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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ttributes considered as important by parents in the selection 
of laver for infants through conjoint analysis techniques. A total of 917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January 
2016, of which 211 were completed (23.0%). Statistical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21.0 for descrip-
tive statistics and conjoint analysis. The conjoint design was applied to evaluate the hypothetical laver for infa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attributes and levels of laver for infant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ttribute was 
follows: seasoning (26.55%), flavor (19.33%), texture (18.75%), oil (15.15%), size (10.61%), and certification (9.61%). 
The results of the conjoint analysis indicate that parents raising infants preferred lav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seasoning, general flavor, softness, half-size, organic certification, and perilla oil. The most preferred laver for 
infants gained a 53.7% potential market share from choice simulation compared with laver being sold. Using utility 
and relative importance, the laver market for infants was classified into two segments. As a result of market segmentation, 
parents of cluster 1 preferred the laver model being sold (soy seasoning) while parents of cluster 2 preferred the 
optimized laver model (non-s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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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만혼으로 인해 출산율이 점

차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0년 1.47명에서 2014년 

1.21명의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나타내

고 있다(1).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아이와 관련된 소비에 지출을 아

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비싸도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자 하는 부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소비 패

턴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용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유아

용 식품 시장은 전체 시장의 49%를 차지하고 있다(3). 우리

나라 영유아 식품 시장 규모 역시 2005년 236억 원, 2010년 

262억 원, 2013년 393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4).

영유아기는 정서적 발달과 함께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

는 시기로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적절한 영양공급이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영유아기의 잘못된 식습관 형성은 비

만, 소아 당뇨와 같은 성인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5), 

부모들은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영유아가 먹을 식

품에 대해 더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6). 최근 영유

아 전용 식품은 과자나 우유 등 가공품부터 맞춤형 된장, 

김 등 식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입고 만지는 의류, 장난감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유기농’, ‘국산’, ‘무첨가’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6, 

7). 또한, 부모들은 영유아를 위한 식품을 선택할 때도 가격

보다는 기호도, 건강,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경향

이 있는데(8), 이는 가격이 중요한 식품 선택 속성인 청소년

과는 다른 소비 양상을 보인다(9). 

소비자의 식품 선택 요구와 동기가 변화하면 자연히 선택 

속성과 선호도 또한 변화하며(10), 제조사 또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

다(11). 따라서 영유아 식품 제조사는 소비자인 부모가 영유

아 식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다속성 기준을 찾아내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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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12). 이러

한 측면에서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제품이 가

진 속성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효용을 분석하여 이상적인 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13).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컨조인트 분석은 개발된 신제품과 관련하여 시장 세

분화, 시장점유율 예측 등 마케팅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데, 예측된 시장점유율이 실제 시장점유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그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3-17).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컨조

인트 분석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 대상의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18)에서는 ‘가격’, 

‘유통경로’, ‘브랜드’ 순으로 선택 속성의 중요도가 나타났으

며, 두부 제품의 속성별 가치 추정 연구(19)에서는 ‘콩의 원

산지’, ‘포장 여부’, ‘콩의 친환경 인증 여부’ 순으로 선택 속

성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더불어 두부의 유기농과 원산지 

표시의 상대적 가치 분석 연구(20)에서는 ‘원산지’, ‘유기농 

여부’, ‘가격’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에게서 ‘유기농 여부’ 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이 섭취할 

초콜릿 구매 시 부모가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감미료 종류’의 속성 중요도가 ‘브랜드’, ‘유기농’, ‘첨가물’, 

‘지방 함량’ 등에 비해 높았으며, 부모들은 보존제 등을 넣지 

않은 ‘all natural label’이 표시된 초콜릿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처럼 영유아 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나, 국내외 영유아 식품에 대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김은 아동

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가 높고(22), 단백질, 비타민 A, 무기

질, 타우린, 식이섬유질 등이 풍부하며 독특한 풍미를 함유

하고 있으며(23), 아동의 식이섬유 섭취량의 5% 이상 기여

한 식품군 중 하나이다(24). 

국내에서 양식되는 김은 재래김(일반김) 품종인 참김

(Porphyra tenera), 방사무늬김(Porphyra yezoensis), 돌

김 품종인 잇바디돌김(Porphyra dentata)과 모무늬돌김

(Porphyra seriata) 등이 있으며, 돌김 포자로만 제조한 온

돌김, 재래김 포자와 돌김 포자를 혼합하여 제조한 반돌김, 

돌김 포자에 파래(Enteromorpha) 포자를 혼합하여 제조한 

파래김이 시판되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에는 식생활이 점차 

고급화 및 간편화됨에 따라 저장성이 낮고 먹기 불편한 마른 

김보다는 조미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25). 그러나 

조미김은 유통과정 중 지방질의 산화에 의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인 마늘이나 양파를 첨가한 마늘김, 

양파김과 같이 풍미를 첨가한 조미김도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소금만 첨가한 조미김에 비해 맛, 식감, 기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27).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영유아 김 구매 시 부모

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 속성을 파악하고 이상

적인 컨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특징

을 바탕으로 개별 선택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사후군집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

후세분화(post-hoc segmentation)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28), 초이스 시뮬레이션(choice-simulation)을 통해 시장

점유율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영유아 김의 프로파일을 제시하고, 

향후 영유아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본 연구는 영유아용 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영유아 김의 선택 속성과 속성별 수준을 도출하기 위

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방법으로 2015년 10월 

30일에 영유아 김 구매 경험이 있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

로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영유아 김의 최적 

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김의 구매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여 2016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917명이 응답하였

다. 이 중 응답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입력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응답자의 23%인 211명의 자료가 분석

에 이용되었다. 

조사 도구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성과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유아 

김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FGI 형태로 예

비 조사를 시행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할 속성과 수준을 도출

하였다. 또한, 도출된 속성과 수준으로 바탕으로 본 조사의 

영유아 김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 조사: 조사 대상자에게 영유아 김 중요도 순위에 따

라 김 선택 속성 및 수준을 주관식 문항(open-ended ques-

tion)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속성은 

‘재료 인증’, ‘첨가물 및 성분’, ‘맛’, ‘양’, ‘간’, ‘식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료 인증’의 수준은 유기 인증, 원산지, 

HACCP, ‘첨가물 및 성분’의 수준은 첨가물 유무, 나트륨 

함량, ‘맛’의 수준은 간장/소금 맛, 고소한 정도, ‘양’의 수준

은 용량의 다양화, ‘간’의 수준은 짠 정도, ‘식감’의 수준은 

질긴 정도, 입에 눌어붙는 정도, 단단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속

성과 수준을 정량화하여 총 6개의 속성과 16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 김의 최종 속성은 ‘인증 종류’, ‘기름 종

류’, ‘식감’, ‘조미 종류’, ‘김 장당 사이즈’, ‘풍미’로 구성되었

고, 속성 중 ‘인증 종류’는 ‘유기 인증’과 ‘HACCP’으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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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였으며, ‘기름 종류’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유’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속성 중 ‘식감’은 ‘부드러운 

식감(파래김)’, ‘중간 식감(일반김)’, ‘질긴 식감(돌김)’ 3개

의 수준으로 원초의 부드러운 정도를 표시하였으며, ‘조미 

종류’는 ‘간장’, ‘소금’, ‘무조미’ 3개의 수준으로 간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속성 중 ‘김 장당 사이즈’는 ‘기존 사이즈’와 

‘1/2 사이즈’로 수준을 구분하였으며, ‘풍미’는 ‘일반 풍미’, 

‘당근 풍미’, ‘양파 풍미’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 예비 조사에서 도출된 2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2개의 속성과 3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4개의 속성으로 영유

아 김 가상 모델을 설계하였다. 모든 속성을 고려하는 전 

프로파일 설계법(full profile method)을 사용할 경우 가능

한 모든 프로파일 개수는 총 48개(=2×2×3×4)이나 조합 

가능한 모든 프로파일을 설문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비교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직교 설계(Orthogonal 

design)를 통해 총 16개의 주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이와 

함께 모형의 신뢰성과 교차타당성 검정을 위해 검정표본

(Holdout set) 2개를 생성하여 총 18개의 프로파일을 디자

인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총 2부로 구성되었

는데, 1부는 컨조인트 디자인으로 구성된 가상의 영유아 김 

18개 프로파일에 대해 0에서 100점까지 중복 없이 점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부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 조사 

대상인 부모의 일반사항과 자녀의 수와 연령, 가계 식품비

(총 식품비, 자녀 식품비, 영유아 김 구입비)에 대해 조사하

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IBM-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인 부모와 자녀의 일반사항, 가계 식품비, 자녀의 김 섭

취 시기 및 섭취 종류에 대해서는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상의 영유아 김에 대한 선호도

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속성별 부분가치 값을 도출하였으

며, 산출된 부분가치의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를 통해 각 속

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적속

성조합을 산출하였으며, 최적화된 영유아 김을 출시했을 때

의 시장점유율을 예측하고자 초이스 시뮬레이션(choice si-

mulation)을 시행하였다. 이후 효용값을 이용하여 비 계층

적인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시행하였고, 

집단별로 컨조인트 분석을 시행하여 영유아 김 소비 세분 

시장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와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06명(97.6%), 남자가 

5명(2.4%)으로 여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조사 대상

자의 연령은 30~39세가 178명(84.4%)으로 30대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가 133명(63.0%)으로 가장 많

았으며, 일반 사무･관리직 40명(19.0%), 전문직 30명(14.2 

%)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이 

108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입은 250만 원~ 

499만 원이 115명(54.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자녀수는 1명이 138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67명(31.8%), 3명은 6명(2.8%)이었다. 자녀의 연령

을 조사한 결과 첫째가 27.58±26.11개월, 둘째가 14.79± 

17.13개월, 셋째가 9.17±2.79개월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

출 식품비는 72.56±27.28만 원, 자녀에게 지출하는 식품비

는 36.99±18.22만 원, 그중 영유아 김 구입비는 1.96± 

1.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김 가상 프로파일의 선호도 분석

컨조인트 분석을 시행하려면 먼저 상품이 가진 속성과 수

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속성과 수준의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으면 속성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모형의 추정 오차가 커지게 되므로 속성과 수준의 수를 

적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17). 이러한 속성과 수준

의 결정은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FGI, Pilot test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18,29-31). 따

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영유아 김을 설계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을 시행하기 전 예비 조사를 시행하여 영유아 김 선택 

속성 6가지를 도출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해 영유아 김 선택 

속성 6가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컨조인트 모형

의 적합성을 판정한 결과, 관측된 선호도와 추정된 선호도 

간의 상관계수인 Pearson의 R 값은 0.988(P<0.001)로 나

타나 모형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

형을 개발할 때 사용된 계획 프로세서와 검정 프로파일 간의 

상관계수인 Kendall의 tau 값은 0.850(P<0.001)으로 분석

되었으므로, 직교계획을 통해 추출된 18개의 프로파일들이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유아 김 가상 프로파일(profile) 18개에 대하여 가장 

선호하는 영유아 김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상의 영유아 김 18개 프로파일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선

호도를 조사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파일은 N 

(76.74), I(72.68), L(72.60) 순이며, 선호도가 가장 낮은 프

로파일은 F(62.73), B(63.06), D(63.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영유아 김 구매 시 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효용 추정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가상의 영유

아 김 18개 프로파일의 효용값은 -4.657부터 9.350까지 

다양하였다. 18개 중 효용도가 가장 높은 프로파일은 N 

(9.350), I(5.295), L(5.216)이었으며, 효용도가 가장 낮은 

프로파일은 F(-4.657), B(-4.330), D(-4.151)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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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respondents and their children                                                      (N=211)
Variables N %

Gender Female
Male

206
  5

97.6
 2.4

Age
20∼29
30∼39
40∼49

 16
178
 17

 7.6
84.4
 8.1

Occupation

Homemaker
Office worker･Administrative worker
Specialist
Self employed
Production worker
Others

133
 40
 30
  5
  1
  2

63.0
19.0
14.2
 2.4
 0.5
 0.9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2∼3 years college
4 years college
≥ Graduate school

 23
 57
108
 23

10.9
27.0
51.2
10.9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50
250∼499
500∼749
750∼999
≥1,000

 33
115
 44
  9
 10

15.6
54.5
20.9
 4.3
 4.7

Number of children
1
2
3

138
 67
  6

65.4
31.8
 2.8

Age of children1)2)

(months)

1st
2nd
3rd

27.58±26.11 (17.00)
14.79±17.13 (11.00)
 9.17±2.79  (8.50)

Food expenditure1)

(10,000 won)

Family
Children
Laver for children

72.56±27.28 
36.99±18.22 
 1.96±1.55 

 1)Mean±SD. 2)Medi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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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importance of attributes in hypothetical laver 
for infants.

영유아 김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및 부분 가치 추정

영유아 김 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으며, ‘조미 종류’(26.55%), ‘풍미’(19.33%), ‘식

감’(18.75%), ‘기름 종류’(15.15%), ‘사이즈’(10.61%), ‘인

증’(9.61%)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김을 

선택할 때 부모들은 ‘조미 종류’, ‘풍미’, ‘식감’, ‘기름 종류’, 

‘사이즈’, ‘인증 종류’ 6가지 속성이 함께 존재할 때 다른 속

성들보다 ‘조미 종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84.3%의 소비자가 나트륨 저감화 필요성에 대해 인지

하고 있다고 한 결과(32)와 유사하다.

선택 속성의 수준에 대한 효용값은 Table 3과 같이 나타

났다. 부모가 자녀의 영유아 김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인 ‘조미 종류’의 효용값을 살펴보면 ‘무조미’ 

(3.435)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

로 ‘간장 조미’(0.443), ‘소금 조미’(-3.878) 순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33)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

의 간장과 소금을 사용하여 조리 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간장으로 조미하는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소금으로 조

미하는 음식보다 약 2/3 정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음식 맛이 

더 좋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조미’를 제

외하고 ‘간장 조미’와 ‘소금 조미’를 비교한 결과 ‘간장 조미’

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조미 종류’ 다음의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난 ‘풍미’에 대한 

효용값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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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ypothetical profile of laver for infants

No Certification Oil Texture Seasoning Size Flavor Preference Sum of 
utility value

Rank of 
utility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1)

R1)

Organic
HACCP
Organic
HACCP
HACCP
Organic
HACCP
HACCP
Organic
HACCP
Organic
HACCP
Organic
Organic
Organic
HACCP
HACCP
HACCP

Perilla
Sesame
Perilla
Sesame
Perilla
Olive
Perilla
Olive
Perilla
Perilla
Olive
Olive

Sesame
Sesame
Perilla
Perilla
Sesame
Perilla

Ordinary
Ordinary
Softness
Softness
Softness
Softness

Chewiness
Ordinary
Softness
Softness

Chewiness
Softness

Chewiness
Softness
Ordinary

Chewiness
Softness
Softness

Salt
Soy
Soy
Salt
Soy
Salt
Salt
Soy
Soy
Soy
Soy
Non
Soy
Non
Non
Non
Non
Salt

Half
Regular

Half
Half
Half

Regular
Regular

Half
Regular
Regular

Half
Regular
Regular

Half
Regular

Half
Regular

Half

General
Carrot
Carrot
Onion

General
Carrot

General
General
General
Onion
Onion

General
General
General
Onion
Carrot

General
General

68.63±24.06
63.06±23.66
69.99±23.81
63.24±25.29
72.54±20.80
62.73±24.85
64.22±23.11
69.88±21.16
72.68±20.37
66.49±22.96
67.82±22.95
72.60±23.72
69.74±22.28
76.74±22.05
69.89±23.59
68.84±23.85
72.53±21.81
68.22±23.42

1.246
-4.330
2.599

-4.151
5.159

-4.657
-3.165
2.496
5.295

-0.893
0.433
5.216
2.355
9.350
2.507
1.452
5.150
0.838

11
17
6

16
4

18
15
8
2

14
13
3
9
1
7

10
5

12
1)Verification.

Table 3. Utilities and relative importance of laver for infants
Attribute Level Utility Relative importance (%) Utility×Relative importance

Certification 1. Organic
2. HACCP

 1.084
-1.084  9.607 10.414

-10.414

Oil
1. Perilla oil
2. Sesame oil
3. Olive oil

0.624
-0.345
-0.279

15.152
9.455

-5.227
-4.227

Texture
1. Softness
2. Ordinary
3. Chewiness

1.244
-0.516
-0.727

18.750
23.325
-9.675

-13.631

Seasoning
1. Soy
2. Salt
3. Non-seasoning

0.443
-3.878
3.435

26.554
11.763

-102.976
91.213

Size 1. Regular size
2. Half size

-1.016
1.016 10.609 -10.779

10.779

Flavor
1. General (non-flavor)
2. Carrot
3. Onion

2.916
-1.812
-1.104

19.328
56.360

-35.022
-21.338

Model fit Pearson's R=0.988***

Kendall's tau=0.850*** (***P<0.001)

Results of choice simulation Optimized model: Max utility=70.1%, BTL=53.7%, Logit=69.5%
Model for sales: Max utility=29.9%, BTL=46.3%, Logit=30.5%

반 풍미’(2.916)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는 ‘양파 풍미’(-1.104), ‘당근 풍미’(-1.812) 

순으로 선호하였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한 식품보

다도 무첨가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을 보이는데(34), 

본 연구 결과 역시 천연 분말을 사용한 ‘양파 풍미’와 ‘당근 

풍미’보다는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풍미’의 선호도

가 높은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식감’에 대한 속성 수준 효용값에서 부모들은 영유아 김

을 구매할 때 ‘부드러운 식감’(1.244)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중간 식감’(-0.516), ‘질

긴 식감’(-0.727) 순으로 선호하였다. Seo와 Jung(35)의 연

구에 따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반김과 돌김, 함초김 등 

기능성 김과의 관능평가를 시행한 결과, 돌김의 선호도가 

일반김의 선호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

아의 유치는 생후 24개월에 발달이 완료되며 저작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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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는 다르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는 저작 횟수

가 많아 삼키기 쉽도록 음식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 더 어렵

기 때문에(36), 부드러운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김은 어른용 김과는 달리 

부드러운 식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름 종류’에 대한 효용값은 ‘들기름’(0.6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올리브유’(-0.279), ‘참기름’(-0.345)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즈’에 대한 효용값은 ‘1/2 사이즈’ 

(1.016)가 ‘기존 김 사이즈’(-1.0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6가지 속성 중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인증 종류’

에 대한 효용값에 대해서는 ‘유기농’(1.084)이 ‘HACCP’ 

(-1.084)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수준들에 대한 부분가치를 살펴

보면 중요도 비중이 가장 높은 ‘조미 종류’의 ‘무조미’에 대

한 효용이 ‘간장 조미’나 ‘소금 조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풍미’의 ‘일반 풍미’에 대한 효용이 ‘당근 풍미’

나 ‘양파 풍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감’의 ‘부드

러운 식감’에 대한 효용이 ‘중간 식감’이나 ‘질긴 식감’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들기름’, ‘1/2 사이즈’, ‘유기농’인 

영유아 김이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기존 사이즈’, ‘HACCP’

인 영유아 김보다 부모들이 더 큰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영유아 김의 최적 상품 컨셉 도출

각 속성과 속성 수준들의 효용값을 이용하여 가상의 최적

상품을 도출하고자 각 속성의 중요도와 속성을 구성하고 있

는 수준에 대한 효용값을 곱하여 효용 결합 측정을 하였다. 

이는 속성의 효용값 중요도에 따라 다른 효용치를 갖기 때문

에 높은 속성 조합을 통해 최적의 상품을 예측할 수 있으며

(37),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이와 같은 속성별 결합 

측정 결과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유아 김의 속성 결합은 

‘무조미’(91.213), ‘일반 풍미’(56.360), ‘부드러운 식감’ 

(23.325), ‘1/2 사이즈’(10.779), ‘유기농’(10.414), ‘들기

름’(9.455)이며, 각 속성별 선호도가 높은 수준을 결합하여 

영유아 김 선호 예측 점수는 77.71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의 속성 결합은 ‘간장 조미’ 

(11.763), ‘일반 풍미’(56.360), ‘중간 식감’(-9.675), ‘기존 

사이즈’(-10.779), ‘HACCP’(-10.414), ‘참기름’(-5.227)

을 바탕으로 구성된 모형을 계산해 본 결과 67.78점으로 

나타났다. 

컨조인트 분석은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시

장점유율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17). 일반적

으로 최대효용모형(Maximum utility model), BTL 모형

(Bradly-Terry-Luce model), Logit 모형(Logit model)이 

사용되는데, 최대효용모형은 가장 선호하는 제품만을 선택

하는 모형이고 BTL 모형과 Logit 모형은 확률을 반영한 모

형에서 추출된 값이다(30). 최적의 영유아 김 속성으로 구성

된 모형의 예측된 시장점유율은 최대효용모형 70.1%, BTL 

모형 53.7%, Logit 모형은 69.5%로 나타났으며, 현재 판매

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 속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모형의 

예측된 시장점유율은 최대효용모형 29.9%, BTL 모형 46.3 

%, Logit 모형은 3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속성인 ‘조미 종류’를 바탕으로 최적의 영유아 김 모형

과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을 구분하면 최적의 

영유아 김 모형은 ‘무조미’이며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

유아 김 모형은 ‘간장 조미’이다. 예측된 시장점유율 모형 

중 BTL 모형을 바탕으로 ‘무조미’ 김 모형은 53.7%, ‘간장 

조미’ 김 모형은 46.3%로, 조사 대상자인 부모들은 ‘무조미’ 

김에 대한 요구도가 ‘간장 조미’ 김보다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속성의 효용값에 따른 시장 세분화

본 연구에서는 시장 세분화를 위한 방법으로 컨조인트 분

석 결과 도출된 효용값을 시장 세분화 변수로 활용하여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한 사후적 시장 세분화(Post 

hoc segmentation)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속성에 대한 효용값을 기초 데이터로 

이용하여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확인한 결과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비 계층적

인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2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이들 세분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컨조인

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속성의 중요도와 속성별 부분가

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군집 1에는 129명, 군집 2는 82명으로 구분되었으며, 군

집 1의 모형 적합성은 Pearson의 R값이 0.989(P<0.001), 

Kendall의 tau 값은 0.933(P<0.001)이고 군집 2는 Pear-

son의 R 값이 0.980(P<0.001), Kendall의 tau 값은 0.933 

(P<0.001)으로 추출된 18개 프로파일의 속성들이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각 집단의 선택 속성에 대한 효용을 살펴보

면 군집 1은 ‘조미 종류’(21.333), ‘식감’(20.296), ‘풍미’ 

(19.297), ‘기름 종류’(16.591), ‘사이즈’(11.409), ‘인증 종

류’(11.073) 순으로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군집 

2는 ‘조미 종류’(34.769), ‘풍미’(19.376), ‘식감’(16.318), 

‘기름 종류’(12.887), ‘사이즈’(9.350), ‘인증 종류’(7.300) 

순으로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즉 군집 1과 군집 2 모두 ‘조미 

종류’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나 군집 2의 조사 대상자

의 ‘조미 종류’에 대한 중요도가 월등히 높으므로, 군집 2의 

조사 대상자는 영유아 김을 구매할 때 간에 민감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군집 1은 ‘풍미’보다는 ‘식감’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군집 2는 ‘식감’보다는 ‘풍미’의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군집별 높은 선택 속성에 따른 영유아 김을 조

합해 보면 군집 1은 ‘유기농’, ‘참기름’, ‘부드러운 식감’, ‘간

장 조미’, ‘1/2 사이즈’, ‘일반 풍미’에 대한 중요도가 높고, 

군집 2는 ‘유기농’, ‘올리브유’, ‘질긴 식감’, ‘무조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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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tilities and relative importance of laver for infants by clusters

Attribute Level
Cluster 1 (N=129) Cluster 2 (N=82)

Average of 
utilityUtility Relative 

importance (%) Utility Relative 
importance (%)

Certification 1. Organic
2. HACCP

0.573
-0.573 11.073 1.887

-1.887  7.300 1.084
-1.084

Oil
1. Perilla oil
2. Sesame oil
3. Olive oil

0.908
0.923

-1.831
16.591

0.179
-2.341
2.162

12.887
0.624

-0.345
-0.279

Texture
1. Softness
2. Ordinary
3. Chewiness

2.505
0.472

-2.976
20.296

-0.740
-2.071
2.810

16.318
1.244

-0.516
-0.727

Seasoning
1. Soy
2. Salt
3. Non-seasoning

1.777
0.619

-2.396
21.333

-1.657
-10.952
12.609

34.769
0.443

-3.878
3.435

Size 1. Regular size
2. Half size

-2.012
2.012 11.409 0.550

-0.550  9.350 -1.016
1.016

Flavor
1. General (non-flavor)
2. Carrot
3. Onion

1.594
-0.301
-1.293

19.297
4.996

-4.189
-0.807

19.376
2.916

-1.812
-1.104

Model fit Pearson's R=0.989***

Kendall's tau=0.933*** (***P<0.001)
Pearson's R=0.980***

Kendall's tau=0.933*** (***P<0.001)

Results of choice 
simulation

Optimized model

Model for sales

Max utility=58.1%, BTL=50.9%, 
  Logit=57.1%
Max utility=41.9%, BTL=49.1%, 
  Logit=42.9%

Max utility=89.0%, BTL=58.1%, 
  Logit=88.9%
Max utility=11.0%, BTL=41.9%, 
  Logit=11.1%

사이즈’, ‘일반 풍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군집 1은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의 특징인 

‘간장 조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으며, 군집 2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구성한 최적의 영유아 김의 특징인 ‘무조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군집 1의 소비자는 최적의 영유아 김 모형인 ‘무조

미’ 김에 대한 예측 점수가 75.57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 모형인 ‘간장 조미’ 김의 예측 

점수는 72.5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 모형으로 구성된 

영유아 김 모형인 ‘무조미’ 김의 예측된 시장점유율은 최대

효용모형 58.1%, BTL 모형 50.9%, Logit 모형 57.1%로 

나타났으며,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 모형인 ‘간

장 조미’ 김의 예측된 시장점유율은 최대효용모형 41.9%, 

BTL 모형 49.1%, Logit 모형 42.9%로 나타났다. 군집 2의 

소비자는 최적의 영유아 김 모형인 ‘무조미’ 김의 예측 점수

가 81.06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

아 김 모형인 ‘간장 조미’ 김의 예측 점수는 60.2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 모형으로 구성된 영유아 김 모형인 ‘무

조미’ 김의 예측된 시장점유율은 최대효용모형 89.0%, BTL 

모형 58.1%, Logit 모형 88.9%로 나타났으며, 현재 판매되

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 모형인 ‘간장 조미’ 김의 예측된 시장

점유율은 최대효용모형 11.0%, BTL 모형 41.9%, Logit 모

형 11.1%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측된 시장점유율 모형 중 

BTL 모형을 바탕으로 최적의 영유아 김 모형인 ‘무조미’ 

김에 대한 군집 1의 시장점유율은 50.9%, 군집 2는 58.1%

이며,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 모형인 ‘간장 조미’ 

김에 대한 군집 1의 시장점유율은 49.1%, 군집 2는 41.9%

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인 부모들은 영유아 김의 속성 중 가장 요구도

가 높은 ‘조미 종류’ 중 ‘무조미’에 대한 중요도가 전반적으

로 높았으나, 이를 효용값을 통한 시장 세분화 변수로 활용

한 결과 군집 1은 ‘간장 조미’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군집 

2는 ‘무조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따라서 ‘무조미 김’에 

대한 시장 요구도가 높으므로 향후 영유아를 타깃으로 하는 

김을 출시할 경우 ‘무조미 김’을 출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군집별 요구하는 영유아 김 속성이 다르므로 군집에 맞는 

영유아 김을 출시하여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한다면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향

후 영유아 식품의 경우 ‘조미 종류’를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

한다면 소비자인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유아(0~36개월) 김의 선택 속성과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하고 최적의 영유아 김 속성 및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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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여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영유아 김의 속성을 제시함

으로써, 향후 영유아 식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형태의 예비 조사를 통해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영유아 김의 선택 속성 및 수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통해 영유아 김 최적 모형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도출

된 영유아 김의 속성은 ‘인증 종류’, ‘기름 종류’, ‘식감’, ‘조

미 종류’, ‘김 장당 사이즈’, ‘풍미’로 구성되었으며, 속성 중 

‘인증 종류’는 ‘유기농 인증’과 ‘HACCP’으로 수준을 구분하

였으며, ‘기름 종류’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속성 중 ‘식감’은 ‘부드러운 식감’, ‘중

간 식감’, ‘질긴 식감’ 3개의 수준으로 부드러움의 정도를 표

시하였으며, ‘조미 종류’는 ‘간장’, ‘소금’, ‘무조미’ 3개의 수

준으로 간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속성 중 ‘김 장당 사이즈’는 

‘기존 사이즈’와 ‘1/2 사이즈’로 수준을 구분하였으며, ‘풍미’

는 ‘일반 풍미’, ‘당근 풍미’, ‘양파 풍미’ 3개의 수준으로 구

분하였다. 따라서 총 6개의 속성과 16개의 수준을 바탕으로 

18개의 프로파일을 디자인하여 본 조사를 한 결과 N모델(유

기농, 참기름, 부드러운 식감, 무조미, 1/2 사이즈, 일반 풍

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

아 김 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조미 종류’, 

‘풍미’, ‘식감’, ‘기름 종류’, ‘사이즈’, ‘인증’ 순으로 나타났으

며, 선택 속성의 수준에 대한 효용값을 살펴보면 ‘조미 종류’

는 ‘무조미’, ‘간장 조미’, ‘소금 조미’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풍미’에 대한 효용값을 살펴보면 ‘일반 풍미’, 

‘양파 풍미’, ‘당근 풍미’ 순이며, ‘식감’의 경우 ‘부드러운 식

감’, ‘중간 식감’, ‘질긴 식감’ 순으로 선호하였다. ‘기름 종류’

에 대한 효용값은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순이며, ‘사

이즈’는 ‘1/2 사이즈’, ‘기존 김 사이즈’ 순이고, ‘인증 종류’

에 대한 효용값은 ‘유기농’, ‘HACCP’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속성과 속성 수준들의 효용값을 이용하

여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상의 최적 영유아 김 수준을 

도출한 결과 ‘무조미’, ‘일반 풍미’, ‘부드러운 식감’, ‘1/2 사

이즈’, ‘유기농’, ‘들기름’으로 영유아 김 선호 예측 점수는 

77.71점, BTL 모형을 바탕으로 예측된 시장점유율은 53.7 

%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의 

속성 결합은 ‘간장 조미’, ‘일반 풍미’, ‘중간 식감’, ‘기존 사

이즈’, ‘HACCP’, ‘참기름’을 바탕으로 구성된 모형을 바탕으

로 선호 예측 점수는 67.78점, BTL 모형을 바탕으로 예측된 

시장점유율은 46.3%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 대상자

는 ‘무조미’ 김에 대한 요구도가 ‘간장 조미’ 김보다 높았으

나, 도출된 효용값을 시장 세분화 변수로 활용하여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통한 사후적 시장 세분화를 실시한 결

과 군집 1은 현재 판매되는 대표적인 영유아 김의 특징인 

‘간장 조미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으며, 군집 2는 컨조인

트 분석을 통해 구성한 최적의 영유아 김의 특징인 ‘무조미

김’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실시한 사후적 시장 세분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

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특성이나 영유아 식품 브랜드 선호

도, 충성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전적 시장 세분

화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제품의 개발 

방향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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