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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children’s purchase behavior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and purchase) and

preference for high protein snack products developed for weight control and nutritional balance. A total of 80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3rd to 6th graders) in the Gyeonggi-do learning center were participated and 76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most common response for liking snacks was taste (71.4%), and the most preferred types of snacks were chips

(42.1%) and puff snacks (34.2%). The highest frequency of snack ingestion was 1-3 times per week (48; 63.2%), and the

main purchasers were parents (65.8%). Cheese, corn and chili flavors were more preferred than the control, while yogurt

taste was slightly less preferred than the contro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of new

protein snacks according to children’s seasoning preference and provide the insights into the snack preferences of children

as mai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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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동은 만 6세부터 11세까지로 신체의 발달과 식생활이 형

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건강상태는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우 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Yang et al. 2014). 또한 아동은 하루에 식사 세끼만으로

는 영양소가 섭취가 충분하지 않아 간식 섭취를 통해 영양

소를 보충해야 하며, 간식으로는 필수영양소의 일부와 섬유

소,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한 식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Hong et al. 2015).

아동을 위한 스낵은 현재 퍼핑스낵, 바(bar), 과일칩 같은

유형의 제품들이 개발 및 판매되고 있으며,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과자, 비스켓, 쿠키류는 유아기 이상의 아동들의 에

너지 섭취량의 주요 급원 중 24위, 지방 섭취량의 주요 급원

중 14위로 조사되었다(국민건강통계 2016). 최근 올바른 간

식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특정 영양소를 첨가하거나 영양소

의 균형을 조절하여 기능성이 가미된 프리미엄 제품들이 출

시되고 있으나(Yang et al. 2014) 성장기에 중요한 단백질을

강화한 제품은 부족한 실정이다. 단백질은 성장기 아동에게

골격과 근육조직의 증대(Yoon 2005)에 중요한 영양소이며,

2016년 기준으로 2016년 기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은 약 90억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상위 1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 20억이 증가하여 앞으로도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17).

스낵과자의 시장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과자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감자

를 원료로 하는 스낵의 매출 규모는 33.3%, 소맥원료는

30.1%, 옥수수원료는 24.3%로 이 세가지 원료가 스낵과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만들어진 웰빙스낵은 다양한 곡물이 첨가되거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어 어린이 스낵시장의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식품산업통계정보 2016).

단백질스낵은 100g 당 영양권장량의 20% 이상의 단백질

을 함유하는 있는 스낵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다양

한 향미를 가미한 고단백 스낵과 에너지, 시리얼 바 등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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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식으로 출시되었고, 콩, 곡물, 달걀을 주원료로 고단백 원

료를 달리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스낵 시장의 성장을 견인

하고 있다. 과자를 먹어서 얻는 즐거움과 함께 단백질 섭취

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 건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미지

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식품산업통계정보

2016). 국내의 고단백 스낵의 시장은 매우 작은 수준이고, 관

련연구로는 단백질 함량에 대한 영양정보와 관련된 기호도

연구(Joo 2016)로 아직 고단백 스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식에 관한

연구로는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Kang et al. 2004; Choi et

al. 2008; Cho et al. 2010; Kim & Kim 2013), 어린이 기

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실태에 관한 연구(Yoon et al.

2011; Kim et al. 2017) 등이 있었으며, 구매행동에 관한 연

구로는 구매특성 및 영양표시 인식에 관한 연구(Ji 2016), 식

품 구매 행동 실태(Kang et al. 2004; Oh et al. 2006) 및

생태학적 요인분석(Kang et al.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있

다. 해외의 연구로는 아동의 스낵선택은 제품유형에 따라 결

정되며 브랜드와 가격은 관련성이 덜 하다는 연구(Hartmann

et al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건강에 좋은 간식

의 포션크기가 클 수록 섭취가 증가한다는 연구(Werle et al

2019) 등과 건강스낵에 관한 연구로는 고섬유함량을 지닌 옥

수수스낵의 품질분석(Han et al 2018)에 관한 연구, 발아된

콩으로 만든 고단백 저칼로리 스낵 칩의 물리화학적 영양학

적 특성(Maetens et al 2017)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재 간식 섭취 및 구매행동, 영양실태에 대한 연구는 다

수 수행되었으나 고단백스낵에 대한 구매행동 및 기호도 평

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낵 섭취 및 구매빈도 등의 구매행동과 체중조절 및

영양균형을 위해 개발된 고단백 스낵 제품에 대한 기호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고단백 스낵 개발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아동의 스낵구매 행동 및 고단백 스낵의 기호

도를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학습센터에서 학부모

의 동의를 얻은 총 80명의 초등학교 3~6학년 사이의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총 80부 중 76부를 회수(회수율 95%)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Kim(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구통계학적 특

성, 스낵 구매행동 특성, 시료의 관능적 특성 및 기호도로 구

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가족의 형태, 한

달 용돈으로 구성되었고 스낵 구매행동은 평소 스낵(과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이유와 종류, 빈도, 구매자 등

으로 구성되었다. 시료의 관능적 특성은 외관, 색, 향, 맛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익숙함, 구매의도, 추천의도와 함

께 9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9점은 ‘매

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퍼핑형 고단백스낵으로 단백질

함량이 영양 권장량의 약 30%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

상자들이 설문지 기입 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퍼핑형스낵이란 고온, 고압의 조건하에서 물을 순간적으로

증발시켜 부피를 팽창하여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 한 것을

말한다(식품공전). 기호도에 사용된 기본 시료는 분리대두단

백(30%), 발아현미(25%), 일반현미(25%), 찰현미(9%), 스테

비아(0.5%), 정제소금(0.5%)으로 제조되었고, 시료별로 4가

지 시즈닝을 각 10%씩 첨가하여 합계 100%를 맞추어 제조

하였다. 사용된 시즈닝은 선행조사를 통해 아동에게 기호도

가 높은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치즈, 요거트, 군옥수수, 칠리

이다. 조사 시 제공된 시료의 길이는 약 4cm이고 시료마다

동일하였으며, 시즈닝을 달리한 시료 4종과 시즈닝을 하지

않은 대조군 1종을 각 10 g씩을 밀폐용기에 담아 제공하였

다. 물 500 mL와 함께 시료 사이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헹구어 달라는 안내 후 진행하였다.

3.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 19.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PSS,

Version. 19.0 for windows, SPSS In., Chicago, IL, USA)

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낵 구매 행

동에 관한 질문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제시 된 고단백스낵 시료의 전반적인 기호도와 익숙함,

구매의도, 추천의도가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한 후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

였다. 시료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을 모두 선택하는 CATA

(Check-all-that-apply) 설문을 실시하여 XLSTAT (Paris,

France)을 이용해 CA (Correspondence Analysis)로 분석한

감각적인 특성을 시각화하였고 또한 시료의 익숙함이 구매

의사와 추천의사에 영향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조사 대상 76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5명(59.2%), 여자 31명(40.8%)로 남자가 더

많았고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25명(32.9%), 3학년이 22

명(28.9%), 5학년 17명(22.4%), 6학년 12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의 구성이 66명(85.5%),

가족 구성원 수는 4인 이상이 68명(89.5%)으로 높게 조사되

었다. 한 달 용돈은 1만원 미만이 30명(39.5%), 받지 않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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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25.0%), 1~2만원이 17명(22.3%), 2~3만원과 3~4만원이

각각 4명(5.3%), 3~4만원이 2명(2.6%) 순으로 나타났다.

2. 구매행동 분석

대상자의 스낵 구매 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평소 스낵(과자)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에 대한 질문인

전반적 선호도는 5.94±1.67로 나타났다. 전반적 선호도에 대

해 5~9점으로 답한 대상자(N=63)에게 스낵을 좋아하는 이유

에 대한 질문에서는 ‘맛’이 45명(71.4%)으로 압도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1~4점으로 답한 대상자(N=13)에게는 스낵을 좋

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맛’이 5명(38.4%),

건강에 좋지 않음이 4명(30.8%), 부모님이 먹지 못하게 함이

3명(23.1%)으로 나타났다. Kim(2010)의 연구에서 학부모의

경우 영양, 기호, 위생 순으로 간식을 구매하는 반면 아이의

경우 맛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와 결과가

동일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스낵류는 칩이 32명(42.1%), 퍼핑형이 26명

(34.2%), 비스킷 8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섭취빈도는 ‘일

주일에 1~3회’가 48명(63.2%), ‘한달에 1~2회’ 15명(19.7%),

‘하루에 1회이상’ 10명(13.2%)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Cho(2010) 등의 연구에서 1주일에 3-4회 간식을 먹는다는 응

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스낵을 주로 구입하는 사람은 ‘부모

님’이 50명(65.8%), ‘본인’ 20명(26.3%) 순으로 나타났다.

3. 시료의 관능적 특성 및 기호도

시즈닝을 달리한 단백질 스낵 4종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가지 시즈닝의 시료와 대조군 시료는 전반적 기호도, 색,

향과 맛, 단맛, 짠맛, 고소한 맛, 시즈닝의 기호도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p<0.05) 외관, 식감/질감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군옥수수,

치즈, 칠리, 요구르트 순으로 기호도가 높았으며 군옥수수와

치즈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향

미와 단맛에 대한 기호도는 치즈, 군옥수수, 칠리, 요구르트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향미의 경우 요구르트를 제외하고 모

든 시료의 기호도가 대조군보다 높았다(p<0.001). 시즈닝에

대한 기호도는 치즈, 칠리, 군옥수수, 요구르트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요구르트를 제외한 모든 시료의 기호도가 대조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색의 경우 치즈, 칠리, 군

옥수수, 요구르트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치즈와 칠리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짠맛에

대한 기호도는 치즈가 다른 시료에 비해 기호도가 유의적으

로 높았고(p<0.05), 고소한맛의 경우 대조군이 가장 높게 조

사되었다. 외관과 질감의 경우 요구르트를 제외한 시료 3종

모두 대조군에 비해 기호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종합적인 조사 결과 아동들에게 익숙한 치즈, 군옥수수, 칠

리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기호도가 높았고, 스낵 시즈닝으로

다소 생소한 요구르트맛 스낵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기호도

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즈닝의 선호는 최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Number(%)

Gender
Male 45 (59.2)

Female 31 (40.8)

Grade

The 3rd 22 (28.9)

The 4th 25 (32.9)

The 5th 17 (22.4)

The 6th 12 (15.8)

Family type

Friends, housemates, or brothers 1 (1.3)

Parents+Children 65 (85.5)

Parents+Children+Grandparents 8 (10.5)

Etc. 2 (2.6)

Number of

family 

members

2 people 1 (1.3)

3 people 7 (9.2)

More than 4 people 68 (89.5)

A month’s

allowance

(won)

<10,000 30 (39.5)

10,000~ <20,000 17 (22.3)

20,000~ <30,000 4 (5.3)

30,000~ <40,000 2 (2.6)

 50,000 4 (5.3)

Not receiving 19 (25.0)

<Table 2> Purchase behavior of snacks

Variable Number(%)

Overall preference
5.94±1.67 

(Mean±SD)

Reason for liking

(Between 5 and 9 points)

N=63

Taste 45 (71.4)

A feeling of chewing 10 (15.9)

Easy to eat 8 (12.7)

Reason for disliking

(Between 1 and 4 

points)

N=13

Taste 5 (38.4)

Chewiness 1 (7.7)

Not Healthy 4 (30.8)

Do not allow parents to eat 3 (23.1)

Favorite snacks

Biscuits 8 (10.5)

Puffing snacks 26 (34.2)

Chips 32 (42.1)

Bars 4 (5.3)

Cereals 6 (7.9)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More than once a day 10 (13.2)

1 to 3 times per week 48 (63.2)

1 to 2 times a month 15 (19.7)

1 to 2 times per 6 months 2 (2.6)

Never 1 (1.3)

Purchaser

Myself 20 (26.3)

Parents 50 (65.8)

Grandparents 2 (2.6)

Brothers, sisters, and friends 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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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옥수수맛, 치즈맛 등이 시장에서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기호도가 높은 치즈, 군옥수수, 칠리의 경우 아동

을 위한 고단백 스낵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시료 별 감각적 특성의 시각화

대조군을 포함한 총 5가지 시료의 감각적인 특성을 CA

(Correspondence Analysis)로 분석한 결과는 <Figure1, 2>에

나타내었다. 좋은 점에서 F1은 49.32%, F2는 31.81%의 설

명력을 가졌다. F1의 양의 방향에서는 눅눅함, 텁텁함, 싱거

운 맛이 나타났고 음의 방향은 짠맛, 강한 맛, 단맛으로 조

사되었다. F2의 양의 방향으로는 신맛, 쓴맛, 해당 없음 등이

해당되었고 음의 방향으로는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음, 짠맛,

텁텁함으로 조사되었다. 요구르트를 제외한 기호도가 높은 3

개의 시료는 공통적으로 짠맛 특성이 선호의 주된 이유로 조

사되었고 요구르트는 신맛으로 분석되었다. 시즈닝을 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싱거운 맛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비교

적 짜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

즈닝 하지 않은 맛에 대해 싱겁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싫은 점의 경우 F1은 39.13%, F2는 35.19%의

설명력을 가졌다. F1의 양의 방향은 색, 싱거운 맛, 담백함,

친숙한 맛으로 나타났고 음의 방향으로는 신맛, 강한 맛으로

조사되었다. F2의 양의 방향으로는 신맛, 친숙하지 않은 맛,

<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 for the 4 kinds of high protein samples and the control

Control Yoghurt Cheese Corn Chili F-value

Overall liking 5.16±2.47a 4.99±2.53a 6.00±2.15b 6.07±2.02b 5.67±2.19ab 3.471**

Appearance 5.09±2.35ab 4.92±2.16a 5.71±2.10b 5.41±2.17ab 5.49±2.25ab 1.565

Color 4.96±2.50a 4.99±2.49a 6.14±2.33b 5.05±2.30a 5.85±2.22b 4.194*

Flavor 4.74±2.50a 4.93±2.64ab 6.24±2.53c 6.13±2.39c 5.64±2.33bc 5.746***

Sweetness 3.63±2.50a 5.20±2.71b 5.68±2.55b 5.34±2.46b 5.29±2.48b 7.692***

Saltiness 4.05±5.71a 4.09±2.56a 5.61±2.43b 4.70±2.28ab 4.77±2.50ab 2.683*

Savoriness 6.47±2.61b 5.30±2.78a 5.93±2.28ab 6.47±2.35b 6.08±2.38ab 2.864*

Seasoning 4.32±2.61a 5.07±2.88ab 6.18±2.60c 5.28±2.45b 5.45±2.55bc 5.033***

Texture 5.95±2.45 5.87±2.54 6.55±2.38 6.11±2.28 5.96±2.34 0.989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D) using a 9-point Likert scale (1: very negative, 9: very positiv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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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samples for l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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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운 맛, 색이 나타났고 음의 방향으로는 감칠맛이 나타났

다. 요구르트는 신맛, 치즈, 군옥수수는 감칠맛, 칠리는 곡물

향미, 대조군은 색, 싱거운 맛이 각 시료별 비선호의 특성으

로 분류되었다.

조사 결과 요거트 시료의 경우 신맛은 선호, 비선호의 모

든 이유로 조사되었고, 이는 요구르트 시즈닝 제품의 경우

친숙도가 낮아 대상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구

르트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짠맛이 선호의 가장 높은 이

유로 조사되었고, 이는 현재의 스낵 대부분이 짠맛이 강하고

이미 익숙해져 긍정적인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칠리맛에서 조사된 것처럼 매운맛은 실제 선호의 이

유보다 비선호의 이유이므로 통감을 자극하는 매운맛 스낵

은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5. 시료 4종에 대한 친숙함, 구매의사, 추천의사

각 시료별 친숙함, 구매의사, 추천의사를 조사한 결과,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치즈맛의 구매의사, 추천의사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Table 4>. 제품에 대한 친숙함은

군옥수수맛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스낵의 시즈닝으

로 생소한 요거트맛은 친숙함, 구매의도, 추천의도 모두 다

른 시료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았다.

시료에 대한 친숙함에 따른 구매의도를 회귀분석 한 결과,

모든 시료에 대한 유의확률이 p<0.001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값이 모두 양수로 나

타나, 친숙함이 스낵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옥수수 시료의 β값이 0.727로 가장

높아 군옥수수 맛의 친숙함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식품을 구매하는 많은 소비

자들은 생소한 제품에 비해 비교적 친숙한 제품이 선호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단백 스낵 중 친숙도가 높은 치즈와

군옥수수의 경우 타겟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구매의도를 형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 5>.

<Figure 2>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samples for disliking

<Table 4> Familiarity, purchase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for the 4 kinds of high protein snack sample

Familiarity Purchase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Yoghurt 4.40±2.57a 4.75±2.76 5.06±2.79

Cheese 5.09±2.72ab 5.69±2.69 5.75±2.75

Corn 5.32±2.35b 5.13±2.76 5.57±2.86

Chili 4.63±2.48ab 5.01±2.67 5.25±2.82

F-value 2.121 1.615 0.940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D) using a 9-point Likert scale (1: very negative, 9: very positive)

Mean±SD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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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대한 구매의도에 대한 추천의도를 회귀분석 한 결

과, 모든 시료의 유의확률이 p<0.001로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값이 모두 양수로 나

타나, 구매의도가 스낵의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옥수수의 β값이 0.834로 가장 높

아 군옥수수 맛의 구매의도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시료에 대한 친숙함에 따른 추천의도를 회귀분석 한 결과,

모든 시료에 대한 유의확률이 p<0.001로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값이 모두 양수로 나

타나, 친숙함이 스낵의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료 중 군옥수수의 β값이 0.708로 구

매의도와 같이 가장 높아 군옥수수의 맛의 친숙함이 추천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조사 결과 시료에 대한 친숙함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구매의도가 높은 경우 추천의

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숙할수록 주변

의 사람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요약

현재 아동들이 흔히 섭취하는 간식들은 대부분 가공식품

으로 열량은 높지만 영양적 가치가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비만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식욕을 감퇴시켜 균형식의

섭취를 소홀하게 만든다. 아동기는 성장 발달을 위해 영양소

의 필요량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식사 뿐 만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를 강

화한 간식의 섭취가 필요하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학습센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에서 6학년 사이의 학생들 77명을 대상으로 스낵의 구매행

동과 개발된 고단백스낵의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구매행동에

대한 답변에서 스낵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5.94점으로 나타

났다. 스낵을 좋아하는 군과 좋아하지 않는 군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둘 다 ‘맛’이라고 답한 비율

이 가장 높았다. 가장 좋아하는 스낵 형태로는 칩, 퍼핑과자

순으로 나타났고 섭취빈도는 ‘일주일에 1~3회’로 간식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주로 구입하는 사

람은 ‘부모님藍막館· 부모님의 스낵에 대한 선택과 인식에

따라 자녀의 스낵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 된 고단백스낵의 기호도에 대한 결과 전반적으로 치

즈맛과 군옥수수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거트맛은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판 되고 있

는 스낵의 시즈닝에 대한 친숙함의 결과로 보여진다. 4가지

시즈닝의 감각적 특성으로는 좋은 점에서 군옥수수, 치즈, 칠

리 맛은 공통적으로 짠맛으로 나타났고 요구르트맛은 신맛

으로 분류되었다. 싫은 점에서는 요구르트맛은 신맛, 치즈와

군옥수수는 감칠맛, 칠리는 곡물향기, 대조군은 색과 싱거운

맛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즈닝에 대한 익숙함이 높

을수록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낵의 맛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및 기호도는

<Table 5>The effects of familiarity with the 4 types of high protein snack samples on purchase intention

Variable B β t F R2

Familiarity

Yoghurt 0.699 0.649 7.383*** 54.512*** .421

Cheese 0.591 0.597 6.485*** 46.503*** .356

Corn 0.856 0.727 9.241*** 85.388*** .529

Chili 0.689 0.639 7.236*** 60.004*** .408

Dependent variable: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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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effects of purchase intention and familiarity with the 4 types of high protein snack samples on recommendation intention

Variable B β t F R2

Purchase

intention

Yoghurt 0.790 0.783 10.890*** 118.589*** .613

Cheese 0.721 0.705 08.671*** 075.190*** .497

Corn 0.865 0.834 13.152*** 085.388*** .529

Chili 0.863 0.811 12.104*** 146.504*** .658

Familiarity

Yoghurt 0.729 0.671 07.843*** 61.511*** .451

Cheese 0.623 0.616 06.819*** 46.503*** .380

Corn 0.865 0.708 08.739*** 76.376*** .501

Chili 0.761 0.664 07.746*** 60.004*** .434

Dependent variable: Recommendation intention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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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짠맛이나 시즈닝의 친숙함에 의해 영향을 받으

므로 여러 가지 시즈닝의 고단백스낵을 출시한다면 비교적

친근한 맛부터 보인 후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부모나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

닌 스낵의 주 섭취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호

도를 조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로운 단백질

강화 스낵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추후 시판될 수 있는 시즈

닝 별 선호 정도를 알아보아 상품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아동을 위한 단백질이 강화된 스낵의 개발을 위해 영

양소 강화 스낵에 대한 인지실태 및 자녀 간식의 주 결정자

인 학부모의 구매의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단백스낵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스낵 구매 시 영

양을 중요시하는 학부모와 맛을 중요시하는 아동에게 간식으

로써의 새로운 영양스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을 위한 간식 뿐 만이 아닌 성인을 위한 간식, 편리한 식

사를 위한 식사 대용식 등으로 대신 섭취하여 영양소를 채울

수 있어 더욱 다양한 분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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