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빠르고 간편한 문화를 
추구하는 변화된 생활방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편

의점 도시락의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 관한 연구이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주요 가구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기준 29.8%를 넘어섰으며 203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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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 관한 연구로써, 구매자들이 원하는 정보의 중요도
를 파악해 도시락 구매 시 구매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레이블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구매자들이 도시락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레이블에서 확인하는 정보 및 그 
정보들의 중요도 순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락 구매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레이블 정보는 가격, 유통기한, 
칼로리, 도시락 구성요소, 제조일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블을 확인하지 않는 구매자들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레
이블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구매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레이블에 새롭게 정립한다면 구매자들이 레이블
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효율성, 정보전달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convenience store lunchbox labels for efficient information transmission. 
Its purpose i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that buyers want and to establish labels 
that can help buyers when purchasing lunchbox. The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 identified the 
factors that buyers consider important when purchasing lunchbox, analyzed the information identified 
on the label and the order of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The study found that label information 
that lunchbox buyers think is important was in order of price, expiration date, calories, lunchbox 
components, and date of manufacture. Also, buyers who do not check labels pointed the less readable 
labels. This study expects that the information that buyers think is important will be newly established 
on labels so that buyers can easily check and purchase information through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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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수가 35.7%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1]. 따라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장기 불황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가성비 높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빠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면
서 20-30대 젊은 층에서 즐겨 먹던 편의점 도시락의 연
령층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2]. 연령대별 편의점 도시락 
이용현황을 보면 20-30대 다음으로 50대 구매자의 수가 
가장 많다[3].

점점 늘어나는 편의점 도시락의 수요로 많은 편의점은 
다양한 종류의 편의점 도시락을 출시하고 있다. 과거 편
의점 도시락 제품들의 품명이 구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했다면, 최근에는 상품의 정보에 있어서 구매자들마다 
알고 싶은 정보는 다를 수 있거나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
면 편의점 도시락은 어떤 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까?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을 제안하여 구매
자들에게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도시락 제품 포장에 정
보를 제공하는 생산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자
신들이 원하는 도시락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구매를 
도와줄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을 제안하는 데 목
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진행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편의점 도

시락의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의 
유형과 들어가야 할 항목 등을 조사해 편의점 도시락 레
이블의 항목들을 파악한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80명 남녀에게 온라
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구매자들이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에서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정보
들의 중요도 순서를 1위부터 5위까지 파악해 구매자, 생
산자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전달을 하는 편의점 도시
락 레이블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레이블의 정의와 개념 

레이블은 브랜드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상표, 표지로 

상품 판매에 있어 필수인 정보 매체에 속한다[4]. 원래 레
이블의 기능은 불투명한 용기에 있는 내용물의 성격을 
표시하고 그 제품을 어느 회사 또는 누가 제조했는지 알
리기 위한 단순하고 실리적인 필요에서 그 사용의 유래
를 찾아볼 수 있다[5].

레이블의 표시사항은 상품에 따라 다양하며 상품명, 
상품내용, 품질, 성분, 제조일자, 제조번호, 유효기간, 수
량, 함량, 가격, 사용법, 바코드 등이 표기되어 있다. 레이
블은 전문가의 심미성을 가진 안목에 의해 제작돼야하며, 
물건의 특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이블
의 크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내용을 레이블 
안에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레이블의 내용을 정확하
게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도 중요하다[6].

2.2 도시락의 개념
우리나라 도시락의 시초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에 공고상 또는 번상이라고 하여 고관이 궁이
나 관청에서 숙직할 때 상노들이 상에 음식을 담아서 머
리에 이고 나른 상으로 집안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집 밖
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최초의 도시락 형태라고 할 
수 있다[7].

국내에서 상업적 도시락이 본격적으로 선보인 것은 
1980년대이다. 과거 손수 직접 만든 도시락을 먹었던 세
대와는 달리 업체를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맛과 
영양 면에서도 질 좋은 도시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락의 영향력은 우리의 식문화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8].

2.3 편의점 도시락의 발전과 현황
경기 및 소비심리 침체 지속,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적

인 변화로 인해 저렴하며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
는 간편 식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수혜
를 보고 있는 상품은 편의점 간편 도시락이다[9]. 농림수
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944억 원이던 국내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불과 5년 만에 3,500억 원 규모로 약 3.5
배 올랐다[10]. 저렴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
는 편의점 도시락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도시락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편의점 도시
락도 계속 변화해가고 있다. 가성비 부분뿐만 아니라 도
시락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편
의점 도시락에 대한 이미지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여러 
방면 꼼꼼히 따지는 가성비족을 겨냥하여 엄격한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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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기준으로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맛뿐만이 아닌 
구매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양식부터 
호텔 셰프 음식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선택의 폭이 넓
어짐에 따라 20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도시락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11].

또한, 점차 발전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25는 도시락 예약 주문 서비스
를 시작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도시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12], 
CU는 배달 전문 업체인 ‘요기요’와 손을 잡고 배달서비
스를 시작하였다. 이렇듯 예약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자들은 더욱더 쉽고 간편하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13].

3.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조사
3.1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요소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는 각각의 도시락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도시락 레이블 정보의 예시로는 
도시락을 판매하는 업체에 따라 레이블의 정보 요소들은 
차이가 있지만 이름, 가격, 영양성분 표시, 조리 방법, 보
관 방법, 원료, 칼로리, 용량, 영양표시 항목 등이 있고 영
양표시 항목에는 열량(Kcal), 나트륨·탄수화물·지방 등 
필수 영양소의 함유량(gㆍmg), 항목별 1일 기준치 대비 
비율(%) 등이 있다[14].

Fig. 1. Example of Convenience Store Lunchbox 
Labels 

3.2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필수요소
‘혼밥’이 일반화되면서 이에 따른 영양 불균형이 심각

해지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간편식에 영양
성분 표시를 2020년 1월부터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를 강화하고 있고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구매자들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 영양성분 표기를 통
해 구매자들은 스스로 내가 먹는 제품이 얼마나 몸에 좋
은지, 해로운지를 따져볼 수 있다. 20-59세 성인의 
72.3%가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정보를 확인한다는 식약
처 조사 결과도 있다. 의무화된 영양성분 표시를 통해 구
매자들이 도시락의 영양정보를 미리 알고 도시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15].

4. 온라인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4.1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본 연구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편
의점 도시락 구매 시 확인하는 레이블 정보와 그 정보들
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2020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약 일주일간 편의
점 도시락을 구매해 본 총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현재 편의점 도
시락을 구매할 때 어떤 요소들을 확인하고 구매하는지,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서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무엇
인지, 그 정보들의 중요도 순서 파악에 관한 항목들로 나
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편의점 도
시락 구매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
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4.2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대(4.8%), 20대(35.6%), 30

대(28.4%), 40대(9.5%), 50대 이상(21.7%)으로 남자 
41.8%, 여자 58.2% 비율이었다. 피험자들의 한 달 편의
점 도시락 구매 횟수로는 ‘월 2-3회’가 57.1%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월 1회 이하(35.9%)’, ‘월 4-6회(4.6%)’, 
‘월 7-9회(1.2%)’, ‘월 10회 이상(1.2%)’ 순이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한 끼로 먹기 간
편해서’라는 응답이 6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아서(32.1%)’, ‘시간이 절약돼서
(32.1%)’, ‘가성비가 좋아서(17.9%)’, ‘맛이 좋아서(3.6%)’
였으며,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도시락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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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관한 질문에는 ‘맛과 질의 우
수성’이 7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도시락 메
뉴(71.4%)’, ‘가격(63.1%)’, ‘유통기한(22.6%)’, ‘회사 브랜
드의 이미지(17.9%)’, ‘용량(11.9%)’, ‘칼로리(8.3%)’ 등이 
차지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할 때 레이블을 확인하고 구매하
는 사람은 80명 중 50명으로 도시락 구매 시 레이블에서 
확인하는 정보로는 ‘가격’이 75.9%로 가장 많았고, 그 뒤
로는 ‘도시락 이름(59.3%)’, ‘유통기한(55.6%)’, ‘제조일자
(40.7%)’, ‘칼로리(33.3%)’, ‘영양성분 표시(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니라고 응답한 30명이 도시락 구매 
시 레이블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독성이 떨어져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편의점 도시락 구매 시 라벨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레이블 정보의 중요도에 관한 질문에 피
험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
보를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정보 
중요도 산출은 1순위 - 5점, 2순위 - 4점, 3순위 - 3점, 
4순위 - 2점, 5순위 – 1점으로 하여 80명 피험자의 응답
을 합산해 평균, 표준편차, 순위 순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도 분석 결과 1순위는 
‘가격’, 2순위는 ‘유통기한’, 3순위는 ‘칼로리’, 4순위는 ‘도
시락 구성요소’, 5순위는 ‘제조일자’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the Label 
Information M SD R

Calorie 1.81 2.22 3
Price 3.24 1.19 1

Nutrient Component 0.74 1.41 8
Cooking Method 0.80 1.21 7
Storage Method 0.33 1.36 11

Manufacturing Date 1.64 1.17 5
Expiration Date 2.40 1.19 2

Country of Origin 0.46 1.51 10
Lunchbox Name 0.85 1.24 6

Amount of Lunchbox 0.31 0.72 12
Caution 0.03 0.00 15

Flavor Information 0.58 1.39 9
Lunchbox Component 1.69 1.48 4

Packing Material 0.05 0.58 14
Homepage 0.00 0.00 16

Allergy Information 0.09 0.71 13

Table 1. Analysis of the Importance Ranking of 
Convenience Store Lunchbox Label 
Information that Buyers Want

현재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 나타난 정보 이외에 편
의점 도시락 레이블에서 더 알고 싶은 정보에는 해당 도
시락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 도시락 인기 
순위, 도시락 속 건강에 이로운 내용물의 효능, 알레르기 
성분 표시, 식감, 단맛, 매운맛 등의 맛 정도 표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들을 위한 설명(예시 : 저지방, 저 염분, 저칼로리 등)이 
있었다.

4.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위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한 끼로 먹기 간편한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할 
때 많은 사람이 도시락의 레이블을 보고 구매를 하는데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서 구매자들이 원하는 정보의 중
요도 순서로는 1순위 ‘가격’, 2순위 ‘유통기한’, 3순위 ‘칼
로리’, 4순위 ‘도시락 구성요소’, 5순위 ‘제조일자’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 구매 시 레이블을 확인
하지 않는 구매자 중에서 과반수는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의 가독성이 떨어져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구
매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해본 구매자들이 편의

점 도시락을 구매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점 도시
락 레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들의 중
요도를 파악해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전달을 중심으
로 한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 디자인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빠르고 간편한 문화를 추구하는 변
화된 생활방식 등으로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 
도시락 제품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맛과 질의 우수성, 도시락 메뉴, 가
격, 유통기한, 회사 브랜드의 이미지 등을 보고 도시락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락 구매 시 레이
블을 확인하는 구매자들은 레이블에서 가격, 도시락 이
름, 유통기한, 제조일자, 칼로리 등을 확인하며, 도시락 
구매 시 레이블을 확인하지 않는 구매자들은 가독성이 
떨어져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 시 레이블을 확인하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의 정보 중요성에 관한 연구 375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도시락 레이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
보로는 가격, 유통기한, 칼로리, 도시락 구성요소, 제조일
자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구매자
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레이블에 새롭게 정
립한다면 구매자들은 레이블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
보들을 인지하고 도시락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가독성의 이유로 레이블을 보지 않는 구매자들에게
도 새롭게 정립된 레이블 디자인을 통해 구매 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해 본 구매자들을 대
상으로 구매 시 필요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했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80명이라는 인원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심화한 연구를 통해 편의점 도시
락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편의점 도시락 레이블에서 원
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각 
정보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락 제품 포
장과 레이블 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들이 도시락을 생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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