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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시간 절약’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편의점 도시락의 19-29세 성인의 한 끼 식사로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국내 편의점 브랜드 중 1,0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

는 편의점 5개 사를 평가 대상 편의점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5월 25일 각 사

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도시락을 주문하여 총 71개의 도시락을 수집하였다.

도시락에 제공된 모든 음식과 식품의 가짓수를 조사하였으며, 디지털 저울을 이

용하여 식품의 중량을 측정하였다. 다섯 가지 식품군(곡류군, 육류군, 채소군, 과

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의 포함 여부를 분석하여 식품군 패턴과 식품군 다양성

지수를 평가하였다. 편의점 도시락의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영양정보표시로부터

에너지, 탄수화물비, 당류비, 지방비, 포화지방비, 단백질, 나트륨 함량을 구하였

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19-29세 에너지필요추정량의 1/3(남

성: 867 kcal, 여성: 667 kcal)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평가하였으며, 에너지적정비

율을 기준으로 탄수화물비(55-65%), 당류비(10%), 지방비(15-30%), 포화지방비

(7%)를 평가하였다. 단백질은 19-29세 단백질 권장섭취량의 1/3(남성: 22 g, 여

성: 18 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김치와 찌개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특성 상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나트륨

목표섭취량(1,500 mg)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나트륨은 선행연구에서 재

설정한 목표섭취량(3,600 mg)의 1/3(1,200 m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자

료를 편의점 브랜드별(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대별(4,200원 이하, 4,300

원 이상 4,500원 이하, 4,600원 이상)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편의점 도시락

의 영양학적 질이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6.9개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총 식품

점수는 평균 9.6점이었다. 가격대에 따른 음식 가짓수 및 총 식품 점수의 유의



- ii -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도시락 식단 중 곡류군과 육류군, 채소군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평균 2.8점이었

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식품군 패턴(p=0.004)과 식품군 다양성 지수(p=0.0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대에 따라서는 식품군 패턴(p=0.007)에서만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에너지 함량(평균 755 kcal)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87.1%, 113.2% 수준이었다. 탄수화물비는 평균 54%로 한국

인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낮았으며, 지방비와 포화지방비는 각각 평균 31%, 평균

8%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높았다. 나트륨 함량은 평균 1,325 mg으로

평가 기준보다 높았다. 4,600원 이상 도시락은 다른 가격대 도시락보다 에너지

함량(p=0.013)과 지방비(p=0.022)는 높았으나, 탄수화물비는 낮았다(p=0.015).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의 경우 평균 탄수화물비는 55%로 적절한 수

준이었다. 그러나 도시락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가 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도

시락이 54.5%로 충족하고 있는 도시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식품군 다양성 지수의 경우 B사(p=0.001)와 C사(p=0.008), D

사(p=0.011)가 A사보다 낮았다. A사보다 E사(p=0.032)와 D사(p=0.049)가 더 많

은 에너지 함량을 제공하고 있었다. A사보다 B사(p<0.001), D사(p=0.001), C사

(p=0.002), E사(p=0.001)의 포화지방비가 더 낮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평

가한 편의점 도시락은 식품군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전반적

으로 탄수화물비가 낮고 지방비와 포화지방비,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이 높다고

해서 영양학적으로 질이 더 좋은 도시락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들은 영양소가 과잉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편

의점 도시락 구입 시 영양성분표시를 잘 확인하여 본인의 필요에 맞는 도시락

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편의점 도시락, 영양학적 질, 영양학적 적절성, 다중회귀분석

학번: 2018-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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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1인 가구의 증가, 바빠진 사회생활 등 라이

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간 절약’과 ‘편리’를 추구하는 식생활로 변화

하고 있다.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편의점 산

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2010년 약 16,937개였던 국내 프랜차이

즈 편의점 점포 수는 2019년 40,672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편의점 산

업협회, 2016; 편의점 산업협회, 2020). 편의점 산업의 성장과 함께 편의점

편의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

인터넷방송, TV의 다양한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의 증가로 빠르고 광

범위하게 편의식품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식시장에서

편의식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중 접근이 쉽고 이용이 간편한 편

의점 도시락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 시장의 규

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1,3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에는 약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BGF리테일, 2019).

과거 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등 식사 대용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던 편

의점 간편식 시장은 최근, 다양한 메뉴의 도시락, 샐러드 등이 출시되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락의 경우 과거에는 한 끼 식사 대

용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그 종류와 가격이 다양해지면서 외식의 또 다른

종류로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많은 편의점 브랜드들은 편의점 도시락의

스타 마케팅에 주목하며, 유명 연예인, 요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PB) 도시락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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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식생활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

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의점 도시락은 쉽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도시락의 이용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의 주요 소비층은 19-29세의 성인이었으며, 1인 가

구, 미혼 등 규칙적이며 균형 잡힌 식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서 식사

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소비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마크로밀엠브레

인, 2016). 또한 1인 가구 다섯 명 중 네 명(82.3%)이 ‘최근 3개월 이내 도

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의 응답자

가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이

용하는 이유로는 ‘바쁜 일로 급하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68.8%)’가 가

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

들을 의미하는 ‘편도족’이란 신조어가 등장하였으며, 2019년 외식소비 트

렌드 키워드로 ‘편도족의 확산’이 선정되기도 하였다(aT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2019).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0

년 이후부터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관한 연구(박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 신고나, 김유리, 김미현, 2017; 최해림, 권수연, 윤지현,

2011; Choi, Park, Song, Kwon, & Lee, 2018; Kim & Choi, 2019)가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을 편의점 간편식품의 일환으로 연구하

거나, 편의점 간편식품 간의 비교하는 연구는 많은 반면, 편의점 도시락만

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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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이 19-29

세 성인의 한 끼 식사로서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 모든 자료를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편의점 도

시락의 영양학적 질이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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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영양학적 질 평가 방법

1) 음식 및 식품 단위의 평가

(1) 음식 단위 평가

음식군 평가는 음식에 사용된 조리 방법에 따라 음식을 분류하여 식사

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음식군의 제공량과 제공 빈도를 분

석하여 평가하며, 이를 통해 식사에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과 음식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표 1에 제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음식군 분류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8년부터 총

29개의 음식군을 사용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0). 분류 기준은 크게 조

리법으로 분류하였으나, 생으로 섭취하거나 데쳐서 섭취하는 음식들은 곡

류, 서류 제품 혹은 채소, 해조류 등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2) 식품 단위 평가

식품군 패턴과 식품군 다양성 지수(Dietary Diversity Score, DDS), 총

식품 점수(Dietary Variety Score, DVS)는 식사에 제공된 식품을 평가하

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식품군 패턴은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곡류군, 육류

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의 포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

법이다. 각 식품군을 G(grain), M(meat), V(vegetable), F(fruit), D(dairy)

로 명명하며, 해당 식품군이 식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포함되어 있

지 않을 경우 ‘0’으로 표시하여 패턴화한다. Kant et al. (1991)은 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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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음식군명 음식의 분류 및 특징
01,31 밥류 쌀밥, 잡곡밥, 비빔밥, 볶음밥, 덮밥, 김밥 등
02,32 빵 및 과자류 식빵,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03,33 면 및 만두류 면류, 만두류, 떡(만두)국 등
04,34 죽 및 스프류 죽류, 스프류
05,35 국 및 탕류 맑은국, 된장국, 곰국 및 탕류, 냉국 등
06,36 찌개 및 전골류 생선찌개류(매운탕 포함), 된장찌개, 전골 등
07,37 찜류 어패류찜, 육류찜, 채소찜(선) 등
08,38 구이류 어패류구이, 육류구이 등
09,39 전, 적 및 부침류 어패류전, 육류전, 파전 등
10,40 볶음류 떡볶이, 잡채, 채소류·어패류·육류볶음 등
11,41 조림류 어패류조림, 육류조림 등
12,42 튀김류 어패류튀김, 육류튀김 등
13,43 나물, 숙채류 숙채, 나물
14,44 생채, 무침류 무침, 냉채, 샐러드, 생채 등
15,45 김치류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등
16,46 젓갈류 명란젓, 창란젓, 아가미젓 등
17,47 장아찌, 절임류 마늘장아찌, 단무지, 오이피클 등
18,48 장류, 양념류 된장, 간장, 고추장, 토마토케챱 등
19,49 유제품류 및 빙과류 우유, 분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 등
20,50 음료 및 차류 커피, 녹차, 두유, 탄산음료 등
21,51 주류 소주, 맥주, 양주, 청주 등
22,52 과일류 귤, 사과, 오렌지쥬스, 건포도 등
23,53 당류 껌, 꿀, 쨈, 사탕, 쵸컬릿 등
24,54 곡류, 서류 제품 감자, 고구마, 백설기, 송편 등
25,55 두류, 견과 및 종실류 땅콩, 두부 등
26,56 채소, 해조류 오이, 배추, 양배추, 김, 다시마 등
27,57 수. 조. 어. 육류 어묵, 햄, 소시지, 포, 회 등
28,58 유지류 마요네즈, 버터, 참기름 등
29,59 기타 송화가루, 이유식 등

표 1.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군 분류 기준

군별로 최소량의 기준(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중 고체 식품은 30 g, 액체

식품은 60 g, 곡류군과 우유 및 유제품군 중 고체 식품은 15 g, 액체 식

품은 30 g)을 설정하여 식품군 패턴을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국민

들의 영양소 섭취 실태를 분석하였다.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식품군 패턴과 동일하게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

(곡류군,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을 이용하며, 식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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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식품군의 가짓수를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총 5점 만점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식품군이 포함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식품군 다양성 지수 또한 Kant et al. (1991)의 최소량 기

준을 사용하여 구하며, 각 식품군이 최소량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1점씩 부여한다.

총 식품 점수는 식단에 제공된 모든 식품의 가짓수를 계산하여 평가하

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식품을 한 가지 당 1점씩 더하여 합산한다

(Drewnowski, Renderson, Driscoll, & Rolls, 1997). 총 식품 점수가 높다

는 것은 다양한 식품을 사용하여 식단을 구성했음을 의미한다.

식품군 패턴은 식단에 어떠한 식품군이 부족하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몇 개의 식품군이 제공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총 식품 점수와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식품군 패턴과

달리 식단에 포함된 식품군의 가짓수를 점수화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

이 있으나, 어떠한 식품군이 부족하게 제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식품 및 식품군을 평가할 때는 해당 평가 방법들을 종합

적으로 사용하여 올바른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영양소 단위의 평가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값을 기준으로 영양소의

함량을 평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하루 에너지

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을 연령에 따라 남성은

최소 1,700 kcal에서 최대 2,700 kcal까지, 여성은 최소 1,500 kcal에서 최

대 2,000 kcal까지 제시하였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적정비율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AMDR)을 각각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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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15-30%(1-2세는 20-35%)로 제시하였다. 포화지방산은 18세 이하

는 8% 미만, 19세 이상은 7% 미만으로 제시하였으며, 트랜스지방산은 모

든 연령에서 1%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장하였다. 총당류 섭취량은 총 에

너지 섭취량의 10-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백질 또한 연령에 따라 남성은

최소 35 g에서 최대 65 g까지, 여성은 최소 35 g에서 최대 50 g까지 섭취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트륨은 12-64세의 목표섭취량을 1,500 mg으

로 설정하였으며, 만성질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섭취량으로 2,300 mg

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2.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 평가

구글 학술검색을 이용하여 2000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 편의

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관한 연구를 검색한 결과 총 6건의 논문이 검

색되었으며, 2017년 이후로는 매년 1편씩 보고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을 음식과 식품 단위에서 분석하고, 영양소 함량을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영양학적 질을 평가하였다.

1) 음식 및 식품 단위 평가

(1) 음식 단위 평가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식사유형과 가격대별로 평가한 연구

(Choi, Park, Song, Kwon, & Lee, 2018)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에서는

기름의 사용량이 많은 음식군이 자주 제공되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 식

단에는 볶음류(93.5%)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구이류(65.2%),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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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류(50.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나물류(34.8%), 조림류(21.7%), 찜류

(6.5%) 등과 같은 음식군은 상대적으로 제공빈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

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편의점 업체별로 비교·분석한 연구(Kim & Choi, 2019)에 의하면, 편

의점 도시락에 사용된 식품 중 동물성 식품들은 주로 볶음류(43.7%)로 많

이 제공되었으며, 전류(19.5%), 찜류(14.9%)가 그 뒤를 이었다. 식물성 식

품 또한 볶음류(73.9%)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이는 편의점 도시

락에 제공된 모든 김치가 볶음김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식사형태별, 가격대별, 편의점별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연구(박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에서도 볶음류가 78.5%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으며, 튀김류 61.3%, 전류 55.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찜(29.0%), 나물(25.8%), 조림(17.2%) 등 기름의 사용량이 적은 음식군은

30.0% 미만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2) 식품 단위 평가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식사유형과 가격대별로 평가한 연구

(Choi, Park, Song, Kwon, & Lee, 2018)에 따르면, 93.5%의 도시락이 곡

류군, 육류군, 채소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형태별, 가

격대별, 편의점별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연구(박

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에서는 모든 도시락에서 곡류와 육류군이 제

공되고 있었으나, 채소류는 제공되고 있지 않는 도시락(2.2%)이 일부 있

었다. 과일류를 제공하는 도시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유 및 유제품군

은 일부 도시락(6.5%)에서 치즈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식품군별 제공량을 보았을 때, 곡류군과 육류군에 비해 채소군은 매

우 적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최해림, 권수연, 윤지

현, 2011; Choi, Park, Song, Kwon, & Lee, 2018; Kim & Choi, 20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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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된 식품군별 제공량은 곡류군, 육류군, 채소

군 순으로 많았다.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되는 식품은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육 등 동물성

식품이 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김치를 제외한 식물성 식품은 거의 제공

되지 않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편의점 업체별로 비

교·분석한 연구(Kim & Choi, 2019)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닭고

기가 21.8%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18.4%, 소세지가 16.1%로 그 뒤를

이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김치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감자가

14.5%로 그 뒤를 이었다. 식사형태별, 가격대별, 편의점별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연구(박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에 자주 제공되는 식품은 김치와 일반채소류(80.7%)였으며,

돼지고기(72.0%), 가공육(58.1%)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은 채소보다 육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돼지고기의 사용이 많았다. 또한 찜이나 조림 등

기름의 사용량이 적은 조리 방법 대신 볶음이나 튀김 등 기름의 사용량이

많은 조리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식단 구성은

과도한 양의 지방 섭취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지방 섭취

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2) 영양소 단위 평가

제7차 영양권장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락의 영양균형성을 평가한 연구

(김갑영, 이양자, 2001)에 의하면, 시판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최소 521

kcal, 최대 899 kcal로 성인 한 끼 분량의 약 63%에서 108% 수준이었다.

탄수화물비는 57-68%, 단백질비는 14-20%, 지방비는 16-24%로 권장비율

에 근접하고 있었다. 단백질 함량은 최소 18 g, 최대 42 g으로 영양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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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약 76-179% 수준이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사류의 영양학적 질에 대해 분석한 연구

(최해림, 권수연, 윤지현, 2011)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평균 619 kcal으로 9-11세 남아의 한 끼 에너지필요추정량의 98% 수준이

제공되고 있었다. 탄수화물비는 평균 59%, 단백질비는 평균 13%, 지방비

는 평균 26%으로 에너지적정비율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며, 단백질 함

량은 평균 21 g으로 섭취기준보다 약 80% 높았다.

대학가 주변 편의점 식사 대용 편의식의 영양을 평가한 연구(신고나,

김유리, 김미현, 2017)의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은 다른 편의식품

보다 1회 제공량(평균 421 g)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트랜스지방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함량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평균 731 kcal

였으며, 탄수화물비는 평균 53%, 단백질비는 평균 15%, 지방비는 평균

32%, 포화지방비는 11%였다.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을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19-29세의 기준과 비교한 결과, 에너지

함량은 남성 평가 기준의 28%, 여성 평가 기준의 35% 수준이었다. 탄수

화물비는 섭취 기준보다 낮고, 지방비와 포화지방비는 섭취 기준보다 높

았다. 단백질 함량은 남성 평가 기준의 43%, 여성 평가 기준의 50%, 콜

레스테롤과 나트륨 함량은 남녀 모두 31%, 65%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선행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끼의 섭취량을 평가

기준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들과 달리 하루 섭취량을 평가 기준으로 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식사유형과 가격대별로 비교·분석한 연

구(Choi, Park, Song, Kwon, & Lee, 2018)에 의하면, 전체적인 편의점 도

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평균 717 kcal로 19-29세 남성의 한 끼 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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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탄수화물비는 평균 59%였으며, 단백질비는

평균 15%, 지방비는 평균 31%였다. 탄수화물비와 단백질비는 한국인 영

양소 섭취기준의 에너지적정비율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지방비는 초과하

고 있었다. 이외에도 당류비는 평균 5%, 단백질은 평균 26 g으로 평가 기

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포화지방비는 평균 8%, 콜레스테롤 함량은

평균 115 mg, 나트륨 함량은 평균 1,212 mg으로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특히 나트륨의 경우 평가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편의점 도시

락의 높은 나트륨 함량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편의점 업체별로 비교·분석한 연구

(Kim & Choi, 2019)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평균 752

kcal으로 19-29세 남성(86.8%)에게는 부족하였으며, 여성(107.5%)에게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탄수화물비는 평균 52%였으며, 단백질비는 평균

15%, 지방비는 평균 35%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에너지적정

비율보다 탄수화물비와 지방비는 낮고 지방비는 높았다. 단백질 함량은

평균 28 g으로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포화지

방비는 평균 10%, 콜레스테롤 함량은 평균 119 mg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목표섭취량보다 많았다. 나트륨 함량은 평균 1,130

mg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평가 기준인 666.7 mg보다 약 70%정도 더 많

이 제공되고 있었다.

식사형태별, 가격대별, 편의점별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연구(박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의 평

균 에너지 함량은 737 kcal이었다. 탄수화물 함량은 평균 99 g이었으며,

단백질 함량은 평균 27 g이었다. 지방 함량은 평균 26 g, 포화지방 함량

은 평균 7 g, 콜레스테롤 함량은 평균 93 mg, 나트륨 함량은 평균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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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이었다. 식사형태별로는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도시락이 한 그릇으로

구성된 도시락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포화지방, 콜

레스테롤, 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함량이 더 많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2016년 이전까지 약

600 kcal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약 700 kcal 이상으

로 증가하였다. 탄수화물비는 52-59% 수준이었으며, 당류비는 평균 4%의

수준을 보였다. 지방비는 2011년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평균 30%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포화지방비는 모든 분석에서 평균 7% 이상을 보였다.

단백질은 2011년 보고된 연구를 제외하고, 모든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약

26 g이상 제공되고 있었다. 나트륨은 모든 연구에서 평균 1,100 mg 이상

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중량이 증가할수록 에너지와 영양소의 함량

또한 함께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식사에 제공되는 음식의 양은 식단의 영

양학적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3)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평가 기준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연구는 평가 시 활용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어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영양권장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락의 영양균형성을 평가한 연구

(김갑영, 2001)는 제7차 영양권장량(한국영양학회, 2000)에 제시된 20-29

세 남성의 1일 권장량의 1/3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여 도시락의 에너지,

단백질, 지방, 단백가, 탄수화물비, 단백질비, 지방비, 콜레스테롤, 당질, 섬

유질, 무기질, 비타민의 함량을 평가하였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사류의 영양학적 질에 대해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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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림, 권수연, 윤지현, 2011)에서는 9-11세 남아에 해당하는 2005 한국

인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의 필요추정량 또는 권장섭취량의 1/3

과 비교하여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소별 충족 비율을 계산하였다.

2017년 이후에 보고된 연구들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

부, 한국영양학회, 2015)을 평가 기준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하였다. 대학가 주변 편의점 식사 대용 편의식의 영양을 평가한 연구

(신고나, 김유리, 김미현, 2017)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1일 영

양소 섭취권장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식사유형과 가격대별로 비교·분석한 연구(Choi, Park, Song, Kwon, &

Lee, 2018)와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편의점 업체별로 비교·분석

한 연구(Kim & Choi, 2019)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1/3을 기

준으로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하였다.

식사형태별, 가격대별, 편의점별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연구(박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에서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

취기준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백분율(Daily value, DV), 영양밀

도지수(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를 평가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1

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백분율은 2,000 kcal를 기준으로 각 영양소별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며, INQ는 1,000 kcal 당 각 영양소의 함량을 1,000

kcal 당 각 영양소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나눈 값이다. 선행연구의 평

가 기준과 연구에 사용된 표본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을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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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평가 대상 및 자료 수집

1) 편의점 및 도시락 선정

본 연구는 국내 편의점 브랜드 중 점포 수가 1,000개 이상인 편의점 브

랜드를 평가 대상 편의점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2019년

기준 총 46,634개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0). 이중 1,0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는 A사(2,603개), B사(4,485개), C사(13,877개),

D사(13,918개), E사(10,016개)로 조사되었다. 해당 편의점들의 점포 수는

총 41,804개로 국내 편의점 점포 수(43,497개)의 약 96.3%를 차지하고 있

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도시락을 “밥을 담는 작은 그릇에 반찬을 곁들여 담

는 밥”으로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편의점에서 식사 대용 식품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 밥과 반찬의 형태로 제

공되는 도시락만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편의점 브랜드별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점포 1개소를 방문하여

2020년 5월 25일 기준 각 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도시락을 주문하

였으며, 이후 점포를 재방문하여 도시락을 수령하였다. 편의점 브랜드별로

A사 8개, B사 12개, C사 15개, D사 16개, E사 20개를 주문하였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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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의 도시락을 수집하였다. 편의점 도시락의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영

양정보표시사항을 이용하여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을 구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를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8명과 함께 코딩하였으며, 예시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도시락명 및 가격 음식명 식품명 음식군 식품군 중량
쌀밥 쌀 101 1 231 g

고추장불고기
돼지고기

305
2 75 g

양파 3 14 g
대파 3 9 g

소불고기
소고기

305
2 31 g

양파 3 10 g

소세지볶음 비엔나소세지 305 2 30 g

메추리알장조림 메추리알 306 2 19 g

달걀말이 달걀 304 2 14 g2가지 고기 많은 도시락

(4,500원) 볶음김치 배추 305 3 30 g

표 2. 평가 도시락의 음식 및 식품 코딩의 예

도시락에서 음식에 사용된 돼지고기와 양파, 당근, 대파 등은 식품으로

구분하였으며, 고추장불고기와 달걀말이, 메추리알장조림 등은 음식으로

구분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된 음식군의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음식군을 코딩하였다. 고추장불고기와 달걀말이 등 음식명에 조리 방법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식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내용을 참

고하여 음식군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밥류를 ‘101’, 면류를 ‘301’,

찜류를 ‘302’로 코딩하였다. 식품군은 곡류는 ‘1’, 육류, 생선, 달걀, 콩류는

‘2’, 채소류는 ‘3’, 과일류는 ‘4’, 우유 및 유제품류는 ‘5’로 코딩하였다. 디

지털 저울(Drectec, KS-208)을 이용하여 제공된 식품의 중량을 측정하였

으며,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메뉴에 제공되었으나, 제공량

이 1 g 미만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식품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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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한 코딩북을 부록 표 2에 제시하였다.

2. 평가 내용

1) 음식 및 식품 단위에서의 평가

(1) 음식군별 제공 빈도

도시락 식단에 사용된 조리법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음식군별 제

공 빈도를 분석하였다. 편의점 도시락에 포함된 음식들을 2018 국민건강

영양조사(질병관리청, 2020)를 참고하여 여덟 가지 음식군으로 분류하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리법에 따라 음식군을 29개의 항목으로 분류하

였으나 주류, 당류 등 본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된 29개의 음식군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음식군만을 추려 연구에 사용하였다.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된

음식군과 본 연구에서의 예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음식군 본 연구에서의 예

찜류 달걀찜

구이류 소세지구이

전, 적 및 부침류 달걀말이

볶음류 간장불고기

조림류 달걀장조림

튀김류 돈가스

나물 및 숙채류 유채나물

장아찌 및 절임류 오이피클

표 3.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된 음식군 및 본 연구에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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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가짓수 및 총 식품 점수

편의점 도시락 식단 구성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음식 가짓수와 총

식품 점수(Dietary Variety Score, DVS)를 구하였다. 섭취 식품의 다양성

과 영양소 섭취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배윤정, 2013; 이지은, 안윤

진, 김규찬, 박찬, 2004; Kant et al., 1991)에 따르면, 섭취 식품이 다양할

수록 영양소 섭취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다양

한 식품을 사용하여 식단을 구성하면 음식에 대한 식상함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식품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서로 보완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다.

도시락에 제공된 모든 음식의 가짓수를 조사하여 음식 가짓수를 구하였

으며, 카레, 샐러드 드레싱 등 장 및 양념류, 소스류는 제외하였다. 모든

식품의 가짓수를 조사하여 총 식품 점수를 구하였으며, 최소량 이상으로

제공된 식품만을 조사하여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를 구하였다. 최소량

은 Kant et al. (1991)의 최소량 기준에 따라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중

고체 식품은 30 g, 액체 식품은 60 g, 곡류군과 우유 및 유제품군 중 고

체 식품은 15 g, 액체 식품은 30 g으로 설정하였다.

(3) 다빈도 음식 및 다빈도 식품

편의점 도시락에 자주 제공되는 음식과 식품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 식단의 다빈도 음식과 다빈도 식품을 조사하였다. 편의점

도시락에 가장 자주 제공된 음식과 식품의 순위를 조사하여 상위 20개의

음식과 식품을 선정하였다. 제공 빈도가 동일할 경우 중량이 더 많은 음

식과 식품을 우선순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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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군별 제공량

도시락 식단에 사용된 식품군들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식품군별로

제공량을 분석하였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품군

이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각 식품군들은 특정 영양

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으

나 식품군을 과다 혹은 부족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식단 구성 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된 식

품군의 제공량을 분석하여 식품군 제공에 따른 식단의 영양학적 질을 평

가하였다.

(5) 식품군 패턴 및 식품군 다양성 지수

다섯 가지 식품군(곡류군,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의

포함 여부를 분석하여 식품군 패턴과 식품군 다양성 지수(Dietary

Diversity Score, DDS)를 평가하였다. 곡류군에는 곡류와 서류를 포함하

였으며, 육류군에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포함하였다. 채소군에는 익

히지 않은 채소와 익힌 채소, 버섯류, 해조류를 포함하였다.

Kant et al. (1991)의 최소량 기준을 이용하여 식품군 패턴과 식품군 다

양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각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이 도시락에 제공되

어 있을 경우 ‘1’, 제공되어 있지 않을 경우 ‘0’으로 표기하여 식품군 패턴

을 분석하였다. 편의점 도시락 식단에 제공된 식품군 당 1점씩을 부가하

여 총 5점 만점으로 식품군 다양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식품군 다양성 지

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식품군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식단이 영

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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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소 단위에서의 평가

(1) 평가 항목

모든 편의점 도시락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제처,

2020)에 따라 에너지와 8개의 영양소(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정보표시사항을 이용하여 에너지, 탄수화물비, 당류비,

지방비, 포화지방비, 단백질, 나트륨 함량을 평가하였다. 단백질비는 전체

에너지 함량 중 단백질의 에너지가 기여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치로 단백

질의 함량이 낮더라도 전체 에너지의 함량이 낮을 경우 적정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백질은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생

리적 기능,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발육 부진이 발생하고, 질병 감염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단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할 때는 단백질비 보다 단백질의 함

량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의 경우 1회 분

량 당 함량이 0.5 g 미만일 경우 ‘0.5 미만’, 0.2 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

시(식품의약품안전처, 2020a)할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식사에서 공급되는 것과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의

항상성이 유지되므로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의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비와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2) 평가 기준

편의점 도시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19-29세(마크로밀엠브레

인, 2016)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 한국인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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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에 제시된 19-29세 남녀의

섭취기준을 이용하여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을 평가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기준을 표 4에 제시하였다. 19-29세 성인

남녀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이 각각 2,600 kcal, 2,000 kcal임에 따라 이의

1/3인 867 kcal, 667 kcal를 에너지의 평가 기준으로 하였다. 탄수화물비와

지방비, 포화지방비의 평가 기준은 에너지적정비율에 따라 각각 55-65%,

15-30%, 7%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당류의 경우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은 총 당류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로 제한하고, 첨가당은 총 에너

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의 경

우 천연당의 급원이 되는 과일류가 거의 없고, 설탕과 같은 첨가당이 당

류의 주요 급원이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0% 미만을 기준으로 당

류비를 평가하였다. 19-29세 남성과 여성의 단백질 권장섭취량이 각각 65

g, 55 g임에 따라 이의 1/3인 약 22 g, 18 g을 단백질 평가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나트륨의 1일 섭취기준으

로 충분섭취량은 1,500 mg,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은 2,300

mg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치, 찌개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 많은

우리나라의 식생활에서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

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임아현 등, 2017; 아사노가나 등, 2019)에서는 나

트륨의 1일 목표섭취량을 3,600 mg으로 재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

으며,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준의 1/3인 1,200 mg을 나트륨의 평가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 미달, 충족, 초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에너지의 경우 867 kcal와 667 kcal에 ±10%를 적

용하여 780-953 kcal, 600-734 kcal를 충족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탄수화

물비는 55-65%, 당류비는 10% 미만, 지방비는 15-30%, 포화지방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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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영양소

평가 기준
비고

남성 여성

에너지(kcal) 867 667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2,600 kcal)
및 여성(2,000 kcal)의 에너지필요추정량 1/3

탄수화물비(%) 55-65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너지적정비율

당류비(%)3) 10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첨가당 권장섭취량

지방비(%) 15-30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너지적정비율

포화지방비(%) 7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너지적정비율

단백질(g) 22 18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65 g) 및
여성(55 g)의 단백질 권장섭취량 1/3

나트륨(mg) 1,200
선행연구(임아현 등, 2017; 아사노가나 등, 2019)에서
제시한 나트륨 목표섭취량(3,600 mg)의 1/3

표 4. 본 연구에서의 편의점 도시락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평가 기준

7% 미만, 단백질은 남성의 경우 22 g 이상, 여성의 경우 18 g 이상, 나트

륨은 1,200 mg 미만을 충족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충족 값이 범위로 설정

되어 있는 에너지와 탄수화물비, 지방비는 미달, 충족, 초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충족 값이 미만 혹은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당류비, 포화

지방비, 단백질, 나트륨은 미달, 충족 혹은 충족, 초과로 분류하여 평가하

였다.

3. 분석 방법

모든 자료는 편의점 브랜드(A사, B사, C사, D사, E사)와, 가격대(4,200

원 이하,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4,600원 이상)로 나누어 비교·분석하

였다. 도시락의 가격 분포를 조사한 결과, 4,300원이 21.1%, 4,500원이

25.4%로 전체의 46.5%가 해당 가격대에 집중되어 있어 4,300원과 4,500원

이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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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연구에서는 4,200원 이하,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4,600원 이상

으로 가격대를 나누어 가격대에 따른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도시락의 가격 분포를 부록 표 3에 제시하

였다.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에 따라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도시락의 가격은 가격대로 나누지 않고 연속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이 100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0

원 단위로 분석하였다. 중량을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 이외에 편의점 도시

락의 영양학적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 중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중회귀분석은 음식 및 식품 단위와 영양소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총 식품 점수와 음식 가짓수, 식품군 다양성 지수를 음식 및 식품 단

위의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에너지, 탄수화물비, 당류비, 지방비, 포화지방

비, 단백질, 나트륨, 남성과 여성의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평균 가짓수를

영양소 단위의 종속변수로 하였다.

자료의 유형에 따라 분산분석, 웰치 검정, 카이제곱 검정, 피셔의 정확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과 웰치 검정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쉐페의

다중범위검정과 던칸의 다중범위검정, 게임스-하우웰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25(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은 α=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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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표본 도시락의 일반적 특성

표본 도시락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가격은 최소 3,700원부터 최

대 5,200원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중위값은 4,500원, 평균 가격은 약

4,400원이었다. 중량은 300 g부터 571 g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은

405 g이었다. 포장용기 중 66.2%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을

사용하고 있었다. 60.6%의 도시락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섭취 방법을 선

택하고 있었다. 52.1% 도시락에 젓가락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32.4%의 도

시락에는 식사 도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락에 식사 도구가 포

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매원이 식사 도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제공되는 식사도구는 모두 젓가락이었다.

가격대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의 중량을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중량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600원 이상 도시락의 중량이 평균 427 g으로 전체 가격대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4,200원 이하 도시락의 중량은 평균 380 g으로 가장 낮아 가격

대에 따른 중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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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가격(원)

Min-Max 3,900-4,900 3,900-4,600 3,800-5,200 3,800-4,900 3,700-5,000 3,700-5,200

Median 4,550 4,300 4,300 4,500 4,400 4,500

Mean±SD 4,413±391 4,275±238 4,433±15 4,344±348 4,445±366 4,387±354

중량(g)

Min-Max 300-414 334-414 340-458 326-517 358-489 300-517

Median 391 390 417 394 435 399

Mean±SD 380±34 379±29 410±33 401±50 430±38 405±42

포장용기재질
PP1)

n(%)
2(25.0) 10(83.3) 8(53.3) 13(81.3) 14(70.0) 47(66.2)

PP+PET2) 6(75.0) 2(16.7) 7(46.7) 3(18.8) 6(30.0) 24(33.8)

섭취 방법

전자레인지

n(%)

6(75.0) 9(75.0) 10(66.7) 10(62.5) 8(40.0) 43(60.6)

그대로 섭취+
전자레인지

2(25.0) 3(25.0) 4(26.7) 6(37.5) 12(60.0) 27(38.0)

그대로 섭취 0(0.0) 0(0.0) 1(6.7) 0(0.0) 0(0.0) 1(1.4)

식사도구유형

젓가락

n(%)

0(0.0) 11(91.7) 10(66.7) 0(0.0) 16(80.0) 37(52.1)

포크숟가락 1(12.5) 1(8.3) 1(6.7) 1(6.3) 2(10.0) 6(8.5)

포크숟가락+젓가락 0(0.0) 0(0.0) 2(13.3) 0(0.0) 0(0.0) 2(2.8)

포크숟가락+나이프 0(0.0) 0(0.0) 2(13.3) 0(0.0) 0(0.0) 2(2.8)

포크 0(0.0) 0(0.0) 0(0.0) 1(6.3) 0(0.0) 1(1.4)

미포함 7(87.5) 0(0.0) 0(0.0) 14(87.5) 2(10.0) 23(32.4)
1)Polypropylene
2)Polyethylene terephthalate

표 5. 표본 도시락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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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p1)

중량(g)

Min-Max 300-461 326-474 378-517 300-517

Median 386 402 421 391

Mean±SD 380±37b 408±40ab 427±40a 405±42 0.002
1)분산분석
알파벳은 쉐페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6. 가격대에 따른 표본 도시락의 중량

2. 편의점 도시락의 음식 및 식품 평가

1) 음식군 제공 빈도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된 음식군의 제공 빈도를 구하여 표 7에 제시하였

다. 음식군 중 볶음류가 87.3%로 도시락 식단에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

으며, 튀김류가 7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장아찌류(25.4%)와 찜류

(22.5%), 조림류(21.1%)는 볶음류와 튀김류보다 제공 빈도가 약 3배 이상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의점 도시락이 주로 볶음, 튀김 등 기름의 사용

량이 많은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사를 제

외한 모든 편의점 브랜드에서 볶음류는 80% 이상, 튀김류는 60% 이상

제공되고 있었다. 볶음류의 제공 빈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볶음김치의 제

공 빈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중 하나로 대부분의 식사에 제공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되는 김치는 모두 볶음김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

는데, 이는 김치를 가열조리 함으로써 도시락의 유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생적 위험을 줄이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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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군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n(%)

찜류 3(37.5) 2(16.7) 2(13.3) 2(12.5) 7(35.0) 16(22.5)

구이류 3(37.5) 7(58.3) 9(60.0) 7(43.8) 13(65.0) 39(54.9)

전 및 부침류 5(62.5) 5(41.7) 8(53.3) 5(31.3) 7(35.0) 30(42.3)

볶음류 5(62.5) 10(83.3) 14(93.3) 15(93.8) 18(90.0) 62(87.3)

조림류 1(12.5) 3(25.0) 2(13.3) 5(31.3) 4(20.0) 15(21.1)

튀김류 3(37.5) 10(83.3) 10(66.7) 12(75.0) 15(75.0) 50(70.4)

나물류 6(75.0) 6(50.0) 9(60.0) 8(50.0) 12(60.0) 41(57.7)

장아찌류 2(25.0) 5(41.7) 1(6.7) 2(12.5) 8(40.0) 18(25.4)

표 7.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음식군별 제공 빈도

가격대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의 음식군 제공 빈도를 구한 결과는 표 8

과 같다. 모든 가격대에서 볶음류가 80% 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가격

대가 높아질수록 튀김류와 구이류의 제공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 찜류와

조림류의 제공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구매

시 ‘맛’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마크로밀엠브레

인, 2016)에 따라 가격이 비싸질수록 영양보다는 소비자들의 기호성에 중

점을 두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체 급식소의 식단을 분석한 선행연구(김원경, 2017)에 따르면, 음식

군 중 볶음류와 구이류, 튀김류에서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볶음류와 튀김류 위주로 구성된 식사는 지방의 함량이 높아 비

만과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볶음

류와 튀김류가 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시판 도시락은 지방과 포화지방의 함량

이 높아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정간편식의 섭취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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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Van der Horst,

Brunner, & Siegrist, 2011; Alkerwi, Crichton, & Hébert, 2015).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들은 식단 구성 시 보다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

하여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음식군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n(%)

찜류 6(30.0) 7(21.2) 3(16.7) 16(22.5)

구이류 8(40.0) 19(57.6) 12(66.7) 39(54.9)

전 및 부침류 8(40.0) 17(51.5) 5(27.8) 30(42.3)

볶음류 16(80.0) 31(93.9) 15(83.3) 62(87.3)

조림류 7(35.0) 6(18.2) 2(11.1) 15(21.1)

튀김류 13(65.0) 23(69.7) 14(77.8) 50(70.4)

나물류 14(70.0) 15(45.5) 12(66.7) 41(57.7)

장아찌류 3(15.0) 6(18.2) 9(50.0) 18(25.4)

표 8.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음식군 제공 빈도

2) 음식 가짓수 및 총 식품 점수

편의점 도시락의 음식 가짓수와 총 식품 점수(DVS)를 분석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6.9개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편의점에

따라 최소 3개에서 최대 12개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총 식품 점수는 평균

9.6점이었으며, 편의점에 따라 최소 4점에서 최대 17점까지 분포하고 있었

다. 그러나 Kant et al. (1991)의 연구에서 제시한 식품군별 최소량 기준

을 적용하여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를 구한 결과, 최소량 이상 식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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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수가 평균 2.3개로 나타나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되는 식품들은 일부 식

품을 제외하였을 때 매우 소량씩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음식 가짓수와 총 식품 점수,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p2)

음식 가짓수(개)

Min-Max 3-8 4-12 4-12 3-11 5-12 3-12

Median 7.0 6.5 7.0 6.5 7.0 7.0

Mean±SD 6.5±1.5 7.0±2.0 6.9±2.3 6.6±2.0 7.5±1.6 6.9±1.9 0.652

총 식품 점수(점)

Min-Max 6-12 6-17 4-15 4-15 7-17 4-17

Median 10.0 9.5 8.0 9.5 11.0 10.0

Mean±SD 9.5±1.9 9.4±3.1 9.4±3.0 8.9±3.2 10.4±2.4 9.6±2.8 0.613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개)1)

Min-Max 2-3 2-3 2-3 2-3 2-3 2-3

Median 2.5 2.0 2.0 2.0 2.0 2.0

Mean±SD 2.5±0.5 2.4±0.5 2.3±0.5 2.4±0.5 2.2±0.4 2.3±0.5 0.508
1)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중 고체 식품=30 g, 액체 식품=60 g, 우유 및 유제품군과 곡류군 중

고체 식품=15 g, 액체 식품=30 g 이상 제공된 식품의 가짓수
2)분산분석

표 9.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음식 가짓수, 총 식품 점수,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

음식 가짓수와 총 식품 점수를 가격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4,600원 이상 도시락에서 음식 가짓수(평균 7.3개)가 가

장 많았으며, 총 식품 점수(평균 10.2점) 또한 가장 높았다. 반면, 4,200원

이하에서 음식의 가짓수(평균 6.3개)가 가장 적고 총 식품 점수(평균 8.6

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는 모든 가격

대에서 평균 2.3개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가격대에 따른 음식 가짓수 및

총 식품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편의점

도시락의 식품 다양성이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대에 상관없이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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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으며, 가격이 비싼 도시락이 저렴한 도시락보다 더 다양한 식품

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구분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p2)

음식 가짓수(개)

Min-Max 3-12 3-12 5-12 3-12

Median 6.0 7.0 7.0 7.0

Mean±SD 6.3±2.0 7.2±1.8 7.3±1.8 6.9±1.9 0.150

총 식품 점수(점)

Min-Max 6-12 4-17 5-17 4-17

Median 8.0 11.0 10.0 10.0

Mean±SD 8.6±2.1 9.9±2.9 10.2±3.1 9.6±2.8 0.131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개)1)

Min-Max 2-3 2-3 2-3 2-3

Median 2.0 2.0 2.0 2.0

Mean±SD 2.3±0.5 2.3±0.5 2.3±0.5 2.3±0.5 0.151
1)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중 고체 식품=30 g, 액체 식품=60 g, 우유 및 유제품군과 곡류군 중

고체 식품=15 g, 액체 식품=30 g 이상 제공된 식품의 가짓수
2)분산분석

표 10.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음식 가짓수, 총 식품 점수, 최소량 이상 식품 가짓수

선행연구에 따르면, 2018년에는 편의점 도시락에 평균 7.0개(Choi, Park,

Song, Kwon, & Lee, 2018)의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

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국과 찌개가 거의 제

공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과 육류 위주의 반찬으로만 구성된 식단이 많

았다. 또한 음식에 부재료가 다양하게 첨가될수록 제공되는 식품의 가짓

수가 많아지는데,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사용되는 부재료의 종류가 다양하

지 않고, 주재료만을 이용한 음식이 주로 제공되고 있었다. 섭취 식품이

다양할수록 영양소의 섭취 상태 또한 양호하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

(배윤정, 2013; 이지은, 안윤진, 김규찬, 박찬, 2004; Kant et al., 1991)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는 균형 있는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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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를 위해 보다 다양한 식품을 사용하여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을 구성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다빈도 음식 및 다빈도 식품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을 조사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상

위 20개의 다빈도 음식 중 육류군을 이용한 음식이 12개, 곡류군을 이용한

음식이 4개, 채소군을 이용한 음식이 4개로 나타나 편의점 도시락은 육류

를 이용한 음식이 자주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사를 제외한 모

든 편의점 브랜드에서 백미밥과 볶음김치 다음으로 소세지구이가 자주 제

공되고 있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다빈도 음식을 보았을 때, 볶음과 튀김,

구이를 이용한 음식이 많아 앞선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다빈도 음식을 가격대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볶음김치를 제

외하였을 때, 4,200원 이하와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에서 채소

를 주재료로 이용한 음식은 10위 이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4,600원

이상 도시락의 경우 다른 가격대의 도시락보다 채소를 이용한 음식이 많

았으며, 10위 이상에도 3개의 음식(단무지, 애호박볶음, 유채나물)이 위치

하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의 전체 다빈도 음식의 순위는 부록 표 4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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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A사
(n=8)

B사
(n=12)

C사
(n=15)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1 백미밥 206.8±17.4 5(62.5) 9.6 백미밥 178.6±9.7 11(91.7) 13.1 백미밥 180.6±20.2 12(80.0)

2 볶음김치 25.2±9.0 5(62.5) 19.2 볶음김치 14.9±6.6 10(83.3) 25.0 볶음김치 21.1±6.4 10(66.7)

3 소세지구이 28.0±1.0 3(37.5) 25.0 소세지구이 20.8±6.7 4(33.3) 29.8 돈가스 48.4±35.4 5(33.3)

4 채소볶음밥 232.0±7.1 2(25.0) 28.8 달걀찜 31.7±1.5 3(25.0) 33.3 달걀말이 19.6±9.2 5(33.3)

5 고추장불고기 68.5±7.8 2(25.0) 32.7 치킨너겟 21.3±11.4 3(25.0) 36.9 소세지구이 21.3±9.3 4(26.7)

6 달걀말이 29.5±0.7 2(25.0) 36.5 소세지볶음 19.0±4.4 3(25.0) 40.5 고추장불고기 81.0±25.9 3(20.0)

7 어묵볶음 26.5±14.8 2(25.0) 40.4 오이피클 11.0±1.7 3(25.0) 44.1 소세지김치볶음 27.0±4.0 3(20.0)

8 콘샐러드 23.5±0.7 2(25.0) 44.2 함박스테이크 121.0±89.1 2(16.7) 46.4 감자튀김 25.7±4.0 3(20.0)

9 삶은달걀 23.0±1.4 2(25.0) 48.1 간장치킨 60.0±1.4 2(16.7) 48.8 마카로니샐러드 19.7±3.8 3(20.0)

10 진미채볶음 19.5±2.1 2(25.0) 51.9 미트볼조림 53.0±29.7 2(16.7) 51.2 유채나물 12.7±3.2 3(20.0)

11 감자튀김 17.5±2.1 2(25.0) 55.8 떡갈비 30.0±17.0 2(16.7) 53.6 잡곡밥 186.5±12.0 2(13.3)

12 시금치나물 13.0±7.1 2(25.0) 59.6 동그랑땡 28.5±17.7 2(16.7) 56.0 치킨가라아게 139.0±41.0 2(13.3)

13 김치볶음밥 157.0±0.0 1(12.5) 63.4 감자튀김 21.5±0.7 2(16.7) 58.3 닭갈비 78.0±65.1 2(13.3)

14 언양식불고기 102.0±0.0 1(12.5) 65.4 시금치나물 16.0±12.7 2(16.7) 60.7 간장불고기 64.5±23.3 2(13.3)

15 닭다리튀김 96.0±0.0 1(12.5) 67.3 치킨무 14.0±4.2 2(16.7) 63.1 삶은달걀 59.0±49.5 2(13.3)

16 달걀지단 81.0±0.0 1(12.5) 69.2 채소샐러드 7.5±4.9 2(16.7) 65.5 떡갈비 42.5±26.2 2(13.3)

17 돈가스 64.0±0.0 1(12.5) 71.1 잡곡밥 207.0±0.0 1(8.3) 66.7 달걀후라이 40.5±3.5 2(13.3)

18 제육볶음 58.0±0.0 1(12.5) 73.1 치킨스테이크 115.0±0.0 1(8.3) 67.9 콘샐러드 25.0±19.8 2(13.3)

19 치즈콘샐러드 51.0±0.0 1(12.5) 75.0 치킨가라아게 103.0±0.0 1(8.3) 69.1 닭가슴살조림 24.5±9.2 2(13.3)

20 간장불고기 50.0±0.0 1(12.5) 76.9 닭다리튀김 98.0±0.0 1(8.3) 70.2 동그랑땡 14.5±0.7 2(13.3)
1)제공빈도가동일할경우제공량이많은음식을우선순위로하였음

표 11.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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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1 백미밥 196.7±26.4 14(87.5) 13.3 백미밥 193.9±26.1 17(85.0) 11.4 백미밥 190.1±23.3 59(83.1)

2 볶음김치 24.0±4.6 11(68.8) 23.8 볶음김치 23.9±9.7 11(55.0) 18.8 볶음김치 21.6±7.9 47(66.2)

3 소세지구이 35.2±35.9 5(31.3) 28.5 소세지구이 48.1±33.0 8(40.0) 24.2 소세지구이 33.9±26.6 24(33.8)

4 콘샐러드 21.0±6.0 5(31.3) 33.3 어묵볶음 26.0±10.7 6(30.0) 28.2 달걀말이 20.5±8.0 15(21.1)

5 돈가스 117.7±128.4 3(18.8) 36.2 간장불고기 71.2±39.9 5(25.0) 31.5 고추장불고기 70.9±19.2 12(16.9)

6 고추장불고기 72.3±30.1 3(18.8) 39.0 데친브로콜리 8.8±4.5 5(25.0) 34.9 간장불고기 59.9±30.0 11(15.5)

7 소불고기 56.0±22.6 3(18.8) 41.9 미니돈가스 28.3±11.4 4(20.0) 37.6 돈가스 72.6±72.4 10(14.1)

8 닭강정 42.0±20.4 3(18.8) 44.7 달걀말이 23.0±8.8 4(20.0) 40.3 콘샐러드 23.1±8.3 10(14.1)

9 달걀말이 14.3±0.6 3(18.8) 47.6 제육볶음 122.3±19.9 3(15.0) 42.3 감자튀김 19.6±5.6 10(14.1)

10 치킨가라아게 97.5±85.6 2(12.5) 49.5 떡갈비 70.0±10.4 3(15.0) 44.3 어묵볶음 25.3±10.2 9(12.7)

11 간장불고기 47.0±8.5 2(12.5) 51.4 고추장불고기 62.3±18.6 3(15.0) 46.3 소세지볶음 26.1±8.3 8(11.2)

12 소세지볶음 26.5±4.9 2(12.5) 53.3 치킨너겟 28.7±11.0 3(15.0) 48.3 치킨가라아게 105.0±47.2 7(9.9)

13 달걀장조림 24.0±2.3 2(12.5) 55.2 오이피클 14.7±5.5 3(15.0) 50.3 떡갈비 50.7±23.4 7(9.9)

14 애호박볶음 20.0±7.1 2(12.5) 57.1 감자튀김 13.7±2.9 3(15.0) 52.3 단무지 15.6±4.7 7(9.9)

15 메추리알장조림 18.0±1.4 2(12.5) 59.0 잡곡밥 215.5±36.1 2(10.0) 53.7 오이피클 11.6±5.1 7(9.9)

16 단무지 17.0±2.5 2(12.5) 60.9 등심돈가스 86.0±12.7 2(10.0) 55.0 잡곡밥 189.0±38.8 6(8.5)

17 감자채볶음 15.0±2.8 2(12.5) 62.8 치킨가라아게 79.5±24.7 2(10.0) 56.4 제육볶음 95.3±38.9 6(8.5)

18 깍두기볶음 15.0±7.1 2(12.5) 64.7 함박스테이크 75.5±4.9 2(10.0) 57.7 함박스테이크 89.0±47.3 6(8.5)

19 궁채나물 12.0±1.4 2(12.5) 66.6 후라이드치킨 66.5±57.3 2(10.0) 59.1 치킨너겟 25.0±10.8 6(8.5)

20 볶음밥 208.0±0.0 1(6.3) 67.6 잡채 39.0±9.9 2(10.0) 60.4 애호박볶음 24.7±8.7 6(8.5)
1)제공빈도가동일할경우제공량이많은음식을우선순위로하였음

표 11.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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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빈도(%) 누적비율(%)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빈도(%) 누적비율(%)

1 백미밥 191.0±19.6 17(85.0) 13.6 백미밥 193.9±18.3 28(84.8) 11.9
2 볶음김치 22.4±6.7 13(65.0) 24.0 볶음김치 20.6±9.0 25(75.8) 22.5
3 소세지구이 39.0±29.0 6(30.0) 28.8 소세지구이 33.0±31.8 11(33.3) 27.2
4 치킨가라아게 101.0±43.1 5(25.0) 32.8 달걀말이 19.4±7.7 10(30.3) 31.4
5 미트볼조림 33.0±30.2 4(20.0) 36.0 고추장불고기 68.9±18.9 7(21.2) 34.4
6 어묵볶음 24.3±9.3 4(20.0) 39.2 간장불고기 58.3±32.7 6(18.2) 36.9
7 삶은달걀 23.8±0.5 4(20.0) 42.4 떡갈비 41.8±20.9 5(15.2) 39.0
8 달걀말이 21.3±9.5 4(20.0) 45.6 치킨너겟 23.0±10.7 5(15.2) 41.1
9 고추장불고기 75.3±33.0 3(15.0) 48.0 잡곡밥 174.5±36.3 4(12.1) 42.8
10 콘샐러드 25.7±4.7 3(15.0) 50.4 제육볶음 99.0±43.2 4(12.1) 44.5
11 소세지볶음 23.7±10.6 3(15.0) 52.8 닭갈비 64.8±40.9 4(12.1) 46.2
12 마카로니샐러드 21.7±4.9 3(15.0) 55.2 어묵볶음 28.8±12.1 4(12.1) 47.9
13 볶음밥 217.5±13.4 2(10.0) 56.8 소세지볶음 25.3±4.0 4(12.1) 49.6
14 함박스테이크 123.0±86.3 2(10.0) 58.4 후라이드치킨 61.3±41.5 3(9.1) 50.9
15 제육볶음 88.0±42.4 2(10.0) 60.0 달걀찜 31.7±1.5 3(9.1) 52.2
16 간장불고기 78.0±35.4 2(10.0) 61.6 애호박볶음 25.0±1.0 3(9.1) 53.4
17 미니돈가스 60.5±21.9 2(10.0) 63.2 동그랑땡 24.0±14.7 3(9.1) 54.7
18 닭가슴살조림 24.5±9.2 2(10.0) 64.8 마카로니샐러드 22.7±9.0 3(9.1) 56.0
19 콩나물무침 21.0±8.5 2(10.0) 66.4 미니돈가스 22.7±2.9 3(9.1) 57.2
20 감자샐러드 19.0±1.4 2(10.0) 68.0 감자튀김 18.3±5.5 3(9.1) 58.5

1)제공빈도가동일할경우제공량이많은음식을우선순위로하였음5.5

표 12.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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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빈도(%) 누적비율(%)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빈도(%)

1 백미밥 181.5±33.7 14(77.8) 10.6 백미밥 190.1±23.3 59(83.1)
2 볶음김치 23.0±6.5 9(50.0) 17.4 볶음김치 21.6±7.9 47(66.2)
3 돈가스 85.5±76.0 8(44.4) 23.5 소세지구이 33.9±26.6 24(33.8)
4 소세지구이 30.9±16.7 7(38.9) 28.8 달걀말이 20.5±8.0 15(21.1)
5 감자튀김 19.8±6.6 6(33.3) 33.3 고추장불고기 70.9±19.2 12(16.9)
6 콘샐러드 23.8±11.0 5(27.8) 37.1 간장불고기 59.9±30.0 11(15.5)
7 단무지 16.0±5.4 5(27.8) 40.9 돈가스 72.6±72.4 10(14.1)
8 간장불고기 51.0±27.5 3(16.7) 43.2 콘샐러드 23.1±8.3 10(14.1)
9 애호박볶음 24.3±13.7 3(16.7) 45.4 감자튀김 19.6±5.6 10(14.1)
10 유채나물 16.0±2.0 3(16.7) 47.7 어묵볶음 25.3±10.2 9(12.7)
11 오이피클 9.3±4.6 3(16.7) 50.0 소세지볶음 26.1±8.3 8(11.2)
12 볶음밥 196.0±58.0 2(11.1) 51.5 치킨가라아게 105.0±47.2 7(9.9)
13 고추장불고기 78.0±2.8 2(11.1) 53.0 떡갈비 50.7±23.4 7(9.9)
14 함박스테이크 75.5±4.9 2(11.1) 54.5 단무지 15.6±4.7 7(9.9)
15 떡갈비 73.0±12.7 2(11.1) 56.1 오이피클 11.6±5.1 7(9.9)
16 스파게티 70.5±6.4 2(11.1) 57.6 잡곡밥 189.0±38.8 6(8.5)
17 달걀후라이 40.5±3.5 2(11.1) 59.1 제육볶음 95.3±38.9 6(8.5)
18 소세지김치볶음 27.0±5.7 2(11.1) 60.6 함박스테이크 89.0±47.3 6(8.5)
19 데친브로콜리 8.5±3.5 2(11.1) 62.1 치킨너겟 25.0±10.8 6(8.5)
20 잡곡밥 241.0±0.0 1(5.6) 62.9 애호박볶음 24.7±8.7 6(8.5)

1)제공빈도가동일할경우제공량이많은음식을우선순위로하였음

표 12.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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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식품을 조사하여 표 13에 제시하였다. 전체 도

시락 중 백미가 포함된 도시락이 93.0%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77.5%)

와 배추(70.4%)가 그 뒤를 이었다. 다빈도 식품 상위 20개 중 과일군과 우

유 및 유제품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순위가 높아질수록 육류군의 식품이

많았으며, 순위가 낮아질수록 채소군의 식품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채소

군의 경우 음식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이 자주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다른 식품군보다 채소군의 제공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어 편의점 도시락에서 채소군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다빈도 식품을 가격대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백미를 제외할

경우 4,200원 이하 도시락에서는 배추(70.0%)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4,600원 이상 도시락에서

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돼지고기

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가격대가 낮아질수록 닭고

기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격대가 낮은 도시락의 경

우, 돼지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기호

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식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편의점

도시락의 전체 다빈도 식품의 순위는 부록 표 5에 제시하였다.



- 36 -

순위1)

A사
(n=8)

B사
(n=12)

C사
(n=15)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1 백미 197.3±22.0 8(100.0) 11.3 백미 178.6±9.7 11(92.0) 11.3 백미 177.2±22.0 14(93.3)
2 달걀 37.8±22.0 6(75.0) 19.7 돼지고기 85.7±49.3 9(75.0) 20.6 배추 19.2±6.8 13(86.7)
3 돼지고기 83.6±14.6 5(62.5) 26.8 닭고기 82.0±48.1 9(75.0) 29.9 돼지고기 88.1±55.7 12(80.0)
4 배추 25.2±9.0 5(62.5) 33.8 배추 16.0±5.9 9(75.0) 39.2 달걀 34.1±24.9 9(60.0)
5 양파 8.0±3.7 5(62.5) 40.8 소세지 17.3±7.0 8(66.7) 47.4 양파 9.0±5.2 9(60.0)
6 당근 4.0±4.8 5(62.5) 47.9 당근 3.5±1.8 8(66.7) 55.7 소세지 21.3±14.5 8(53.3)
7 소세지 25.3±16.8 4(50.0) 59.2 달걀 27.8±7.9 4(33.3) 59.8 당근 5.7±3.4 7(46.7)
8 옥수수 20.8±17.2 4(50.0) 53.5 무 11.3±4.9 4(33.3) 63.9 닭고기 96.7±50.0 6(40.0)
9 치즈 11.3±7.7 4(50.0) 64.8 감자 32.3±9.9 3(25.0) 67.0 밀가루 44.7±24.5 6(40.0)
10 오징어 17.0±4.6 3(37.5) 73.2 맛살 13.0±14.9 3(25.0) 70.1 대파 2.8±0.8 6(40.0)
11 감자 15.7±3.5 3(37.5) 69.0 오이 7.7±5.1 3(25.0) 73.2 감자 23.0±6.3 4(26.7)
12 완두콩 8.0±3.6 3(37.5) 77.5 양파 6.3±2.5 3(25.0) 76.3 옥수수 15.3±16.2 4(26.7)
13 어묵 26.5±14.8 2(25.0) 80.3 피망 2.3±0.6 3(25.0) 79.4 유채 12.7±3.2 3(20.0)
14 무 19.0±5.7 2(25.0) 83.1 밀가루 25.0±7.1 2(16.7) 81.4 소고기 92.0±36.8 2(13.3)
15 시금치 13.0±7.1 2(25.0) 88.7 시금치 16.0±12.7 2(16.7) 85.6 어묵 20.0±1.4 2(13.3)
16 브로콜리 8.5±3.5 2(25.0) 85.9 아스파라거스 9.0±5.7 2(16.7) 87.6 피망 6.5±7.8 2(13.3)
17 닭고기 87.0±0.0 1(12.5) 91.5 옥수수 4.0±1.4 2(16.7) 83.5 멸치 6.0±2.8 2(13.3)
18 애호박 37.0±0.0 1(12.5) 94.4 잡곡 207.0±0.0 1(8.3) 88.7 맛살 5.0±4.2 2(13.3)
19 밀가루 20.0±0.0 1(12.5) 90.1 메추리알 9.0±0.0 1(8.3) 89.7 잡곡 195.0±0.0 1(6.7)
20 베이컨 5.0±0.0 1(12.5) 93.0 완두콩 2.0±0.0 1(8.3) 90.7 새우 4.0±0.0 1(6.7)

1)제공빈도가동일할경우제공량이많은식품을우선순위로하였음

표 13.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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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1 백미 196.5±25.5 15(93.8) 11.3 백미 192.9±25.6 18(90.0) 9.3 백미 188.6±23.4 66(93.0)
2 돼지고기 94.1±59.0 11(68.8) 19.5 돼지고기 92.2±38.0 18(90.0) 18.7 돼지고기 89.8±41.2 55(77.5)
3 배추 24.0±4.6 11(68.8) 27.8 당근 5.9±3.7 14(70.0) 25.9 배추 21.9±8.6 50(70.4)
4 당근 5.4±4.2 10(62.5) 35.3 소세지 41.2±29.0 12(60.0) 32.1 당근 5.1±3.6 44(62.0)
5 양파 10.8±5.8 9(56.3) 42.1 배추 26.1±11.9 12(60.0) 38.3 달걀 28.6±17.0 40(56.3)
6 달걀 22.1±10.7 8(50.0) 48.1 달걀 23.9±9.9 11(55.0) 44.0 소세지 29.2±23.2 39(54.9)
7 닭고기 76.3±49.1 7(43.8) 53.4 양파 8.0±3.3 11(55.0) 49.7 양파 8.8±4.5 37(52.1)
8 소세지 33.6±29.0 7(43.8) 58.6 닭고기 47.6±32.5 9(45.0) 54.4 닭고기 74.0±45.5 32(45.1)
9 옥수수 17.8±8.8 6(37.5) 63.2 대파 2.7±1.1 7(35.0) 58.0 옥수수 14.4±12.5 21(29.6)
10 소고기 42.3±12.1 3(18.8) 67.7 어묵 24.7±7.8 6(30.0) 61.1 감자 19.8±8.3 18(25.4)
11 무 21.3±5.1 3(18.8) 72.2 무 18.0±7.0 6(30.0) 64.2 무 14.8±5.3 18(25.4)
12 감자 16.7±3.5 3(18.8) 65.4 밀가루 38.4±19.2 5(25.0) 66.8 대파 3.0±1.6 17(23.9)
13 메추리알 15.0±5.3 3(18.8) 69.9 감자 14.0±3.8 5(25.0) 72.0 밀가루 33.1±20.2 16(22.5)
14 애호박 14.3±4.0 3(18.8) 74.4 브로콜리 8.8±4.5 5(25.0) 74.6 어묵 22.3±8.4 12(16.9)
15 대파 4.0±3.6 3(18.8) 76.7 옥수수 8.6±10.3 5(25.0) 69.4 애호박 18.5±9.0 8(11.3)
16 표고버섯 17.7±18.6 3(18.8) 78.9 오이 14.7±5.5 3(15.0) 79.3 치즈 15.0±12.3 8(11.3)
17 맛살 28.0±1.4 2(12.5) 83.5 꽈리고추 10.0±4.0 3(15.0) 77.7 오이 10.9±6.1 8(11.3)
18 오징어 18.5±2.1 2(12.5) 80.5 땅콩 2.7±0.6 3(15.0) 76.2 오징어 19.6±8.0 7(9.9)
19 어묵 13.5±3.5 2(12.5) 82.0 잡곡 209.5±27.6 2(10.0) 80.3 맛살 15.0±13.0 7(9.9)
20 두부 23.5±12.0 2(12.5) 85.0 당면 26.0±5.7 2(10.0) 81.3 브로콜리 8.7±4.0 7(9.9)

1)제공빈도가동일할경우제공량이많은식품을우선순위로하였음

표 13.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식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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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빈도(%) 누적비율(%)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빈도(%) 누적비율(%)

1 백미 191.6±18.6 19(95.0) 12.7 백미 192.8±18.1 30(90.9) 10.1
2 배추 24.4±9.8 14(70.0) 22.0 돼지고기 86.1±34.4 27(81.8) 19.2

3 돼지고기 82.4±47.9 13(65.0) 30.7 배추 21.1±8.4 25(75.8) 27.6
4 닭고기 86.9±43.9 11(55.0) 38.0 당근 4.8±3.2 22(66.7) 35.0

5 당근 5.6±4.5 11(55.0) 45.4 달걀 28.4±18.1 21(63.6) 42.1

6 달걀 24.3±7.9 10(50.0) 52.0 양파 8.2±3.9 21(63.6) 49.2
7 소세지 34.6±25.5 9(45.0) 58.0 소세지 27.1±26.9 18(54.5) 55.2

8 옥수수 11.6±10.2 8(40.0) 63.4 닭고기 68.2±50.6 17(51.5) 60.9
9 양파 8.9±3.8 8(40.0) 68.7 대파 3.4±1.7 12(36.4) 65.0
10 어묵 21.6±10.0 5(25.0) 72.0 감자 19.4±8.9 8(24.2) 67.7

11 감자 20.5±11.7 4(20.0) 74.7 무 14.0±4.9 7(21.2) 70.0
12 치즈 7.5±6.1 4(20.0) 80.0 어묵 24.0±7.9 6(18.2) 72.1
13 땅콩 2.8±0.5 4(20.0) 77.4 맛살 13.0±13.0 6(18.2) 74.1

14 밀가루 18.0±3.5 3(15.0) 82.0 밀가루 39.0±20.5 5(15.2) 75.8
15 완두콩 6.7±4.0 3(15.0) 84.0 애호박 17.2±5.7 5(15.2) 77.4

16 대파 2.0±1.0 3(15.0) 86.0 피망 4.5±5.1 4(12.1) 80.1
17 콩나물 20.0±8.5 2(10.0) 88.7 옥수수 9.8±7.8 4(12.1) 78.8
18 오징어 19.0±2.8 2(10.0) 87.4 표고버섯 17.0±15.2 4(12.1) 81.5

19 무 18.5±10.6 2(10.0) 90.0 잡곡 173.3±44.4 3(9.1) 82.5
20 브로콜리 9.0±4.2 2(10.0) 91.4 메추리알 12.3±5.8 3(9.1) 83.5

1)제공빈도가동일할경우제공량이많은식품을우선순위로하였음

표 14.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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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빈도(%) 누적비율(%)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빈도(%) 누적비율(%)

1 백미 177.7±32.8 17(94.4) 10.1 백미 188.6±23.4 66(93.0) 10.5
2 돼지고기 102.9±61.2 15(83.3) 18.9 돼지고기 89.8±41.2 55(77.5) 19.3

3 소세지 28.3±15.5 12(66.7) 26.0 배추 21.9±8.6 50(70.4) 27.2
4 배추 20.7±7.7 11(61.1) 32.5 당근 5.1±3.6 44(62.0) 34.3

5 당근 5.2±3.6 11(61.1) 39.1 달걀 28.6±17.0 40(56.3) 46.5

6 옥수수 18.9±15.3 9(50.0) 44.4 소세지 29.2±23.2 39(54.9) 40.5
7 양파 10.3±6.6 8(44.4) 49.1 양파 8.8±4.5 37(52.1) 52.4

8 달걀 35.1±22.8 7(38.9) 53.3 닭고기 74.0±45.5 32(45.1) 57.5
9 무 18.9±6.8 7(38.9) 57.4 옥수수 14.4±12.5 21(29.6) 60.9
10 밀가루 46.8±20.4 6(33.3) 60.9 감자 19.8±8.3 18(25.4) 63.8

11 감자 19.8±6.6 6(33.3) 64.5 무 14.8±5.3 18(25.4) 66.5
12 소고기 74.3±32.1 4(22.2) 66.9 대파 3.0±1.6 17(23.9) 69.0
13 닭고기 62.8±17.7 4(22.2) 69.2 밀가루 33.1±20.2 16(22.5) 71.3

14 오이 11.0±5.0 4(22.2) 71.6 어묵 22.3±8.4 12(16.9) 73.2
15 오징어 24.7±9.9 3(16.7) 73.4 애호박 18.5±9.0 8(11.3) 74.5

16 애호박 20.7±14.4 3(16.7) 78.7 치즈 15.0±12.3 8(11.3) 77.0
17 치즈 17.3±9.3 3(16.7) 82.2 오이 10.9±6.1 8(11.3) 75.7
18 유채 16.0±2.0 3(16.7) 76.9 오징어 19.6±8.0 7(9.9) 78.1

19 꽈리고추 9.7±4.5 3(16.7) 80.5 맛살 15.0±13.0 7(9.9) 79.2
20 완두콩 6.0±4.4 3(16.7) 75.1 브로콜리 8.7±4.0 7(9.9) 80.4

1)제공 빈도가 동일할 경우 제공량이 많은 식품을 우선 순위로 하였음

표 14.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식품(계속)



- 40 -

4) 식품군별 제공량

도시락 식단에 사용된 식품군들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식품군별로

제공량을 분석하여 표 15에 제시하였다. 곡류군의 제공량은 평균 206.5 g

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에서 제시한

쌀밥의 1회 분량(210 g)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육류군은 평

균 156.3 g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육류의 1회 분량인 약 60 g의 2.5배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소군의 제공량은 평균 42.4 g으로 1회 분

량인 70 g보다 적게 제공되고 있었다. 우유 및 유제품군은 평균 15.0 g

제공되고 있었으며, 과일군은 제공되지 않아 다른 식품군에 비해 우유 및

유제품군과 과일군이 매우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식품군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p1)

Mean±SD

곡류군(g) 216.3±20.7 193.9±20.0 206.5±25.5 201.8±36.3 213.8±22.5 206.5±26.7 0.221

육류군(g) 123.1±37.0 158.6±28.0 160.4±37.5 154.9±48.0 166.3±36.0 156.3±39.4 0.124

채소군(g) 41.6±19.7ab 29.4±16.1b 37.5±19.3ab 44.5±23.8ab 52.4±19.8a 42.4±21.1 0.035

과일군(g)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우유및
유제품군(g)

11.3±7.7 10.0±0.0 0.0±0.0 38.0±0.0 13.5±16.3 15.0±12.3 0.585

1)분산분석
알파벳은 던칸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15.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식품군별 제공량

이러한 결과는 편의점 도시락은 단백질 공급원인 주찬의 양이 과다하고

채소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선행연구(한국소비자원, 2016; Cho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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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Kwon, & Lee, 2018; Kim & Choi, 2019; 박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식품군 제공량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곡류군과 육류군, 우유 및 유제품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채소군에서는 E사(평균 52.4 g)와 B사(평균 29.4 g)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5).

가격대에 따라 식품군별 제공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가격대

가 높아질수록 우유 및 유제품군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의 제공량이 많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4,600원 이상 도시락의 식품군 제공량이 가장 많았으

며, 곡류군은 평균 213.6 g, 육류군은 평균 160.2 g, 채소군은 평균 48.3 g,

우유 및 유제품군은 평균 17.3 g이 제공되고 있었다.

식품군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p1)

Mean±SD

곡류군(g) 203.3±25.2 204.5±27.0 213.6±28.0 206.5±26.7 0.433

육류군(g) 147.4±36.2 159.5±38.3 160.2±45.2 156.3±39.4 0.499

채소군(g) 33.1±20.9 44.8±16.9 48.3±25.7 42.4±21.1 0.055

과일군(g) 0.0±0.0 0.0±0.0 0.0±0.0 0.0±0.0 -

우유 및
유제품군(g)

7.5±6.1 38.0±0.0 17.3±9.3 15.0±12.3 0.038

1)분산분석

표 16.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식품군별 제공량

이상을 종합하면 편의점 도시락에 곡류군과 육류군은 많이 제공되고 있

는 반면, 채소군과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과일

은 일반적으로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통 과정 중 변색되거나, 상할

위험이 많다. 또한 우유 및 유제품군은 한국인의 한 끼 식사 구성에 일반

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간식을 섭취할 때 주로 섭취하는 식품군이

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에서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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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제품류를 매일 1-2잔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우유 및 유제

품군을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군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외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한 끼 식사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

이 보고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영양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도시락

을 통해 균형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3·1·2 도시락 용기법(본인

에게 필요한 에너지 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피의 도시락 용기를 이용

하여 주식(곡류), 주찬(육류), 부찬(채소)의 비율이 3:1:2가 되도록 담으면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Adachi, 2008), 국내에서도 해당 방법을 이용하면 결식아동들에게 영양학

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아사노

가나, 윤지현, 윤보람, 2009).

식품군들은 특정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선행연구(Willett & Stampfer, 2013)에 따르면, 채

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한 사람의 경우 심장병과 암의 발생 위험이 낮아지

며,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판 도시락의 식단에 채소와

과일류, 우유를 더 제공하였을 경우, 전체적으로 영양균형성이 보강되었음

이 보고된 바 있다(김갑영, 이양자, 2001; 최해림, 권수연, 윤지현, 2011).

본 연구 결과에서도 편의점 도시락의 식품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편의점 도시락 식단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43 -

5) 식품군 패턴 및 식품군 다양성 지수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의 포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식품군 패턴

(GMVFD)과 식품군 다양성 지수를 분석하여 표 17에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식품군이 모두 포함된 식단은 없었다. 전체 도시락 식단 중 곡류군

과 육류군, 채소군으로 이루어진 식단(11100)이 63.4%로 가장 많았다. 곡

류군과 육류군으로만 이루어진 식단(11000)이 26.8%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과일군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이 포함된 식단(11101)은 5.6%에 불과하였

다. 채소군이 포함된 식단은 대부분 볶음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볶음김

치를 제외할 경우 채소의 제공량이 최소 기준량보다 적은 도시락이 다수

존재하여,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이 곡류와 육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채

소류와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은 매우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군 패턴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4).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평균 2.8점으로 편의점 도시락에 제공된 식품군

의 가짓수는 평균 3개가 채 되지 않았다.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A사가 평

균 3.3점으로 전체 편의점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E사가 평균 3.0

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B사가 평균 2.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B사의 채소류 제공량이 가장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사, E사와 B사간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05), 결과적으로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식품군의 다양성이

서로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Choi,

Park, Song, Kwon, & Lee, 201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단체급식

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김현아, 박혜정, 1999; 백승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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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옥선, 이영은, 2015)의 결과에 따르면, 단체급식의 경우 최소 네

가지 이상의 식품군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모든 식품군을 포함하고 있는

식단 또한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의 식단을 분석한 연구(윤보람, 윤지현, 권수연, 2011)에서

도 세 가지 이상의 식품군을 포함한 도시락이 67.1%였으며, 26.5%의 도

시락이 네 가지 이상의 식품군을 포함하고 있었다.

식품군 패턴
(GMVFD)1)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p2)

n(%)

11000 0(0.0) 7(58.3) 5(33.3) 5(31.3) 2(10.0) 19(26.8)

0.004
11001 2(25.0) 0(0.0) 0(0.0) 1(6.3) 0(0.0) 3(4.2)

11100 4(50.0) 5(41.7) 10(66.7) 10(62.5) 16(80.0) 45(63.4)

11101 2(25.0) 0(0.0) 0(0.0) 0(0.0) 2(10.0) 4(5.6)

Mean±SD
식품군

다양성 지수1) 3.3±0.5a 2.4±0.5b 2.7±0.5ab 2.7±0.5ab 3.0±0.5a 2.8±0.5 0.005
1)G=곡류군, M=육류군, V=채소군, F=과일군, D=우유 및 유제품군. 해당 식품군이 Kant et
al.이 제시한 최소 기준량(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중 고체 식품=30 g, 액체 식품=60 g, 곡
류군과 우유 및 유제품군 중 고체 식품=15 g, 액체 식품=30 g) 이상으로 제공되었을 경우
=1,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0으로 표기함.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5점 만점으로 곡류군, 육
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 중 제공된 식품군 수의 합을 계산하여 구함
2)피셔의 정확검정 혹은 웰치 검정
알파벳은 게임스-하우웰 검정에 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17.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식품군 패턴 및 식품군 다양성 지수

도시락의 가격대별로 식품군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4,200

원 이하 도시락에서는 곡류군과 육류군으로만 구성된 식단(11000)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곡류군과 육류군, 채소군으로 이루어진 식단

(11100)이 35.0%로 가장 적었다.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

(81.8%)과 4,600원 이상 도시락(61.1%)은 대부분 곡류군, 육류군, 채소군

(1110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200원 이하 도시락의 식품군 다양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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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 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과,

4,600원 이상 도시락(평균 2.9점)은 비슷하였다. 가격대별 식품군 패턴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p=0.007)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식품군 다양성

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더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식품군 패턴
(GMVFD)1)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p2)

n(%)

11000 10(50.0) 5(15.2) 4(22.2) 19(26.8)

0.007
11001 1(5.0) 1(3.0) 1(5.6) 3(4.2)

11100 7(35.0) 27(81.8) 11(61.1) 45(63.4)

11101 2(10.0) 0(0.0) 2(11.1) 4(5.6)

Mean±SD
식품군

다양성지수1)
2.6±0.7 2.9±0.4 2.9±0.6 2.8±0.5 0.302

1)G=곡류군, M=육류군, V=채소군, F=과일군, D=우유 및 유제품군. 해당 식품군이 Kant et
al.이 제시한 최소 기준량(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중 고체 식품=30 g, 액체 식품=60 g, 곡
류군과 우유 및 유제품군 중 고체 식품=15 g, 액체 식품=30 g) 이상으로 제공되었을 경우
=1,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0으로 표기함.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5점 만점으로 곡류군, 육
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 중 제공된 식품군 수의 합을 계산하여 구함
2)피셔의 정확검정 혹은 웰치 검정

표 18.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식품군 패턴 및 식품군 다양성 지수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편의점 도시락을 한 끼 식사로 제공되

는 다른 형태의 식사와 비교하였을 때, 식품군의 다양성이 매우 낮은 상

태를 보이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 식단에서 볶음김치를 제외할 경우 채

소류의 중량이 Kant et al. (1991)의 연구에서 제시한 최소량의 기준을 넘

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이 주로

곡류와 육류로만 구성되어 있고, 채소류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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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평가

1)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본 연구에서 수집한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와 영양소 함량을 분석하여

표 19에 제시하였다.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평균 755 kcal였으며,

남성의 87.1%, 여성의 113.2%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전체 편의점 브

랜드 중 E사의 에너지 함량이 평균 822 kcal로 가장 많았고, A사가 평균

644 kcal로 가장 적었으며, 두 편의점 브랜드의 에너지 함량 차이는 유의

하였다(p=0.003). 탄수화물비는 평균 54%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55-65%)보다 낮았으며, 지방비와 포화지방비는 각각 평균 31%, 평균

8%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높았다. 나트륨 함량은 평균 1,325

mg으로 평가 기준을 약 10% 이상 상회하였다. 편의점 브랜드 중에서 A

사의 나트륨 함량이 평균 1,512 mg으로 가장 많았고, D사가 평균 1,460

mg, E사가 평균 1,425 mg, B사가 평균 1,153 mg, C사가 평균 1,083 mg

으로 가장 적었다. A사, D사, E사와 B사, C사의 평균 나트륨 함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단백질 함량은 평균 28 g였으며, 남성

(22 g)과 여성(18 g)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각각 127.2%,

155.6% 수준으로 나타나 단백질은 남녀 모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

었다.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을 가격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함량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

었다. 4,600원 이상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평균 822 kcal로 4,200원 이

하 도시락(평균 709 kca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49). 또한 4,600원 이

상 도시락의 지방비는 평균 35%였으며,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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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영양소

평가 기준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남성 여성

에너지(kcal) 8671) 6671)

Min-Max 490-836 557-779 558-952 564-1,117 572-1,114 490-1,117
Median 643 719 756 762 811 746

Mean±SD,(%)6)
644±111b 702±65ab 765±111ab 756±129ab 822±121a 755±123

(74.4) (96.5) (81.0) (105.2) (88.3) (114.7) (87.2) (113.3) (94.8) (123.2) (87.1)

탄수화물비(%) 55-652)
Min-Max 45-69 51-65 39-67 41-63 39-75 39-75
Median 52 58 55 53 52 55
Mean±SD 52±11 57±5 54±7 53±6 53±8 54±7

당류비(%) <103)
Min-Max 3-10 2-7 3-16 2-15 3-30 1-30
Median 5 5 8 6 7 6

Mean±SD,(%)6) 5±2ab,(53.0) 4±2b,(44.0) 8±4a,(82.0) 6±3b,(64.0) 9±6a,(85.0) 7±4,(69.0)

지방비(%) 15-302)
Min-Max 15-40 19-40 15-45 22-46 16-47 15-47
Median 32 26 29 31 31 30
Mean±SD 31±8 27±6 30±7 31±6 33±8 31±7

포화지방비(%) <72)
Min-Max 5-28 3-10 5-13 3-11 2-15 2-28
Median 12 6 8 8 7 8

Mean±SD,(%)6) 13±8,(185.7) 6±2,(85.7) 8±2,(114.3) 8±2,(114.3) 8±3,(114.3) 8±4,(114.3)

단백질(g) ≧224) ≧184)

Min-Max 13-33 19-48 19-36 16-38 16-37 13-48
Median 25 25 31 29 30 29

Mean±SD,(%)6)
23±6 28±8 30±5 29±6 29±6 28±6

(104.5) (127.8) (127.2) (155.6) (136.4) (166.7) (131.8) (161.1) (131.8) (161.1) (127.2)

나트륨(mg) <1,2005)
Min-Max 1,183-1,800 789-1,778 784-1,718 991-2,247 930-1,990 784-2,247
Median 1,507 1,048 1,039 1,437 1,415 1,257

Mean±SD,(%)6) 1,512±246a,(126.0) 1,153±307b,(96.1) 1,083±268b,(90.4) 1,460±320a,(121.7) 1,425±258a,(118.8) 1,325±322,(110.4)
1)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2,600 kcal) 및 여성(2,000 kcal)의 에너지필요추정량 1/3
2)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너지적정비율
3)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첨가당 권장섭취량
4)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65 g) 및 여성(55 g)의 단백질 권장섭취량 1/3
5)선행연구(임아현등, 2017; 아사노가나등, 2019)에서제시한나트륨목표섭취량(3,600 mg)의 1/3
6)평가기준대비백분율
7)분산분석
8)웰치검정
알파벳은쉐페의다중범위검정에의한차이를나타냄

표 19.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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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영양소
평가 기준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남성 여성

에너지(kcal) 8671) 6671)

Min-Max 490-848 558-930 522-1,117 490-1,117
Median 731 756 775 746

Mean±SD,(%)6)
709±92b 746±94ab 822±170a 755±123

(81.8) (106.3) (86.0) (111.8) (94.8) (123.2) (87.1) (113.2)

탄수화물비(%) 55-652)
Min-Max 46-67 44-69 30-75 30-75
Median 57 55 48 55
Mean±SD 56±5a 55±6a 50±11b 54±7

당류비(%) <103)
Min-Max 2-16 1-15 3-30 1-30
Median 5 7 7 6

Mean±SD,(%) 6±3,(60.0) 7±3,(70.0) 8±6,(80.0) 7±4,(70.0)

지방비(%) 15-302)
Min-Max 15-42 15-44 16-47 15-47
Median 30 29 36 30
Mean±SD 30±6ab 29±6b 35±9a 31±7

포화지방비(%) <72)
Min-Max 4-28 3-15 2-16 2-28
Median 8 7 8 8

Mean±SD,(%) 9±5,(128.6) 8±3,(114.3) 9±4,(114.3) 8±4,(114.3)

단백질(g) ≧224) ≧184)

Min-Max 13-33 16-48 16-38 13-48
Median 27 29 31 29

Mean±SD,(%)
26±5 29±6 28±6 28±6

(118.2) (144.4) (131.8) (161.1) (127.2) (155.6) (127.2) (155.6)

나트륨(mg) <1,2005)
Min-Max 789-2,247 784-1,778 806-1,990 784-2,247
Median 1,207 1,390 1,410 1,257

Mean±SD,(%) 1,259±342,(104.9) 1,320±272,(110.0) 1,404±382,(117.0) 1,325±322,(110.4)
1)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2,600 kcal) 및 여성(2,000 kcal)의 에너지필요추정량 1/3
2)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너지적정비율
3)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첨가당 권장섭취량
4)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65 g) 및 여성(55 g)의 단백질 권장섭취량 1/3
5)선행연구(임아현등, 2017; 아사노가나등, 2019)에서 제시한나트륨 목표섭취량(3,600 mg)의 1/3
6)평가기준대비백분율
7)웰치 검정
8)분산분석
알파벳은 게임스-하우웰 검정 혹은 쉐페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20.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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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22). 그러나 탄수화물비는 4,600원

이상 도시락이 평균 50%로 유일하게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55-65%)보

다 낮았으며, 다른 가격대보다도 유의하게 낮았다(p=0.015).

2018년에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한 선행연구(Choi, Park,

Song, Kwon, & Lee, 2018)에서도 편의점 도시락의 탄수화물비가 평균

51.7%, 지방비가 평균 34.7%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편의점 도시락이 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육류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가격이 높을수록 기름의 사용량이 많은 조리법을 주로

사용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들(박진선, 한영희, 현

태선, 2020; 신고나, 김유리, 김미현, 2017; 최해림, 권수연, 윤지현, 2011;

한국 소비자원, 2016; Choi, Park, Song, Kwon, & Lee, 2018; Kim &

Choi, 2019)을 보면,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함량은 2016년 이전까지 평

균 600 kcal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평균 700 kcal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탄수화물비는 최소 51.7%에서 최대 59.4%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당류비는 평균 4% 수준을 보였다. 지방비는 2011년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평균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포화지방비는 모

든 분석에서 평균 7% 이상을 보였다. 단백질 함량은 2011년에 평균 21 g

으로 가장 낮았고, 이후 연구들에서는 평균 약 26 g이상 제공되고 있었

다. 나트륨은 모든 연구에서 평균 1,100 mg 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2019년에도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평균 1,334 mg으로 보

고된 바 있어(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편의점 도시락의 높은 나트륨 함량

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의약

품안전처는 외식으로부터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을 줄이기 위해 외식업체

를 대상으로 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운영·관리 지침’을 발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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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또한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

부 주도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통해 간편식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줄이

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Action on Salt, 2007). 가정간편식을 이용하는 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평소 가정

간편식이 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84.7%가 나트륨 섭취의 저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b).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저감

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편의점 제조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의

점 도시락 제조업체들은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가이드라

인을 준수하고, 다양한 식품과 조리 방법을 사용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와 영양소 함량을 평가 기준 미달, 충족, 초과로

나누어 분포를 분석하여 표 2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63.4%의 도시락이 남

성의 에너지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었으며, 31.0%의 도시락만이 평가 기

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59.2%의 도시락이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충족하고 있는 도시락

은 31.0%로 남성과 동일하였다. 여성의 에너지 평가 기준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2). 53.5%의 도시락이 탄수화물비의 평

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었으며, 42.3%의 도시락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

었다. 지방비의 평가 기준에 미달한 도시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가 기

준을 초과한 도시락이 52.1%로 충족한 도시락(47.9%)보다 많았다. 포화지

방비 또한 평가 기준을 초과한 도시락이 59.2%로 미달한 도시락(40.8%)보

다 많았다. 나트륨은 평가 기준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목표

섭취량의 1/3보다 높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9.2% 도시락이 평가 기

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나트륨의 평가 기준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에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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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영양소

평가 기준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남성 여성

n(%)

에너지(kcal)

<780 <600 7(87.5) 2(25.0) 11(91.7) 1(8.3) 9(60.0) 2(13.3) 10(62.5) 1(6.3) 8(40.0) 1(5.0) 45(63.4) 7(9.9)

780-9531) 600-7341) 1(12.5) 4(50.0) 1(8.3) 8(66.7) 5(33.3) 2(13.3) 5(31.3) 5(31.3) 10(50.0) 3(15.0) 22(31.0) 22(31.0)

>953 >734 0(0.0) 2(25.0) 0(0.0) 3(25.0) 1(6.7) 11(73.3) 1(6.3) 10(62.5) 2(10.0) 16(80.0) 4(5.6) 42(59.2)

탄수화물비(%)

<55 5(62.5) 2(16.7) 8(53.3) 11(68.8) 12(60.0) 38(53.5)

55-652) 2(25.0) 10(83.3) 6(40.0) 5(31.3) 7(35.0) 30(42.3)

>65 1(12.5) 0(0.0) 1(6.7) 0(0.0) 1(5.0) 3(4.2)

당류비(%)
<103) 8(100.0) 12(100.0) 12(80.0) 15(93.8) 17(85.0) 64(90.1)

≧10 0(0.0) 0(0.0) 3(20.0) 1(6.3) 3(15.0) 7(9.9)

지방비(%)

<15 0(0.0) 0(0.0) 0(0.0) 0(0.0) 0(0.0) 0(0.0)

15-302) 2(25.0) 9(75.0) 8(53.3) 7(43.8) 8(40.0) 34(47.9)

>30 6(75.0) 3(25.0) 7(46.7) 9(56.3) 12(60.0) 37(52.1)

포화지방비(%)
<72) 2(25.0) 9(75.0) 4(26.7) 6(37.5) 8(40.0) 29(40.8)

≧7 6(75.0) 3(25.0) 11(73.3) 10(62.5) 12(60.0) 42(59.2)

단백질(g)

<22 <18 3(37.5) 2(25.0) 2(16.7) 0(0.0) 1(6.7) 0(0.0) 2(12.5) 1(6.3) 2(10.0) 1(5.0) 10(14.1) 4(5.6)

≧224) ≧184) 5(62.5) 6(75.0) 10(83.3) 12(100.0) 14(93.3) 15(100.0) 14(87.5) 15(93.8) 18(90.0) 19(95.0) 61(85.9) 67(94.4)

나트륨(mg)
<1,2005) 1(12.5) 9(25.0) 11(73.3) 4(25.0) 4(20.0) 29(40.8)

≧1,200 7(87.5) 3(75.0) 4(26.7) 12(75.0) 16(80.0) 42(59.2)
1)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2,600 kcal) 및 여성(2,000 kcal)의 에너지필요추정량 1/3의 ±10%
2)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너지적정비율
3)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첨가당 권장섭취량
4)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65 g) 및 여성(55 g)의 단백질 권장섭취량 1/3
5)선행연구(임아현 등, 2017; 아사노가나 등, 2019)에서 제시한 나트륨 목표섭취량(3,600 mg)의 1/3
6)피셔의 정확검정

표 21.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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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4,600원 이상 도시락이 유일하게 남성의 에너지 평가 기준을 초과하였으

며,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에너지 평가 기준을 초과하는 도시락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남성의 에너지 평가 기준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3).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비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락의 비율은 감소하고, 미달한 도시락의 비율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방비의 경우 4,200원 이하, 4,300원 이상 4,500원 이

하 도시락에서 지방비의 평가 기준을 초과한 도시락의 비율이 충족한 도

시락의 비율보다 낮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600원 이상 도시락

은 평가 기준을 초과한 도시락(72.2%)이 충족한 도시락(27.8%) 약 2.6배

이상 많았다. 모든 가격대에서 당류비와 단백질의 평가 기준을 충족한 도

시락이 충족하지 못한 도시락보다 더 많았던 반면, 포화지방비는 평가 기

준을 초과한 도시락이 충족한 도시락보다 많았다. 나트륨은 4,600원 이상

도시락에서 평가 기준을 초과한 도시락(66.7%)이 충족한 도시락(33.3%)보

다 약 2배 이상 많았다.

편의점 도시락은 그 수가 많지 않아 일부 도시락들에 의해 에너지 및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앞선

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해보면,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의 경우

평균 탄수화물비는 55%로 평가 기준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시락

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가 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도시락이 54.5%로 충

족하고 있는 도시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300원 이

상 4,500원 이하 도시락 중 탄수화물비가 매우 높은 일부 도시락들의 탄수

화물비가 전체 탄수화물비의 평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

라서 탄수화물비가 높은 일부 도시락을 제외하면, 4,300원 이상 4,500원 이

하 도시락의 탄수화물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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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영양소
평가 기준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p
남성 여성

n(%)

에너지(kcal)

<780 <600 15(75.0) 3(15.0) 21(63.6) 2(6.1) 9(50.0) 2(11.1) 45(63.4) 7(9.9)

0.0336)780-9531) 600-7341) 5(25.0) 7(35.0) 12(36.4) 13(39.4) 5(27.8) 2(11.1) 22(31.0) 22(31.0)

>953 >734 0(0.0) 10(50.0) 0(0.0) 18(54.5) 4(22.2) 14(77.8) 4(5.6) 42(59.2)

탄수화물비(%)

<55 8(40.0) 18(54.5) 12(66.7) 38(53.5)

0.4266)55-652) 11(55.0) 14(42.4) 5(27.8) 30(42.3)

>65 1(5.0) 1(3.0) 1(5.6) 3(4.2)

당류비(%)
<103) 18(90.0) 31(93.9) 15(83.3) 64(90.1)

0.3976)
≧10 2(10.0) 2(6.1) 3(16.7) 7(9.9)

지방비(%)

<15 0(0.0) 0(0.0) 0(0.0) 0(0.0)

0.1126)15-302) 10(50.0) 19(57.6) 5(27.8) 34(47.9)

>30 10(50.0) 14(42.4) 13(72.2) 37(52.1)

포화지방비(%)
<72) 7(35.0) 15(45.5) 7(38.9) 29(40.8)

0.7407)
≧7 13(65.0) 18(54.5) 11(61.1) 42(59.2)

단백질(g)
<22 <18 2(10.0) 1(5.0) 4(12.1) 1(3.0) 4(22.2) 2(11.1) 10(14.1) 4(5.6)

0.6136)
≧224) ≧184) 18(90.0) 19(95.0) 29(87.9) 32(97.0) 14(77.8) 16(88.9) 61(85.9) 67(94.4)

나트륨(mg)
<1,2005) 10(50.0) 13(39.4) 6(33.3) 29(40.8)

0.5657)
≧1,200 10(50.0) 20(60.6) 12(66.7) 42(59.2)

1)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2,600 kcal) 및 여성(2,000 kcal)의 에너지필요추정량 1/3의 ±10%
2)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너지적정비율
3)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첨가당 권장섭취량
4)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29세 남성(65 g) 및 여성(55 g)의 단백질 권장섭취량 1/3
5)선행연구(임아현 등, 2017; 아사노가나 등, 2019)에서 제시한 나트륨 목표섭취량(3,600 mg)의 1/3
6)피셔의 정확검정
7)카이제곱 검정

표 22. 가격대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 및 영양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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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한 연구

(Kanzler et al., 2015)에서는 가정간편식의 영양학적 질을 개선하기 위하

여 제조업체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양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적절한 양(약 600 kcal 미만)의 에너지를 제공할 것, 2. 감

자와 국수, 쌀(가급적 정제되지 않은)과 같은 식품을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제공할 것, 3. 채소와 샐러드, 과일을 포함시킬 것, 4. 지방이 적은 부위의

고기를 부찬보다 적은 양으로 제공할 것, 5. 기름지지 않은 소스를 적당량

사용할 것.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편의식품의 미생물적 기준에 관한 지

침만 있을 뿐 영양적 기준에 관한 지침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c).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영양적으로 균형 있

는 편의식품 제조를 위한 영양 기준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및 영양소의 가짓수

편의점 도시락의 에너지와 영양소 중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들의

가짓수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의 분포를 구하였다. 남성의 평가 기준에 따

라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전체 도시락 중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

양소 가짓수가 3개인 도시락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4개인 도시락이

23.9%, 5개인 도시락이 21.1%로 그 뒤를 이었다.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하

는 도시락은 1.4%에 불과하였으며, 편의점 브랜드별 평가 기준을 충족하

는 영양소 가짓수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2).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들의 평균 가짓수는 3.8개

로 본 연구에서 평가한 영양소 중 절반 이상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편의점 브랜드 중 B사의 도시락이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의 평균 가짓수가 5.0개로 가장 많았으며, A사(평균

2.6개)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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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1)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p2)

n(%)

1 1(12.5) 0(0.0) 1(6.7) 0(0.0) 1(5.0) 3(4.2)

0.002

2 4(50.0) 1(8.3) 0(0.0) 2(12.5) 3(15.0) 10(14.1)

3 1(12.5) 0(0.0) 4(26.7) 6(37.5) 7(35.0) 18(25.4)

4 1(12.5) 1(8.3) 5(33.3) 7(43.8) 3(15.0) 17(23.9)

5 1(12.5) 6(50.0) 4(26.7) 0(0.0) 4(20.0) 15(21.1)

6 0(0.0) 4(33.3) 0(0.0) 1(6.3) 2(10.0) 7(9.9)

7 0(0.0) 0(0.0) 1(6.7) 0(0.0) 0(0.0) 1(1.4)

Mean±SD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평균 가짓수

2.6±1.3b 5.0±1.1a 4.0±1.4ab 3.5±1.0ab 3.6±1.4ab 3.8±1.4 0.001

1)에너지: 780-953 kcal, 탄수화물비: 55-65%, 당류비: <10%, 지방비: 15-30%, 포화지방비: <7%, 단
백질: ≧22 g, 나트륨: <1,200 mg

2)피셔의 정확검정 혹은 분산분석
알파벳은 쉐페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23. 편의점 브랜드별 19-29세 남성의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

가격대에 따라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 가짓수를 분석하여 결과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4,600원 이상 도시락에서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

양소 가짓수가 2개와 3개인 도시락이 각각 27.8%로 가장 많았으며, 4,200

원 이하 도시락에서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 가짓수가 4개와 6개

인 도시락이 각각 25.0%로 가장 많았다.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

락에서는 4개와 5개가 각각 30.3%로 가장 많았다. 가격대별 도시락의 분

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5). 4,200원 이하 도시

락과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의

평균 가짓수가 각각 4.0개로 동일하였으며, 4,600원 이상 도시락은 3.2개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가격대에 따른 평균 가짓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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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1)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p2)

n(%)

1 1(5.0) 0(0.0) 2(11.1) 3(4.2)

0.035

2 3(15.0) 2(6.1) 5(27.8) 10(14.1)

3 4(20.0) 9(27.3) 5(27.8) 18(25.4)

4 5(25.0) 10(30.3) 2(11.1) 17(23.9)

5 2(10.0) 10(30.3) 3(16.7) 15(21.1)

6 5(25.0) 2(6.1) 0(0.0) 7(9.9)

7 0(0.0) 0(0.0) 1(5.6) 1(1.4)

Mean±SD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평균 가짓수

4.0±1.6 4.0±1.0 3.2±1.6 3.8±1.4 0.084

1)에너지: 780-953 kcal, 탄수화물비: 55-65%, 당류비: <10%, 지방비: 15-30%, 포화지방비: <7%,
단백질: ≧22 g, 나트륨: <1,200 mg

2)피셔의 정확검정 혹은 분산분석

표 24. 가격대별 19-29세 남성의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

여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전체 도시락 중

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 가짓수가 2개인 도시락이 22.5%로 가장

많았으며, 3개인 도시락이 21.1%로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영양소가 평가

기준을 충족한 도시락은 7.0%였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2).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들의 평

균 가짓수는 3.9개였다. B사의 도시락이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의 평

균 가짓수가 5.8개로 가장 많았으며, C사(평균 3.9개), D사(평균 3.6개), E

사(평균 3.3개), A사(평균 3.1개)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01).

가격대에 따른 결과는 표 26과 같다. 4,200원 이하 도시락에서 평가 기

준을 충족한 영양소 가짓수가 3개와 4개인 도시락이 각각 25.0%로 가장

많았다.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에서는 4개인 도시락이 24.2%로

가장 많았던 반면, 4,600원 이상 도시락에서는 2개인 도시락이 33.3%로

가장 많았다.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한 도시락은 4,2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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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1)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p2)

n(%)

1 1(12.5) 0(0.0) 0(0.0) 0(0.0) 1(5.0) 2(2.8)

0.032

2 3(37.5) 0(0.0) 1(6.7) 4(25.0) 8(40.0) 16(22.5)

3 1(12.5) 1(8.3) 6(40.0) 4(25.0) 3(15.0) 15(21.1)

4 1(12.5) 1(8.3) 4(26.7) 5(31.3) 3(15.0) 14(19.7)

5 1(12.5) 2(16.7) 2(13.3) 2(12.5) 2(10.0) 9(12.7)

6 1(12.5) 4(33.3) 2(13.3) 0(0.0) 3(15.0) 10(14.1)

7 0(0.0) 4(33.3) 0(0.0) 1(6.3) 0(0.0) 5(7.0)

Mean±SD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평균 가짓수

3.1±1.7b 5.8±1.3a 3.9±1.2b 3.6±1.4b 3.3±1.6b 3.9±1.6 <0.001

1)에너지: 600-734 kcal, 탄수화물비: 55-65%, 당류비: <10%, 지방비: 15-30%, 포화지방비: <7%,
단백질: ≧18 g, 나트륨: <1,200 mg

2)피셔의 정확검정 혹은 분산분석
알파벳은 쉐페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25. 편의점 브랜드별 19-29세 여성의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1)

4,200원 이하
(n=20)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n=33)

4,600원 이상
(n=18)

전체
(n=71)

p2)

n(%)

1 0(0.0) 0(0.0) 2(11.1) 2(2.8)

0.414

2 3(15.0) 7(21.2) 6(33.3) 16(22.5)

3 5(25.0) 5(15.2) 5(27.8) 15(21.1)

4 5(25.0) 8(24.2) 1(5.6) 14(19.7)

5 3(15.0) 5(15.2) 1(5.6) 9(12.7)

6 2(10.0) 5(15.2) 3(16.7) 10(14.1)

7 2(10.0) 3(9.1) 0(0.0) 5(7.0)

Mean±SD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평균 가짓수

4.1±1.6 4.2±1.6 3.1±1.6 3.9±1.6 0.073

1)에너지: 600-734 kcal, 탄수화물비: 55-65%, 당류비: <10%, 지방비: 15-30%, 포화지방비: <7%,
단백질: ≧18 g, 나트륨: <1,200 mg

2)피셔의 정확검정 혹은 분산분석

표 26. 가격대별 19-29세 여성의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에 따른 도시락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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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에서 2개,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에서 3개가 존재하였으

며, 4,600원 이상 도시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4,200원 이하 도시락과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의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들의 평균

가짓수가 각각 4.1개, 4.2개로 비슷하였으며, 4,600원 이상 도시락이 평균

3.1개로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가격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영양소의 가짓수

가 7개에 가까운 도시락과 0개에 가까운 도시락을 선정하여 표 27과 표

28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영양소의 가짓

수가 많은 도시락이 적은 도시락보다 식품과 음식의 가짓수가 많았다. 또

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영양소의 가짓수가 적은 도시락의 경우 채

소류를 이용한 메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육류가 전체 식단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마크로밀엠브레인, 2016)에

따르면,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편의점 도시락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응

답에는 26.8%만이 동의하였다.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

구(박정아, 장영수, 2017; 손일락, 2017)에서도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

점 도시락의 품질은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김진희, 김영수, 전유정, 2017). 또한 편의점 프리미엄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백승희, 김영신, 2017)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도시락이 일반 도시락보다 영양 기준을 더 충족시킨다고 인식하

였다. 또한 프리미엄 도시락이 일반 도시락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한 비용 이상의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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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명 식품명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개)
남성 여성

백미밥 백미

7 6

감자튀김 감자
미트볼조림 돼지고기

샐러드
맛살
오이

치킨스테이크
닭고기
양파
무

볶음김치 배추
백미밥 백미

6 7

고추장불고기

돼지고기
양파
당근
대파

달걀후라이 달걀
돈가스 돼지고기

호두멸치볶음
호두
멸치

볶음김치 배추
유채나물 유채
백미밥 백미

6 7

간장불고기 돼지고기

소세지고추장불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양파

동그랑땡 돼지고기
떡갈비 돼지고기

오징어튀김 오징어
달걀말이 달걀
깻잎나물 깻잎

꽈리고추장아찌 꽈리고추
무나물 무

무말랭이무침 무
유채나물 유채
백미밥 백미

6 7

간장불고기 돼지고기
닭강정 닭고기

맛살어묵볶음
맛살
어묵

미트볼조림 돼지고기
삶은달걀 달걀
소세지구이 소세지

표 27.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영양소의 가짓수가 많은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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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명 식품명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가짓수(개)

남성 여성

볶음밥

백미

1 1

옥수수

양파

감자튀김 감자

푸실리파스타 밀가루

달걀지단 달걀

소세지구이 소세지

단무지 무

데친 브로콜리 브로콜리

잡곡밥 잡곡

1 2

고추장불고기

돼지고기

양파

대파

마카로니샐러드

밀가루

옥수수

양파

볶음김치 배추

백미밥 백미

2 2

콘샐러드 옥수수

돈가스 돼지고기

단무지 무

오이피클 오이

볶음밥
백미

2 2

양파

콘샐러드
치즈

옥수수

달걀후라이
완두콩

달걀

표 28.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영양소가 적은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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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영양학적 질이 높은 도시락에 대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들은 그간 소비자들

의 기호성을 위주로 한 품질전략에서 벗어나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4. 편의점 브랜드 및 가격에 따른 영양학적 질의 차이

앞선 결과에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은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의 가격 분포가 동일하지 않아 편의점 브랜드

와 가격이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

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

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가격과 편의

점 도락의 영양학적 질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2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은 음식 및 식품 단위

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에너지 및 영양소 단위에서는 에

너지(p<0.001), 탄수화물비(p<0.001), 지방비(p<0.001)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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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가격

1. 가격(원) 1 1. 가격(원) 1

2. 중량(g) 0.317** 2. 중량(g) 0.317**

3. 음식 가짓수(개) 0.192 3. 에너지(kcal) 0.304*

4. 총 식품 점수(점) 0.189 4. 탄수화물비(%) -0.297*

5. 식품군 다양성 지수(점) 0.175 5. 당류비(%) 0.188

6. 곡류군 제공량(g) 0.170 6. 지방비(%) 0.241*

7. 육류군 제공량(g) 0.113 7. 포화지방비(%) 0.003

8. 채소군 제공량(g) 0.196 8. 단백질(g) 0.213

9. 우유 및 유제품군 제공량(g) 0.434 9. 나트륨(mg) 0.107
*p<0.05, **p<0.01

표 29. 가격과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의 상관관계

음식 및 식품 단위에서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하기 위해 총 식품 점수와

음식 가짓수, 식품군 다양성 지수, 곡류군, 육류군, 채소군의 제공량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R2값은 0.087

부터 0.807까지였으며, 식품군 다양성 지수(p=0.005)와 육류군(p<0.001),

채소군 제공량(p=0.034)의 다중회귀모델이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식품군 다양성 지수, 육류군 제공량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군 다양성 지수의 경우 B사(p=0.001)와 C사(p=0.008), D사

(p=0.011)가 A사보다 각각 평균 0.8점, 0.6점 더 낮았다. 육류군은 B사

(p=0.015)가 A사보다 평균 35 g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총 식품 점수, 음식 가짓수, 식품군 다양성 지수의

차이는 앞선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앞선 결과와 달리 육류군의 제공

량은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소군의 제

공량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격에 따른 차이는 앞선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격에 따른

음식 및 식품 단위에서의 영양학적 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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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p1) 비고

음식 가짓수(개)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1.401
Ref.
-0.124
0.299
0.077
0.663
0.055
0.014

3.314

0.667
0.642
0.830
0.740
0.066
0.006

-0.423

-0.186
0.466
0.093
0.895
0.830
2.292

0.674

0.853
0.643
0.926
0.374
0.410
0.025

R2=0.140
F=1.732
(p=0.128)

총 식품 점수(점)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0.501
Ref.
-0.273
0.779
0.446
0.510
0.102
0.011

4.947

0.996
0.959
1.238
1.105
0.099
0.009

0.101

-0.274
0.813
0.360
0.462
1.030
1.154

0.920

0.785
0.419
0.720
0.646
0.307
0.253

R2=0.087
F=1.020
(p=0.421)

식품군 다양성
지수(점)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2.404
Ref.
-0.810
-0.596
-0.557
-0.270
0.017
<0.001

0.848

0.222
0.217
0.213
0.217
0.017
0.002

2.836

-3.656
-2.748
-2.620
-1.245
0.957
0.185

0.006

0.001
0.008
0.011
0.218
0.342
0.854

R2=0.248
F=3.512
(p=0.005)

곡류군 제공량(g)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146.694
Ref.
-21.165
-13.045
-16.188
-7.959
0.614
0.111

45.937

12.009
11.750
11.529
11.763
0.939
0.088

3.193

-1.762
-1.110
-1.404
-0.677
0.654
1.266

0.002

0.083
0.271
0.165
0.501
0.516
0.210

R2=0.119
F=1.443
(p=0.212)

육류군 제공량(g)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90.293
Ref.
34.776
17.453
17.184
10.549
-0.814
0.656

52.940

13.840
13.541
13.287
13.556
1.083
0.101

-1.706

2.513
1.289
1.293
0.778
-0.752
6.490

0.093

0.015
0.202
0.201
0.439
0.455
<0.001

R2=0.466
F=9.298
(p<0.001)

채소군 제공량(g)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19.641
Ref.
-11.249
-6.819
1.520
6.307
0.656
0.085

34.934

9.133
8.936
8.768
8.945
0.714
0.067

-0.562

-1.232
-0.763
0.173
0.705
0.919
1.274

0.576

0.223
0.448
0.863
0.483
0.362
0.207

R2=0.187
F=2.449
(p=0.034)

우유 및 유제품군
제공량(g)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4.940
Ref.
11.203
-

31.436
0.225
1.580
-0.143

54.449

14.087
-

12.955
9.122
1.093
0.138

-0.091

0.795
-
2.427
0.025
1.445
-1.030

0.936

0.510
-
0.136
0.983
0.285
0.411

R2=0.807
F=1.676
(p=0.414)

1)다중회귀분석

표 30. 편의점 브랜드 및 가격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의 차이_음식 및 식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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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영양소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평가 영양소에 따라 R2값은 0.126부터 0.573까지 나타났으며,

지방비와 탄수화물비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다중회귀모델이 유의하였

다. 분석 결과,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에너지, 당류비, 포화지방비, 나트륨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결과와 유사하였다. 에너지는 E

사(p=0.032)와 D사(p=0.049)가 A사보다 평균 83 kcal, 75 kcal 더 높았으

며, 당류비는 E사(0.023)가 A사보다 평균 4% 더 높았다. 포화지방비는 A

사보다 B사(p<0.001)가 평균 7%, D사(p=0.001)가 평균 6%, E사(p=0.002)

와 C사(p=0.002)가 평균 5% 더 낮았다. 나트륨은 C사(p<0.001)와 B사

(p=0.008)가 A사보다 평균 473 mg, 353 mg 낮았다. 앞선 결과에서는 가

격에 따라 에너지와 탄수화물비, 지방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격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의 평균 가짓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R2값은 0.268부터

0.325까지였으며, 다중회귀모델은 모두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편의점 브

랜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의 평균 가짓수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결과와 동일하였다. 남성의 평가 기

준을 충족하는 영양소의 평균 가짓수는 B사(p<0.001)와 C사(p=0.021)가

A사보다 약 2.3개, 1.3개 더 많았으며, 여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

소의 평균 가짓수는 B사(p<0.001)가 A사보다 약 2.6개 더 많았다. 그러나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른 평균 가짓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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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p1) 비고

에너지(kcal)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220.945
Ref.
64.064
63.552
74.515
83.051
3.535
1.867

147.672

38.605
37.772
37.063
37.814
3.020
0.282

-1.496

1.659
1.683
2.010
2.196
1.171
6.619

0.140

0.102
0.097
0.049
0.032
0.246
<0.001

R2=0.573
F=14.297
(p<0.001)

탄수화물비(%)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84.755
Ref.
5.042
3.811
2.212
2.944
-0.476
-0.032

12.541

3.279
3.208
3.148
3.211
0.256
0.024

6.758

1.538
1.188
0.703
0.917
-1.855
-1.336

<0.001

0.129
0.239
0.485
0.363
0.068
0.186

R2=0.152
F=1.911
(p=0.093)

당류비(%)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3.032
Ref.
-0.585
3.410
1.656
4.082
0.214
-0.019

6.826

1.784
1.746
1.713
1.748
0.140
0.013

0.444

-0.328
1.953
0.966
2.335
1.530
-1.442

0.658

0.744
0.055
0.337
0.023
0.131
0.154

R2=0.189
F=2.488
(p=0.032)

지방비(%)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7.196
Ref.
-3.511
-2.088
-0.178
0.678
0.375
0.020

12.511

3.271
3.200
3.140
3.204
0.256
0.024

0.575

-1.073
-0.653
-0.057
0.212
1.465
0.823

0.567

0.287
0.516
0.955
0.833
0.148
0.413

R2=0.126
F=1.538
(p=0.180)

포화지방비(%)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13.846
Ref.
-7.066
-5.058
-5.514
-5.186
-0.061
0.005

6.232

1.629
1.594
1.564
1.596
0.127
0.012

2.222

-4.337
-3.173
-3.525
-3.250
-0.480
0.459

0.030

<0.001
0.002
0.001
0.002
0.633
0.648

R2=0.238
F=3.326
(p=0.006)

단백질(g)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14.195
Ref.
4.646
4.329
3.897
1.676
0.094
0.087

8.931

2.335
2.284
2.242
2.287
0.183
0.017

-1.589

1.990
1.895
1.739
0.733
0.515
5.117

0.117

0.051
0.063
0.087
0.466
0.608
<0.001

R2=0.395
F=6.972
(p<0.001)

나트륨(mg)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791.979
Ref.

-352.695
-472.885
-78.650
-158.622
4.238
1.403

491.771

128.561
125.786
123.425
125.926
10.058
0.939

1.610

-2.743
-3.759
-0.637
-1.260
0.421
1.494

0.112

0.008
<0.001
0.526
0.212
0.675
0.140

R2=0.309
F=4.775
(p<0.001)

1)다중회귀분석

표 31. 편의점 브랜드 및 가격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의 차이_영양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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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p1) 비고

19-29세 남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 평균 가짓수(개)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5.038
Ref.
2.271
1.311
0.766
0.869
-0.077
0.003

2.173

0.568
0.556
0.545
0.556
0.044
0.004

2.318

3.997
2.359
1.405
1.562
-1.738
0.631

0.024

<0.001
0.021
0.165
0.123
0.087
0.530

R2=0.268
F=3.897
(p=0.002)

19-29세 여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 평균 가짓수(개)

(상수)
A사
B사
C사
D사
E사
가격(100원)
중량(g)

7.495
Ref.
2.554
0.929
0.527
0.482
-0.049
-0.006

2.485

0.650
0.636
0.624
0.636
0.051
0.005

3.016

3.931
1.462
0.846
0.758
-0.963
-1.226

0.004

<0.001
0.149
0.401
0.452
0.339
0.225

R2=0.325
F=5.134
(p<0.001)

1)다중회귀분석

표 32. 편의점 브랜드 및 가격에 따른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평균 가짓수의 차이

이상을 종합하면, 식품군 다양성 지수, 육류군 제공량, 에너지, 포화지방

비, 나트륨 함량, 평가 기준 충족 영양소 평균 가짓수가 편의점 브랜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편의점 브랜드에 따른 편의점 도

시락의 영양학적 질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

락의 영양학적 질은 가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비싼 가격의 도시락이 저렴한 가격의 도시락보다 영양학적 질이 더 좋

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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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을 분석하여 19-29세 성인의 한 끼 식

사로서 영양학적 적절성을 평가하고,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에 따른 편의

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 분포는 3,700원부터 5,200원까지였으며, 평균

가격은 약 4,400원, 중앙값은 4,500원이었다. 중량은 최소 300 g부터 최대

517 g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405 g이었다. 가격대가 증가할수록

중량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장용기 중 66.2%가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섭취 방

법이 60.6%로 가장 많았다. 도시락에 포함되어 있는 식사도구는 젓가락이

52.1%로 가장 많았다.

2) 볶음류가 87.3%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튀김류가 7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장아찌류(25.4%)와 찜류(22.5%), 조림류(21.1%)는

볶음류와 튀김류보다 제공 빈도가 약 3배 이상 낮았다. 모든 가격대에서

볶음류가 80% 이상 제공되고 있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튀김류와 구

이류의 제공 빈도는 높아진 반면, 찜류와 조림류의 제공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평균 6.9개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편의점에 따라 최소 3개에

서 최대 12개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총 식품 점수는 평균 9.6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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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따라 최소 4점에서 최대 17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음식 가짓수는 많아지고 총 식품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대에 따른 음식 가짓수 및 총 식품 점수, 최소

량 이상 식품가짓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상위 20개의 다빈도 음식 중 육류군을 이용한 음식이 12개로 나타나

편의점 도시락은 육류를 이용한 음식이 자주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4,600원 이상 도시락의 경우 다른 가격대의 도시락보다 채소를 이용한

음식이 많았다. 전체 도시락 중 백미가 포함된 도시락이 93.0%로 가장 많

았으며, 돼지고기(77.5%)와 배추(70.4%)가 그 뒤를 이었다. 가격대가 높아

질수록 돼지고기가 더 많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가격대가 낮아질수록 닭

고기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경향을 보였다.

5) 곡류군의 제공량이 가장 많았으며, 육류군과 채소군의 제공량이 그

뒤를 이었다. 과일군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우유 및 유제품군의 제공량은

매우 적었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채소군의 제공량은 약 평균 23 g의

차이가 있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곡류군과 육류군, 채소군의 제공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6) 63.4%의 도시락이 곡류군, 육류군, 채소군(11100)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26.8%의 도시락이 곡류군과 육류군(11000)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과일군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이 포함된 도시락은 5.6%에 불과하였다. 식

품군 다양성 지수는 평균 2.8점이었다. 식품군 패턴의 분포는 편의점 브랜

드와 가격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식품군 다양성 지수는 편의

점 브랜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 에너지 함량은 남성의 평가 기준의 87.1%, 여성의 평가 기준의

113.2%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탄수화물비는 평가 기준 보다 낮았으

며, 지방비와 포화지방비, 나트륨 함량은 평가 기준보다 높았다.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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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따라 에너지와 당류비, 나트륨 함량은 차이가 있었다. 4,600원

이상 도시락이 4,200원 이하 도시락보다 에너지 함량이 더 높았고 4,300원

이상 4,500원 이하 도시락보다 지방비가 더 높았던 반면, 탄수화물비는 가

장 낮았다.

8) 에너지 함량을 남성의 평가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67.6%의 도시락이

에너지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었고, 28.2%의 도시락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의 평가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59.2%의 도시

락이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충족하고 있는 도시락은 31.0%로

남성과 동일하였다. 53.5%의 도시락이 탄수화물비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

고 있었다. 지방비와 포화지방비의 평가 기준을 초과한 도시락은 각각

52.1%, 59.2%였으며, 59.2%의 도시락이 나트륨의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에너지 평가 기준과 지방비의 평가

기준을 초과하는 도시락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탄수화물비의 평가 기준

을 충족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9) 남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의 가짓수는 평균 3.8개였다. 전

체 도시락 중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 가짓수가 3개인 도시락이

25.4%로 가장 많았고, 4개인 도시락이 23.9%, 5개인 도시락이 21.1%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영양소는 1.4%에 불과하였다. 여

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의 가짓수는 평균 3.9개로 나타났다. 평

가 기준을 충족한 영양소 가짓수가 2개인 도시락이 22.5%로 가장 많았으

며, 3개인 도시락이 21.1%로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영양소가 평가 기준을

충족한 도시락은 7.0%였다.

10) 식품군 다양성 지수의 경우 B사(p=0.001)와 C사(p=0.008), D사

(p=0.011)가 A사보다 더 낮았으며, 육류군은 B사(p=0.015)가 A사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및 영양소 측면에서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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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E사(p=0.032)와 D사(p=0.049)가 A사보다 더 높았으며, 당류비는 E사

(0.023)가 A사보다 더 높았다. 포화지방비는 A사보다 B사(p<0.001), D사

(p=0.001), E사(p=0.002), C사(p=0.002)가 더 낮았다. 나트륨은 C사

(p<0.001)와 B사(p=0.008)가 A사보다 더 낮았다. 남성의 평가 기준을 충

족하는 영양소의 평균 가짓수는 B사(p<0.001)와 C사(p=0.021)가 A사보다

더 많았으며, 여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소의 평균 가짓수는 B사

(p<0.001)가 A사보다 더 많았다. 반면, 모든 분석에서 가격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편의점 도시락은 채소류보다 육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

며, 볶음, 튀김 등 기름의 사용량이 많은 조리 방법을 사용하여 식단을 구

성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락이 곡류군, 육류군, 채소군으로 구성

되어있고, 과일군과 우유 및 유제품군은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어 일부 영

양소의 과잉 혹은 결핍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편의점 도시락은

전반적으로 탄수화물비는 부족하고 지방비와 포화지방비, 나트륨 함량은

높았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은 편의점 브랜드별로 에너지와 당류비, 나트

륨 함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에 따른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가격 측면에서 보았을 때,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은 음식이나 식품의 가

짓수보다 음식의 양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

양학적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도시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던 만큼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의 기호성에 중점을 둔

메뉴 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식재료와 음식을 바탕으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4,600원 이상의 도시락

이 다른 가격대의 도시락보다 탄수화물비는 더 낮고 에너지 함량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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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높다고 해서 영양학적으로 더 질이

좋은 도시락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2.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식품과 영양소 측면에서

분석하여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편의점 도시락 제조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도시락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을 통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면, 편의점 도시락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 번째로 편의점 도시락은 주로 육류 위주로 식단이 구성되어 있었으

며, 채소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식

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돼지고기나 소

고기와 같은 적색육을 닭고기나 생선류로 대체하고 채소 등 부족한 식품

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 에너지 함량은 19-29세 남성에게는 부

족하고 여성에게는 과다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탄수화물비는 낮고 지방비

와 포화지방비, 나트륨 함량은 높았다. 4,300원 이상 4,500원 이상 도시락

의 경우 평균 탄수화물비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수화물

비의 평가 기준을 미달 하고 있는 도시락이 충족하고 있는 도시락보다 많

았다. 따라서 지방과 포화지방, 나트륨은 과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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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비 등 부족한 영양소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메뉴를 개선하

여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은 전반적으로 19-29세 성인의

한 끼 식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영양학적 질의 차이는 있었으나, 가격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

아 비싼 도시락이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소비자들은 편의점 도시락 구입 시 ‘가격이 비싸면 영양학적 질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도시락의 영양성분표시를 잘 확인하여

본인의 필요에 맞는 도시락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의 용기에 제공된 영양정보표시사항만을

이용하여 영양학적 질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무기질과 비타민에 관한 평가

는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양정보표시사항에 적혀 있는 함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는 20%까지 허용되고 있어 정확한 영양소 함량에 대한 평

가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분석하여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에 대한 보다 심

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19-29세 성인을 기준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학적 적

절성을 평가하고, 도시락의 영양학적 질이 실제로 편의점 브랜드와 가격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밝힌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결과를 향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편의점 도시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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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영, 이양자 (2001). 영양평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락 및 도시락 균형식단의
영양균형성 평가

평가 영양소
평가 기준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남성 여성

에너지(kcal) 833.3 833

탄수화물비(%) 60-70 60-70

지방비(%) 15-25 15-25

콜레스테롤(mg) 100 100

단백질(g) 23.3 23

최해림, 권수연, 윤지현 (2011). 편의점을 통한 결식아동급식사업 : 서울시의 현황 및
판매 식사류의 영양적 질

에너지(kcal) 634 619.0

탄수화물비(%) 55-70 59.0

지방비(%) 15-30 26.0

단백질(g) 7-20 20.8

비타민A(ɥg RE) 184 102.0

티아민(mg) 0.3 0.3

리보플라빈(mg) 0.37 0.2

비타민C(mg) 23.4 12.4

칼슘(mg) 267 63.0

철(mg) 4 3.2

신고나, 김유리, 김미현 (2017). 대학가 주변 편의점 식사 대용 편의식의 영양 평가

에너지(kcal) 2,600 2,100 730

탄수화물(g) - 95.8

탄수화물비(%) - 52.7

당류비(%) - 4.7

지방(g) - 26.2

지방비(%) - 32.1

포화지방산(%) - 10.6

트랜스지방산(%) - 0.2

콜레스테롤(mg) 300 93.7

단백질(g) 65 55 27.6

단백질비(%) - 15.2

나트륨(mg) 2,000 1,297.1

부록 표 1. 선행연구의 편의점 도시락 영양학적 질 평가 기준 및 영양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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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Y., Park, H.R., Song, K.H., Kwon, S.Y., & Lee, Y.M. (2018). Menu evaluation
of meal boxes sold in Korean convenience stores

평가 영양소
평가 기준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남성 여성

에너지(kcal) 866.7 717.2

탄수화물비(%) 55-65 59.4

당류비(%) 10-20 4.9

지방비(%) 15-30 30.6

포화지방산(%) 7 7.5

콜레스테롤(mg) 100 114.6

단백질(g) 21.67 25.9

단백질비(%) 7-20 15.0

나트륨(mg) 500 1211.8

Kim, S.Y., & Choi, J.Y. (2019). The changing role of convenience stores in South
Korea

에너지(kcal) 866.6 700.0 752.2

탄수화물비(%) 55-65 51.7

지방비(%) 15-30 34.7

포화지방산(%) 7 10.3

트랜스지방산(%) 1 0.2

콜레스테롤(mg) 100 119.1

단백질(g) 21.7 18.3 27.7

단백질비(%) 7-20 14.9

나트륨(mg) 666.7 1130.4

박진선, 한영희, 현태선 (2020). 편의점 도시락의 식단형태별, 가격대별, 편의점 브랜드별
영양성분 함량 평가

에너지(kcal) 2,000 736.6

탄수화물(g) 324 99.1

당류(g) 100 10.6

지방(g) 54 26.1

포화지방(g) 15 6.6

콜레스테롤(mg) 300 93.4

단백질(g) 55 27.3

부록 표 1. 선행연구의 편의점 도시락 영양학적 질 평가 기준 및 영양소 함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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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수 코딩 비고
1 분석대상 각도시락별로순번을부여
2 도시락명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글자로기입

3 판매업체

1: A사
2: B사
3: C사
4: D사
5: E사

4
섭취
방법

1: 그대로섭취
2: 전자레인지에돌려섭취
3: 그대로섭취+전자레인지에돌려섭취

도시락용기에표기된
정보를이용

5
포장용기
재질

1: 폴리프로필렌(PP)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3.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6
이중포장
용기재질

0: 이중포장없음
1: 폴리프로필렌(PP)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3.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7
식사도구
유형

0: 포함되어있지않음
1: 젓가락
2: 포크숟가락
3: 숟가락+젓가락
4: 포크
5: 포크+나이프
6: 포크숟가락+젓가락
7: 포크숟가락+나이프

도시락구입시함께
제공되는식사도구유형

8 가격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9 중량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10 음식명 도시락에제공된음식을글자로기입

11 음식군

101: 밥류(백미밥, 잡곡밥등)
201. 국류(된장국, 미역국등)
202: 찌개류(된장찌개, 김치찌개등)
301: 면류(국수, 우동, 라면등)
302: 찜류(어패류찜, 육류찜, 채소찜(선) 등)
303: 구이류(어패류구이, 육류구이등)
304: 전, 적및부침류(어패류전, 육류전, 파전등)
305: 볶음류(잡채, 채소류·어패류·육류볶음등)
306: 조림류(어패류조림, 육류조림등)
307: 튀김류(어패류튀김, 육류튀김등)
308: 나물및숙채류(나물, 숙채)
309: 생채및무침류(생채, 무침, 샐러드등)
310: 삶음및데침류(삶은달걀, 어묵등)
311: 장아찌및절임류(단무지, 오이피클등)
312: 생채소및해조류(오이, 배추, 양배추, 김등)
313: 우유및유제품류(우유, 요구르트, 치즈등)

도시락에제공된음식들을
18개항목으로분류

가장앞숫자: 음식유형
1: 밥류
2: 국및찌개류
3: 반찬류

2-3번째숫자:
음식유형에따른음식군의
종류

부록 표 2. 코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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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수 코딩 비고

12 식품명

101001: 백미
101002: 잡곡
101003: 밀가루
101004: 옥수수
101101: 김말이
102001: 당면
103001: 감자
103002: 고구마
204001: 돼지고기
204002: 소고기
204003: 닭고기
204101: 만두
204102: 동그랑땡
204103: 소세지
204104: 베이컨
205001: 멸치
205002: 오징어
205003: 새우
205004: 황태
205005: 우렁
205101: 어묵
205102: 맛살
206001: 달걀
206002: 메추리알
207001: 대두
207002: 호두
207003: 두부
207004: 완두콩
207005: 땅콩
308001: 배추
308002: 유채
308003: 청경채
308004: 숙주
308005: 콩나물
308006: 무

308007: 깻잎
308008: 상추
308009: 양상추
308010: 애호박
308011: 단호박
308012: 꽈리고추
308013: 브로콜리
308014: 오이
308015: 양파
308016: 당근
308017: 청포묵
308018: 피망
308019: 마늘
308020: 궁채
308021: 근대
308022: 양배추
308023: 방울토마토
308024: 마늘종
308025: 죽순
308026: 은행
308027: 참나물
308028: 대파
308029: 청양고추
308030: 치커리
308031: 시금치
308032: 아스파라거스
309001: 김
309002: 미역
310001: 새송이버섯
310002: 느타리버섯
310003: 표고버섯
310004: 목이버섯
310005: 양송이버섯
512001: 치즈

도시락에제공된식품의종류를의미

가장앞숫자: 식품군
1: 곡류군, 2: 육류군, 3: 채소군,
4: 과일군, 5: 우유및유제품군

2~3번째숫자: 식품류
01: 곡류, 02: 면류, 03: 서류,
04: 육류, 05: 어패류, 06: 난류,
07: 콩류, 08: 채소류, 09: 해조류,
10: 버섯류, 11: 과일류,
12: 우유및유제품류

4번째숫자: 가공식품여부
0: 비가공식품, 1: 가공식품

5-6번째숫자: 식품의고유번호

13 식품
제공량 디지털저울에측정된값을기입

1. 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정수로표기
2. 음식에사용된각각의식품의
제공량을측정
3. 디지털저울을이용하며측정이
불가능한경우(1g 미만) 조사에서
제외

14 소스류

0: 제공되지않음
1: 머스타드
2: 케첩
3: 돈가스소스
4: 갈릭디핑소스

5: 카레
6: 칠리소스
7: 드레싱소스
8: 오리엔탈소스
9: 타르타르소스

부록 표 2. 코딩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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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수 코딩 비고
15 에너지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16 탄수화물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17 당류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18 단백질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19 지방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20 포화지방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21 트랜스지방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22 콜레스테롤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23 나트륨 도시락용기에표기된정보를숫자로기입

부록 표 2. 코딩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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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A사
(n=8)

B사
(n=12)

C사
(n=15)

D사
(n=16)

E사
(n=20)

전체
(n=71)

n(%)

3,700원 0(0.0) 0(0.0) 0(0.0) 0(0.0) 1(5.0) 1(1.4)

3,800원 0(0.0) 0(0.0) 1(6.7) 3(18.8) 0(0.0) 4(5.6)

3,900원 1(12.5) 2(16.7) 0(0.0) 1(6.3) 2(10.0) 6(8.5)

4,000원 2(25.0) 1(8.3) 3(20.0) 0(0.0) 0(0.0) 6(8.5)

4,200원 0(0.0) 1(8.3) 0(0.0) 1(6.3) 1(5.0) 3(4.2)

4,300원 0(0.0) 4(33.3) 4(26.7) 1(6.3) 6(30.0) 15(21.1)

4,500원 1(12.5) 3(25.0) 3(20.0) 8(50.0) 3(15.0) 18(25.4)

4,600원 2(25.0) 1(8.3) 0(0.0) 0(0.0) 0(0.0) 3(4.2)

4,700원 0(0.0) 0(0.0) 0(0.0) 0(0.0) 2(10.0) 2(2.8)

4,800원 1(12.5) 0(0.0) 1(6.7) 1(6.3) 2(10.0) 5(7.0)

4,900원 1(12.5) 0(0.0) 0(0.0) 1(6.3) 1(5.0) 3(4.2)

5,000원 0(0.0) 0(0.0) 2(13.3) 0(0.0) 2(10.0) 4(5.6)

5,200원 0(0.0) 0(0.0) 1(6.7) 0(0.0) 0(0.0) 1(1.4)

부록 표 3.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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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순위1)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1 백미밥 190.1±23.3 59(83.1) 12.0 21 마카로니샐러드 22.2±6.5 6(8.5)

2 볶음김치 21.6±7.9 47(66.2) 21.5 22 동그랑땡 20.8±10.1 6(8.5)

3 소세지구이 33.9±26.6 24(33.8) 26.4 23 브로콜리 9.2±4.2 6(8.5)

4 달걀말이 20.5±8.0 15(21.1) 29.4 24 볶음밥 210.0±32.5 5(7.0)

5 고추장불고기 70.9±19.2 12(16.9) 31.9 25 달걀후라이 39.6±5.7 5(7.0)

6 간장불고기 59.9±30.0 11(15.5) 34.1 26 미니돈가스 37.8±23.5 5(7.0)

7 돈가스 72.6±72.4 10(14.1) 36.1 27 삶은달걀 37.5±31.4 5(7.0)

8 콘샐러드 23.1±8.3 10(14.1) 38.2 28 미트볼조림 32.8±26.1 5(7.0)

9 감자튀김 19.6±5.6 10(14.1) 40.2 29 유채나물 14.4±3.4 5(7.0)

10 어묵볶음 25.3±10.2 9(12.7) 42.0 30 후라이드치킨 65.8±35.0 4(5.6)

11 소세지볶음 26.1±8.3 8(11.2) 43.6 31 닭갈비 64.3±41.0 4(5.6)

12 치킨가라아게 105.0±47.2 7(9.9) 45.1 32 채소샐러드 19.0±14.9 4(5.6)

13 떡갈비 50.7±23.4 7(9.9) 46.5 33 메추리알장조림 18.5±6.6 4(5.6)

14 단무지 15.6±4.7 7(9.9) 47.9 34 진미채볶음 17.3±3.3 4(5.6)

15 오이피클 11.6±5.1 7(9.9) 49.3 35 시금치나물 14.5±8.6 4(5.6)

16 잡곡밥 189.0±38.8 6(8.5) 50.5 36 소불고기 56.0±22.6 3(4.2)

17 제육볶음 95.3±38.9 6(8.5) 51.8 37 스파게티 46.7±32.6 3(4.2)

18 함박스테이크 89.0±47.3 6(8.5) 53.0 38 닭강정 42.0±20.4 3(4.2)

19 치킨너겟 25.0±10.8 6(8.5) 54.2 39 달걀찜 31.7±1.5 3(4.2)

20 애호박볶음 24.7±8.7 6(8.5) 55.4 40 소세지김치볶음 27.0±4.0 3(4.2)
1)제공 빈도가 동일할 경우 제공량이 많은 식품을 우선 순위로 하였음

부록 표 4.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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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순위1)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81 소세지고추장불고기 53.0±0.0 1(1.4) 88.7 돈육오징어볶음 27.0±0.0 1(1.4)

82 맛살어묵볶음 51.0±0.0 1(1.4) 88.9 마카로니콘샐러드 27.0±0.0 1(1.4)

치즈콘샐러드 51.0±0.0 1(1.4) 89.1 103 햄달걀말이 26.0±0.0 1(1.4)

84 안동식찜닭 48.0±0.0 1(1.4) 89.3 104 스크램블에그 25.0±0.0 1(1.4)

청포묵볶음 48.0±0.0 1(1.4) 89.5 105 방울토마토 21.0±0.0 1(1.4)

86 마늘치킨 47.0±0.0 1(1.4) 89.7 106 미트볼치즈조림 20.0±0.0 1(1.4)

87 어묵맛살볶음 45.0±0.0 1(1.4) 89.9 푸실리파스타 20.0±0.0 1(1.4)

치킨가스 45.0±0.0 1(1.4) 90.1 108 느타리버섯볶음 18.0±0.0 1(1.4)

89 파래사각치킨패티 43.0±0.0 1(1.4) 90.3 109 애호박새우볶음 17.0±0.0 1(1.4)

90 산적구이 40.0±0.0 1(1.4) 90.5 110 오색모듬전 17.0±0.0 1(1.4)

91 콩불고기 39.0±0.0 1(1.4) 90.7 피쉬볼튀김 17.0±0.0 1(1.4)

표고탕수 39.0±0.0 1(1.4) 90.9 112 무생채 16.0±0.0 1(1.4)

93 삼겹살구이 37.0±0.0 1(1.4) 91.1 피클 16.0±0.0 1(1.4)

94 오징어튀김 36.0±0.0 1(1.4) 91.4 114 두부튀김 15.0±0.0 1(1.4)

95 돼지고기숯불된장구이 35.0±0.0 1(1.4) 91.6 표고버섯볶음 15.0±0.0 1(1.4)

96 미니만두튀김 33.0±0.0 1(1.4) 91.8 햄감자볶음 15.0±0.0 1(1.4)

97 두부부침 32.0±0.0 1(1.4) 92.0 117 꽈리고추장아찌 14.0±0.0 1(1.4)

어묵채볶음 32.0±0.0 1(1.4) 92.2 참나물무침 14.0±0.0 1(1.4)

99 맛살볶음 30.0±0.0 1(1.4) 92.4 119 목이버섯볶음 12.0±0.0 1(1.4)

100 김말이튀김 27.0±0.0 1(1.4) 92.6 진미채무침 12.0±0.0 1(1.4)
1)제공 빈도가 동일할 경우 제공량이 많은 식품을 우선 순위로 하였음

부록 표 4.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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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음식명 음식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햄샐러드 12.0±0.0 1(1.4) 96.9

122 고기튀김 11.0±0.0 1(1.4) 97.1

닭가슴살 11.0±0.0 1(1.4) 97.3

브로콜리베이컨볶음 11.0±0.0 1(1.4) 97.5

새우튀김 11.0±0.0 1(1.4) 97.7

청양고추 11.0±0.0 1(1.4) 97.9

황태채무침 11.0±0.0 1(1.4) 98.1

128 감자튀김 10.0±0.0 1(1.4) 98.3

깻잎나물 10.0±0.0 1(1.4) 98.5

소세지맛살볶음 10.0±0.0 1(1.4) 98.7

쌀떡고기산적 10.0±0.0 1(1.4) 98.9

애호박나물 10.0±0.0 1(1.4) 99.1

133 무나물 9.0±0.0 1(1.4) 99.3

삶은메추리알 9.0±0.0 1(1.4) 99.5

호두멸치볶음 9.0±0.0 1(1.4) 99.8

136 멸치볶음 8.0±0.0 1(1.4) 100.0

1)제공 빈도가 동일할 경우 제공량이 많은 식품을 우선 순위로 하였음

부록 표 4.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음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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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순위1)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1 백미 188.6±23.4 66(93.0) 10.5 21 소고기 63.8±30.6 6(8.5)

2 돼지고기 89.8±41.2 55(77.5) 19.3 22 동그랑땡 20.8±10.1 6(8.5)

3 배추 21.9±8.6 50(70.4) 27.2 23 완두콩 6.3±3.8 6(8.5)

4 당근 5.1±3.6 44(62.0) 34.3 24 꽈리고추 9.0±5.7 6(8.5)

5 달걀 28.6±17.0 40(56.3) 46.5 25 피망 4.5±4.2 6(8.5)

6 소세지 29.2±23.2 39(54.9) 40.5 26 잡곡 188.8±39.7 5(7.0)

7 양파 8.8±4.5 37(52.1) 52.4 27 메추리알 16.2±7.6 5(7.0)

8 닭고기 74.0±45.5 32(45.1) 57.5 28 유채 14.4±3.4 5(7.0)

9 옥수수 14.4±12.5 21(29.6) 60.9 29 표고버섯 14.6±14.2 5(7.0)

10 감자 19.8±8.3 18(25.4) 63.8 30 땅콩 2.8±0.5 4(5.6)

11 무 14.8±5.3 18(25.4) 66.5 31 마늘 8.3±6.0 4(5.6)

12 대파 3.0±1.6 17(23.9) 69.0 32 청양고추 5.8±3.9 4(5.6)

13 밀가루 33.1±20.2 16(22.5) 71.3 33 시금치 14.5±8.6 4(5.6)

14 어묵 22.3±8.4 12(16.9) 73.2 34 만두 23.0±13.2 3(4.2)

15 애호박 18.5±9.0 8(11.3) 74.5 35 두부 58.0±60.4 3(4.2)

16 치즈 15.0±12.3 8(11.3) 77.0 36 방울토마토 14.7±7.1 3(4.2)

17 오이 10.9±6.1 8(11.3) 75.7 37 생선가스 38.0±29.7 2(2.8)

18 오징어 19.6±8.0 7(9.9) 78.1 38 당면 26.0±5.7 2(2.8)

19 맛살 15.0±13.0 7(9.9) 79.2 39 새송이버섯 21.0±18.4 2(2.8)

20 브로콜리 8.7±4.0 7(9.9) 80.4 40 콩나물 20.0±8.5 2(2.8)
1)제공 빈도가 동일할 경우 제공량이 많은 식품을 우선 순위로 하였음

부록 표 5.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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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누적
비율(%)

순위1) 식품명 식품제공량(g)
제공
빈도(%)

41 청경채 17.5±0.7 2(2.8) 93.9 참나물 11.0±0.0 1(1.4)

42 숙주 13.0±4.2 2(2.8) 94.2 62 마늘종 7.0±0.0 1(1.4)

43 궁채 10.0±4.2 2(2.8) 94.6 63 우렁 6.0±0.0 1(1.4)

44 아스파라거스 9.0±5.7 2(2.8) 94.9 64 베이컨 5.0±0.0 1(1.4)

45 느타리버섯 8.5±9.2 2(2.8) 95.2 치커리 5.0±0.0 1(1.4)

46 깻잎 8.0±2.8 2(2.8) 95.5 66 죽순 4.0±0.0 1(1.4)

47 새우 7.5±4.9 2(2.8) 95.8 67 은행 3.0±0.0 1(1.4)

48 양상추 7.0±5.7 2(2.8) 96.1 68 근대 2.0±0.0 1(1.4)

49 양배추 6.5±2.1 2(2.8) 96.5

50 멸치 6.0±2.8 2(2.8) 96.8

51 호두 5.5±0.7 2(2.8) 97.1

52 김 1.0±0.0 2(2.8) 97.4

53 대두 39.0±0.0 1(1.4) 97.6

54 청포묵 30.0±0.0 1(1.4) 97.7

55 김말이 27.0±0.0 1(1.4) 97.9

56 상추 18.0±0.0 1(1.4) 98.1

단호박 18.0±0.0 1(1.4) 98.2

58 목이버섯 12.0±0.0 1(1.4) 98.4

양송이버섯 12.0±0.0 1(1.4) 98.5

60 황태 11.0±0.0 1(1.4) 98.7
1)제공 빈도가 동일할 경우 제공량이 많은 식품을 우선 순위로 하였음

부록 표 5. 편의점 도시락의 다빈도 식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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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Nutritional Adequacy of

Convenience Store Meal Boxes as

a Meal for 19-29 year-old adults

Changgyu CH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ople's dietary lives in today's society are heading toward the

pursuit of "time-saving" and 'convenience.' In response, the number of

consumers taking advantage of meal boxes available at convenience

stores increases. This study evaluated the nutritional quality of

convenience store meal boxes as a meal for adults between 19 and 29

years old. Among the various brands of convenience stores in Korea,

five major franchise those with over 1,000 branches were chosen for

evaluation. On May 25, 2020, 71 meal boxes were collected by

ordering, all of which were available from each brand's website. All

the dishes and food ingredients provided by the meal boxes were



- 94 -

investigated, and they were weighed with a digital scale. By analyzing

whether each meal box included the five food groups (grains, meats,

vegetables, fruits, and milk and dairy products), food group patterns

and dietary diversity score were assessed. Based on the nutritional

information indicated on meal box packaging, the energy content,

carbohydrate ratio, sugar ratio, fat ratio, saturated fat ratio, protein

content, and sodium content were evaluated. Energy content was

evaluated based on one third of the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of

those in the age group 19–29 provided by the 2020 Dietary Reference

Intakes of Koreans (KDRIs) (male: 867 kcal; female: 667 kcal). Based

on the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AMDR), the ratios

for carbohydrate (55–65%), sugar (10%), fat (15–30%), and saturated

fat (7%) were evaluated. Protein content was assessed based on one

third of the recommended protein intake for the given age group

(male: 22 g; female: 18 g). Due to Korea's dietary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the consumption of dishes high in sodium such as kimchi

and stews, it is not easy for people to follow the daily recommended

intake of sodium (1,500 mg) of the KDRIs. So sodium content was

evaluated based on one third (1,200 mg) of the daily intake goal (3,600

mg) set by previous research. All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convenience store brands (A, B, C, D, and E) and price ranges of

meal boxes (4,200 won or less, 4,300 won–4,500 won, and 4,600 won,

or mor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nutritional quality of meal

boxes depending on the brands of convenience stores and pric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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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in a single meal box, 6.9 types of the dish were offered with

an average dietary variety score of 9.6 poi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food types and dietary variety

score between the meal boxes of different price ranges. Among all the

meal boxes, the majority of 63.4% included the food groups of grains,

meats, and vegetables, and the average dietary diversity score was 2.8

points.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food group

patterns (p=0.004) and dietary diversity score (p=0.005) between the

different convenience store bran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in the food group patterns (p=0.007) between price ranges. The

energy content (average of 755 kcal) was 87.1% and 113.2% of KDRIs

for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The carbohydrate ratio was 54%,

which is lower than provided in the KDRIs. However, the averages of

fat and saturated fat ratios were 31% and 8%, respectively, higher

than those indicated in the KDRIs. Furthermore, the average sodium

contents were 1,325 mg, a value higher than the reference value. Meal

boxes that cost 4,600 won or more had higher energy content

(p=0.013) and fat ratio (p=0.022), but a lower carbohydrate ratio

(p=0.015) than those in the other price ranges. The average

carbohydrate ratio for meal boxes priced at 4,300–4,500 won was at

an appropriate level of 55%. According to the meal box distribution

analysis, however, 54.5% of meal boxes failed to meet the reference

value, indicating more inadequate meal boxes than adequate ones.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al boxes of brand B

(p=0.001), C (p=0.008), and brand D (p=0.011) had higher di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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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score than brand A. Also, meal boxes of brand E (p=0.032)

and brand D (p=0.049) had higher energy contents than brand A.

Additionally, the ratios of saturated fat were lower in meal boxes of

brands B (p<0.001), D (p=0.001), C (p=0.002), and E (p=0.001) than

those of brand A. As a result, the meal boxes evaluated in this study

did not offer a variety of food groups. Moreover, the overall

carbohydrate ratio was low, while the fat and saturated fat ratios and

sodium contents were hig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utritional

quality of meal boxes according to convenience store brands, but a

more elevated priced meal box did not necessarily ensure better

nutritional quality. Therefore, producers of convenience store meal

boxes should avoid the excessive supply of nutrients. Simultaneously,

consumers should purchase a meal box that meets their needs by

carefully verifying the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

Keywords : Meal box, Nutritional quality, Nutritional adequa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8-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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