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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식을 앞세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해외시장으

로 영역을 넓혀가며 K-푸드를 전파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진출은 우리 고유의 음식 또는 식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한

식 메뉴로 한국의 음식문화를 세계에알리는데앞장서고 있

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LAWISSUE, 2017). 
중국의 외식산업은 급격한 도시화와 가처분 소득의 증가

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에 의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매출 실적은 2004년 7486억 위안에서 2013년 2억
5392억 위안으로 증가했다(MAFRA, 2014). 중국 내 소비시
장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진

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우, 중국 정부와의 우호
관계구축, 기업활동에대한우대정책, 활발한문화교류로
인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
성되고 있다. 이 추세에 맞추어한국의 다양한외식문화기
업도 중국 시장에 진출 중이다(He & Kim, 2015).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MAFRA, 2016)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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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tir-fried rice cake (Tteok- 
bokki) products which are suitable for the organoleptic property of Chinese peopl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choosing stir-fried rice cake (Tteok-bokki) for Chinese stu-
dent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exture of stir-fried rice cake (Tteok-bokki), smell, 
the harmony of the rice cake and sauce, the harmony of the rice cake and ingredients, the plate of food, 
the size of rice cake, the shape of rice cake, the color of sauce, and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food, 
ingredients, and cookware have significant influence. As a result of the IPA analysis, the texture of food,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food, ingredients, cookware, and a cook were included in the first quadrant, 
which indicates that it is batter to maintain a good quality. Smell of stir-fried rice cake (Tteok-bokki), 
temperature, rice cake and ingredients were included in the second quadrant, which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is high, but the satisfaction level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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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을 기준으로해외에 진출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138개이며, 해외 매장 수는 5,476개로 나타났다. 해
외 진출 업체 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되었고, 매장 수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진출 업체 중
약 70%가 중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업체 수가 127개로 전년
대비 약 32% 증가되었고, 매장 수는 2,786개로 전년 대비
약 5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음식은 일품요리 위주의 식사이나 한국 음식은 밥, 

국, 반찬에 따른 상차림 음식이다. 이러한 우리의 식문화는
한 가지 일품요리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한두 번의 특별

식으로는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간 경험하는 경
우 낯설고 불편한 식사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Lee, Kang, 
& Cha, 2009).     
국내 외식프랜차이즈기업들이거대중국시장의 사업성

을 보고 2010년을전후하여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
고 있으나, 기업마다 경영 성과는 상이하다. 한국에서 중국
으로 진출하려는 외식기업들이나 현재 진출하여 사업영역

을 확장시키려는 한국의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외식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

해야 하며(Liu, 2010), 외식상품은 중국인들의 관능적 특성
을 활용한 기호도 조사 후 현지에 적합한 일품요리 메뉴로

선정하며, 리뉴얼시켜 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업은가시적으로보이는유형적상품인메뉴와종사원

들의 서비스, 분위기 등 물리적 환경요소인 무형적 상품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Lee & Yoon, 
2006). 지금까지는유형적상품인한식에대한중국인의관능
적 특성을 활용한 선호도 연구(Yu, 2013; Kim, Lee, & Choue, 
2013; Her & Park, 2013; Cho, Seong & Lin, 2013)나 중국인들
을 대상으로 무형적 상품인 외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 연구(Bae & Boo, 2015; Ha & Kim, 2015; Kim, Kim & Lee, 
2016; Yoon, 2015)들은많이진행되어왔으나, 중국인을대상
으로특정단품메뉴에대해연구된바는거의없는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한국음식의대표적일품요리인떡

볶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중국인의 식생

활 문화 측면에서 현지화 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인들의 떡볶이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속성들 간의 중요도-만족도 차이를 IPA을 이용하여 연구하
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능적 특성
에 적합한 떡볶이 상품개발 및 불편한 식사환경 개선목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국의 소비성향 트렌드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온 외국 문화 및 문물에 대해 중국 전

통문화에 자긍심을 재고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애국주의

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부유
층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문화와 맞물려사치품 소비를

즐기는 추세이며, 1980년 이후 출생한 ‘바링허우’ 세대가 월
급을 모두 투자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쓸 정도로 소비지향

적인 면모를 보이며 사회변혁 주최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MAFRA, 2014). 중국의 2015년도 온라인 소매시장 규모는
3조8천8백억 위안으로 이 중에서 인터넷 쇼핑객 수가 4억
1천3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모바일 인터넷 쇼핑객 수는 3억
4천만 명으로 추정된다(Han, 2016).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
자 관심이 높아지면서친환경 신선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

으며,  전통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
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즈니스 결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MAFRA, 2014), 온라인상에 자신이 원하는 제품 스펙을 제
시하고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Moon & Kim, 2016).  
최근 중국의 외식소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외식 목적으

로 사적인 모임을 위해 외식을하는 경우가 가장 높으며, 동
반자로는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외식 시 소요
되는 시간은 1시간～2시간미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레스토랑 선택 속성 중 ‘맛’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한다. 선호하는 맛을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매운맛’이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추장떡볶이의 개선방향과 성
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MAFRA, 2014).

  
2.2. 떡볶이의 정의

떡볶이에 대한 정의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

만, Baek(2009)에 따르면 ‘흰 떡가래에 쇠고기와 채소 등을
넣어볶은음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Table 1과 같이 고문헌
에서 떡볶이의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餠炙’와 ‘복기’ 이
외에도 ‘熬餠(오병)’, ‘떡볶기’, ‘떡볶이’의 용어로 쓰인 문헌
들이 있다. 고문헌에는 떡볶이 조리법, 사용되는 식재료 등
이 기술되어 있으며, 시대에 따라 떡의 모양 차이는 있었다. 
‘흰떡을 탕무처럼 썰어’의 뜻은 탕문의 모양을 언급하였고,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작은 주
사위같은네모지게썰어’로기록되어있다(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2013).「시의전서」에 있는 찜은 대부분 밀가루 풀을
넣어 걸죽한 형태로 만들었으나, 쌀가루가 국물에 우러나오
기 때문에 별도의 밀가루물을 넣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현재의 떡볶이의 형태와 질감에는 크
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Yoon, 2005).

2.3. 떡볶이 시장의 현황

과거떡볶이는길거리분식정도로 생각하여 싸고간편한



박기홍ㆍ권영안ㆍ김성훈142

Table 1. The ancient writing containing the Chinese characters of stir-fried rice cake(Tteok-bokki)

Literature Author Period Include content

Kyumamjib Yoo Wun-Ryong
(柳雲龍: 1539∼1601) Chosun Dynasty(1595) 餠炙

Munkyunbyullok
(聞見別錄) Nam Yong-Ik(1628∼1692) Chosun Hyojong Year 6 (1655) 餠炙

Seohaenglok
(西行錄) Kim Ji-Su(金芝叟) 1787 Jaobing

(Jaobyung(紫熬餠))

hieuijeonseo An unidentified auther The late Chosun Dynasty (1800) Stir-Fried Rice Cake

Diary of Nosangchu
(盧尙樞日記) No Sang Chu Chosun Dynasty(1822) 餠炙

Buinpilji Bing-heo-kak - Lee 1855 Stir-Fried Rice Cake

Hogowasengbyuljib
(好古窩先生別集)

Yoo Hui-mun
(柳徽文: 1773∼1827) 1896 餠炙

Chosun YoriJebeob Bahng ShingYoung (方信榮) 1918 Stir-Fried Rice Cake

Source: Korea Food Research Insitute 2013, disputant rewrites.

간식거리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떡볶이
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고, 소비자 선
택폭을 확대하며, 떡볶이의 프랜차이즈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쌀 떡볶이를 기반으로 야채 튀김, 김말이, 만두, 삶은
계란 등을 섞어 식감을 높이며, 매장 고급화를 추진하며, 혼
밥족을 겨냥해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진공 떡볶

이 제품도 20여 종에 이른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떡볶이
산업 육성 TF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죠스떡볶이, 아딸 등
1세대 브랜드가 설립되며, 떡볶이의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2013년 이후에는 ‘매스티지(Masstige)’로 소비자 성향이 변
화되면서 고객들의 필요성과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두끼, 
동대문 엽기 떡볶이, 신전떡볶이라는 2세대 브랜드가 설립
되었다(Kim, 2017).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푸드시장

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총 인구와 1인당 국민소
득 동향을 감안하여 중국 외식시장의 규모를 예측해 보면

2020년에는 3조 6,85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식시장의 연평균 성장률도 2010～2015년 10.4%, 2015～
2020년 7.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Yoon, 2015).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떡볶이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 상황

으로 ‘2017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떡볶이 전문점
부문에 한국 전국 가맹점이 504여 개가 설립되어 있는 ‘신
전떡볶이’가 선정되었다. 중국을 기점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가맹점이 진출해 있고, 일본, 미국 등 글로벌 프랜
차이즈를 계획하고 있다(en.people.cn, 2017). 중국, 대만, 싱
가포르에 진출한 ‘두끼’ 브랜드는 월 매출 1억원을 돌파하
며 해외에서 떡볶이 브랜드가치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Kim, 2017).

2.4.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적 통계방법들이 지지되고 있는 가

운데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은 속성들의 중요도와 만족도
에 대한 평균값 차이만으로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무
자들이 결과해석을 하기에 수월하다(Han & Lee, 2008). IPA
를 처음으로 연구한 Martilla와 James(1977)는 소비자 만족은
제품에 대해 느끼는 소비자의 기대감과 제품속성의 활용도

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소비자 의견 조사에
의한 경영진단기법을 제안했으며, 자동차 사업의 성취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IPA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후 건강․마케
팅․은행․교육․스포츠․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으며(Martilla & James, 1977), 외식업 및 환대산업분야
에서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
로 사용되고 있다(Lee, 2005). IPA의 기본가정은 만족도 속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준이 유형적․무형적 서비스의 만

족도 기대에 의해 파생된다는 것으로서(Park, Lee & Park, 
2008), 이용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근거로 만족 정도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IPA의중요 특징은중요도와만족도를 X축과 Y축을 이용한
격자도를사용하여 4개의사분면을활용하여연구에사용되
어지는 변수를 배치시켜 각각에대한 전략적시사점을도출

할 수있다는 것이다. 중요도와만족도가 모두높은 2사분면
의 변수들은 떡볶이의선택속성에서 계속 그수준을 유지시

킬 필요가있는 ‘유지’라는 전략적시사점이 도출될 수있으
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1사분면은 개선의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집중’으로,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낮은 3
사분면은 ‘저순위’로,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낮으나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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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높은 4사분면은 ‘과잉노력지양’ 등의 시사점이제시될 수
있다(Kim, Park & Lee, 2011).

2.5. 중국인의 외식 중요도-만족도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

중국의외식프랜차이즈산업은 1987년 KFC의 진출을 시
작으로 25년 동안 크게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외식 프랜차이즈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외국 기업
의 선진적인 관리시스템을 모방하는 경험적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외식사업에 대한 국가 법령, 체계 등이 미흡한 실정
이다. 하지만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외식 프랜차이즈의 소비
시장과 공급시장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황이다(Yoo, Lu & 
Park 2015). 여론조사사이트(大眾點評網)에따르면, 상해, 청도, 
광주, 남경 등 주요 도시에 한국 음식점의 숫자가 150개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인 20～30대의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Ha & Kim, 2015). 한국의 대중음식과 전통음식을
국내에서는 관광 상품화, 국외에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
하여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중점으로 선행연구들

이 진행되어왔다. 한국음식점을 이용한 외국인들과 한국인
들의 한국음식 평가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한 Cho, Koh 
& Oh(2007)는 한국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표적시장에
맞는 품질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며,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전
통음식에 대한 개발 노력의 지속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09)의 삼계탕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에서는중국 유학생들이 음식의 질, 음식의 맛, 건강식요리, 
음식의 재료를 중요시 했으며, 만족도 역시 높은 것을 분석
하였다. 중국관광객들에게 삼계탕이 한국 전통음식임을 강
조하고, 고유의 조리법과 음식의 모양을 고수하기 보다는
오향분과 같은향신료를선택적으로 음식에 추가할 수 있도

록 소금, 후추와 같이 서비스하도록 제안하였다. Cho et al. 
(2013)은 메뉴의 종류 및 설명, 메뉴의 맛과 질, 한국음식의
전통성, 메뉴의 위생과재료등 4가지의 요인을도출하여 실
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메뉴의 종류 및 설명 변수가

Table 2. Current research trends of Chinese preference

Division Cho et al.
(2007)

Lee et al.
(2009)

Cho et al.
(2013)

Yu
(2013)

Bae et al.
(2015)

Lee
(2016) Research

1 Texture of food ○ ○ ○ ○ ○ ○ ○

2 Amount of food ○ ○ ○ ○ ○

3 Shape of food ○ ○ ○ ○ ○ ○

4 Color of food ○ ○

5 Smell of food ○ ○ ○ ○

6 Temperature of food ○ ○

7 Hygiene of food ○ ○ ○ ○
* Disputant rewrites.

  

고객만족에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음식이 일반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홍보가 메뉴소비를 활성

화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Yu(2013)의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음식 선호도와 적응도에 대한 연구에서 찌개

류, 전골류, 고기류, 탕류, 기타, 면류, 전통음료, 전통발효식
품 순으로 한국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리커
트식 5점 척도를 이용한 떡볶이 선호도 분석 자료에 매우싫
다 0.00%, 약간싫다 11.3%, 보통이다 30.5% 등의 결과를 보
았을 때중국인 유학생들의 떡볶이에 대해 거부감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Bae & Boo(2015)의 외식 선택 속성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음식의 위생(6.33점), 음식의 신선도(6.25점), 음식의맛
(6.09점)의 순으로 높았다. 만족도 평가 결과, 음식의 맛(5.70
점), 음식의 온도(5.46점), 음식의 신선도(5.45점)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IPA 결과 종사원의 친절도, 음식의 적정 가
격, 식당의 환기상태 등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 고객의 외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음식과 서비스의 질 개선뿐

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Lee(2016)의 친숙도에 따른 중국 대학생의 한식메뉴 선호
도와 한식만족도의 영향요인의 비교 연구에서는 한국의 방

문, 체류 경험을 통한 친숙도의증가는 보다 다양한한식메
뉴의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친숙도에 따
른 한식 인식요인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보면, 중국 유학
생들이 중국 현지 대학생들보다 편의성 요인을 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한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국
유학생은 건강지향성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지 중국 대
학생들은건강지향성 요인과 이미지 요인 두가지의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중
국 시장으로 한식메뉴를 진출시킬 경우, 건강과 웰빙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여 이미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웰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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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에 부합하는 기능성 식품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는 결론을 제기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

다. 통계프로그램인 SPSS 20.0과 Excel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선택속성에 대한 지각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IPA를 적
용하여 떡볶이라는 단품메뉴에 대해 생각하는 속성과 이용

후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설문항목과 측정변수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Table 2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떡볶이 선
택속성의 변수를 추출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메뉴를 선정할 때 고려되어지는 중요도와 떡

볶이 섭취 후 만족도를 묻는 항목으로 나누어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7년 6월 10～3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과 한국 음식문화를 동시에 경험한 중국인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총
304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71부(23.3%)를 제외한 233부(76.7%)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중 남자가 43.8%, 여자가
56.2%로나타났고, 떡볶이를섭취한경험이있는집단이 100%, 
섭취하지 않은집단이 0%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22
세가 48.5%, 23～25세가 33.9%, 26～28세가 9.4%, 29～31세
가 6.0%, 31～34세가 2.1%로 나타났다. 설문을 진행하는 응
답자의학력은학부1학년이 15.9%, 학부2학년이 12.4%, 학부
3학년이 26.6%, 학부4학년이 15.0%, 대학원석사과정이 18.0%, 
대학원박사과정이 12.0%로나타났으며, 거주기간별로는 6개
월 미만이 16.7%, 6개월～1년 미만이 24.5%, 1～2년 미만이
22.3%, 2～3년 미만이 18.5%, 3년 이상이 18.0%로 나타났으
며, 출신지역별로는 화북지역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동지역이 17.6%, 화중지역이 15.0%, 화남지
역이 12.0%, 동북지역이 8.6%, 서남지역이 7.3%, 서북지역이
6.0%로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는 10만원미만이 6.0%, 10～
20만원 미만이 7.7%, 20～30만원 미만이 18.9%, 30～40만원
미만이 18.5%, 40만원 이상이 48.9%로 나타났다. 한달 기준
떡볶이의 섭취 횟수는 1～2회 6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3～5회는 25.3%, 6～8회는 5.6%, 8～10회는
1.7%, 10회 초과는 0.9%로 나타났다.

4.2. 중요도-만족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떡볶이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

값을 산출한 후 차이 값을 활용하여 속성들을 분석하였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 Level n %

Popu-
lation

statistics

Gender
Male 102 43.8

Female 131 56.2

Age

20～22 113 48.5

23～25  79 33.9

26～28  22  9.4

29～31  14  6.0

31～34   5  2.1

Intake 
experience

Yes 233 100

No   0   0

Residence 
period

100 thousand won<  14  6.0

100～200 thousand won  18  7.7

200～300 thousand won  44 18.9

300～400 thousand won  43 18.5

≤400 thousand won 114 48.9

Education 
level

Freshman  37 15.9

Sophomore  29 12.4

Junior  62 26.6

Senior  35 15.0

Graduate school master  42 18.0

Graduate school doctor  28 12.0

Visits

1～2 155 66.5

3～5  59 25.3

6～8  13  5.6

8～10   4  1.7

10<   2  0.9

Region of 
birth

Northeast China  20  8.6

North China  78 33.5

East China  41 17.6

South China  28 12.0

Central China  35 15.0

Northwest China  14  6.0

Southwest China  1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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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분석은 Table 4와 같은 결과값이 도출
되었다. 떡복이 선택속성 중 ‘매운맛’, ‘온도’, ‘음식의 모양’, 
‘조리사의 위생’의 속성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떡과 부재료들의 조화로움’, ‘음식을 담는 그릇’, ‘떡의모
양’, ‘소스의 색깔’의 선택속성들은 p<0.05의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의 식감’, ‘음식의 냄새’, ‘떡과
소스의 조화로움’, ‘떡의 크기’, ‘식재료의 위생’, ‘음식의 안
전성’은 p<0.01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 떡복이 선택속성의 IPA분석

떡볶이 선택속성의 중요도, 만족도를 통하여 음식을 섭취
하기 전 중요도를 조사하고 섭취 후의 만족도를 측정함으로

써 각 특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

교 분석하였으며,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 격자도에 제시하
였다(Fig. 1). 도형의 X축은 만족도의 평균값(3.71), Y축은 중
요도의 평균값(3.90)을 4사분면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각구간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다음과 같다. 1사분면에 해
당하는 속성들은 ‘음식의 냄새’, ‘떡과 소스의 조화’, ‘떡과
부재료의 조화’ 선택속성이 위치하였다. 이 구역은 개선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집중’ 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품질
개선을 통해 해결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2사분면은 중요도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Tteok-bokki selected attribute

Dimension
Importance Performance

t p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Texture of food 4.39 1.032 3.73 0.974 8.896 .000**

2. Taste hot of food 3.58 1.194 3.45 1.029 1.580 .115

3. Smell of food 4.14 1.102 3.59 0.988 7.388 .000**

4. Temperature 3.81 1.101 3.68 0.897 1.740 .083

5. Combination of rice cakes and sauces 4.07 1.033 3.66 0.992 5.545 .000**

6. Combination of rice cake and condiments 3.92 1.078 3.70 0.976 2.769 .006*

7. Plate 3.15 1.129 3.44 0.963 -3.287 .001*

8. Size of rice cakes 3.35 1.060 3.70 0.935 -4.282 .000**

9. Shape of rice cake 3.39 1.070 3.64 0.850 -3.027 .003*

10. Color of sauce 3.54 1.141 3.79 0.956 -2.973 .003*

11. Shape of food 3.58 1.088 3.55 0.955 0.370 .712

12. Food reserves hygiene 4.55 0.885 3.95 0.990 8.380 .000**

13. Food safety 4.55 0.913 3.97 1.021 8.638 .000**

14. Cook sanitary 3.99 1.114 4.00 0.980 -0.170 .865

15. Cookware hygiene 4.51 0.836 3.91 0.976 8.702 .000**

* p<0.05, ** p<0.005.

Note:
1. Texture of food 9. Shape of rice cake
2. Taste hot of food 10. Color of sauce
3. Smell of food 11. Shape of food
4. Temperature 12. Food reserves hygiene
5. Combination of rice cakes and sauces 13. Food safety
6. Combination of rice cake and condiments 14. Cook sanitary
7. Plate 15. Cookware hygiene
8. Size of rice cakes

Fig.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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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구역이다.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항목으로 ‘음식의 씹는맛’, ‘조리도구의 위생’, ‘조리사의 위
생’, ‘음식의 위생’, ‘식재료의 위생‘ 선택속성이 위치하였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구역으로 ‘음식의
온도’, ‘매운맛’, ‘음식을 담은 모양’, ‘떡의 모양’, ‘떡의 크
기’, ‘음식을 담는 그릇’이 이에 속했다. 이는떡볶이의 관능, 
외관요인이 육류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정서에 맞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떡볶이 상품을 중국
현지로진출할경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관능, 외관요인을
보완한 리뉴얼상품개발후 현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면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의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판
단된다.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4사분면의 속성은
‘소스의 색깔’ 1가지 선택속성이다. 이 선택속성은 현재 수
준을 유지하되 과잉노력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1987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식산업은 급속히 성장하
는 업종으로 향상된 서비스와 품질을원하는 소비자들의 욕

구가 지속 성장하는 시점에서 중국 민족의 관능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한국음식을 보완․개선하여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떡볶이를 섭취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

로 떡볶이를 섭취할 때 고려하는 속성들을 파악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성과 섭취 후 만족도를 알아봄으

로써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능적 특성에 적합한 떡볶이 상

품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
라북도 중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떡볶이

선택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한국 외
식업 서비스와물리적 품질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를 통해 추출한 변수 15문항을 중국인들이 느끼는 각 선
택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관’, ‘위생’, ‘관능’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다.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떡볶이의
위생, 식재료의위생, 조리사의 위생의 위생요인의항목들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선택속성으로 판단된다, ‘음식을 담는 그릇’, ‘매운
맛’, ‘음식의 모양’, ‘떡의 모양’, ‘떡의 크기’, ‘음식의 온도’, 
‘냄새’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행운
의숫자인 8과형상이닮은 조랭이떡을사용하고, 떡의 크기
를 증가시키며, 매장이 설립되는 지역 특성에 따른 유동적
인 레시피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이 능동적으로 매운
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양념을 배치하고, 직원을
통해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학생들은 ‘떡볶이를 담는 그릇’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스의 색깔’은 불필요한 강점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속성은 추가적인 노력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
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음식의 냄새’ 속성
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메뉴개발 시 중국
3대향신료인 산초, 팔각, 고수와 같이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초기 메뉴개발전략에 중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Kweon & Yoon(2006)의 연구에서는 한
국음식을좋아하지않는이유의설문문항중 ‘맵다 57.14%’
로 나타났으며, Yu(2013)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한국 음식으
로 젓갈, 깍두기, 배추김치순으로나타난 것으로보아, 중국
인들은 맵고 자극적이며 냄새에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

분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떡에 대한 만족
도도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외국인들이 끈적하거나 쫄깃
한 식감을 대체로 싫어한다고 한 Yoon S. J.(2005)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후식을 중요시하는 외국
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떡의 식감을 개선하고, 외국인들
의 입맛을 반영한 떡볶이용 떡개발과 떡볶이가 간식이라는

개념의 보급이 시급하겠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적

연구라 중국인들의 관능적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

을가지고있다. 첫째, 본연구의표본은한국의문화와중국
의 문화가 공존해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기에, 중국 현지인에 대한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활용 후 시제품

을 개발하여 중국 현지인에 대한 IPA 분석을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IPA 분
석이 아닌 떡볶이라는 단품 메뉴에 대한 분석이다. 단품메
뉴에 대한 IPA 분석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이론적 배경 및
설문지 구성에 다소 부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의 요인을 구성하여 서비스 품질이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영향이나중국 시장 소비자의 소비심

리 및 구매행동 분석과 시장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의 바탕을 도출 및 세부적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포함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관능적 특성과

결합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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