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28. No. 4, 702~709 (2015)
http://dx.doi.org/10.9799/ksfan.2015.28.4.702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702 -

대학생들의 탄산수 효능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섭취 행태 및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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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 efficacy of carbonated water 
on consump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for college students, who are the principal consumers of carbonated water. A survey 
was conducted with 502 college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from May 13 to 18, 2015 and 45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s for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 efficacy of carbonated water according to gender, 
females (14.60 and 0.76) had better awareness and knowledge than males (13.40 and 0.58) (p=0.000 and p=0.036). The 
more positive the awareness of carbonated water, the greater the knowledge (p=0.000); the greater the knowledge of 
carbonated water, the higher level of consumption satisfaction (p=0.006). The odds ratio of awareness for carbonated water 
was 11.98; that is, positive awareness led to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than negative awareness (p=0.003). Since awareness 
of the efficacy of carbonated water was found to affect carbonated water drinking and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efficacy of carbona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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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성인

기의 식사행동을 잘 반영할 수 있어 충분한 열량과 영양소의 

섭취가 요구된다. 특히 대학생의 건강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생들의 식생활은 매우 중요

하다(Park 등 2006). 대학생의 식생활은 과거의 식생활을 반

영할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식사시

간을 고려하지 않는 수업 시간표와 자유시간의 증가 및 아르

바이트,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교제 등의 영향으로 불규칙한 

식사, 과다한 음주 및 흡연, 과식, 결식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지적되고 있다(Hong & Lee 2006).
탄산수(carbonated water)는 적당한 염류를 함유한 음료수

에 탄산가스를 용해시킨 것으로 염류를 함유하는 물로는 천

연광천수 또는 인공 광천수로도 쓰인다. 무기염류는 물에 녹

기 쉬운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첨가하는 경우는 나트륨

염이나 칼륨염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염, 탄산나

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주성분이 되고 있다(Brown 등 2007; 
Dessirier 등 200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산

수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탄산수 매출이 201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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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013년에 34.8%, 2014년에는 28.7% 늘었고, 2015년 1~4월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3% 성장했다고 보고하였다(Kim 
JH 2015).

그리하여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탄산수는 평활근에 작

용하여 전체 위장관계의 운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포만감을 

감소시키고, 소화 장애, 변비, 담낭을 비우는 데 효과적인 것

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Pouderoux 등 1997; Cuomo 등 2002), 
또한, 탄산수의 약산성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피부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미네랄워터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호

전되었음을 TV 매체 등을 통해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자들은 탄산수를 섭취하면 갈증 해소, 변비, 소화불량, 다이

어트 및 피부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는 실정이다(Dictionar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2015).  

그러나 탄산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그에 따

른 효능을 기대하고 있지만, 탄산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

증되지 않았으며, 음용 부작용 등 정확한 탄산수 섭취 효능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장병이 있는 사람

은 음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인체에 이산화탄소가 과잉 

공급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과다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 내에서도 탄산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과 다이어

트 음료로 식사 대신 음용하는 소비 형태가 위험 요소로 지적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탄산수 효능에 대한 인식과 지식, 섭취 행태와 

만족도, 건강 관여도를 조사함으로써 탄산수의 섭취 시기 및 

섭취 이유, 산수 효능에 대한 인식, 지식 및 만족도간의 연관

성을 알아보고, 탄산수 섭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탄산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과 올바른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교

의 학생들 502명을 대상으로 탄산수에 대한 효능 인식도와 

음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득력 있는 조사를 위해 본 

설문지 조사 이전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지 조사를 실

시한 후, 설문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2부의 설문지 중 

502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설문

지 47부를 제외한 455부를 분석하였다.

2. 조사 도구
설문지는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탄산수에 대한 효과 

인식 및 기대에 대한 질문으로 탄산수에 대한 반적인 인식과 

탄산수의 효능이라고 알려진 피로 회복, 갈증 해소, 변비 해

소, 음식 소화, 다이어트 및 미용에 대한 효능 인식 총 6개 

문항, 탄산수에 대한 지식에 관한 질문으로 탄산수의 부작용 

인지 척도, 탄산수와 관련된 지식 정도(임상연구 실시 여부, 
포함 성분 및 부작용 사례 등) 총 5개 문항, 현재 탄산수 섭취 

행태에 관한 질문으로 탄산수 섭취 경험 여부, 섭취 동기, 탄
산수 가격 수용도, 현재 음용 여부 및 이유, 섭취 시기, 섭취 

목적(이유), 구입 장소, 종류(브랜드), 주 섭취량, 음료 선택 

시 고려사항 등 총 14개 문항, 탄산수의 섭취 만족도에 관한 

질문으로 탄산수의 효능이라고 알려진 피로 회복, 갈증 해소, 
변비 해소, 음식 소화, 다이어트 및 미용 효과에 대한 만족도 

총 5개 문항, 탄산수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와 그 곳에서 

얻은 정보 신뢰도, 식품영양성분표시 확인 여부, 탄산수가 건

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및 다이어트 관심도 등 총 8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회수된 설문지의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1.0 ver.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서는 빈도분

석을 실시하여 빈도(N)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탄산수 효능에 대한 인식 및 지식과 섭취 만족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탄산수의 섭취 시기 및 섭취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탄산수 효능에 대한 인식, 지식 및 만

족도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탄산수 섭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

과, 성별은 전체 대학생 455명 중 남학생 225명(49.5%), 여학생 

230명(50.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2~24세가 214명(47.1%)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산수 음용 경험이 있는 

경우 356명(78.3%), 음용 경험이 없는 경우 96명(21.1%)으로 

현재도 음용하고 있는 경우 160명(44.7%), 음용하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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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225 49.5
Female 230 50.5

Age
Under 21 101 22.2
22~24 214 47.1
Upper 25 139 30.6

Consumption 
experience

Ever 356 78.2

Never  96 21.1

Drinking status, 
currently

Yes 160 44.7

No 198 55.3

Living costs, 
month

400,0000 or less 283 62.3

Exceeded 400,000 171 37.7

Identification of 
nutrition facts

Ever  45 28.0

Never 116 72.0

Health effect
Beneficial  77 16.9
Suitable 286 62.9
Harmful  92 20.2

Diet interest
High 241 53.1
Medium 108 23.7

Low 105 23.1

경우 198명(55.3%)으로 나타났다. ‘식품영양표시를 전혀 하

지 않는다’는 116명(72.0%), ‘식품영양표시를 확인한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45명(28.0%)이었으며, 탄산수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이롭다’는 77명(16.9%), ‘적당하다’는 286명
(62.9%), ‘해롭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92명(20.2%)으로 조사

되었다. 다이어트 관심도는 ‘높다’가 241명(53.1%), ‘보통’은 

108명(23.7%) 그리고 ‘낮다’는 105명(23.1%)으로 다이어트 관

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201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 경험이 있는 경우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Yoo SJ(2010)와 Yoon & Sim(2014)의 연구에서도 서울지역 

대학생의 섭취 경험이 38.7%로 조사되었고, Lee 등(2013)도 

광주지역 대학생의 에너지음료 섭취 경험이 88.3%로 조사된 

바, 본 연구의 음료의 종류는 다르나, 78.3%가 음용 경험이 

있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음료를 선호

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Han JA 2014).

2. 탄산수 효능에 대한 인식 및 지식

1) 탄산수 효능 인식도
Table 2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탄산수의 효능 인식도의 

차이에 대한 t-test와 ANOVA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의 탄산수 효능 인식도는 평균 

14.60, 남학생은 13.40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0), 연령별 차이는 22~24세(14.25)가 25세 

이상(13.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05). 현재 음용 상태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14.53%)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13.70%)도 보

다 탄산수 효능 인식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1). 식품영양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 건강에 미치

는 영향 정도는 ‘이롭다’ 평균 16.79, ‘적당하다’ 평균 13.91, 
‘해롭다’ 평균 11.94로, ‘이롭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인식도

가 높게 분석되었다(p<0.01). 또한 다이어트 관심도는 ‘높다’ 
평균이 14.33, ‘보통이다’ 평균이 14.52, ‘낮다’ 평균이 12.71로 

다이어트 관심도가 보통 이상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탄산수는 포만감 감소 및 소화 장애, 변비에 효과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Cuomo 등 2002; Pouderoux 등 1997), 피
부재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효능에 

대한 인식은 식이조절 및 피부관리에 관심도가 높은 여성에

게 인식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의 음용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및 식이섬유 음료

와 같이 기능성 음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 SJ 2009). 반면, 에너지음료와 같은 타우린 및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음료의 경우는 운동에 관심도가 높은 남

성이 여성보다 인식도 높음을 알 수 있다(Attlia & Cakir 2011; 
Kim 등 2015a).  

2) 탄산수 효능 지식도
Table 2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탄산수의 효능 지식도

의 차이에 대한 t-test와 ANOVA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탄산수의 효능 지식도의 

차이는 여학생이 평균 0.76, 남학생은 0.58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연령에 따른 지식도 차이는 22세 미만

이 0.64, 22~24세가 0.64, 25세 이상이 0.78로 연령이 올라갈수

록 지식도가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현재 음용 상태에 있는 대상자는 평균 0.84, 음용 상태가 아닌 

대상자 평균은 0.56으로 음용 상태가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

의 지식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식품영양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지식의 평균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한다’는 1.20, ‘하지 않는다’는 0.68로 식품영

영표시를 확인하는 대상자의 지식도가 높았다(p<0.01).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른 지식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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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wareness and knowledge about efficiency of carbonated water by study participants

Variable
Awareness Knowledge

N M SD ta/Fb p N M SD ta/Fb p

Gender
Male 225 13.40 3.67

－3.654a 0.000
225 0.58 0.86

－2.100a 0.036
Female 228 14.60 3.28 229 0.76 0.94

Age

Under 21 101 14.20 3.41

  2.343a 0.097

101 0.57 0.83

  1.656a 0.19222~24 213 14.25 3.43 214 0.64 0.89
Upper 25 139 13.46 3.72 139 0.78 0.97

Drink status, 
currently

Yes 159 14.53 3.63
  2.191a 0.029

160 0.84 0.97
  2.913a 0.004

No 198 13.70 3.47 198 0.56 0.83

Identification of
nutrition facts

Ever  45 14.96 3.33
－0.845a 0.399

 45 1.20 0.97
－3.101a 0.002

Never 115 14.42 3.73 116 0.68 0.95

Health effect
Beneficial  77 16.79 2.95

 48.213b 0.000
 92 0.87 0.92

  2.975b 0.052Suitable 284 13.91 3.25 285 0.60 0.88
Harmful  92 11.94 3.30  77 0.72 0.94

Diet interest
High 240 14.33 3.48

  9.479b 0.000
241 0.69 0.93

  2.824b 0.060Medium 108 14.52 3.52 108 0.78 0.93

Low 105 12.71 3.38 105 0.50 0.81
M=mean; SD=standard deviation
a t value obtained from independent t-test 
b F value obtained from ANOVA 

않았으며(p>0.05), 다이어트 관심도의 경우, ‘높다’ 평균이 0.69, 
‘보통’ 평균이 0.78, 그리고 ‘낮다’ 평균이 0.50으로 다이어트 

관심도가 보통이상 대상자의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대학생들의 탄산수에 대한 지식도는 4점 만점에 0.7로 매

우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탄산수 섭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행의 확산 또

는 대중 매체의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에 정수와 얼음 기능만으로도 각

광 받던 냉장고에서 진화해, 탄산수도 만들 수 있는 일명 ‘스
파클링 냉장고’ 시장이 확대되고, 탄산수에 대한 잦은 언론 

노출에 따라 탄산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다(Lee S 2015). 
그러나, 유아부터 고령층,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

에 이르기까지 부작용 없이 섭취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작용 

이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탄산수의 주요 

성분과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올바른 섭취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향후 정확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사료된다.

3. 탄산수 섭취 행태

1) 섭취 시기

Table 3은 대학생들의 탄산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좋다/나쁘다)에 따른 섭취 시기의 빈도분석 결과를 나타내

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산수가 건강에 ‘좋다’의 

경우는 기타(41.9%), 식사 전후(31.8%) 그리고 수업 중(21.7%)의 

순이었고, ‘나쁘다’의 경우는 기타(50.0%)와 식사 전후(31.3%)
의 순이었다. 다이어트 관심 정도(높다/낮다)에 따른 섭취 시

기를 살펴본 결과, ‘높다’는 기타(50.5%), 식사 전후(28.0%) 
그리고 수업 중(17.2%)의 순이었으며, ‘낮다’의 경우는 식사 

전후(36.8%), 기타(33.8%) 그리고 수업 중(22.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식 정도(긍정/부정)에 따른 섭취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긍

정적’인 경우는 기타(41.7%), 식사 전후(34.3%), 수업 중(18.5%)
의 순이었고, ‘부정적’인 경우는 기타(46.2%), 식사 전후(26.9%), 
수업 중(21.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식 정도(높다/낮다)
에 따른 섭취 시기를 분석한 결과, ‘높다’는 기타(44.3%), 식
사 전후(30.4%), 수업 중(17.7%)의 순이었으며, ‘낮다’는 기타

(42.7%), 식사 전후(32.9%), 수업 중(20.7%)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만족도(만족/불만족)에 따른 섭취 시기를 분석한 결과, 
‘만족’은 기타(42.1%), 식사 전후(33.1%), 수업 중(19.3%)의 순

이었으며, ‘불만족’은 기타(56.3%), 식사 전후(18.8%), 수업 중

(18.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은 탄산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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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ime and reasons for using carbonated water

Variable

Time Reasons
Before 
& after 
meals

In 
class

During 
exercise Etc. χ2 p Thirst Diet Consti-

pation
Exercise 

effect Etc. χ2 p

Health
effect

Good 41
(31.8)

28
(21.7)

6
(4.7)

54
(41.9)

3.441 0.328

88
(68.2)

8
(6.2)

3
(2.3)

1
(0.8)

29
(22.5)

4.361 0.359
Bad 10

(31.3)
3

(9.4)
3

(9.4)
16

(50.0)
16

(50.0)
3

(9.4)
1

(3.1)
1

(3.1)
11

(34.4)

Diet
interest

High 26
(28.0)

16
(17.2)

4
(4.3)

47
(50.5)

4.621 0.202

57
(61.3)

8
(8.6)

3
(3.2)

2
(2.2)

23
(24.7)

3.333 0.504
Low 25

(36.8)
15

(22.1)
5

(7.4)
23

(33.8)
47

(69.1)
3

(4.4)
1

(1.5)
0

(0.0)
17

(25.0)

Awareness
Positive 37

(34.3)
20

(18.5)
6

(5.6)
45

(41.7)
0.885 0.829

73
(59.6)

7
(6.5)

3
(2.8)

1
(0.9)

24
(22.2)

1.432 0.839
Negative 14

(26.9)
11

(21.2)
3

(5.8)
24

(46.2)
31

(59.6)
4

(7.7)
1

(1.9)
1

(1.9)
15

(28.8)

Knowledge
High 24

(30.4)
14

(17.7)
6

(7.6)
35

(44.3)
1.411 0.703

53
(67.1)

5
(6.3)

3
(3.8)

1
(1.3)

17
(21.5)

1.974 0.741
Low 27

(32.9)
17

(20.7)
3

(3.7)
35

(42.7)
51

(62.2)
6

(7.3)
1

(1.2)
1

(1.2)
23

(28.0)

Satisfaction
Satisfaction 48

(33.1)
28

(19.3)
8

(5.5)
61

(42.1)
1.620 0.655

96
(66.2)

8
(5.5)

4
(2.8)

1
(0.7)

36
(24.8)

8.307 0.081
Dissatisfaction 3

(18.8)
3

(18.8)
1

(6.3)
9

(56.3)
8

(50.0)
3

(18.8)
0

(0.0)
1

(6.3)
4

(25.0)
Awareness: The level of positive or negative awareness of carbonated water 
Knowledge: The level of basic knowledge about carbonated water

관심 정도, 인식, 지식 및 만족 정도와 무관하게 ‘식사 전후’
와 ‘수업 중’에 탄산수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탄산수는 기포가 있어 마시면 입안과 식도를 자극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기포가 ‘공복

감을 없애고, 배부른 느낌을 준다’ 또는 ‘밥 먹기 전에 탄산수

를 마시면 식사량이 줄어든다’ 등의 잘못된 지식이 탄산수를 

섭취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Kim 등 2015b).  

2) 섭취 목적
Table 3은 대학생들의 탄산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좋다/나쁘다)에 따른 섭취 목적의 빈도분석 결과를 나타내었

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산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이 ‘좋다’의 경우는 갈증 해소(68.2%), 기타(22.5%), 다이어

트(6.2%) 그리고 변비 해소(2.3%)의 순이었고, ‘나쁘다’의 경

우는 갈증 해소(50.0%), 기타(34.4%), 다이어트(9.4%)의 순이

었다. 다이어트 관심 정도(높다/낮다)에 따른 섭취 목적을 살

펴본 결과, ‘높다’는 갈증 해소(61.3%), 기타(24.7%), 다이어트

(8.6%)의 순이었으며, ‘낮다’의 경우는 갈증 해소(69.1%), 기
타(25.0%) 그리고 다이어트(4.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식 정도(긍정/부정)에 따른 섭취 목적은 ‘긍정적’인 경우

는 갈증 해소(59.6%), 기타(22.2%)의 순이었고, ‘부정적’인 경

우는 갈증 해소(59.6%), 기타(28.8%) 그리고 다이어트(7.7%)
를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 정도(높다/낮다)
에 따른 섭취 목적을 분석한 결과, ‘높다’는 갈증 해소(67.1%), 
기타(21.5%), 다이어트(6.3%)의 순이었으며, ‘낮다’는 갈증 해

소(62.2%), 기타(28.0%), 다이어트(7.3%)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 만족도(만족/불만족)에 따른 섭취 목적을 분석한 결과, 
‘만족’은 갈증 해소(66.2%), 기타(24.8%)의 순이었으며, ‘불만

족’는 갈증 해소(50.0%), 기타(25.0%), 다이어트(18.8%)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탄산수를 섭취하는 주요 목적은 ‘갈증 해소’와 ‘다이어트’

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첫째, 미국에서 19세에서 3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국민건강영양조사(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Ⅲ)에 의하

면 하루 총 수분 평균섭취량은 남자 3.7 L와 여자 2.7 L로 조

사되었고(CDC 2015), 이 수분량 중 약 81%에 해당하는 3.0 
L와 2.2 L는 마신 물이나 음료에 의해 보충한다고 보고한 바

와 같이, 사람이 갈증 해소를 위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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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사람은 기존의 마시

는 물에 기능 성분을 강화하여 건강 증진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능성 음료에 대한 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oon 
HK 2013). 둘째, 당분과 인공감미료가 없는 탄산수가 생수보

다 ‘청량감이 좋다’는 대중 매체의 광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Hankookilbo 2015). 셋째,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의 칼로리는 300 mL 기준으로 약 130 kcal인 데 비

해, 탄산수는 0 kcal에 가깝다는 특징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이

끈 것으로 사료된다(Kim JH 2015; Collins 등 2015). 넷째, Yoo 
JO(2010)의 녹차 음용 연구에 따르면 지속 음용 이유로 ‘미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9.5%로 다이어트 관심도

가 음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를 지지하였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생수시장(6,000억 여 원)의 약 7% 규

모인 400억 원까지 성장했다. 2013년 대비 134.6% 성장하였

고, 2015년 시장 규모는 8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Hankookilbo 2015; Kim JH 2015). 이와 같이 탄산수는 소비

자들 사이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생수의 대체 

음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탄산수 섭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1) 탄산수에 대한 인식, 지식 및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awareness, knowledge and satisfaction

Variable Awareness Knowledge Satisfaction 
Awareness about efficacy of carbonated water 1.000 0.173** 0.799**

Knowledge about efficacy of carbonated water 0.173** 1.000 0.214
Satisfaction about efficacy 0.799** 0.214** 1.000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to consumption satisfaction of carbonated water

Variable Odds ratio(OR) 95% CI p

Gender
Male -

Female 3.363 (0.874~12.936) 0.078*

Age
Under 21 - - 0.031**

22~24 4,581 (1.150~18.249) 0.010***

Upper 25 10.136 (1.751~58.669) -

Awareness
Negative - - 0.003***

Positive 11.979 (2.359~60.829) -

Knowledge
Low - - 0.078*

High 3.583 (0.868~14.422) -

Diet interest
Low - - 0.518
High 0.626 (0.152~2.587) -

*p<0.1, **p<0.05, ***p<0.01

Table 4는 대학생들의 탄산수의 효능 인식도와 지식도 간

의 관계를 상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산수의 효능 인식도와 지식의 상관계

수는 0.173, 유의확률은 0.000이므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효능 인식도와 섭취 만족도는 상관계수 

0.799, 유의확률 0.000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탄
산수 지식도와 섭취 만족도 간의 관계는 상관계수 0.214. 유
의확률 0.006으로 탄산수 지식이 높을수록 섭취 만족도가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Moon HK(2013)의 연구에 따르면 기능성 음료의 효능에 

관한 연구결과 및 광고 신뢰도에 대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

비자 인식은 약 52.8%가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음
료 섭취 후 주관적 효과(만족도)는 응답자의 51.8%가 ‘그저 

그렇다’, 42.7%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기능성 음료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도가 낮으면 섭취 만족도 역시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2) 탄산수 섭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는 대학생들의 탄산수의 섭취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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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의 사회학적 변수요인과 탄산수 효능 인식 정도, 탄산

수 효능 지식 정도 및 다이어트 관심 정도 등의 요인이 탄산

수 섭취 만족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
서 연령 및 탄산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 미만과 비교해서 22~24세의 경우 

4.58배 정도 탄산수 섭취 만족도가 높았다(p=0.031). 탄산수 

인식 정도는 부정적 인식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11.97
배 만족도가 좋았다(p=0.003). 그러나 다이어트 관심 정도는 

탄산수 섭취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시판 음료 소비 패턴 연구 결과, 가장 선호하

는 시판 음료는 남자의 경우 이온음료, 우유, 탄산음료의 순

으로 좋아하였고, 여자는 과일주스, 차, 커피, 물을 더 좋아하

였으며(Kim HM 2009),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도(Nelson 등 2009)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탄산음료

(당분과 향 첨가)와 가당 음료의 섭취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도 여성은 당성분이 포함된 음료보다 차, 커피, 물과 같이 당

성분이 제거된 음료의 섭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탄산수를 음용한 실험군이 음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주당 배변 횟수가 증가하여 탄산수 음용이 변비 완화에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한 선행 연구(Mun & Jun 2011)를 지지하는 결

과로 변비인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서 탄산수 섭취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탄산수의 주 소비층인 대학생들이 탄산수에 관

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탄산수를 소비할 수 있

도록 하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탄산수의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탄산

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또는 지식 정도

가 높음과 낮음에 따라 섭취 행태와 만족도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연구대상자들의 탄산수에 효능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따른 항목을 고찰하였다. 또한 건강관여

도의 차이에 따라 섭취동기, 섭취 시기 및 목적 등의 섭취 행

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탄산수의 섭취 만

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과 건강관여도(건강에 미치는 영양 정도 및 다이어트 

관심도)에 대한 탄산수 효능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성별에 따른 탄산수 효능 인식도의 평균 점수는 남자는 

13.40, 여자는 14.59의 결과를 통하여, 여성이 남자보다 탄산

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건강

에 미치는 영양 정도가 유익하다고 판단할수록, 다이어트 관

심도가 높을수록 탄산수의 인식도가 높았다. 성별과 건강관

여도(식품영양표시 확인 여부)에 대한 탄산수 지식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탄산수의 지식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식품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대상자의 지식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과 건강관여도(건강에 미치는 

영양 정도)에 대한 탄산수 섭취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22~24세가 섭취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에 미치는 영양 정도가 유익하다고 판단할수록, 섭취 만족도

가 좋았다. 탄산수의 섭취 시기는 ‘식사 전후’와 ‘수업 중’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섭취하는 주목적으로는 ‘갈증 해소’와 

‘다이어트를 위해’ 등으로 조사되었다. 탄산수 효능 인식도와 

지식도 및 만족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탄산수 인식

도가 높을수록 지식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식도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탄산수 만

족도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의수준 0.05에서 연령, 
인식 정도로 분석되었다. 현재, 탄산수는 영상매체의 적극적

인 광고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적절한 규제와 

언론의 홍보를 통해 자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탄산수의 각 성분별 부작용 실태 

조사, 연령에 따른 일일 권장량과 같은 섭취량 및 방법 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연구와 함께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탄산수를 소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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