

Amounts of 

food

Correct 14(26.9)1) 41(78.8) 31.04***

Incorrect 4( 7.7) 4( 7.7)

Don’t know 34(65.4) 7(13.5)

Calories

Correct 13(25.0) 38(73.1) 25.46***

Incorrect 5( 9.6) 4( 7.7)

Don’t know 34(65.4) 10(19.2)

Content of 

nutrients

Correct 19(36.5) 36(69.2) 22.94***

Incorrect 7( 7.7) 10(19.2)

Don’t know 29(55.8) 6(11.5)

% Daily 

value§

Correct 16(30.8) 43(82.7) 31.05***

Incorrect 3( 5.7) 3( 5.8)

Don’t know 33(63.5) 6(11.5)

1)N(%)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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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자아 효능감과 태도를 교육 전후에

조사한 결과<Table 7>,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 할 수 있다’가 교육 전 2.7점에서 교육 후 3.8점

(p<0.001), ‘영양표시에서 열량을 확인 할 수 있다’가 교육

전 2.8점에서 교육 후 3.8점(p<0.001), ‘영양표시에서 영양성

분 함량을 확인 할 수 있다’가 교육 전 2.7점에서 교육 후

3.8점(p<0.001),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의 의미를 알 수

있다’가 교육 전 2.5점에서 교육 후 3.8점(p<0.001)으로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다고 생각한다’가 교육 전 3.6점에서 교육 후 4.0점으로

증가하였다. 자아 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습득하거나 유지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건교육에서 강조

되고 있다(Ko & Kim 2010). 실제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표시 이용군은 비이용군에 비해 자아 효능감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o & Kim 2010),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강지향적인 식행동에 대한 자아

효능감은 영양표시 읽기 행동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Satia et al. 2005). 영양교육에서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실습은 자아 효능감의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Contento 2016).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영양표시에 대한 교

육자의 설명 후에 ‘영양표시 직접 읽고 활용해 봅시다’는 활

동을 통하여 비교 가능한 두 가지의 영양표시를 제시하여 영

<Table 5> Percentage of correct answering about a nutrition label according to self-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Variables
Pre-education Post-education

Aware Not aware χ2 Aware Not aware χ2

Amounts of food

Correct 13(44.8)1) 1(04.4) 16.76*** 41(82.0) 0(00.0) 13.37**

Incorrect 4(13.8) 0(00.0) 4(08.0) 0(00.0)

Don’t know 12(41.4) 22(95.7) 5(10.0) 2(100.0)

Calories

Correct 13(44.8) 0(00.0) 21.83*** 38(76.0) 0(00.0) 8.74*

Incorrect 5(17.2) 0(00.0) 4(08.0) 0(00.0)

Don’t know 11(37.9) 23(100.0) 8(16.0) 2(100.0)

Content of 

nutrients

Correct 16(55.2) 3(13.0) 12.16** 36(72.0) 0(00.0) 15.95***

Incorrect 3(10.3) 1(04.4) 10(20.0) 0(00.0)

Don’t know 10(34.5) 19(82.6) 4(08.0) 2(100.0)

% Daily value§

Correct 14(48.3) 2(08.7) 13.95*** 43(86.0) 0(00.0) 15.95***

Incorrect 3(10.3) 0(00.0) 3(06.0) 0(00.0)

Don’t know 12(41.4) 21(91.3) 4(08.0) 2(100.0)

1)N(%).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p<0.05, **p<0.01, ***p<0.001 

<Table 6> Status of checking nutrition labels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s before the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Mean±SD Cronbach’s α

I check nutrition label when I purchase processed foods. 1.7±0.71)

0.8265
I check calories of nutrition label when I purchase processed foods. 1.6±0.7

I check nutrient content of nutrition label when I purchase processed foods. 1.7±0.7

I check % daily value of nutrition label when I purchase processed foods. 1.5±0.7

1)Mean±SD

1: very disagree, 5: very agree

<Table 7> Changes in self-efficacy for checking nutrition Label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Pre-education　 Post-education χ2 Cronbach’s α

I can identify nutrition label when I purchase processed foods. 02.7±1.11) 3.8±1.0 -5.27***

0.9080

I can identify calories of nutrition label. 2.8±1.2 3.8±1.1 -4.82***

I can identify nutrient content of nutrition label. 2.7±1.1 3.8±1.1 -5.36***

I can understand % daily value of nutrition label. 2.5±1.1 3.8±1.1 -6.31***

I think it is important for health to identify nutrition label. 3.6±1.3 4.0±1.1 -1.62

1)Mean±SD

1: very disagree, 5: very agre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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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표시를 비교하고 제시한 요건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참

여적 교육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실습 활동의

구성이 대상자들의 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자아 효능감 향상

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본 영양표시 교

육프로그램이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일상에

서 영양표시 활용에 대한 자아 효능감 및 중요성에 대한 태

도를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

회성 교육 전후에 실시한 평가로, 교육 후 시간이 흐른 뒤에

도 지속적인 교육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을 포

함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적인 식품의 구입단계에서 표시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3) 영양표시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영양표시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Table 8>,

‘교육을 통해 영양표시를 알게 되었다’ 4.0점, ‘열량 확인하

기를 잘 알게 되었다’ 4.1점, ‘영양정보 기준(100 g 또는

100 mL)’을 잘 알게 되었다’ 4.0점,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잘 알게 되었다’ 4.1점, ‘영양표시 확인 후 ‘식

품 선택하기를 잘 알게 되었다’ 4.0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

도를 나타냈다. 또한, 영양표시 교육시간의 적절성 항목은 4.0

점, 전체 영양표시 교육 만족도는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본 영양표

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을 65% 이상 포

함한 대상자에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나타내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무리 없이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IV. 요약 및 결론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선된 영양표시 내용을 반영한 성

인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강

의 및 실습 형태로 총 45분간의 단회성 교육을 실시한 후 효

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도입단계는 평소 영양표

시 확인 여부 및 이유 나누기, 전개단계에서 영양표시 개념

및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설명하기, 영양표시의 영양정보 기준

및 영양성분 명칭과 함량 설명하기, 영양표시 확인 방법 및

나트륨 비교 표시제 알기, 제시된 영양표시를 읽고 직접 확

인하기, 상황에 따른 영양표시 비교하고 선택하기, 정리단계

에서 영양표시 교육 활동을 정리단계로 영양표시를 읽고 확

인하기에 대해 정리하고,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실

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대상자는 여성

88.5%로 높았고,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40.4%로 가장 높

았다. 영양표시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교육 전에는

55.8%에서 교육 후 96.2%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자

들이 제시된 영양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총내용량은 26.9%에서 78.8%로

(p<0.001), 열량은 25.0%에서 73.1%로(p<0.001), 영양성분은

36.5%에서 69.2%로(p<0.001),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30.8%에서 82.7%로(p<0.001)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자아 효능감도 교육 후에 교

육 전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영양

표시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영

양표시 교육시간의 적절성이 4.0점, 전체 영양표시 교육 만

족도가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영양표시

교육프로그램이 성인의 영양표시의 인지능력과 활용에 대한

자아 효능감 및 영양표시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향

상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영양표시 교육프로그

램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 도입된

영양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회성교육 전후에 실시한 평가

로, 교육 후 교육대상자가 실제적인 식품의 구입단계에서 표

시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속

적인 추적 연구 및 반복 교육에 의한 효과 등의 검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8> Satisfaction score about the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Mean±SD Cronbach’s α

I became understanding nutrition labels after education. 04.0±1.01)

0.9762

I became understanding more about checking of the calorie of nutrition labels. 4.1±0.9

I became understanding more about standards of nutritional information (100 g or 100 mL) of nutrition labels. 4.0±0.9

I became understanding more about % daily value of nutrition label. 4.1±0.9

I became understanding more about food choice after checking nutrition labels. 4.0±0.9

The teaching hour of the nutrition education was adequate. 4.0±1.0

I am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 nutrition education. 4.2±0.9

1)Mean±SD

1: never, 5: ver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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