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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e and understanding of food and nutrition labels in 498 female adolescents 
(middle school students: MS 248, high school students: HS 250) in Gyeonggi-do. Fifty percent of the MS 
and 47.2% of the HS read food labels, and the most common reasons for reading labels were to find a prod-
uct’s expiration date and price. The food label information considered most important by the subjects was the 
name of the manufacturing company and expiration date. Over 80% of the subjects read nutrition labels. The 
MS read nutrition labels to find nutrients and their amounts in foods, while the HS read labels mostly in an 
effort to control body weight. These subjects gave more attention to calories and fat, the nutrients related to 
body weight, than to other nutrients. The subjects were highly aware of the necessity and positive effects of 
nutrition labels, because they believed labels could make it easier for them to choose healthy foods. Howev-
er, scores for understanding nutrition labels showed the subjects failed to understand label information 
accurately. Generally, the MS showed better dietary behaviors than HS. But the H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MS for the item "know relative weight with height." Those that read food labels had significantly 
better BMIs, dietary behaviors, and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nutrition label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awareness & understanding of nutrition labels and subjects' dietary behaviors. The 
study findings can be utilized to better plan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aiming to improve use and aware-
ness of food and nutrition labels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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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인 청소

년기는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시기이므로, 영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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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건전한 정신발달 및 성격형

성, 집중력 향상 등은 올바른 영양섭취를 통해 이루

어지게 된다(Kim 2005). 그러나 청소년기는 심리발

달 과정상,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

기이기도 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외모를 

가꾸고자 비정상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

다(김 등 2007).
2005년 국민영양조사결과(2007)에 의하면 13∼19

세 연령군의 영양섭취기준 미만으로 섭취하는 각 영

양소의 비율은 에너지 37.4%, 칼슘 89.5%, 철 60.5%, 
칼륨 97.1%, 비타민 A 52.3%, 리보플라빈 58.3%, 비
타민 C 61.9%로 보고되어 많은 종류의 영양소 섭취

상태가 불량하였으며(Korea Centers for Disease Con-
trol and Prevention & KHIDI 2007), 특히 여자 청소

년들의 주요 영양관련 문제는 과도한 체중조절로 

보고되었다(Yoo & Kim 2004; Ahn 등 2006).
한편,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과도기

적인 특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특히 과거에 비해 

현재의 청소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이 증가함

에 따라, 자신이 구매 의사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소비자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Kim & Lee 2002; 
Kim 2007),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식생활은 부모로부

터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하는 매식 

형태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일반적

으로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하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보다는 맛, 광고, 간편성, 기호, 유행 등에 

치중함으로써(Kim & Lee 2002; Park 등 2008), 영양

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식품표시제도의 표시 항목 중 하나인 영양표시제

도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 등을 표

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올

바른 식품선택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영양교육의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Zarkin 등(1993)은 영양표시의 이용은 

소비자의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쳐 심혈관계질환과 

암 등의 만성질환 위험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

고한 바 있다.
청소년들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식품은 간식 중 

가장 많이 섭취하는 종류인 과자, 스낵류(Korea Cen-
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KHIDI 
2006; Choi 등 2008)로 대부분 고열량 식품이어서 

체중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감퇴시켜 정규식사를 거

르게 한다. 청소년들의 비만이나 성인병 발생이 계

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간

식 선택 시 기호나 유행보다 영양을 고려하도록 하

여야 하며 이때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식

품영양표시제를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영양표시제의 시행 초기에는 

특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

나, 현재는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 과자 및 캔

디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

으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영양소의 종류도 열

량, 탄수화물, 당,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

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총 9가지로(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9), 국내 ․ 외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Joo 등 2006). 식품의 영양

표시 제시율은 2001년 18.7%, 2003년 24.1%였던 것

이 2006년에는 79.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Kwon 등 

2007),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태도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ark & Min 1995; 
Im & Kim 1998). 그러나 현재의 영양표시제도는 일

반 소비자가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지식수준 등의 활용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ang 2000; Lee & 
Kim 2007; Park 2009).

지금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식품영양표

시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실태

조사(Chang 1997) 및 중학교 여교사(Im & Kim 
1998), 주부(Chang 2000; Choi & Chung 2003; Jo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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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영양사(Jung & Chang 2004) 등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하는 영양표시 형태 

조사 등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식

행동과의 관련성이나 영양표시 이해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소비 주체인 여자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용실

태, 이해도 및 식행동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품영

양표시제에 대한 이해 능력 또는 이용 여부가 건강

한 식생활 실천에 주요한 요인임을 밝혀 식품영양

표시제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

다. 아울러 현재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은 중학교 3
학년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Lee 2008), 영양표시 관

련 학교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중학생과 교육을 받

은 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실행

되고 있는 영양교육의 효과도 판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여자중학교

와 여자고등학교 각각 1곳의 1, 2학년생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담임선생

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는 통계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는 중학생 248
명, 고등학생 250명으로 총 498명이었다. 조사 기간

은 2007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걸쳐 실시

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문헌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HIDI 2003; Jeong 2005; Son 2007)를 통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개발한 후,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

정 ․ 보완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1)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

해 신장, 체중, 나이, 부모의 교육수준, 가계 월수입

을 조사하였다. 자가 기입방식으로 수집한 키와 몸

무게를 토대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를 산출하였다.

2) 식품표시 이용 실태

식품표시 이용 실태는 선행연구(Jeong 2005)를 참

고하여 식품표시 확인 여부 및 그 이유, 식품종류별 

확인 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표시 항목의 4문
항을 조사하였다. 식품종류별 확인 빈도의 경우 3점 

Likert 척도로 조사한 후 ‘항상 읽는다’ 2점, ‘가끔 

읽는다’ 1점, ‘전혀 읽지 않는다’ 0점을 부여하여 점

수화하였다.

3) 영양표시 이용 실태

영양표시 이용 실태는 영양표시 확인여부 및 그 

이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와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awareness)는 Jeong(2005)

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영양표시의 필요성, 영양표

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영양표시의 긍정

적인 효과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을 부여하여 총점(30점 만점)을 구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이 양호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Son(2007)의 설문지를 

토대로 A사와 B사의 우유제품의 표시된 영양표시를 

보기(Fig. 1)로 제시한 후, 표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

해하는지 열량, 칼슘 및 나트륨과 관련된 총 4문항

(우유 섭취 시의 섭취한 열량 계산, 체중조절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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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 (Tuntun Milk) B Co. (Health Milk)

Nutrition Facts
One serving size: 1 pack (200 ml)

Nutrition Facts
One serving size: 1 pack (200 ml)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Calories 120 kcal Calories 130 kcal

Protein   6 g 10% Protein   7 g 11%

Carbohydrate   9 g  3% Carbohydrates  11 g  3%

Fat   6 g 12% Fat   6 g 12%

Sodium 100 mg  3% Sodium 100 mg  3%

Calcium 220 mg 31% Calcium 425 mg 60%

Figure 1. Example of nutrition labels.

Variables

Age (years)  16.3±1.31)

Height (cm) 160.0±5.2

Weight (kg)  51.0±7.1

BMI (kg/m2)  20.0±2.5

Father's education evel3)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11 ( 2.2)2)

 51 (10.4)

344 (70.1)

 85 (17.3)

Mother's education level3)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15 ( 3.1)

 60 (12.3)

367 (75.1)

 47 ( 9.6)

Monthly incomes3)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

 83 (17.4)

189 (39.6)

141 (29.6)

 64 (13.4)
1) Mean±SD
2) N (%)
3) The subtotals of distribution are less than 498, because of mis-

sing data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98)

성장에 관심 있거나, 고혈압환자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영양성분)을 서술형으로 제시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모르면 ‘모른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맞으면 1점을 주어 점수화하였다.

4) 식행동 조사

식행동 평가 문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2003)에서 제정한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

침’의 세부실천 사항을 약간 수정하여 총 21개 문항

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적일관성 지수로 알아본 설문

지의 Cronbach 계수는 0.67이었다. 각각의 문항에 대

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

(105점 만점)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

이 양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 결과는 SAS version 9.1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조사항목에 따라 연속형 변수는 평균값

과 표준편차로,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또는 식품표시제 사

용여부에 따른 두 군 간의 차이는 연속형 변수의 경

우 Students's t-test로, 범주형 변수의 경우 χ2 검정으

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

석은 Pearson correlation test로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적 검증은 유의적 수준 α=0.05 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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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Ν=498) Middle school (Ν=248) High school (Ν=250) P value

Reading the food labels

  Yes 242 (48.6)1) 124 (50.0) 118 (47.2) 0.532

Reasons of food label reading2)

  To check containing harmful additives  55 (22.7)  29 (23.4)  26 (22.0) 0.645

  To check nutrients contained  83 (34.3)  36 (29.0)  47 (39.8) 0.200

  To compare price and weight  59 (24.4)  29 (23.4)  30 (25.4) 0.916

  To check manufacturer  24 ( 9.9)  16 (12.9)   8 (6.8) 0.090

  To check expiration date 218 (90.1) 116 (93.5) 102 (86.4) 0.179

  To check price 125 (51.7)  63 (50.8)  62 (52.5) 0.877

  To check how to cook or how to eat  84 (34.7)  45 (36.3)  39 (33.1) 0.448

Frequency of food label reading3)

  Cookies  0.73±0.704)  0.69±0.69  0.77±0.70 0.214

  Bread  1.38±0.71  1.31±0.73  1.44±0.69 0.033*

  Milk and dairy products  1.54±0.68  1.54±0.67  1.54±0.70 0.943

  Ramyeon  0.67±0.70  0.71±0.71  0.63±0.69 0.198

  Sweet snacks  0.42±0.62  0.45±0.66  0.39±0.58 0.298

  Beverages  0.62±0.75  0.70±0.76  0.55±0.73 0.029*

  Ice creams  0.41±0.65  0.45±0.65  0.37±0.64 0.183

  Instant foods  1.30±0.76  1.28±0.78  1.33±0.75 0.417

Most important factors on food label

  Manufacturing company 221 (44.4) 106 (42.7) 115 (46.0)

0.668

  Expiration (manufacture) date  84 (16.9)  40 (16.1)  44 (17.6)

  Quantity  55 (11.0)  26 (10.5)  29 (11.6)

  Nutrient contents  60 (12.1)  32 (12.9)  28 (11.2)

  Food additives  40 ( 8.0)  22 ( 8.9)  18 ( 7.2)

  Serving size  28 ( 5.6)  18 ( 7.3)  10 ( 4.0)

  Price  10 ( 2.0)   4 ( 1.6)   6 ( 2.4)
1) N (%)
2) Multiple responses
3) Min. score: 0 point, Max. score: 2 points
4) Mean±SD
*P＜0.05

Table 2. Food label reading in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6.3세였으며, 평균 신

장과 체중은 각각 160.0 cm와 51.0 kg이었고, 체질량 

지수인 BMI는 20.0으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부모

의 교육수준은 80% 이상이 고졸 이상이었으며, 가계 

월수입은 100∼200만원(39.6%)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200∼300만원(29.6%)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식품표시의 이용 실태

조사대상자의 식품표시 이용 실태는 Table 2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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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Ν=498) Middle school (Ν=248) High school (Ν=250) P value

Reading the nutrition labels

  Yes 431 (86.5)1) 202 (81.5) 229 (91.6)   0.001**

Reasons for nutrition label reading2)

  To improve health  63 (14.6)  30 (14.9)  33 (14.4)   0.711

  To weight control 210 (48.7)  81 (40.1) 129 (56.3) ＜0.0001***

  To check nutrient contents 176 (40.8)  92 (45.5)  84 (36.7)   0.414

  To compare with other products  26 ( 6.0)  14 ( 6.9)  12 ( 5.2)   0.672

  To check new features  78 (18.1)  39 (19.3)  39 (17.0)   0.969

Most important nutrients in nutrition label

  0.001**

  Calories 209 (42.0)  89 (35.9) 120 (48.0)

  Carbohydrates  53 (10.6)  34 (13.7)  19 ( 7.6)

  Protein  30 ( 6.0)  22 ( 8.8)   8 ( 3.2)

  Fats  93 (18.7)  40 (16.1)  53 (21.2)

  Cholesterol  15 ( 3.0)  11 ( 4.4)   4 ( 1.6)

  Minerals  28 ( 5.6)  12 ( 4.8)  16 ( 6.4)

  Vitamins  59 (11.9)  37 (14.9)  22 ( 8.8)

  Sodium   5 ( 1.0)   2 ( 0.8)   3 ( 1.2)

  Dietary fiber   1 ( 0.2)   0 ( 0.0)   1 ( 0.4)

  Sugar   5 ( 1.0)   1 ( 0.4)   4 ( 1.6)
1) N (%)
2) Multiple responses
**P＜0.01, ***P＜0.001

Table 3. Nutrition label reading in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타난 바와 같다. 식품표시 확인 비율은 중학생이 

50.0%이고, 고등학생은 47.2%로 나타났으며, 두 집

단 간에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

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통 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각각 90.1%, 51.7%
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는 ‘먹
는 방법이나 조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36.3%)’
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함유된 영양소를 알아

보기 위해서(39.8%)’로 나타났다.
3단계로 조사한 식품종류별 식품표시 확인 빈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군 간에는 빵류(P＜0.05)와 음료류

(P＜0.05)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빵류는 고등학생에서, 음료류는 중학

생에서 더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

으로 확인 빈도가 높은 식품은 우유 및 유가공품, 빵
류, 즉석식품 순이었으며, 확인 빈도가 낮은 식품은 

아이스크림, 단 과자(초콜릿, 사탕, 카라멜) 순이었다.
식품표시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중 ․ 
고등학생 모두 제조회사명(44.4%)과 유통기한(16.9%)
이었다. 그 다음으로 중학생은 영양성분(12.9%)을, 
고등학생은 내용량(11.6%)이라고 응답하였다.

3. 영양표시의 이용 실태

조사대상자의 영양표시 이용 비율은 Table 3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은 81.5%, 고등학생은 91.6%
로, 영양표시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에서 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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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Ν=498) Middle school (Ν=248) High school (Ν=250) P value

Necessity

  Nutrition labels are 
necessary on every food 
products

Very much

Much

So-so

Not much

Not at all

252 (50.6)1)

163 (32.7)

 77 (15.5)

  4 ( 0.8)

  2 ( 0.4)

122 (49.1)

 84 (33.8)

 38 (15.3)

  3 ( 1.2)

  1 ( 0.4)

130 (52.0)

 79 (31.6)

 39 (15.6)

  1 ( 0.4)

  1 ( 0.4)

0.842

  Education on nutrition 
labels is necessary

Very much

Much

So-so

Not much

Not at all

128 (25.7)

198 (39.8)

151 (30.3)

 16 ( 3.2)

  5 ( 1.0)

 63 (25.4)

 99 (39.9)

 76 (30.6)

  7 ( 2.8)

  3 ( 1.2)

 65 (26.0)

 99 (39.6)

 75 (30.0)

  9 ( 3.6)

  2 ( 0.8)

0.975

Positive effects of nutrition label reading

  Make easy on choosing 
health products3)

Very much

Much

So-so

Not much

Not at all

181 (36.4)

176 (35.4)

115 (23.1)

 17 ( 3.4)

  8 ( 1.6)

 89 (36.0)

 87 (35.2)

 61 (24.7)

  7 ( 2.8)

  3 ( 1.2)

 92 (36.8)

 89 (35.6)

 54 (21.6)

 10 ( 4.0)

  5 ( 2.0)

0.825

  Make easy on comparing 
various products3)

Very much

Much

So-so

Not much

Not at all

 73 (14.7)

157 (31.7)

188 (37.9)

 66 (13.3)

 12 ( 2.4)

 30 (12.2)

 69 (28.1)

110 (44.7)

 29 (11.8)

  8 ( 3.3)

 43 (17.2)

 88 (35.2)

 78 (31.2)

 37 (14.8)

  4 ( 1.6)

0.015*

  Make easy on improving 
nutrition knowledge3)

Very much

Much

So-so

Not much

Not at all

 83 (16.7)

122 (24.6)

208 (41.9)

 68 (13.7)

 15 ( 3.0)

 35 (14.2)

 62 (25.2)

101 (41.1)

 38 (15.4)

 10 ( 4.1)

 48 (19.2)

 60 (24.0)

107 (42.8)

 30 (12.0)

  5 ( 2.0)

0.307

  Improve quality of 
 products3)

Very much

Much

So-so

Not much

Not at all

 91 (18.3)

121 (24.4)

190 (38.2)

 71 (14.3)

 24 ( 4.8)

 37 (14.9)

 61 (24.7)

101 (40.9)

 34 (13.8)

 14 ( 5.7)

 54 (21.6)

 60 (24.0)

 89 (35.6)

 37 (14.8)

 10 ( 4.0)

0.318

Total score 22.3±3.942) 22.0±4.00 22.7±3.86 0.083
1) N (%)
2) Mean±SD
3) The subtotals of distribution are less than 498, because of missing data
*P＜0.05

Table 4. Awareness of necessity and positive effects of nutrition label in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양표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중학생의 경우 가공식품

에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나 알기 위해서

(45.5%)’와 ‘체중관리를 위해서(40.1%)’였으며, 고등

학생들은 ‘체중관리를 위해서(56.3%)’와 ‘어떤 영양

소가 많이 들어 있나 알기 위해서(36.7%)’ 순이었는

데, 특히 ‘체중관리’ 항목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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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gree of nutrition label understanding in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서 더 높았다(P＜0.001).
영양표시 성분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의 

순서는 중 ․ 고등학생 모두, 총 열량＞지방＞비타민＞

탄수화물＞단백질 순이었으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 열량의 경우 중학생은 35.9%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48.0%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인 지방 역시 중학생(16.1%)보다는 고

등학생(21.2%)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P＜0.01).

4.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와 이해도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Table 4), 
전체 조사대상자의 83.3%가 영양표시가 매우 필요

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5.5%는 교육과 홍보

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영양표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표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71.8%가 ‘자
신의 건강에 필요한 식품의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라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품의 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한다(46.4%)’, ‘제품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

(42.7%)’, ‘영양 지식의 향상(41.3%)’으로, 대부분의 조

사 항목에 대해 40% 내외의 인식률을 보였다. ‘제품

의 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한다’ 문항은 중학생

보다는 영양표시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더 잘 인

식하고 있었다(P＜0.05).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점

수는 30점 만점에 중학생은 22.0점 고등학생은 22.7
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 중 우유에 표시된 열량을 

옳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71.6%로 높게 나타난 반

면, 혈압과 나트륨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항은 15.9%
로 매우 낮았다. 또 ‘체중감소를 위해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영양표시는 열량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정

답률은 49∼52% 수준이었으며, 튼튼 우유 220 mg, 
건강 우유 425 mg의 칼슘함량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이 강화된 건강우유를 바르게 선택한 

정답률은 53.3%이었다.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중

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

5.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행동은 Table 5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중학생의 경우 ‘하루 2잔 이상 우유를 마

신다(P＜0.01)’. ‘스낵이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는다

(P＜0.05)’,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다(P＜0.05)’, ‘무리

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P＜0.05)’, ‘술을 마시지 

않는다(P＜0.001)’ 및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지 않

는다(P＜0.05)’ 항목에 대해 고등학생보다 잘 실천하

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내 키에 맞는 체

중을 안다(P＜0.001)’에 대해 중학생보다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식행동의 총점은 총 105점 만점에 중

학생 68.1점, 고등학생 67.0점으로 두 군 간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6.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이해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계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와 이해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r=0.2179, P＜0.001) 및 식행

동(r=0.2024,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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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Ν=498) Middle school 
(Ν=248)

High school 
(Ν=250) P value

Take various vegetables and fruits 3.17±1.071) 3.71±1.08 3.71±1.05   0.990

Drink more than two cups of milk everyday 2.42±1.26 2.60±1.30 2.25±1.19   0.002**

Take dairy products like milk, yoghurt, and cheese 2.81±1.27 2.82±1.29 2.81±1.25   0.943

Limit consumption of sweet snacks and fried foods 2.84±1.09 2.94±1.06 2.74±1.09   0.035*

Limit consumption of fast foods like hamburger and pizza 3.17±1.18 3.21±1.34 3.13±1.22   0.418

Limit consumption of processed and instant foods 2.85±1.11 2.97±1.08 2.75±1.13   0.023*

Limit consumption of pickled vegetables and salted seafoods 2.99±1.14 3.00±1.12 2.97±1.15   0.783

Know proper weight on your height 3.50±1.30 3.25±1.36 3.74±1.21 ＜0.0001***

Increase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everyday 2.44±1.20 2.41±1.14 2.63±1.25   0.555

Do not be on an excessive diet 3.68±1.20 3.81±1.18 3.55±1.18   0.014*

Never drink alcohol 3.81±1.40 4.21±1.19 3.41±1.49 ＜0.0001***

Limit consumption of carbonated beverages 3.15±1.24 3.18±1.29 3.13±1.18   0.630

Drink water often 3.77±1.18 3.83±1.19 3.72±1.17   0.307

Limit consumption of sweetened foods and beverages 2.87±1.15 2.86±1.14 2.88±1.15   0.876

Do not skip breakfast 3.31±1.61 3.26±1.66 3.56±1.56   0.487

Take supper on time 2.74±1.37 2.77±1.34 2.73±1.40   0.788

Do not eat too much at a time 2.85±1.18 2.99±1.20 2.68±1.15   0.013*

Do not take unsanitary foods 2.82±1.19 2.92±1.18 2.71±1.19   0.058

Check nutrition label and expiration date of processed foods 3.64±1.24 3.60±1.28 3.68±1.20   0.410

Take rice meals at least twice a day 4.00±1.21 4.06±1.24 3.94±1.19   0.301

Take a meal with rice and various side dishes 3.69±1.17 3.73±1.19 3.66±1.17   0.387

Total score2) 67.4±11.77 68.1±10.95 67.0±12.50   0.153
1) Mean±SD
2) Min. scores: 0 point, Max. scores: 105 points
*P＜0.05, **P＜0.01, ***P＜0.001

Table 5. Dietary behavior score of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Awareness Dietary behavior

Understanding 1.0000 0.2179*** 0.2024***

Awareness 1.0000 0.2945

Dietary behavior 1.0000

***P＜0.0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understanding & 
awareness of nutrition labels and dietary behavior 
score.

여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식행동이 양호하였다. 영양표

시에 대한 인식도는 식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6).

7. 식품표시 이용 여부에 따른 여러 변인의 비교

식품표시 이용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나이, 
BMI, 부, 모의 교육수준,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점수, 식행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7
에 제시하였다. 나이, 부, 모의 교육수준 및 가족의 

월수입은 식품표시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군의 BMI는 

20.3로 비이용군의 19.7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1),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점수 역시 이용군(22.8
점)이 비이용군(21.9점)보다 높았다(P＜0.01). 또한 이

용군의 영양표시 이해도와 식행동 점수 역시 각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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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ader (N=242) Non-reader (N=256) P value

Age (years) 16.3±1.191) 16.3±1.29   0.615

BMI (kg/m2) 20.3±2.67 19.7±2.25   0.004**

Father's education level3)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4 ( 1.6)2)

 23 ( 9.7)

175 (73.5)

 36 (15.1)

  7 ( 2.8)

 28 (11.1)

169 (66.8)

 49 (19.4)

  0.400

Mother's education level3)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5 ( 2.1)

 35 (14.9)

169 (72.2)

 25 (10.7)

 10 ( 3.9)

 25 ( 9.8)

198 (77.7)

 22 ( 8.6)

  0.178

Monthly incomes3)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

 38 (16.5)

 90 (38.9)

 71 (30.7)

 32 (13.9)

 45 (18.3)

 99 (40.2)

 70 (28.5)

 32 (13.0)

  0.907

Awareness on nutrition labels  22.8±3.84  21.9±3.87   0.005**

Understanding of nutrition labels  2.10±1.06  1.73±1.09   0.0002***

Dietary behavior  71.3±10.6  63.6±11.56 ＜0.0001***
1) Mean±SD
2) Ν (%)
3) The subtotals of distribution are less than 498, because of missing data
**P＜0.01, ***P＜0.001

Table 7. Comparison of various factors by food label reading.

점, 71.3점으로 비이용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고 찰

본 연구는 일부 영양소의 섭취 면에서 과잉과 부

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식품영양표시제의 이용실태, 영양표시에 대

한 이해도와 식행동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 간의 관

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여자 청소년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160.0 cm)과 체중(51.0 

kg)은 한국인 16∼17세 여아의 표준 발육치(신장 

159.98 cm, 체중 53.64 kg)(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

학회 2007)와 비교할 때, 신장은 유사하고 체중은 

약 2.6 kg이 적었으며, 평균 BMI는 20.0으로 정상범

위에 속하였다(손 등 2004).
조사대상자의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중학

생 50.0%, 고등학생 47.2%로 나타나 중학교 여교사

의 78.2%(Im & Kim 1998)나 20세 이상 여성 소비자

의 69.3%(Park & Min 1995)보다 낮았다. 이는 본 조

사대상자가 아직은 상품구매력이 낮은 10대 청소년

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실제로 여

고생의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52.5%로 보고되었다(Jeong 2005).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전체대상자의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유통 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각각 90.1%, 51.7%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표시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항목은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제조

회사명(44.4%)과 유통기한(16.9%)이었다. 중학교 여

교사(Im & Kim 1998)와 학교급식 영양사(Jung & 
Chang 2004)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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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가장 높았다. 최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음료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들은 주로 부

패와 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품표시 내용 중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Park 등 2008).
조사대상자의 영양표시 확인율은 중학생의 경우 

81.5%, 영양표시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은 91.6%로 

고등학생의 확인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5점 

척도법으로 조사한 서울지역 여중생의 영양표시 확

인율인 74.6%(Park 등 2008)나, 군산지역 여고생의 

59.2%(2.96점/5점 만점)(Cho & Yu 2007)보다 상당히 

높은 결과이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영양표시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집단의 영양표

시 확인율(90.8%)이 그렇지 않은 집단(71.4%)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Lee 2008), 학교에서 

기술, 가정교과 수업을 통해 영양표시의 활용에 대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영양표시

를 확인하는 이유는(Table 3)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나 알기 위해서’와 ‘체중관리를 위해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중학

생보다 ‘체중관리를 위해서’ 확인하는 비율이 유의

하게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체중과 외모에 관

심이 많은 사춘기 중 ․ 고등학교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 학생들이 영양표시를 읽어 보는 

이유로 ‘체중관리를 위해서’가 높은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 Lee 2002)에서는 영양표시

를 확인하는 주요한 이유로 함유된 영양소의 파악

(각각 76.8%, 72.1%)과 건강관리를 위해서(각각 

35.9%, 47.8%)가 보고되었으며, 영양표시제를 활용할 

수록 성인병 발생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

로(Zarkin 등 1993)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어린 시

절부터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양표시 성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

양소는 총 열량과 지방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

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이 두 영양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영양표시를 확인하

는 이유에서와 같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체중관

리를 위해 영양표시를 더 많이 확인한다는 사실과

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천안에 거주하는 

남 ․ 여 중학생들은 칼슘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

물, 비타민, 지방, 총 열량,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나트륨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그들의 학부

모들은 단백질, 무기질, 총 열량,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나트륨 순으로 나타나

(Kim & Lee 2002), 연령, 성별, 조사 지역 및 시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식품영양표시제의 활용 정도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

침된다 하겠다(Park & Min 1995; Satia 등 2005; 
Misra 2007). 200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13
∼19세 연령군의 칼슘, 철, 칼륨, 비타민 A, 리보플

라빈 및 비타민 C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이하로 섭

취하는 비율이 50% 이상 되어 미량영양소의 섭취량

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

의 75% 미만인 경우도 37.4%나 되었다(Korea Cen-
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KHIDI 
2007).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자 청소년들은 체

중관리에 관심이 많아, 이 시기에 섭취가 부족한 칼

슘, 철과 같은 무기질보다는 열량과 지방에 관심이 

많았으며, 2007년 국민영양조사 결과(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서도 12∼
18세 청소년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양표시 항

목은 열량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제 활용에 대한 교육 이전에 올바른 체형인식과 균

형된 식사의 중요성 등의 기초적인 영양지식에 대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양표시를 살펴볼 때, 미국인들은 포화지방, 섬

유소, 나트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교

해 볼 때(Zarkin 등 1993; Chang 2000), 본 연구를 포

함하여 최근에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

람들은 총 열량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oo 등 2006; Ministry fo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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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나트륨은 우리나

라 사람들이 과량 섭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여서 저염 식생활이 적극 권장됨에도 불구하고 다

른 영양성분에 비해 영양표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경북지역 남, 여 대학생이 

식품구매 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영양성분은 나트

륨, 단백질, 비타민 순이었으나(Lee 등 2002), 주부

(Chang 2000), 여성소비자(Joo 등 2006)와 중학생들

(Kim & Lee 2002; Park 등 2008)은 본 연구결과와 

같이 식이섬유와 함께 나트륨을 중요도가 낮은 영

양성분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영양표시의 이해도에

서 나트륨 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식행동에서 저염 식생활의 실천정도는 2.99
점으로 식행동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인 3.21점(67.4
점/21=3.21점)보다 낮았다. 2007년 국민영양조사 결

과(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서도 식생활지침 중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

게 먹자’에 대한 실천율이 69.7%로 가장 낮았음을 

감안할 때, 나트륨 영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영양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지방섭취를 감소시키고자 영양표

시에 열량,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등을 명시하고 

나트륨도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

들은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에 대한 정보

를 요구하고 있어 제한해야 할 영양소를 영양표시

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식생

활 관련 요인(국민영양조사의 내용, 국민 식생활지

침, 소비자의 성향과 기초지식, 사망요인 및 질병 

변화 양상)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어떤 영양성

분이 표시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Chang 1997; Chang 1998).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 우유에 표시

된 열량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71.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세 문항의 정답률은 50% 
내외 또는 그 이하였다. Son(2007)의 연구에서도 표

시된 열량 인식과 칼슘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나트륨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38.7%로 낮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

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영양교육

을 통해 식품영양표시제의 홍보이외에도 영양표시 

내용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여 그 활용도를 향상

시키는 것(Misra 2007; Chang 등 2008)이 필요하다.
영양표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으로 

‘건강에 필요한 식품의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가 전

체 대상자의 71.8%가 응답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이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Park & Min 
1995; Cho & Yu 2007). 그러나 식품구매의 주체인 

2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타 

제품과의 비교 용이성’과 ‘제품의 품질 향상’이 가

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

상자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변화와 

영양표시 기능이 변화되는 과정이라 설명되었다(Joo 
등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비만군에서 가장 낮았으며(Lee 등 2002), 
20∼60세 성인여성이 영양표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체중군에서 적어(Lee & Kim 2008), 정상체중이 아

닌 경우 영양표시의 이해도 및 이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표시나 영양표시 이용정

도는 식습관 수정에 대한 의지,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을 측정한 식태도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Cho & Yu 2007). 본 연구에서는 영양표

시 이용 여부에 따라 BMI, 식행동 점수 등이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으나(결과 미 제시), 식품표

시를 이용하는 군의 BMI, 영양표시 이해도 및 식행

동 점수가 비이용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영양표

시에 대한 이해도는 식행동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식품표시 이용률과 영양표시 이용

률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으므

로(Cho & Yu 2007), 식품표시 이용군의 BMI, 영양

표시 이해도 및 식행동 점수가 비이용군보다 높다

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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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외모에 대한 관심도

가 매우 높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여자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 식품표시 이용군

의 BMI가 비이용군보다 유의하게 높으나 정상범위

에 있으므로, 이는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여학생이 

올바른 신체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식생

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선행연구에서는 식품영양표시제 이용군의 나트

륨 섭취량이 비이용군보다 유의하게 낮아(Chung & 
Shim 2008), 식품영양표시제가 영양소 섭취와 같은 

실제 식생활의 개선효과가 있음도 보고되었다.
현재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은 중학교 3학년 과정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Lee 2008), 본 연구결과, 영
양표시 이용률과 체중관리를 위해 영양표시를 확인

하는 비율은 영양표시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교

육을 받지 않은 중학생(1,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나, 식품표시 관련 문항과 영양표시의 필요성, 
인식도, 이해도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고등학

생들은 영양표시에 대해 교육을 받았음에도 영양표

시 이해도와 같은 실제 식생활에서의 활용이 교육

을 받지 않은 중학생과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영양표시를 이해하고 주어진 수치를 응용

하여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양소의 

기능과 같은 기초 영양지식과 함께 영양소 함량 산

출, 1회 분량과 포장단위의 개념 등의 ‘영양표시 읽

기’ 내용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Hyon & Kim 2007; 
Chang 등 2008), 초등학생들도 영양표시 관련 교육

을 통해 영양표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영양표

시 관련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됨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의 한 방편이 되는 식품

영양표시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현재 중학교 3학
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빠른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외모에 관심이 매우 높은 

여자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체형 인식과 

균형된 식사의 중요성 등의 기초적인 영양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표시

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

의 건강에 유익한 제품선택과 같은 실제 식생활 적

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실용주의적 영양교육이 이

루어져야 비로소 청소년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나

리라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영양소의 섭취 면에서 과잉과 부

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식

품영양표시제의 이용실태,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

와 식행동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6.3세였으며, BMI(20.0)

는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80% 
이상이 고졸 이상이었으며, 가계 월수입은 100∼
200만원(39.6%)이 가장 많았다.

2. 식품표시 확인 비율은 중학생 50.0%, 고등학생 

47.2%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는 없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식품표시 확인 이유는 전체

적으로 ‘유통기한 확인’과 ‘가격 확인’이 각각 

90.1%, 51.7%로 가장 높았다. 식품종류별 식품표

시 확인빈도는 빵류는 고등학생(P＜0.05)에서, 음

료류는 중학생(P＜0.05)에서 더 높았으며, 그 외

의 식품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

으로 확인빈도가 높은 식품은 우유 및 유가공품, 
빵류, 즉석식품 순이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

품표시 항목은 중 ․ 고등학생 모두 제조회사명

(44.4%)과 유통기한(16.9%)이었다.
3. 영양표시 확인 비율은 고등학생(91.6%)이 중학생

(81.5%)보다 높았다(P＜0.01). ‘체중관리를 위해’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중학생(40.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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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56.3%)에서 더 높았다(P＜0.001).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는 중, 고등학생 모두, 열
량＞지방＞비타민＞탄수화물＞단백질 순이었으며, 
열량과 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고등학

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P＜0.01).
4. 전체대상자의 83.3%가 영양표시는 필요하며, 65.5%

는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영양표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

다. 영양표시의 이점으로 전체대상자의 71.8%가 

‘건강을 위한 식품선택의 용이’를 가장 높게 평가

하였고, ‘제품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 문항

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었

다(P＜0.05).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30점 만점)
는 중학생(22.0점)과 고등학생(22.7점) 간 차이가 

없었다.
5. 영양표시 이해도 중, 열량을 옳게 인식하는 비율

은 71.6%로 높았으나, 혈압과 나트륨 관련 문항

은 15.9%로 매우 낮았다. 체중조절과 열량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49∼52%, 칼슘영양에 대한 정답

률은 53.3%였으며, 영양표시 이해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차이가 없었다.
6. 식생활 행동은 중학생이 ‘하루 2잔 이상 우유를 

마신다(P＜0.01)’. ‘스낵이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

는다(P＜0.05)’,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다(P＜0.05)’,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P＜0.05)’, ‘술을 

마시지 않는다(P＜0.001)’ 및 ‘한 번에 많은 음식

을 먹지 않는다(P＜0.05)’ 항목에서 고등학생보다 

잘 실천하였으며, 고등학생은 ‘내 키에 맞는 체중

을 안다’에 대해 중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

다(P＜0.001). 식생활 행동(105점 만점)은 중학생

(68.1점)과 고등학생(67.0점) 간 차이는 없었다.
7.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도(r=0.2179, P＜0.001) 및 식행동(r=0.2024, P＜ 

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8. 식품표시 이용군의 BMI는 20.3로 미이용군(19.7)

보다 높았다(P＜0.01).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점수

(P＜0.01), 영양표시 이해도(P＜0.001)와 식행동(P＜ 

0.001) 점수 모두 식품표시 이용군에서 미이용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자 중 ․ 고등

학생들은 영양표시 중 체중 관련 영양소인 열량과 

지방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식이섬유소, 나트륨, 
칼슘 등의 미량 영양소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지식

이 부족하였으며, 식품표시 이용군이 영양표시 이해

도와 식행동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좀 더 이른 초등학교부터 정규수업을 

통하여 건강과 영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식품영양표

시제를 교육하여야 하며, 그 교육내용은 단순한 지

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신의 식생활에서의 

활용방법까지 포함되어, 학생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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