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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well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Ulsan area recognize trans fat and the 
amount of these compounds that they consume in their daily life. Students who recognized trans fat well could also identify 
trans fat contents on the nutrition label. However, recognition of trans fat was not associated with its intake. Students who 
thought it was necessary to learn about trans fat in school showed a tendency to consume less trans fat or to make more 
efforts to reduce its intake. Additionally, a preference for snack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cognition and intake of 
trans fat. The overall,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from this study: 1) It is necessary for continuous efforts 
to teach students how to take snacks correctly and help them form good dietary habits both at home and school. 2) Both 
development of basic educational materials and the systematic education about trans fat at home and school are urgently 
needed to instill good dietary habits regarding trans fat. 3)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school meal service should 
take students' preferences into consideration and provide them with good nutrition and a balanced diet,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good dietar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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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 으로, 정신 으로, 생리 으로 속한 

성장이 이루어져 각종 양소의 요구량이 일생  가장 많이 

증할 뿐만 아니라 에 지  각종 양소의  필요량

이 일생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다(Ha & Lee 1995). 이 시기

에 올바른 식습 의 형성이 요하며, 특히 개인 활동량에 

합하도록 에 지 소비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청

소년기 때부터 올바른 양 섭취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구
재옥 등 2004). 인의 식생활은 차 편의성을 추구하며 

서구화 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간식 섭취 양상도 집에서 조

리한 가정식 식품에서 간편성이 강조된 패스트푸드나 인스

턴트 식품으로 바 고 있다(Choi 등 2008; Choi MK 2008). 특
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간식인 과자, 빵과 이크, 콜릿을 

비롯한 각종 패스트푸드에는 쇼트닝이나 마가린의 사용량이 

많아 과도한 트랜스지방의 섭취 문제에 한 우려가 제기되

고 있으며(Sim KH 1993; Kim SA 1993), 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들의 섭취량이 높아 이에 한 한 리

가 필요하다. 트랜스지방은 비만이나 당뇨, 심 계 질환 등

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ark 등 2008),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이기 하여 식품의약품안 청에서는 2008
년 12월부터 과자류나 면류, 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의 식

품 포장에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국내외 으로도 트랜스지방과 련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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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강화하고 함량을 이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련 모

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Astrup A 2006; Morin O 2005; 식품

의약품안 청 2008;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09). 이와 련하

여 학생들의 식품 섭취에 트랜스지방과 건강 문제가 상호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장 식품 섭취에 능  기

이 우선인 학생들을 상으로 트랜스지방의 인지도  식

행동, 간식의 식행동  기호도, 간식 선호도의 트랜스지방의 

인지도  식행동과의 계를 조사, 이를 근거로 트랜스지방

에 한 체계 인 교육과 트랜스지방 섭취에 한 정 인 

식행동을 유도하고자 하 다. 

연구 내용  방법

1. 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울산 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 여 학

생 238명을 상으로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

시하 다. 련 설문지는 250부 배부하여 238명을 회수하고, 
내용이 충실한 22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 다.

2. 연구방법  내용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실증  조사방법으로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도  식행동, 간식 섭취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각반 담임선생

님들의 조를 얻어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 다(Hong SH 2007; Seo JY 
2008; Kim HR 2008). 설문지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도, 트랜스지방에 한 식행동, 간식 

섭취에 한 식행동, 간식의 기호도  간식(트랜스지방 식품 

포함) 섭취 실태 등을 측정하는 5개 역으로 구성하여 트랜

스지방에 한 인지도  식행동, 간식 섭취에 한 식행동, 
간식의 기호도  간식(트랜스지방 식품 포함) 섭취 실태 등

을 측정하 으며, 트랜스지방 인지 여부와 향 표시 인지 

계, 트랜스지방 인지 여부와 트랜스지방의 섭취 횟수와의 

계, 학교 교육 필요성과 식행동과의 계,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 정도와 식행동, 간식 선호도와의 계 등을 분석하 다.  

3. 분석방법

분석은 SPSS Windows Version 1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변인에 따라서 t-test 분석과 ANOVA 분석을 용하고 ANOVA
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 경우 Scheffe의 사후검증 방법

을 용하 다.  트랜스지방 인지도, 섭취 행동, 간식 선호

도의 문항 신뢰도를 악하기 해서 Cronbach's α계수를 이

용한 신뢰도 분석을 용하 다. 특히 트랜스지방 인지  섭

취 행동, 간식 선호도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서 

Pearson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고 BMI 집단( 체 , 정상, 
비만)을 별하는 28개 간식의 선호도를 별분석(Discrimi-
nant Analysis)을 통해서 악하 으며 집단을 분류하는 28개 

간식 선호도  의미있는 변수만을 도출하는 방법인 단계  

방법(stepwise method)을 본 연구에 용하 다. 간식 선호도

가 트랜스지방 인지  섭취 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Hair 등 1998).

결과  고찰

1.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한 총 220명  남학생이 122명(55.5%), 
여학생이 98명(44.5%)으로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

보다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학교 1학년이 93명(42.3%), 
학교 2학년 64명(29.1%), 학교 3학년은 63명(28.6%)으로 나

타났다. BMI 지수를 보면 체 이 120명(54.5%), 정상 72명
(32.7%), 과체  11명(5%)으로 조사되었다. 한달 평균 용돈은 

‘1만원 미만’ 53명(24.1%), ‘2만원’ 54명(24.5%), ‘3만원’ 54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st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Gender
Boys 122 55.5
Girls 98 44.5

School year
1st grade 93 42.3
2nd grade 64 29.1
3rd grade 63 28.6

BMI
<18.5 120 54.5
18.5～22.9 72 32.7
≧23.0 11 5.0

Pocket money/
(won)/month

< 10,000 53 24.1
20,000 54 24.5
30,000 54 24.5
40,000 41 18.6
≧50,000 18 8.2

Income/month
/(won)

1,000,000 17 7.7
2,000,000 41 18.6
3,000,000 68 30.9
4,000,000 44 20.0
≧5,000,000 30 13.6
No answer 20 9.1

Total 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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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4만원’ 41명(18.6%), ‘5만원 이상’ 18명(8.2%)으로 

악되었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17명(7.7%), ‘200만원’ 41명
(18.6%), ‘300만원’ 68명(30.9%), ‘400만원’ 44명(20.0%), ‘500
만원 이상’ 30명(13.6%), 무응답이 20명(9.1%)으로 나타났다. 

2. 트랜스지방 인지 여부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 여부는 Table 2와 같다. ‘트랜스지

방에 해 알고 있다’에 ‘네’ 143명(65.9%)으로 트랜스지방에 

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BMI와 월수입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그 외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p>0.05). 유의한 차

이를 보인 BMI 지수의 경우 체 이 많이 나갈수록, 월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이 많을수록 트랜스지방에 해 알고 있는 비

율이 높은 경향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 에 해 

민감한 학생들은 체  증가 요인이 되는 지방에 한 심이 

높으며 따라서 지방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의 유해

에 해서도 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환경이 경제

으로 부유할수록 고칼로리 섭취 경향이 높아 트랜스지방

에 해 심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BMI 집단에 따른 

트랜스지방 인지 정도 차이 분석(Table 3)은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로 나타났다(p<0.05).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BMI
지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트랜

스지방에 한 인지 여부에 한 다른 연구에서도 응답 학

Table 2. Understanding degree of test subjects on trans fat                                             N(%)

Characteristics Yes* No　 Total　 　

Gender
Boys  85(71.4) 34(28.6) 119(100) χ2=4.429

p=0.109Girls  58(59.1) 40(40.8)  98(100)

School year
1st grade  59(63.4) 34(36.6)  93(100)

χ2=3.958
p=0.412　

2nd grade  41(64.1) 23(35.9)  64(100)
3rd grade  43(71.6) 17(28.3)  60(100)

BMI
<18.5  73(61.3) 46(38.7) 119(100)

χ2=13.178
p=0.010*　

18.5∼22.9  51(72.9) 19(27.1)  70(100)
≧23.0  10(90.9)  1( 9.1)  11(100)

Pocket money
/(won)/month

<10,000  41(77.4) 12(22.6)  53(100)

χ2=5.510
p=0.480　

20,000  34(63.0) 20(37.0)  54(100)
30,000  33(61.1) 21(38.9)  54(100)
≧40,000  35(62.5) 21(37.5)  56(100)

Income
/(won)/month

<2,000,000  32(55.2) 26(44.8)  58(100)

χ2=16.552
p=0.011**　

3,000,000  40(58.9) 28(41.2)  68(100)
4,000,000  34(77.3) 10(22.7)  44(100)
≧5,000,000  26(86.7)  4(13.3)  30(100)
Total 143(65.9) 74(34.1) 217(100) 　

*Yes: uderstand about trans fat, No: not understand about trans fat, **p<0.05.

Table 3. Differences of recognition degree on trans fat
in BMI groups

 N Mean±SD F-value p
<18.5 118 0.61b ±0.49 2.709 0.049*
18.5∼22.9  70 0.73ab±0.45 
≧23.0  10 0.90a ±0.32 

*p<0.05.

생의 86.0%가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트랜스지방

에 한 인지 정도가 높은 수 으로 악되었으며(Seo JY 
2008), 고등학생의 인지도 연구에서도 조사자들의 93.0%가 

트랜스지방에 해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하 다(Kim HR 
2008). 따라서 부분의 학생들이 트랜스지방에 해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 정도의 수

이 높게 악되었다.

3. 양 표시 내용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에 한 개인 

의견

양 표시 내용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에 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 살펴 본 결과(Table 4), ‘찬성’ 139
명(64.7%), ‘반 ’ 14명(6.5%), ‘상  없음’ 62명(28.8%)으로 

악되었는데 따라서 양 표시 내용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

기하는 것에 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4.7%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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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sonal opinions on the nutritional labelling of trans fat content in food label                  N(%)

Characteristics Agreement  　 Opposition 　 No concern　 Total　 　

Gender
Boys  76(65.0)  8( 6.8) 33(28.2) 117(100) χ2=0.081

p=0.960Girls  63(64.3)  6( 6.1) 29(29.6)  98(100)

School 
year

1st grade  51(54.8) 10(10.8) 32(34.4)  93(100)
χ2=9.971
p=0.041*　

2nd grade  42(67.7)  2( 3.2) 18(29.0)  62(100)
3rd grade  46(76.7)  2( 3.3) 12(20.0)  60(100)

BMI
<18.5  70(59.3)  8( 6.8) 40(33.9) 118(100)

χ2=6.579
p=0.160　

18.5∼22.9  52(75.4)  5( 7.2) 12(17.4)  69(100)
≧23.0   8(72.7)  1( 9.1)  2(18.2)  11(100)

Pocket 
money
/month
/(won)

<10,000  33(62.3)  5( 9.4) 15(28.3)  53(100)

χ2=3.613
p=0.729

20,000  36(66.7)  4( 7.4) 14(25.9)  54(100)
30,000  34(65.4)  4( 7.7) 14(26.9)  52(100)
≧40,000  36(64.3)  1( 1.8) 19(33.9)  56(100)

Total 139(64.7) 14( 6.5) 62(28.8) 215(100) 　

*p<0.05.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년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그 외 변수에 따라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양 표시에서 트

랜스지방 함량 표기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학년에 따른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에 한 생각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Table 5) 학교 3학년 학생의 찬성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학교 1학년 학생이 가장 낮고, 학교 2학
년 학생은 간 수 으로 악되었는데 따라서 반 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Table 5. Difference analysis on labeling of trans fat 
content by school grade

 N Mean±SD F-value p
1st grade 93 2.44b ±0.68 4.792 0.009**
2st grade 62 2.65ab±0.55 
3st grade 60 2.73a ±0.52 

*p<0.05, **p<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trans fat and practical experience of having seen a label of trans fat
N(%)

Have seen Have naver seen Total

Recognizing
Knowledge  88(62.9)  52(37.1) 140(100) χ2=16.216

p=0.000No knowledge  26(34.2)  50(65.8)  76(100)
Total 114(52.8) 102(47.2) 216(100)

*p<0.05, **p<0.01, ***p<0.001.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식품 선택에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 표시를 통한 자신의 

식품 선택 능력을 제고하자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4.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와 식행동간의 계

1) 트랜스지방 인지 여부와 향 표시 경험 계

트랜스지방 인지 여부와 양 표시 경험 계는 Table 6과 

같다. 트랜스지방을 알고 있는 집단이 양 표시를 본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9%인데 반해, 트랜스지방을 알고 있

는 집단이 양 표시를 본 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
로 악되어 그 차이가 의미있게 높게 악되었다(p<0.05). 
즉, 트랜스지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양 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2) 트랜스지방 인지 여부와 트랜스지방을 먹는 횟수의 

계

트랜스지방을 알고 있는 학생이 트랜스지방을 게 먹는

지 여부에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트랜스지방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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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trans fat
and frequency of taking trans fat foods

 　 N Mean±SD t-value p

Recognizing
Knowledge 140 3.06±1.23 

1.263　0.208　
No knowledge  75 2.84±1.15 

*p<0.05, **p<0.01, ***p<0.001.

있는 학생은 이들 식품을 먹는 횟수가 평균 3.06(5～7일에 한 

번 가량)으로 나타난 반면, 모른다는 학생은 2.84로 알고 있

는 학생들이 트랜스지방을 먹는 횟수가 그 지 않는 경우보

다 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수 으로 악되지는 않았다(p>0.05). 따라서 인지 여부

는 트랜스지방 먹는 횟수와 련성이 낮은 것으로 악되었

다. 학생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실제 식행동에 그

로 반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악되었는데 따라서 실천으

로 옮겨지기 한 체계 인 식생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되었다. 

3) 학교 교육 필요성과 식행동 계

학교 교육 필요성과 식행동 간의 계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necessity of school education and diet behavior                                   N(%)

　 Do not eat　
Will try to 

reduce the intake　
Will take 
as usual　

Not interested　 And so on　 Total　

Need  8(5.6) 122(85.3) 10( 7.0)  3( 2.1) 0(0.0) 143(100)
χ2=24.551

p=0.000　
Needless  2(2.6)  48(63.2) 14(18.4)  8(10.5) 4(5.3)  76(100)

Total 10(4.6) 170(77.6) 24(11.0) 11( 5.0) 4(1.8) 219(100)
*p<0.05, **p<0.01, ***p<0.001.

Table 9. Effects of snack preference on recognition of trans fat

 
Un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β Standard error β t P-value 

(Constant) 0.296 0.713  0.416 0.678

Confectionary －0.262 0.145 －0.130 －2.798 0.034*

Breads 0.133 0.085 0.113 2.557 0.021

Fast foods 0.081 0.122 0.059 0.661 0.510

Milk and dairy products 0.159 0.119 0.110 2.344 0.041*

Noodles 0.107 0.131 0.074 0.819 0.414

Ready made foods －0.004 0.121 －0.003 －0.034 0.973

Drinks －0.012 0.096 －0.010 －0.124 0.902

Fruits 0.123 0.095 0.099 2.291 0.048*

R2=0.178,   F=11.963,   p=0.000

*p<0.05, **p<0.01, ***p<0.001.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트랜스지방 식품을 먹지 

않겠다 혹은 이려고 노력하겠다는 응답이 체  90.9%인

데 반하여 필요없다는 학생은 65.8%가 트랜스지방 음식을 먹

지 않겠다 혹은 이겠다고 응답하여,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수록 먹지 않거나 이려고 노력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이러한 결과는 식행동에 한 효과 이고 지속 인 
학교 교육이 실질 인 식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되며, 따라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학생들의 식품 선택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간식 선호도가 트랜스지방 인지 정도에 미치는 향

간식 선호도가 트랜스지방 인지 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Table 9) 약 17.8%(R2=0.178) 정도로 나타났으며 통

계  회귀모형으로도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F=11.963, p< 
0.05). 그리고 트랜스지방 인지 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선호 간식류로는 제과류, 우유  유제품, 과일 등으로 나타

났으며(p<0.05), 제과류에 한 선호는 낮을수록, 우유  유

제품, 그리고 과일에 한 선호는 높을수록 트랜스지방 인지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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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 정도와 식행동, 간식 선호도

와의 상 계  신뢰도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 정도와 식행동, 간식 선호도 계

는 Table 10과 같다. 인지 정도는 우유  유제품(r=0.191), 면
류(r=0.153), 과일(r=0.150)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p<0.05). 즉,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유 

 유제품, 면류, 그리고 과일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만 트랜스지방 섭취 행동은 패스트푸드(r=0.209), 
면류(r=0.148), 음료(r=0.229)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

다(p<0.05). 즉 트랜스지방에 섭취 정도가 높을수록 간식  

패스트푸드, 면류, 음료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련한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 정도와 식행동, 간식 

선호도에 한 문항의 신뢰도는Table 11과 같다. 신뢰성(Re-
liability)이란 측정 상을 여러 번 측정하 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일 성

(internal consistency) 정도를 나타낸다. 다 항목척도를 사용

한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항목분석(Item 
analysis) 방법   다 항목  신뢰도를 해하는 항목을 찾

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한 방법인 크론바하 알 계수(Cronbach's α) 통계방

법을 용하 으며(Hair 등 1998), 신뢰성계수는 0.6 이상을 

기 으로 하 다. 그 결과, 인지 3개 문항의 신뢰도는 0.647, 
섭취 행동은 0.615로 나타났으며, 간식 선호도는 체 신뢰도

가 0.883, 하  역은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모두 0.6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인지, 섭
취 행동, 간식 선호를 구성하는 하  문항들 간의 내  일

성이 합한 것으로 악되었다.

Table 10. Correlations of recognition level on trans fat, diet behavior and snack preference

Variable Confec-
tionary Breads Fast 

foods

Milk and 
dairy 

products
Noodles

Ready 
made 
foods

Drinks Fruits Recog-
nizing

Diet 
behavior

Confectionary   1          
Breads －0.157*   1         
Fast foods   0.059 －0.112 1        
Milk and dairy products   0.142* －0.005 0.277** 1       
Noodles   0.101 －0.041 0.503** 0.377** 1      
Ready made foods   0.061 －0.117 0.529** 0.370** 0.520** 1     
Drinks   0.124 －0.135* 0.352** 0.320** 0.252** 0.289** 1    
Fruits   0.112 －0.067 0.137* 0.327** 0.202** 0.242** 0.262**   1   
Recognizing －0.083   0.105 0.097 0.191** 0.153* 0.099 0.067   0.150*   1  
Diet behavior   0.330** －0.116 0.209** 0.048 0.148* 0.047 0.229** －0.022 －0.117 1

*p<0.05, **p<0.01, ***p<0.001.

Table 11. Correlations of recognition level on trans 
fat, diet behavior and confidence degree of snack preference
questions 

Variable Subordinate factors Questions Cronbach's 
α

Recognition  3 0.647
Diet behavior  3 0.615

Snack 
preference

Confectionary  4 0.731
Breads  3 0.693
Fast foods  4 0.810
Milk and dairy products  5 0.658
Noodles  3 0.612
Ready made foods  6 0.806
Drinks  2 0.647
Fruits  1 -
Total 28 0.883

요  약 

본 연구는 울산지역 일부 학교 학생의 트랜스지방의 인

지도  섭취 실태를 조사하 으며, 트랜스지방의 인지도와 

식행동의 계, 그리고 간식 선호도와의 계  그 향을 

악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식행동에 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트랜스지방에 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양 표

시에서 트랜스지방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트랜스지

방 섭취와는 련성이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수록 먹지 않거나 이려고 노력한다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식 선호도가 트랜스지방 인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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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 행동 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어 

학생들의 간식 섭취에 한 올바른 지도와 식습  형성에 학

교와 가정의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
에 트랜스지방의 섭취에 한 올바른 식행동을 유도하기 

한 기 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가정과 학교에서 트랜스지방

에 한 체계 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학교 식에서

는 양 이며 균형된 식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기호도가 

충분히 반 되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  형성

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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