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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buying preferences of Seolgitteok consumers to help develop healthier
variations of Seolgitteok. The data analysis of 281 adults, collected using an online survey tool (KSDC DB) from
October 12∼20, 2020,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purchase of Seolgitteok was: once a year (54.8%), at traditional
markets (59.8%), and mainly as a snack (67.3%). Further, men preferred small portion packaging (4.19±0.88), easy
digestibility (4.09±0.92), and low glycemic index (GI) (3.96±1.03), whereas women preferred small portion packaging
(4.55±0.63), easy digestibility (4.27±0.77), weight control (4.07±1.00), and low GI (4.06±1.01). Among the 12 intrinsic
selection attributes of Seolgitteok, taste, deterioration, and texture had high importance, and texture, taste, and appearance
gave high satisfaction. The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grid showed that the taste, texture, and origin of the
Seolgitteok ingredients were strong points that needed to be maintained; digestibility and deterioration needed urgent
modification; and calorie, nutritional value, GI, eco-friendly ingredients, and temperature were weak points. Among
the 10 extrinsic selection attributes of Seolgitteok, hygiene (4.58±0.66) had a high importance and satisfaction rating,
and shelf life (0.56±1.09) showed the greatest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Moreover, hygiene,
packaging design, packaging unit, price, convenience intake, ease of purchase, and expiration date were strong points
that must be maintained, whereas product description, brand reputation, and additional services needed improveme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Seolgitteok quality factors that should be maintained besides those that warrant improvement
to develop differentiated Seolgitteok for health-oriented consumers and maximize consumer satisfaction.
Key words: Seolgitteok,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health-oriented consumers

서

론

물론 기념일에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이용되고 있다(Yoon,
2010). 설기떡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탄수화물 중심의 고

설기떡은 멥쌀가루를 시루에 안쳐서 찌는 떡의 총칭이다

에너지 식품(245 kcal/100 g)에 속한다. 설기떡의 혈당지수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21). 혼합한 재료에

(glycemic index, GI)는 80.7로 쌀밥(69.9)이나 식빵(70.7)

따라 이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기떡은 물 내린

보다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지수 식품이다(Rural

멥쌀가루에 설탕을 섞어 찐 백설기 또는 흰무리를 뜻한다.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5). 식품의 선택에 있어

백설기는 백일, 돌, 생일은 물론 토속적인 제례 등에 널리 이

서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예방을 우선 고려

용되어온 전통식품으로 오늘날에도 간식이나 식사대용은

한다면 설기떡과 같은 고에너지･고탄수화물 식품은 영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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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Joo, 2013). 선행연구에서도 설기떡 고유

상, 표면 윤기 등), 맛(단맛, 짠맛, 맛의 조화 등), 풍미, 질감

의 풍미와 질감 등 기호적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함량

(씹거나 삼킬 때 느낌), 칼로리(에너지), 영양적 가치, 소화

은 낮추고, 영양균형을 고려한 설기떡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성, 혈당지수(GI), 친환경 재료, 원산지 표시(쌀, 부재료 등),

였다(Yoon, 2014). 더욱이 1인 가구와 고령층의 증가 등으

변질(굳어짐, 마름, 상함 등), 온도를 조사하였다. 설기떡의

로 소비자의 식품 소비패턴은 개별화되고 있다. 다양성과 편

외인적 선택속성은 위생, 포장디자인(내부디자인, 낱개포

리성은 물론 소비자 맞춤형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Kwon

장, 인쇄 등), 포장단위(개당 크기, 중량 등), 제품설명(상세

과 Hong, 2018). 슬로우 푸드, 웰빙, 건강을 상징하는 떡

설명), 가격, 섭취의 편리성, 구매 용이성(주문 편이성, 배달

(Yoon과 Oh, 2014)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고, 다양하게

등), 브랜드 평판, 유통기한, 부대 서비스(포인트 누적, 할인,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다.

덤)를 조사하였다. 또한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을 저칼로리,

떡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속성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선행연

저염, 고단백, 저혈당지수, 건강기능성 물질, 소화가 잘 되

구를 살펴보면 떡 카페 상품의 선택속성(An, 2013), 식사대

는, 다양한 칼로리별, 체중조절용, 소비자의 연령 맞춤형, 1식

용 떡의 이용현황 및 선택속성(Yoon과 Oh, 2014), 떡에 대

소포장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본

한 인식, 구매동기 및 선택속성(Jeon, 2014), 떡 전문점의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에 의하여 이루

선택속성(Choi, 2014) 등이 있다. 특히, Importance-Satisf

어졌고, 세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SMU-

action Analysis(ISA) 기법을 활용하여 떡볶이(Park 등, 20

2020-10-002)을 받아 수행하였다.

17)나 떡류 제품의 선택속성이 연구되었고(An과 Cha, 2019;
Shin과 Cheong, 2019), 떡류의 소비 가치에 따른 시장세분

통계 분석

화 및 태도, 만족도,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Kim, 202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ver. 20.0, SPSS Inc.,

1) 등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관점에서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 개발

자의 일반사항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설

요구도를 조사한 예는 없었다. 본 연구는 설기떡 구매경험이

2
기떡의 이용 실태는 χ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령에 따른 설

있는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의 개발

기떡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대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설기떡을 선택

응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설기떡 선택속성을 요인화하

할 때 어떠한 선택속성에 가치를 두는지 그리고 경험한 만족

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 값을 이용

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ISA 기법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

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기떡의 내･외인적 선택

략적인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제품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ISA를 실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시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 제품에
대한 개발 요구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나 ANOVA test

연구 방법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를 실시한 후 유의성
이 있는 경우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설기떡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n=300)를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대상으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DB, Seoul, Korea)

결과 및 고찰

를 이용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
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3.6%였으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
한 총 281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일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
는 총 281명으로 남성은 101명(35.9%)이고, 여성은 180명

조사방법 및 내용

(64.1%)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 이

설문지는 선행연구(Kwon, 2020; Seo, 2016; Shin, 2017;

상으로서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37.7%와 33.1%였다.

Shin, 2019; Kim, 2020)를 참고하여 개발하고, 전통음식

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이나 관리자, 전문가가 대부분(70.1

연구가 20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조사 및 예비 설문

%)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 초과(32.7%)로

조사를 거쳐 최종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일반사항(6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0~300만 원, 300~400만

문항)과 설기떡 이용현황(6문항), 설기떡 선택속성의 중요

원, 400~500만 원이 각각 19.9%, 18.9%, 14.6%였다. 조사

도와 제품경험에 대한 만족도(22문항) 및 설기떡의 개발 요

대상자의 평소 식사 시 동반자의 유형은 가족과 함께(67.6

구도(10문항)를 Likert 5점 척도법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

%)가 가장 많았고 친구, 동료와 함께(18.9%), 주로 혼자 식

으로 설명하면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은 외관(모양, 색

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8명(13.5%)이었다.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의 개발 요구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Item
Gender

Frequency (%)

Male
Female

Age

36 (12.8)
46 (16.4)
106 (37.7)
93 (33.1)
23 (8.2)
197 (70.1)

Job

Student
Manager, professional,
office worker
Sales service worker
Housewife
Etc.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KRW)

≤2,000,000
2,000,000∼3,000,000
3,000,001∼4,000,000
4,000,001∼5,000,000
>5,000,001

39 (13.9)
56 (19.9)
53 (18.9)
41 (14.6)
92 (32.7)

Dining
companion

Table 3. Factor analysis of Seolgitteok internal selection attributes

101 (35.9)
180 (64.1)

20s
30s
40s
≥50s

Alone
With family
With friends, colleagues

Type

10 (3.6)
11 (3.9)
40 (14.2)

38 (13.5)
190 (67.6)
53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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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1

Sensory
factor

Flavor
Taste
Texture
Appearance

Health
factor

Glycemic index
Nutritional value
Energy
Digestibility
Eco-friendly ingredient
Deterioration
Ingredient’s country
of origin
Temperature

2

0.847
0.832
0.790
0.768

Eigenvalues
% of variance
Cumulative of %
Cronbach’α

0.828
0.816
0.812
0.786
0.772
0.759
0.719
0.685
1.135
9.460
9.460
0.899

7.738
55.027
64.487
0.944

2
KMO=0.932, approx-χ =2,840.941, df=66, P=0.000, cumulative
of %=64.487%.

구매’(66.3%)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기떡의 용도를

조사대상자의 설기떡 이용현황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과반수는 ‘간식용’(67.3%)이나 ‘기념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2).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일용’(21.4%)으로 이용하였고, 그 밖에 ‘선물용’(8.9 %), ‘식

설기떡 구매빈도는 ‘년 1회’(54.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

사용’(2.5%)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월 1회’ 구매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2.1%, 그 다음으로
‘년 2회’정도로 응답한 경우가 10.7%였다. Choi(2019)의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떡류 제품의 구매빈도가 년 2~3회로 응답한 비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

율(45.9%)이 가장 높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과는 Table 3과 같다.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총 2개로

떡류가 아닌 설기떡을 특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추출되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64.487이었다. 요인 분석

차이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설기떡의 구매장소는 재래시

결과 KMO 값은 0.932였고, 유의 확률은 0.001미만으로 나

장 떡집(59.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떡 공방(31.0

타나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Choi, 2019)의 ‘떡집(떡 방앗간)

각 변수들 간 Cronbach’α 값을 측정한 결과 요인 1은 0.899,

Table 2. Status of use of Seolgitteok among the subject
Item

Frequency of
purchase

Place of
purchase

Purpose of
purchase

n (%)
2

Male

Female

Total

χ

2 (2.0)
17 (16.8)
61 (60.4)
8 (7.9)
1 (1.0
12 (11.9)

9 (5.0)
45 (25.0)
93 (51.7)
22 (12.2)
0 (0.0)
11 (6.1)

11 (3.9)
62 (22.1)
154 (54.8)
30 (10.7)
1 (0.4)
23 (8.2)

0.078

Department store
Supermarket
Tranditional market
Tteok-gongbang
Online shopping mall

2 (2.0)
7 (6.9)
59 (58.4)
30 (29.7)
3 (3)

2 (1.1)
6 (3.3)
109 (60.6)
57 (31.7)
6 (3.42)

4 (1.4)
13 (4.6)
168 (59.8)
87 (31.0)
9 (3.2)

0.518

For
For
For
For

1 (1.0)
66 (65.3)
24 (23.8)
10 (9.9)

6 (3.3)
123 (68.3)
36 (20.0)
15 (8.3)

7 (2.5)
189 (67.3)
60 (21.4)
24 (8.9)

0.548

1 times a
1 times a
1 times a
2 times a
None
Irregular

meal
snack
event
a gift

week
month
yea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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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of Seolgitteok external selection attributes
Type

Item

Hygiene,
packaging
factor

Packing unit
Hygiene
Packaging design
Convenience of intake
Shelf life

Facilitating
factor

Additional services
Brand
Price
Ease of purchase
Product description
Eigenvalues
% of variance
Cumulative of %
Cronbach’α

Factor
1

2

0.786
0.772
0.679
0.633
0.611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요인 1은 포장단위, 위생, 포장디자인, 섭취의 편리성, 유
통기한으로 총 5개의 속성으로 구분되어 ‘위생포장 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Eigenvalues는 4.573%, 설명변량은 45.731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부대서비스, 브랜드 평판, 가격, 구
매 용이성, 제품설명으로 총 5개 속성으로 구성되었고 ‘촉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Eigenvalues는 1.102%, 설명변량

0.863
0.653
0.591
0.574
0.519
4.573
45.731
45.731
0.803

측정한 결과 요인 1은 0.803, 요인 2는 0.757 이상으로 내적

1.102
11.019
56.751
0.757

2
KMO=0.868, approx-χ =1,059.679, df=45, P=0.000, cumulative
of %=56.731%.

은 11.019%로 나타났다.
IPA를 이용한 떡류 제품의 선택속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과 Cha, 2019)에 따르면 추출된 요인은 항목별 특성에
따라 요인 1은 ‘건강식품’, 요인 2는 ‘부가적 서비스’, 요인
3은 ‘구매목적’, 요인 4는 ‘제품 품질’로 구분하였다. 또한
식사대용으로 전통 떡류의 이용현황과 구매에 미치는 선택
속성(Yoon과 Oh, 2014)의 연구에서는 위생, 질, 서비스로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요인 2는 0.944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및 그

요인 1은 향미, 맛, 질감, 외관으로 총 4개의 속성으로 구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설기떡의 맛(4.58

분되어 ‘감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Eigenvalues는 1.135

±0.59)은 가장 중요한 내인적 선택속성으로 나타났다. 그

%, 설명 변량은 9.460%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혈당지수,

다음으로는 변질(4.46±0.68), 질감(4.40±0.66), 원산지 표

영양가치, 칼로리, 소화성, 친환경재료 이용, 변질, 원산지

시(4.34±0.74), 소화성(4.32±0.72) 순이었다. 반면에 설기

표시, 온도로 총 8개 속성으로 구분되어 ‘건강 요인’으로 명

떡을 섭취한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질감(3.95±0.83)이 가

명하였다. Eigenvalues는 7.738%, 설명 변량은 55.027%

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맛(3.93±0.79), 외관(3.92±0.79),

로 나타났다.

풍미(3.89±0.81), 재료 원산지(3.80±0.94)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설기떡의 외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 분석

낮은 항목은 혈당지수(3.52±1.02)와 에너지(3.52±1.01)

설기떡의 외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

였다.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 12항목 전체에서 중요도는

과는 Table 4와 같다.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총 2개로

만족도보다 유의하게(P<0.001) 높게 나타나 설기떡의 내인

추출되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56.751이었다. 요인 분석

적 선택속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결과 KMO 값은 0.868로 유의확률은 0.001미만으로 나타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변질(0.75±

나 요인 분석에 적합하였다. 각 변수들간 Cronbach’α 값을

1.11)이었다. 그다음으로 맛(0.66±0.90), 소화성(0.57±

Table 5.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 on internal selection attributes of Seolgitteok

1)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1)

Satisfaction2)

Gap

t-value

Deterioration
Taste
Digestibility
Glycemic index
Ingredient’s country of origin
Energy
Nutritional value
Texture
Eco-friendly ingredient
Temperature
Flavor
Appearance

4.46±0.68
4.58±0.59
4.32±0.72
4.08±0.93
4.34±0.74
3.99±0.92
4.11±0.83
4.40±0.66
4.07±0.89
4.05±0.82
4.19±0.76
4.16±0.76

3.71±1.03
3.93±0.79
3.75±0.93
3.52±1.02
3.80±0.94
3.52±1.01
3.66±0.92
3.95±0.83
3.65±0.96
3.64±0.93
3.89±0.81
3.92±0.79

0.75±1.11
0.66±0.90
0.57±0.97
0.56±1.16
0.54±1.01
0.47±1.21
0.45±1.01
0.45±0.85
0.42±0.99
0.41±0.99
0.30±0.90
0.23±0.94

11.220
***
12.306
***
9.749
***
8.005
***
9.007
***
6.492
***
7.533
***
8.817
***
7.084
***
7.020
***
5.457
***
4.179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important)∼5 point (strongly important).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satisfaction)∼5 point (strongly satisfaction).
***
P<0.00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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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 on internal selection attributes of Seolgitteok.

0.97), 혈당지수(0.56±1.16) 순이었다. 따라서 이들 속성을

능 소재를 함유한 설기떡의 개발 요구도가 상위인 점을 감안

중심으로 한 설기떡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할 때, 향후 새로운 설기떡 제품개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있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Fig. 1과 같이 ISA 격자도에 표시하였다. ISA는 2차원 격자

설기떡 외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모형을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한다(Green, 1992). 중요도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및 그

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설기떡의 10가지

강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

외인적 선택속성에 대하여 중요도는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은 2사분면은 우선시정이 필요한 약점 항목이다. 중요도와

(P<0.001) 높게 나타났다. 설기떡의 외인적 선택속성 가운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은 후 순위 약점 항목이며 중요

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위생(4.58±0.66)이었다. 다음

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4사분면은 초과기대 항목이라고

으로 유통기한(4.37±0.70), 섭취의 편리성(4.35±0.67) 순

할 수 있다.

이었다. 한편, 설기떡에 대한 외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결과 설기떡의 내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의

역시 위생(4.10±0.87)이었고, 다음으로 섭취 편리성(3.89

평균값(4.23)을 y축 분할선으로 하고, 만족도의 평균값(3.75)

±0.87), 가격(3.85±0.82), 포장디자인(3.83±0.85), 유통

을 x축 분할선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내인적 선택속성 가운

기한(3.81±1.01) 순이었다. 특히, 설기떡의 외인적 속성에

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유통기한

설기떡의 강점 항목은 맛, 질감, 재료 원산지로 나타났다.

(0.56±1.09)이었다. 그 다음으로 위생(0.48±0.89), 포장단

반면에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우선시정이 필요한

위(0.46±1.04), 섭취 편리성(0.46±0.93), 구매 용이성(0.45

설기떡의 약점 항목은 소화성과 변질로 나타났다. 한편, 중

±1.01)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설기떡의 후순위 약점 항목은

타난 설기떡의 유통기한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칼로리, 영양가치, 혈당지수, 친환경 재료, 온도로 나타났고,

판단된다.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설기떡의 초과기대 항목은

Fig. 2와 같이 설기떡의 외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향미와 외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설기떡의

와 만족도를 ISA 기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설기떡

맛, 질감, 재료 원산지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제품을

의 외인적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값(4.12)을 y축

경험한 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기떡의 품질을

분할선으로, 만족도의 평균값(3.75)을 x축 분할선으로 구분

관리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임을

할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설기떡의 소화성과 변질은 시급한 보

본 연구에서 설기떡의 외인적 선택속성은 중요도와 만족

완이 필요하며 향후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을 개발할 때 중점

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

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할 속성임을 알 수

사분면으로 구분되었다. 위생, 포장디자인, 포장단위, 가격,

있었다. 한편, 설기떡의 칼로리, 영양가치, 혈당지수, 친환경

섭취 편리성, 구매 용이성, 유통기한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

재료, 온도는 후순위 약점 항목으로 나타났다. 헬스 프리미

요한 강점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품설명, 브랜드 평

엄 설기떡 개발 요구도 설문에서 저칼로리, 저혈당지수, 기

판, 부대서비스는 후순위 약점 항목에 해당하였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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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 on external selection attributes of Seolgitteok
Selection attributes
Shelf life
Hygiene
Packing unit
Convenience of intake
Ease of purchase
Product description
Price
Packaging design
Brand
Additional services

Importance1)

Satisfaction2)

Gap

t-value

4.37±0.70
4.58±0.66
4.23±0.72
4.35±0.67
4.22±0.74
3.96±0.86
4.19±0.76
4.13±0.78
3.69±0.95
3.50±1.05

3.81±1.01
4.10±0.87
3.77±0.96
3.89±0.87
3.77±0.93
3.56±1.06
3.85±0.82
3.83±0.85
3.53±0.94
3.35±1.03

0.56±1.09
0.48±0.89
0.46±1.04
0.46±0.93
0.45±1.01
0.40±1.11
0.34±0.84
0.30±0.97
0.16±1.02
0.15±1.04

8.610
***
9.149
***
7.444
***
8.344
***
7.502
***
6.016
***
6.824
***
5.152
***
2.750
***
2.460

***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important)∼5 point (strongly important).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satisfaction)∼5 point (strongly satisfaction).
***
P<0.001.
2)

Fig. 2.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 on external selection attributes of Seolgitteok.

19 사태 이후 온라인을 통한 식품의 소비 행태가 급증하는

여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가치요인을 발굴하고 만족도를 높

추세(Lee와 Kim, 2021)이다. 제품설명이나 브랜드 평판,

일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부대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서비스에서 중요하게 관

것이다. 지금까지 설기떡을 특정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는 많

리되어야 하는 항목인 만큼 만일 설기떡을 온라인 마케팅한

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백설기에 다양한 소재

다면 이와 같은 외인적 선택속성도 관리가 필요한 품질요소

를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러

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본 연구에서는 설기떡의 영양문제와 최근의 식품소비 트

An과 Cha(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설기떡은 맛, 신선도,
유통기한, 식감, 답례품용 구매, 선물용 구매는 유지 전략

렌드를 감안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헬스 프리미엄 요소를 발
굴하고자 하였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강점항목으로 분석된 바 있다.
포장, 영양, 가격, 다양성, 모양, 크기, 원산지, 건강, 휴대편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에 대한 개발 요구도

리성, 친환경성 재료, 행사용 구매는 구매 전에는 중요하게

열가지 유형의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를 제시하고, Likert

생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만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5점 척도법으로 개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기 때문에 집중개선이 필요한 후순위 약점 항목으로 분석된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Table 7).

바 있다.

남성의 경우 개발 요구도가 높은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은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일반 떡류가 아닌 설기떡으로

1식 소포장(4.19±0.88), 소화가 잘 되는(4.09±0.92), 저혈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속성을 조사한 특이점이 있다. 또

당지수(3.96±1.03), 건강기능성 물질 함유(3.79±0.95) 순

한 소비자가 설기떡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이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개발 요구도가 높은 헬스 프리

내･외인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설기떡에 대하

미엄 설기떡은 1식 소포장(4.55±0.63), 소화가 잘 되는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의 개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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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mand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premium-Seolgitteok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ender
Age
Item
P-value
Male
Female
19∼29
30∼39
40∼49
1)
4.19±0.881) 4.55±0.63 0.000*** 4.28±1.03 4.41±0.69 4.43±0.66
Small portion packaging
Seolgitteok
Well digestible Seolgitteok
4.09±0.92 4.27±0.77 0.086
4.25±0.81 4.11±0.80 4.08±0.94
Seolgitteok for diet
3.68±1.16 4.07±1.00 0.003** 4.03±1.21b 3.87±1.02 3.81±1.09
d
c
Low glycemic index Seolgitteok 3.96±1.03 4.06±1.01 0.428
4.06±0.95 3.74±1.02 3.95±1.12
*
Low calorie Seolgitteok
3.78±1.06 4.04±0.99 0.044
3.97±0.97 3.91±0.94 3.87±1.06
Consumer’s age adjusted
3.58±1.02 3.98±0.94 0.001** 3.89±0.98 3.65±0.92 3.84±1.04
Seolgitteok
Seolgitteok containing functional 3.79±0.95 3.97±0.98 0.137
3.81±1.24 3.78±0.94 3.84±0.93
substances
Seolgitteok by various calories
3.62±1.14 3.84±1.06 0.104
3.61±1.18 3.74±1.02 3.75±1.15
High protein Seolgitteok
3.59±1.18 3.78±1.02 0.171
3.69±1.12 3.61±1.02 3.68±1.10
Low salt Seolgitteok
3.55±1.15 3.75±1.97 0.135
3.53±1.11 3.50±1.03 3.65±1.07

50
4.46±0.75

P-value
0.652

4.37±0.70
4.06±1.02
a
4.24±0.89
4.04±1.05
3.91±0.95

0.093
0.362
0.041*
0.680
0.518

4.09±0.92

0.188

3.86±1.04
3.81±1.08
3.86±1.01

0.689
0.745
0.178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5-point Likert type scale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

(4.27±0.77), 체중조절용(4.07±1.00), 저혈당지수(4.06±

요

약

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은 1식 소포
장(P<0.001), 체중조절용(P<0.01), 저칼로리(P<0.05), 연

본 연구는 설기떡 소비자의 제품 선택속성을 이해하고, 건강

령 맞춤형(P<0.01) 설기떡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았

지향형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헬스 프리미엄 설기떡 개발을

다. 한편, 본 연구결과 전 연령대에서 1식 소포장 설기떡에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화가 잘 되는,

(KSDC DB)를 이용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

저혈당지수, 저칼로리 설기떡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까지 수집한 성인 남녀 총 28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다. 특히, 저혈당지수 설기떡에 대한 개발 요구도는 50대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설기떡 구매빈도는 년

서 가장 높았지만(4.24±0.89), 20대에서도 높았고(4.06±

1회(54.8%)가 가장 많았고, 구매장소는 재래시장(59.8%)

0.95), 30대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에서 주로 간식용(67.3%)으로 이용하였다. 설기떡의 12가

다(P<0.05).

지 내인적 속성 가운데 맛, 변질, 질감은 중요도가 높은 속성

식품･외식산업에서 건강성은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이다

이었고, 질감, 맛, 외관은 만족도가 높은 속성이었다. 중요도

(Lee, 2021). 최근 식품산업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Ma 등,

와 만족도 간 차이가 큰 설기떡의 내인적 속성은 변질(0.75

2012; Hwang과 Kim, 2020) 외식산업의 미래는 한식의 브

±1.11), 맛(0.66±0.90), 소화성(0.57±0.97), 혈당지수(0.56

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

±1.16) 순이었다. 이들 내인적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며, 소비자의 성향 파악 및 고객 니즈를 반영한 건강맞춤형

ISA 격자도에 나타낸 결과, 설기떡의 맛, 질감, 재료 원산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쌀 가공식품 시장 분석에 따르

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강점 항목으로 분류되었고, 소화

면(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성과 변질은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며 칼로리, 영양가치, 혈

2020) 건강한 간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웰빙 트랜드

당지수, 친환경 재료, 온도는 후순위 약점 항목이라고 할 수

로 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있었다. 한편, 설기떡의 10가지 외인적 선택속성 가운데 위

소비자 관점에서 떡류에 대한 제품개발 요구도를 분석한

생(4.58±0.66)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선택속성이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Kwon과 Hong(2018)은 최근 헬스 프

었고,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유통기한

리미엄 김밥의 개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0.56±1.09)이었다. 외인적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ISA

프리미엄 김밥, 저염김밥, 친환경 식재료 김밥의 요구도가

격자도에 나타낸 결과, 위생, 포장디자인, 포장단위, 가격,

가장 높았고, 여성은 저염김밥, 다이어트 김밥, 친환경 식재

섭취 편리성, 구매 용이성, 유통기한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

료 김밥의 요구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저염

요한 강점 항목인 반면에 제품설명, 브랜드 평판, 부대서비

김밥과 프리미엄 김밥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떡과 같은

스는 후 순위 약점 항목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전통식품 산업 분야일수록 소비자의 관점을 탐색하고 시대

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은 물론이고 영양과 맛, 상품

시점은 국내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설문조사 연구에

의 품질 요소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상품개

제한이 있었던 시기였다. 비교적 짧은 기한 내에 온라인을

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통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선행연
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떡류의 주된 소비자가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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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만큼 본 연구에서도 40~50대 이상의 소비자가 과반
수를 차지하여 전 생애주기 소비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지
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떡류의 소
비패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후속세대가 지향하는 떡의
식문화와 새로운 떡의 개발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지향형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기떡 내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떡류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지향점에 맞춘 떡의 개발과 모델링은 향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설기떡이 유지하
고 강화해야 할 품질 요소를 발굴하였다. 설기떡에 대한 소
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요소를 파악하
고, 건강지향형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설기떡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식품소비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통식품의 가치 발굴과 제
품화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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