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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비만도와 간식 준비 방법에 따른 대인관계와

간식 선호도 및 섭취 빈도의 관련성

†허 은 실

창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ssoci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Snack with a 
Focus on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s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un Sil Her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630-764,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snack preference and the 
intake frequency of snacks with a primary focus on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s in upper grade (5~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total of 719 student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ere recruited and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V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A total scor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 94.5 (full marks 125), and the scores of 7 factors consis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over 3.50(full 
marks 5.00). Overweight group had the lowest scor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0.01) and purchase group by oneself 
had a low score than the other groups in snacks preparation (p<0.001). Most favorite snacks were ice cream. Additionally, 
the snack purchase group showed higher scores than the cook group by family in 8 types of snack and a total score of 
preference (p<0.05~p<0.001). Milk and dairy products had the highest score in frequency of snack intake. And purchase 
group by oneself or family was a higher than cook group by family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milk and dairy products but their explanation powers (R2) were very low.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impact factor in snack preference and frequency of snack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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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인지능력과 자아개념이 발달하

고, 유아기부터 시작된 식습관 형성이 지속되며, 사춘기로 인

한 급격한 신체발육과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단위체중당 영양소 필요량이 성인보다 높은데 비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세끼 식사와 함께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Mary 등 2002; Cho 
등 2010).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간식은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인지

적, 정서적 발달과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적절한 

간식은 식욕 저하와 불규칙적인 식사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영양불균형, 비만 등을 초래한다(Cho 등 2010; Kim YK 2010).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하루 1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

율은 전체의 99.0%로, 대부분이 간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

다(Korea Health Statistics 2010). 그런데 자주 섭취하는 간식

은 과자류, 빙과류, 사탕․초콜릿․캐러멜류, 분식류, 우유․

유제품류 등으로 대부분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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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ang 등 2004; Lee 등 2005; Beak 등 2007; Park & Lee 
2008; Oh & Lee 2010). 이는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아동이 

간식구매의 주체가 되면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맛이 

좋은 가공식품 위주의 간식을 선택하여 생긴 결과로 생각된

다(Kim YK 2010). 이들 가공식품에는 각종 당,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고,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자주 먹을 경

우 건강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Kang & Yoon 2009).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삶이 

여러 형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

계는 식품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서 식품

섭취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Patel & Schlundt 2001; Sarah 
LB 2001). 대인관계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

맺음을 말하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동기의 

대인관계는 친구집단과 어울림으로써 또래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고, 집단에 대

한 소속감을 발달시킨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또래

집단의 구조가 뚜렷해지고 공식화되는 특징이 있고(Kang YS 
2003; Yoon JH 2007),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친구, 
취미, 가족이다(Michek & Loudova 2014). 또한 이 시기의 아

동들은 자신의 신장과 체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친구 또래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Lee 등 2005). Croftona 등(2014)은 남학생에서 또래관계

가 건강에 좋지 못한 간식행동을 하게 한다고 하여 대인관계

가 간식 선호도와 섭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해진 아동 대상의 간식 관련 연구를 보면 

간식 섭취 실태와 행동(Park YS 2003; Lee 등 2005; Baek 등 

2007; Cho 등 2010), 간식관련 영양지식(Jo 등 2010), 간식구

매실태 및 관련 생태학적 요인(Kang 등 2004), 간식 섭취와 

충치와의 관계(Lee 등 2008; Lee & Yoon 2011; Kim & Kim 
2012), 간식 섭취와 비만과의 관계(Choi & Bae 2008) 등은 있

지만, 대인관계와 간식 선호도, 간식 섭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비만도에 따라 간식 선호도, 간식 준비 방법, 간식 

섭취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Joo & Park 1998; 
Doo 등 2009; Hong & Kim 2009; Kang 등 2010), 간식 선

택에 있어서 부모의 인식, 의견, 협조, 동의와 더불어 또

래집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Lee 등 2005; 
Park & Lee 2008; Kim 2010), 비만도와 간식 준비 방법별로 

간식 종류에 따른 선호도와 섭취 빈도의 비교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 일부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

로 비만도와 간식 준비 방법을 독립변수로 하여 대인관계와 

간식 선호도, 간식 섭취 특성을 비교하고, 대인관계가 간식 

선호도와 간식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

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간식 선호와 섭취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경상남도 창

원시와 밀양시, 김해시 소재 6개 초등학교 고학년생(5, 6학년)
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또는 영양교사의 협조 하에 집합조사

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시 연구목적을 알려주었고,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총 8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801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중

요한 변수에 미기재된 응답이 있는 82부를 제외한 719부(남
학생: 366명, 여학생: 353명)를 통계처리하였다.  

2. 조사도구

1) 일반사항
일반사항으로 학년, 성별, 어머니의 직업 여부, 간식 준비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신체적 특성
학생들의 성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기록법으로 

신장과 체중을 조사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

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한국 소아의 신장별 50백분위수 체

중(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2014)을 표준체중으로 

하여 비만도(Obesity index)를 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만도 90 미만은 저체중(Under-
weight), 90~110 미만은 정상(Normal), 110 이상은 과체중(Over-
weight)으로 판정하였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 조사는 기존 연구들(Kim EH 2005; Jung 등 2006; 

Lim 등 2010; Kim YS 2011)에서 이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

다. 검사지는 7개의 하위요인인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5
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4문항)에 대한 총 25문항으로, Likert 5점 척

도법(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
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대인관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검사지

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0.950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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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식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식 선호도는 기존의 연구들(Oh & Lee 2010; Kim & Lee 

2011; Yoo SJ 2011)에서 이용한 간식들을 참고로 하여 과자

류, 김밥류, 과일주스, 빵류, 면류, 사탕․초콜릿․캐러멜, 아
이스크림, 우유․유제품, 어묵류, 탄산음료, 튀김류, 기타음료

(커피, 이온음료 등)의 12가지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
사방법은 5점 Likert 척도법(1: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보통이다, 4: 좋아한다, 5: 매우 좋아한다)으로 하였고, 총점

은 60점이다. 간식 섭취 빈도는 선호도와 같은 12가지 종류의 

간식으로 하였고, 6점 빈도법(1: 거의 먹지 않는다, 2: 월 2~3
회, 3: 주 1~2회, 4: 주 3~4회, 5: 주 5~6회, 6: 매일 먹는다)으
로 하였으며, 총점은 72점이다. 선호도와 섭취 빈도 설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Cronbach의 α값이 각각 

0.828과 0.819를 보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된 자료들은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여 자료의 검증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자료 

중 명목척도들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등간 및 비율

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비만도와 간식 준

비 방법을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하여 명목

척도는 χ2-test로 관련성 분석을 행하고, 등간 및 비율척도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평균의 차를 비교한 후 Duncan
법으로 사후 검정하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하였다. 그리고 변수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독립변수의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비만도와 간식 준비 방법을 각각 세 그룹으

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Table 1). 비만도 분포를 

보면 저체중군은 297명(41.3%), 정상군이 300명(41.7%), 비만

을 포함한 과체중군은 122명(17.0%)이었다. Kim MJ(2013)의 

도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비만도 분포는 저

체중 22.7%, 정상 46.9%, 과체중 14.1%, 비만 16.4%로 조사되

었고, Jung JM(2012)의 시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연구에서는 

저체중 31.8%, 정상체중 45.3%, 과체중 16.8%, 비만 6.1%로 

나타나, 비만과 마찬가지로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들 연구보다도 저체중이 더 높

게 나타난 것은 조사방법과 거주지역의 차이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표본추출과정에서 학교와 

Table 1. Distribu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Items N(%)

Snack 
preparation

Purchase by family  263( 36.6)1)

Purchase by oneself 240( 33.4)
Cook by family 216( 30.0)

Obesity index

Underweight 297( 41.3)

Normal 300( 41.7)
Overweight 122( 17.0)
Total 719(100.0)

1) Number(%)

학년 선택에서는 임의적 추출이었으나, 반 선택은 무작위였

고, 선택된 반의 전체 학생을 조사하였는데, 저체중 비율은 

많고,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비율은 낮게 조사되었다. 간식 

준비 방법은 ‘가족이 구매’(36.6%), ‘스스로 구매’(33.4%), ‘가족

이 만듦’(30.0%) 순으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Doo 등
(2009)의 중학생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2.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보면(Table 2) 전체적으로 학년

은 ‘5학년’(46.9%)보다 ‘6학년’(53.1%)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성별은 ‘남학생’(50.9%)과 ‘여학생’(49.1%)이 비슷하

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65.4%)는 가지지 않

은 경우(34.6%)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비만도

별로 보면 학년과 어머니 직업 여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나, 성별에서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비율이 더 증

가하였다(p<0.01). Her ES(2013)는 초등학교 고학년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간식 종류별로 선호도와 섭취 빈도에 차이를 보

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간식 준비 방법별로 보면 학년에서 가

족이 만드는 군에서 가족구매군과 스스로 구매군으로 갈수

록 6학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p<0.001), 어머니가 직업을 가

지는 경우도 더 많게 나타났다(p<0.01). Doo 등(2009)의 중학

생 연구에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는 경우 스스로 사서 먹고, 
전업주부인 경우는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거나 사서 주시는 비

율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결과 해석 시 참고해야 하겠다.

3. 신체적 특성
대상자의 신장은 148.6±7.6cm로 한국소아발육표준치(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2014)의 11~12세의 남아 145.26 cm
와 여아 146.71 cm보다 더 큰 값을 보였고, 체중의 경우에도 

41.2±8.8 kg으로 남아 40.30 kg, 여아 39.24 kg보다 더 많았다. 
비만도는 96.1±15.3%로 정상값을 보였다. 비만도에 따라 각 

군의 신장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은 비만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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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Variables Items
Obesity index

χ2 value
Snack preparation

χ2 value Total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Cook by 

family
Purchase by 

family
Purchase by 

oneself

Grade
5th  132(44.4)1) 149(49.7)  56(45.9)

 1.690
122(56.5) 125(47.5)  90(37.5)

16.521***
337( 46.9)

6th 165(55.6) 151(50.3)  66(54.1)  94(43.5) 138(52.5) 150(62.5) 382( 53.1)

Sex
Boys 131(44.1) 157(52.3)  78(63.9)

14.023**
102(47.2) 141(53.6) 123(51.3)

 1.955
366( 50.9)

Girls 166(55.9) 143(47.7)  44(36.1) 114(52.8) 122(46.4) 117(48.8) 353( 49.1)

Mother's 
job

Have 194(65.3) 197(65.7)  79(64.8)
 0.032

120(55.6) 176(66.9) 174(72.5)
14.859**

470( 65.4)

None 103(34.7) 103(34.3)  43(35.2)  96(44.4)  87(33.1)  66(27.5) 249( 34.6)

Total 297(41.3) 300(41.7) 122(17.0) 216(30.0) 263(36.6) 240(33.4) 719(100.0)
1) Number(%)
**p<0.01, ***p<0.001

Table 3.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Items

Obesity index

F value

Snack preparation

F value Total
(N=719)Underweight

(N=297)
Normal
(N=300)

Overweight
(N=122)

Cook by 
family

(N=216)

Purchase by 
family

(N=263)

Purchase by 
oneself

(N=240)
Height(cm) 149.3±7.41) 147.8±7.8 148.7±7.6 2.768 147.7± 7.0 148.6± 8.0 149.3±7.6 2.492 148.6± 7.6
Weight(kg)  35.8±5.5a2)  42.0±7.1b  52.2±8.3c 261.9***  39.8± 7.8a  41.2± 8.8ab  42.4±9.6b 5.104**  41.2± 8.8
Obesity index(%)  82.4±5.8a  99.4±5.9b 121.4±9.5c 1,577.8***  94.8±15.6  96.1±15.2  97.3±15.2 1.512  96.1±15.3

1) Values are Mean±S.D.
2) a~c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어서(p<0.001), 신장

보다는 체중이 비만도의 차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그리고 간식 준비 방법에 따라 보면 가족이 

만드는 군, 가족구매군, 스스로 구매군으로 갈수록 신장, 체
중, 비만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체중에서만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1).     

4. 대인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 총점은 94.5/125점이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EH(2005)의 결과에서와 비슷하였

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7개 요인에서 모두 5점 만점

에 3.50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Table 4).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요인은 ‘만족감’(3.98점/5점)이었고, ‘민감성’은 

3.58점/5점으로 가장 낮았다. 비만도에 따라서 보면 총점과 7
개 요인 모두에서 저체중군과 정상군보다는 과체중군에서 

점수가 더 낮았으며, 개방성과 민감성을 제외한 5개 요인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p<0.001). 이는 비만학생

이 정상체중이나 저체중 학생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이 있다는 보고들(Jung 등 2006; Moon & Park 2008; Lee HJ 

2009; Lim 등 2010)과 같은 결과이고, 이런 비만아동의 대인

관계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는 또래집단과 원만하게 어울리

지 못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Lim 등 2010),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대인관계 향

상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간식 준비 방법에서는 ‘만족

감’과 ‘민감성’에서 가족이 만드는 군보다 스스로 구매군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고(p<0.05), ‘개방성’에서는 가족

이 만드는 군보다 가족 구매군과 스스로 구매군의 점수가 더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요인과 총점에서 스스로 

구매군의 점수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p<0.001). 이는 음식섭취의 기능 중 하나인 대인관계수단으로 

볼 때 스스로 구매군의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하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스스로 구매의사

결정을 하나, 소비자 인식과 경험부족으로 동료집단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Park & Lee 2008), 본 결과

는 가족 또한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Lee 등(2005)의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군것질

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지에 대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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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Concepts Number 
of items

Obesity index

F value

Snack preparation

F value Total
(N=719)Underweight

(N=297)
Normal
(N=300)

Overweight
(N=122)

Cook by 
family

(N=216)

Purchase by 
family

(N=263)

Purchase by 
oneself

(N=240)
Satisfaction 4 4.05±0.70b1~3) 3.99±0.72b 3.79±0.81a 5.824** 4.07±0.73b 4.01±0.71ab 3.88±0.75a 3.772* 3.98±0.74

Intimacy 3 3.96±0.74b 3.95±0.76b 3.64±0.90a 8.078*** 4.03±0.77b 3.94±0.78b 3.74±0.78a 8.568*** 3.90±0.78
Communication 5 3.85±0.74b 3.83±0.71b 3.59±0.92a 5.778** 3.93±0.77b 3.83±0.74b 3.65±0.77a 7.749*** 3.80±0.77
Understanding 4 3.81±0.73b 3.80±0.73b 3.48±0.87a 9.699*** 3.88±0.79b 3.78±0.74b 3.60±0.74a 8.417*** 3.75±0.76
Reliability 3 3.80±0.77b 3.77±0.83b 3.52±0.97a 5.314** 3.82±0.84b 3.81±0.80b 3.60±0.85a 5.583** 3.74±0.84
Openness 4 3.69±0.78 3.63±0.76 3.47±1.14 2.947 3.80±0.93b 3.61±0.81a 3.50±0.79a 7.566** 3.63±0.85
Sensitiveness 2 3.62±0.78 3.61±0.84 3.41±1.64 2.263 3.72±1.28b 3.58±0.87ab 3.46±0.81a 3.723* 3.58±1.00

Total 25 96.1±16.3b 95.2±16.2b 89.2±20.8a 7.367** 97.6±17.4b 95.1±16.7b 91.1±17.1a 8.556*** 94.5±17.3
1) Values are Mean±S.D. 
2)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3) a~b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p<0.05, **p<0.01, ***p<0.001

자신, 부모님, 친구 순이라고 한 바 있다.  

5. 간식 선호도
12종류의 간식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보였고(Table 5), ‘아이스크림’(4.03점/5점), ‘과일주스’

Table 5. Preferences of snack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Items

Obesity index

F value

Snack preparation

F value Total
(N=719)Underweight

(N=297)
Normal
(N=300)

Overweight
(N=122)

Cook by 
family

(N=216)

Purchase by 
family

(N=263)

Purchase by 
oneself

(N=240)

Ice creams 4.06±0.861,2) 4.01±0.90 3.96±0.83 1.795 3.86±0.96a 4.08±0.82b 4.11±0.83b  5.580** 4.03±0.87
Fruit juices 3.95±0.86b3) 3.76±0.92a 3.62±0.88a 6.799** 3.83±0.91 3.84±0.88 3.78±0.90  0.367 3.82±0.90
Milk․dairy products 3.84±1.09 3.62±1.04 3.75±1.06 2.992 3.75±1.11 3.71±1.06 3.73±1.04  0.083 3.73±1.06
Gimbap 3.73±0.98 3.70±0.95 3.67±0.84 0.210 3.59±0.94a 3.68±0.95a 3.85±0.92b  4.513* 3.71±0.94
Breads 3.67±1.01 3.74±0.95 3.71±0.95 0.391 3.46±1.02a 3.79±0.98b 3.82±0.90b  9.700*** 3.70±0.98
Cookies 3.65±0.93 3.57±0.86 3.47±0.91 1.810 3.37±0.87a 3.70±0.88b 3.64±0.91b  9.137*** 3.58±0.90

Noodles 3.50±1.04 3.53±1.02 3.48±1.00 0.136 3.25±1.07a 3.60±0.99b 3.64±0.98b  9.863*** 3.51±1.02
Fish pastes 3.54±1.13 3.45±1.04 3.40±0.99 0.868 3.41±1.08 3.48±1.01 3.54±1.02  0.835 3.48±1.07
Fried foods 3.29±1.24 3.42±1.12 3.51±1.02 1.795 3.24±1.15 3.41±1.19 3.49±1.12  2.672 3.38±1.16
Carbonated drinks 3.36±1.15 3.29±1.13 3.35±1.14 0.321 3.12±1.16a 3.39±1.15b 3.44±1.09b  5.263** 3.33±1.14
Candy․chocolate․caramel 3.35±1.14 3.29±1.13 3.11±1.13 2.058 3.00±1.16a 3.47±1.13b 3.34±1.07b 10.652*** 3.29±1.14
Others beverage 3.14±1.21 3.01±1.14 2.97±1.16 1.327 2.80±1.17a 3.12±1.18b 3.23±1.15b  8.073*** 3.06±1.18

Total 43.1±7.5 42.4±7.2 42.0±7.0 1.169 40.7±7.2a 43.3±7.2b 43.6±7.2b 10.984*** 42.6±7.3
1) Values are Mean±S.D. 
2) 5 point scale: 1=strongly dislike, 2=dislike, 3=neutral, 4=like, 5=strongly like
3) a,b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p<0.05, **p<0.01, ***p<0.001

(3.82점/5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여러 연구들

(Beak 등 2007; Lee 등 2008; Cho 등 2010)에서도 같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간식을 선택할 때 맛을 가장 고려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Kang 등 2004; Cho 등 2010; Kim YK 
2010; Kim 등 2012), 간식의 의미와 적절한 간식식품,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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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같은 간식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비만도

에 따라서는 아이스크림, 과일주스, 김밥류, 과자류, 어묵류, 
사탕․초콜릿․캐러멜, 기타음료의 7종류 간식에서 비만도

가 증가할수록 선호도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성이 없었고, ‘과일주스’에서만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0.01). 
그리고 튀김류에서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선호도 점수가 

높아졌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Park SM(2010)의 24가지 종류

를 가지고 행한 초등학교 중, 고학년 대상의 간식 선호도 연

구에서도 4종류를 제외하고는 비만도에 따라 유의적인 선

호도 차이가 없었는데, Hong & Kim (2009)의 연구에서는 비

만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분식류와 패스트푸드를 선호하

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

다. 간식 준비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간식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과일주스’, ‘우유․유제품’, ‘어묵류’, ‘튀김류’를 

제외한 8종류 간식에서 가족이 만드는 군에 비해 가족 구매

군과 스스로 구매군의 선호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p<0.05~p<0.001), 총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

었다(p<0.01).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족이 만드는 군에 

비해 구매군의 가공식품으로 간식 섭취 빈도가 높은 것이 

식품기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Kang 등 

2004).

Table 6. Intake frequency of snack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Items

Obesity index

F value

Snack preparation

F value Total
(N=719)Underweight

(N=297)
Normal
(N=300)

Overweight
(N=122)

Cook by 
family

(N=216)

Purchase by 
family

(N=263)

Purchase by 
oneself

(N=240)
Milk․dairy products 3.56±1.731,2) 3.49±1.77 3.26±1.83   1.205 3.62±1.78 3.54±1.78 3.28±1.73  2.332 3.48±1.76
Cookies 2.83±1.26 2.65±1.14 2.61±1.15   2.333 2.35±1.12a 2.88±1.18b 2.86±1.21b 15.190*** 2.71±1.20
Ice creams 2.71±1.22 2.68±1.14 2.60±1.26 －0.550 2.43±1.08a 2.76±1.24b 2.81±1.20b  6.999** 2.68±1.19
Fruit juices 2.55±1.24 2.46±1.28 2.29±1.27   1.816 2.55±1.39 2.50±1.21 2.36±1.20  1.445 2.47±1.26

Noodles 2.37±0.95 2.33±1.00 2.23±0.99   0.618 2.18±0.96a 2.29±0.94a 2.50±1.06b  6.498** 2.33±0.99
Candy․chocolate․caramel 2.24±1.22b3) 2.22±1.16b 1.90±1.02a   4.045* 1.99±1.12a 2.22±1.16b 2.29±1.20b  4.210* 2.17±1.17
Carbonated drinks 2.04±1.15 2.14±1.15 2.03±1.12   0.648 1.87±1.11a 2.16±1.19b 2.18±1.10b  5.210** 2.08±1.14
Breads 1.99±1.00 1.98±0.90 1.89±0.82   0.608 1.82±0.92a 2.05±0.95b 2.01±0.90b  3.824* 1.97±0.93
Fish pastes 1.98±1.06 1.94±1.01 1.80±0.87   1.466 1.83±0.97 1.92±1.02 2.03±1.01  2.377 1.93±1.01
Others beverage 1.81±1.13 1.86±1.10 1.64±1.03   1.703 1.70±1.07 1.78±1.08 1.92±1.15  2.229 1.80±1.10

Fried foods 1.75±1.03 1.80±0.97 1.78±0.99   0.181 1.69±0.93a 1.72±0.99a 1.92±1.06b  3.652* 1.78±1.00
Gimbap 1.79±0.98 1.74±0.92 1.70±0.90   0.457 1.63±0.92a 1.73±0.95ab 1.90±1.01b  4.602* 1.76±0.94

Total 27.6±8.1 27.3±8.2 25.7±7.6   2.449 25.7±8.1a 27.5±8.0b 28.0±7.9b  5.576** 27.2±8.1
1) Values are Mean±S.D. 
2) 6 point scale: 1=not at all, 2=2~3 times/month, 3=1~2 times/week, 4=3~4 times/week, 5=5~6 times/week, 6=every day
3) a,b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p<0.05, **p<0.01, ***p<0.001

6. 간식 섭취 빈도
Her 등(2008)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우유․유제품이 선

호도에서는 4위였지만 섭취도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데, 본 연구(Table 6)에서도 ‘우유․유제품’(3.48점/6점)의 섭

취 빈도만 3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 대

상의 Kang 등(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김밥류’ 
(1.76점), ‘튀김류’(1.78점), ‘기타음료’(1.80점)의 점수는 1점
대를 보였다. 한편, Beak 등(2007)과 Oh & Lee(2010)의 초등

학생 고학년 대상 연구에서는 자주 먹는 간식으로 과자류, 아
이스크림류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런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유로, 우유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제

공되는 식품으로서 사 먹는가와 먹는가의 질문 차이가 결과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섭취하는 

간식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은 간식으로 

이용되는 가공식품으로 식품첨가물과 많은 양의 당, 나트륨, 
지방, 열량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Kang & Yoon 
2009; Takeichi 등 2012), 영양표시 활용과 같은 현명한 간식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Lee 등 2005; Cho 등 2010; 
Kim & Lee 2011; Lee & Yoon 2011). 비만도별로는 음료류(탄
산음료, 기타음료)와 ‘튀김류’에서 정상군이 다른 군들에 비

해 빈도가 더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체중군으로 

갈수록 섭취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사탕․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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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캐러멜류’에서는 저체중군과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군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그리고 총점에서는 저체

중군과 정상군에서 비슷한 값을 보였던 반면, 과체중군의 점

수가 2점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과체중군이 체중관리를 위해 간식 섭취를 제한하거나 

줄여서 말한 것도 한 이유가 되리라 보고, 여러 연구들(Doo 
등 2009; Kang 등 2010; Lee 등 2010)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간식 준비 방법에 따라서는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가

족이 만드는 군보다는 가족 구매군 또는 스스로 구매하는 군

의 간식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8종류 간식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는데, ‘면류’(p<0.01), ‘튀김류’(p<0.05)에서는 

스스로 구매군의 점수가 다른 두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김밥류’(p<0.05)의 경우는 가족이 만드는 군보다 스스로 구

매군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 외 ‘과자류’(p<0.001), ‘아이스크

림류’(p<0.01), ‘사탕․초콜릿․캐러멜류’(p<0.05), ‘탄산음료’ 
(p<0.01), ‘빵류’(p<0.05), 그리고 총점에서는 가족이 만드는 

군보다 가족 구매군 또는 스스로 구매군의 점수가 더 높았다

(p<0.01). 이 결과는 앞서 신체적 특성에서 가족이 만드는 군

보다 스스로 구매군의 체중이 더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7. 대인관계와간식선호도, 간식섭취빈도간의상관성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식행동, 아동의 인구통계학

Table 7.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eferences of snack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Variables Items

Obesity index Snack preparation Tot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N=719)

Underweight
(N=297)

Normal
(N=300)

Overweight
(N=122)

Cook by 
family

(N=216)

Purchase by 
family

(N=263)

Purchase by 
oneself

(N=240)

Snack 
preferences

Milk․dairy products   0.073   0.154**   0.145   0.161*   0.159*   0.032   0.117**
Fruit juices －0.072   0.072   0.233**   0.018   0.103   0.057   0.065
Others beverage   0.014   0.082   0.051 －0.015   0.166**   0.060   0.053

Gimbap －0.041   0.050   0.135   0.013   0.095   0.029   0.030
Ice creams   0.023   0.024   0.024 －0.015   0.084   0.069   0.029
Fried foods －0.002 －0.095 －0.192* －0.104 －0.065 －0.038 －0.079*
Noodles －0.187**   0.005 －0.037 －0.053 －0.108 －0.009 －0.077*
Carbonated drinks －0.183**   0.052 －0.081 －0.155*   0.008 －0.025 －0.069
Cookies －0.066   0.039 －0.004 －0.110   0.061   0.069 －0.004

Fish pastes －0.019   0.003 －0.114 －0.097   0.038   0.002 －0.022
Candy․chocolate․caramel －0.020   0.026 －0.118 －0.112   0.017   0.103 －0.011
Breads －0.148*   0.047 －0.004 －0.039 －0.009 －0.025 －0.044

Total －0.086   0.064 －0.004 －0.077   0.076   0.043 －0.005
*p<0.05, **p<0.01

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식품광고, 간식식품들의 관능적인 특

징, 선호도,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 또래관계, 주위

환경 등이 간식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보고들(Shimai 
등 2000; Hang 등 2007; Choi & Bae 2008; Maffeis 등 2008; 
Park & Lee 2008; Harris 등 2009; Cho 등 2010; Croftona 등 

2010; Her ES 2013; Luszczynska 등 2013)과 함께 대인관계 또

한 간식 선호도, 섭취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을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Table 7)
를 보면 ‘우유․유제품’(r=0.117), ‘튀김류’(r=－0.079), ‘면류’ 
(r=－0.077)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나 상관계수가 매우 낮

았고, 대인관계와 간식 섭취 빈도와의 상관분석(Table 8)에서 

또한 ‘우유․유제품’이 유의성을 보였으나, 상관계수가 0.179
로 약한 상관관계를 논할 수 있는 0.3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8. 대인관계가간식선호도, 간식섭취빈도에미치는영향
상관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의성을 보였던 ‘우유․유제품’, 

‘튀김류’, ‘면류’ 선호도와 대인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9), 전체에서는 

‘우유․유제품’ 선호도만이 채택되었고,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R2=0.012(p<0.001)로 매우 낮았다. 비만도별로 보면 

저체중군은 대인관계가 ‘면류’(R2=0.032, p<0.01) 선호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정상군은 ‘우유․유제품’(R2=0.020, p<0.01) 선호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과체중군은 ‘튀김류’(R2=0.02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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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take frequency of snack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Variables Items

Obesity index Snack preparation Tot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N=719)

Underweight
(N=297)

Normal
(N=300)

Overweight
(N=122)

Cook by 
family

(N=216)

Purchase by 
family

(N=263)

Purchase by 
oneself

(N=240)

Intake 
frequency 
of snacks

Milk․dairy products   0.163**   0.149**   0.237**   0.191**   0.145*   0.175**   0.179***
Fruit juices －0.007   0.042   0.054 －0.094   0.110   0.060   0.035
Ice creams －0.031   0.060   0.057 －0.021   0.048   0.098   0.027
Candy․chocolate․caramel   0.022 －0.001 －0.012 －0.137*   0.085   0.135*   0.021

Others beverage －0.024   0.035 －0.057 －0.100   0.072   0.054   0.002
Carbonated drinks －0.138* －0.023 －0.050 －0.174* －0.061   0.053 －0.071
Cookies －0.008 －0.013 －0.081 －0.131   0.034   0.097 －0.016
Fish pastes   0.028   0.007 －0.150 －0.036   0.008   0.051 －0.003
Fried foods －0.065   0.012 －0.131 －0.083 －0.018 －0.012 －0.049
Gimbap   0.003 －0.037 －0.012 －0.025   0.025   0.011 －0.011

Noodles －0.062 －0.014   0.029 －0.043 －0.013   0.057 －0.017
Breads －0.092   0.023   0.048 －0.137*   0.004   0.110 －0.015

Total －0.015   0.046   0.020 －0.088   0.074   0.140*   0.028
*p<0.05, **p<0.01, ***p<0.001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preferences of snack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1) β t R2 F value

Obesity 
index

Underweight
(N=297) Noddles

Constant   4.250 0.130
－0.187

 32.608***
0.032 10.631**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16 0.036 －3.260**

Normal
(N=300)

Milk․dairy 
products

Constant   3.460 0.135
  0.154

 25.657***
0.020  7.206**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96 0.036   2.684**

Overweight
(N=122)) Fried foods

Constant   4.116 0.267
－0.192

 15.428***
0.029  4.587*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56 0.073 －2.142*

Snack 
preparation

Cook by family
(N=216)

Milk․dairy 
products

Constant   3.525 0.166
  0.161

 21.187***
0.021  5.719*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02 0.043   2.391*

Purchase by family
(N=263)

Milk․dairy 
products

Constant   3.430 0.150
  0.159

 22.926***
0.021  6.7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01 0.039   2.596*

Total(N=719) Milk․dairy 
products

Constant   3.497 0.093
  0.117

 37.478***
0.012 10.025***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76 0.024   3.166**
1) Standard error 
*p<0.05, **p<0.01, ***p<0.001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으나 설명력

은 매우 미비하였다. 간식 준비 방법에서는 가족이 만드는 군

과 가족구매군에서 ‘우유․유제품’이 모두 0.021(p<0.05)의 

값을 보이며,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스스로 구매군은 분석결과 기각되었다. 상관분석에

서 유의성을 나타낸 ‘우유․유제품’섭취와 대인관계와의 회귀

분석(Table 10)에서는 대인관계가 ‘우유․유제품’ 섭취에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R2값이 0.031(F=23.614, p<0.001)



허  은  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186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intake frequency of milk and dairy products 
by obesity index and snack preparation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 SE1) β t R2 F value

Intake 
frequency 
of milk․

dairy 
products

Obesity 
index

Underweight
(N=297)

Constant 1.890 0.596
0.163

3.174**
0.027  8.0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17 0.006 2.835**

Normal
(N=300)

Constant 1.942 0.604
0.149

3.215**
0.019  6.758*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16 0.006 2.600*

Overweight
(N=122))

Constant 1.412 0.712
0.237

1.984*
0.048  7.1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21 0.008 2.669**

Snack 
preparation

Cook by family
(N=216)

Constant 1.721 0.677
0.191

2.543*
0.032  8.132**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19 0.007 2.852**

Purchase by family
(N=263)

Constant 2.079 0.628
0.145

3.308**
0.017  5.575*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15 0.007 2.361*

Purchase by oneself
(N=240)

Constant 1.671 0.599
0.175

2.791**
0.027  7.507**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18 0.006 2.740**

Total(N=719)
Constant 1.752 0.361

0.179
4.852***

0.031 23.6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18 0.004 4.859***

1) Standard error 
*p<0.05, **p<0.01, ***p<0.001

로, 3.1%의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비만도별로 보면 과

체중군에서 설명력이 4.8%로 가장 높았고, 간식 준비 방법에

서는 가족이 만드는 군에서 설명력이 3.2%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대인관계가 우유․유제품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에만 낮은 설명력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유의 경우 학생들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섭취하는 대표

적인 간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 대상의 Her 등
(2008)의 연구에서 음료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우 약하지만 이온음료와 녹차․홍차가 긍정적으로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남 일부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대

인관계와 간식 선호도, 간식 섭취의 특성과 관련성을 비만도

와 간식 준비 방법별로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총점은 94.5/125점이었으며, 대인

관계를 구성하는 7개 요인에서 모두 5점 만점에 3.50점 이상

의 점수를 보였다. 비만도별로는 과체중군의 대인관계 총점

이 가장 낮았고(p<0.01), 간식 준비 방법에서는 스스로 구매

군의 점수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가장 선호하

는 간식은 아이스크림(4.03점/5점)이었고, 비만도에 따라서는 

과일주스에서만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선호도 점수가 낮아져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간식 준비 방법에는 8종
류의 간식과 선호도 총점에서 가족이 만드는 군에 비해 가족 

구매군과 스스로 구매군의 선호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

았다(p<0.05~p<0.001). 간식 섭취 빈도에서는 우유․유제품

(3.48점/6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비만도별로는 대부분 과

체중군으로 갈수록 섭취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간
식 준비 방법에 따라서는 가족이 만드는 군보다 가족 또는 

스스로 구매군의 총점이 더 높았다(p<0.01). 대인관계와 간식 

선호도, 그리고 대인관계와 간식 섭취 빈도와의 상관계수는 

유의성을 보였으나, 모두 의미 있는 값을 보이지 않았다. 대
인관계는 간식 중 우유 및 유제품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나, 설명력은 각각 1.2%와 3.1%로 낮았다. 
본 연구는 가공식품 위주의 간식으로 국한되게 연구를 진

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식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일과 같은 자연간식을 포함한 간식 선호도와 

섭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간식 섭취

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법을 이용하였는데, 정량화된 방법

으로 간식 섭취량을 조사하여 관련성을 알아보는 후속연구

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대인관계가 

비만도 유형이나 간식 준비 방법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으나, 간식 선호도와 간식 섭취에는 큰 영향력이 없다

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아직 

미비하므로, 이를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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