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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및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정을 위하여 부산지역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에 따른 전통떡류에 대한 소비행태 즉, 인지도, 활용도, 편의성, 선

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47.5%, 여학생 52.5%였고, 가계소득수준은 500만원이하가 51.0%, 500만원이상이 49.0%였으며,

생활 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46.0%, 단독이 54.0%였다. 각 설문문항별 각 요인들은 리

커트 7점 척도에서 4.0과 6.0 사이로 나타났다.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차우의 F (Chow’s F) 검정을

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지도 변수의 경우는 의미가 약하

므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주요용어: 구매의도, 선호도, 인지도, 전통떡류, 편의도, 활용도.

1. 서론

1.1. 선행연구의 고찰

우리 한국인은 신석기시대 때부터 한반도에서 농경사회를 구축하면서 정주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특

히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보리, 밀, 조, 수수 등 기타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였다. 쌀을 이용한 밥을

주식으로 하되 쌀과 기타 작물들을 원료로 하여 “떡”이라는 별도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떡의 어원은

덕(德)에서 나왔다고 한다.덕이란 어진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떡은 만들

어서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관혼상제 (冠婚喪祭)와 같은 가정이나 기관

및국가의대소사에다른사람들에게나누어주는것이주목적인데, 이렇듯다른사람들에게나누어주는

즉, 베푸는 행위인 덕을 위한 것이며, 그 덕을 행하는데 사용되는 먹거리에 대한 호칭을 덕이라 하였는

데, 그 덕이라는 발음이 점차 떡으로 변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덕이라는 글자의 발음을 차용한 것이라

고한다. 따라서떡은우리한민족에게는단순한하나의먹거리가아니라우리의얼과혼이담긴것으로

우리한민족을대변하는음식이라할수있다.

전통떡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 (1998)는 수도권 대학생들의 떡의 이용실태 및 기호도 조사

에서 떡을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경우가 38.8%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떡을 더 자주 먹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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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고 한다. Lee 등 (2002)은 대학생들의 떡에 대한 기호도 및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

생들이 떡을 구입하는 동기는 맛이 좋아서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간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사대용으로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Kim과 Shin (2004)은 “수도권지역의 연령에 따른 전통 떡류

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라는 연구에서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인절미에 대한 인지

도가 가장 높았고, 가래떡, 송편, 백설기, 팥시루떡, 약식, 무지개떡, 경단, 절편, 개피떡, 감자떡, 꿀편,

쑥개떡, 수수팥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인지도 차이분석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전통 떡류

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떡을 접할 기회가 많고, 대

부분떡의제조및구매는주로주부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라고추정하였다.

또한 Rho와 Woo (2003)는 인천지역 대학생의 떡의 인지도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떡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주 먹어보는 떡은 인절미, 가래떡, 백설기, 송편의 순이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떡

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9.1%는 모든 떡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9%는

좋아하지 않는 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Koo (2004)는 대전대학교 학생들의 전통 떡에 대한

인식 및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떡을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송편과 인절미를

가장 많이 먹어 봤으며, 일상생활에서 많은 떡의 종류 중에서 자주 섭취하는 떡은 10가지 정도로 아주

적었다고 한다. 또한 본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떡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는 자주

먹어본 떡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ung 등 (2004)은 전통 떡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용현황

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 (54.7%)은 전통 떡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조리관련학과 학

생들이 비조리관련 학과 학생들에 비해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Kim (2010)은 대학

생의 떡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 떡류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전

통 떡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떡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송편은 100%로 가장 높았고, 가래떡

99.3%, 백설기 91.1%로 조사되었다. Choi (2013)는 우리나라 전통 떡의 이용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60.9%) 보다는 여자 (68.2%)가 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식사대용으로 섭취한 경

험이 남자 (48.7%) 보다는 여자 (68.6%)의 비율이 더 높았다. 떡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는 인절미,

송편, 가래떡, 백설기, 절편 등의 순이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고한다.

1.2.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전통 떡류에 대한 연구는 내용으로는 떡의 인지도, 기호도,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가대부분이었으며, 조사대상은주로대학생들이었으며, 남녀성별로비교분석이주류를이루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여자집단이 남자집단 보다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기호도 및 선호도 등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조사에 관한 것인데, 전통 떡

류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가 전통 떡류의 구매의도에도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상대적

으로 부족했으며, 만약 영향관계를 분석했더라도 인지도나 기호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연구결과는 전통 떡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의도를 높여야

하고, 구매의도를높이기위해서는인지도나기호도를높여야한다고결론을맺을것으로예측한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남녀 구분 없이 인지도나 기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가능

해진다.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는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지도나 기호도 등을 높이는 노력의 결과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추론해낼수있다. 이는남녀성별에따라인지도나기호도를높여도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성별집단은 인지도나 기호도를 조금만 높여도 구매의도가 많이 높

아질 수 있지만, 어떤 성별집단은 인지도나 기호도를 많이 높여도 구매의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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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정도가상대적으로낮을수있다는것이다. 즉, 일종의독립변수에대한종속변수의민감도가다를

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그러한민감도가인지도나기호도등요인에따라다를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에 따라 인지도, 활용도, 편의성, 선

호도가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의정도가다른지의여부를검정하고자한다.

2. 연구설계 및 방법

2.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유의한차이가있는지의여부를검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

라유의한차이가있을것이다.

2.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전통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및 선호도 등 4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인지도는 전통떡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활용도는 평소에 전통떡류의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하였고, 편의도는 생활주변에서 전통떡류를 이용함에

있어 얼마나 편리한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선호도는 전통떡류에 대해 얼마나 선호하는지의 정

도를 측정하였다. 각 차원마다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역시 전통떡

류에 대해 구매할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문항 모두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 등 리커트 (likert-type)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교육을 받

은 5명의 조사원을 각 대학에 파견하여, 응답자에게 설문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조

사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무작위 표본추출법에 의해 현재 대학 재학생

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

하였으며 모두 회수되었고, 조사된 설문지는 먼저 응답자의 성실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성의한 설

문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무성의한 응답은 보이지 않아 모두 유효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2.3.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 특성분석은 빈도-백분율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측정척도의 타당

도 검정을 위해서는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하였고, 신뢰도검정을 위해서는 크론바 알파 (cron-

bach’s α)값을 구하였다. 또한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성별에따른차이검정을위하여차우의 F (Chow’s F) 검정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1과 같

다. 남학생 95명 (47.5%), 여학생 105명 (52.5%)으로 남녀 구성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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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득수준은 500만원이하가 102명 (51.0%), 500만원이상이 98명 (49.0%)로나타났으며, 생활형태

는부모와함께거주가 92명 (46.0%), 단독 (자취, 학교기숙사등)이 108명 (54.0%)으로나타났다.

Table 3.1 Overall features

Variables Classification Counts Percentage (%)

Gender
Male 95 47.5

Female 105 52.5

Income leve Below ￦5,000,000 102 51.0

(Monthly average per household) ￦5,000,000 or more 98 49.0

Living with parent(s)
Yes 92 46.0

No 108 54.0

그리고 각 설문문항별로 평균값 및 표준편차 값은 Table 3.2와 같으며, 평균은 7점 척도에서 대체로

4∼6점대로나타났다.

Table 3.2 Average of each items for the given degree

Degree Items : about Traditional Korean Rice Cak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cognition

X01) I am familiar with their types. 6.40 0.86

X02) I am familiar with their taste. 6.04 0.93

X03) I am very interested in them. 6.12 0.94

X04) I am familiar with their nutrition facts. 5.96 1.12

X05) I know exactly where I can buy them. 6.39 0.89

Usage

X06) They can be a meal substitution. 4.80 1.15

X07) They can be a good snack. 4.56 1.28

X08) They are delicious. 4.63 1.09

X09) They are very nutritious. 4.22 1.25

X10) I consume them frequently. 4.23 1.25

Convenience

X11) They are convenient to eat. 5.43 0.81

X12) They are easy to make at home. 4.07 1.20

X13) There are many places where I can easily purchase them. 4.79 0.73

X14) They are easy to carry around. 4.81 0.79

X15) They are easy to store. 6.52 0.76

Preference

X16) I enjoy eating them. 5.98 0.82

X17) It makes me pleasant to eat them. 5.91 0.87

X18) I prefer eating them over the other foods. 5.66 1.00

X19) I would purchase them again next time. 6.60 0.78

X20) I would like to recommend them to other people. 5.32 1.00

3.1. 자료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인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정하기위하여요인분석을한결과, Table 3.3에서보는바와같이하나의항목 (X15)만제외하고, 모

두 각 항목들의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 value)가 해당 요인에 높게 (0.5 이상) 적재되었다. 그래서

X15 항목은 요인적재치가 해당요인에는 낮고, 다른 요인에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이 후의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제외한 이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값인 크론바 알파값은 0.78에서 0.96까

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4개의 요인으로 전체 분산 설명력은 77.91%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사용하는 4개요인의타당도와신뢰도는높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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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measurement scales
PPPPPPItem

Factor Factor1

Usage

Factor2

Recognition

Factor3

Preference

Factor4

Convenience
Cronbach’s α

X01 0.84

0.95

X02 0.88

X03 0.84

X04 0.81

X05 0.81

X06 0.88

0.96

X07 0.91

X08 0.85

X09 0.91

X10 0.91

X11 0.58

0.78
X12 0.63

(after X15 Delete)
X13 0.91

X14 0.89

X15 0.03*

X16 0.78

0.86

X17 0.73

X18 0.72

X19 0.63

X20 0.63

Eigen Value 8.10 3.99 2.08 1.39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40.54 19.97 10.41 6.99

* Item X15 deleted because of low factor loading value.

3.2.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집

단별로차이가있는지의여부를검정하기위하여, 구매의도를종속변수로하고,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하되, 소득수준 변수와 부모와 함께 거주여부 변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들

변수를 가변수 (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회귀계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

가있는지의여부를검정하기위하여차우의 F (Chow’s F) 검정을하였다.

Table 3.4 Regression and Chow’s F test for influence of recognition, usage, convenience, preference on

purchase intention by gender

Male Chow’s F-value Female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r > F)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1.08** 0.52

2.01 (0.056)

-1.04** 0.44

RECOG -0.13* 0.07 -0.11** 0.05

USAGE 0.04 0.06 0.08** 0.03

CONVEN 0.07 0.10 -0.11* 0.06

PREFER 1.16*** 0.10 1.26*** 0.06

INCOME -0.55*** 0.19 -0.08 0.11

PARENTS 0.54*** 0.19 0.05 0.11

F-value = 61.39 (p<.0001) F-value = 99.77 (p<.0001)

Adj. R2 = 0.79 Adj. R2 = 0.85

INCOME, PARENTS : dummy variable, *: p=.1, **: p=.05, ***: p=.01

분석결과 Table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우의 F (Chow’s F)값이 2.01로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

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가

성별에따라유의수준 0.10 하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56). 추가적으로개별독립변수별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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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우의 F (Chow’s F)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5, Table 3.6, Table 3.7, 그리고 Table

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독립변수별로 따로 분석을 했을 경우, 인지도

(RECOG) 변수의경우만성별에따라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고, 나머지활용도 (USAGE) 및편의

도 (CONVEN) 변수의 경우는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수준 0.001 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p<0.0001), 선호도 (PREFER) 변수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유의수준 0.05 하에서 유의한 차이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037).

Table 3.5 Regression and Chow’s F test for influence of recognition on purchase intention by gender

Male Chow’s F-value Female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r > F)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2.17*** 0.56

1.88 (0.116)

2.64*** 0.69

RECOG 0.54*** 0.09 0.46*** 0.11

INCOME -0.99*** 0.34 -0.02 0.27

PARENTS 0.92*** 0.34 0.12 0.27

F-value = 15.83 (p<.0001) F-value = 6.37 (p<.0001)

Adj. R2 = 0.32 Adj. R2 = 0.13

INCOME, PARENTS : dummy variable, *: p=.1, **: p=.05, ***: p=.01

Table 3.6 Regression and Chow’s F test for influence of usage on purchase intention by gender

Male Chow’s F-value Female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r > F)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2.89*** 0.41

6.99 (<.0001)

4.32*** 0.32

USAGE 0.50*** 0.07 0.29*** 0.07

INCOME -0.75** 0.34 0.01 0.27

PARENTS 0.99*** 0.33 0.12 0.27

F-value = 11.18 (p<.0001) F-value = 6.29 (p<.0001)

Adj. R2 = 0.35 Adj. R2 = 0.13

INCOME, PARENTS : dummy variable, *: p=.1, **: p=.05, ***: p=.01

Table 3.7 Regression and Chow’s F test for influence of convenience on purchase intention by gender

Male Chow’s F-value Female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r > F)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2.16** 0.94

6.52 (<.0001)

5.97*** 0.77

CONVEN 0.63*** 0.18 -0.06 0.14

INCOME -1.12*** 0.37 0.02 0.29

PARENTS 1.02*** 0.37 0.01 0.29

F-value = 7.60 (p<.0001) F-value = 0.08 (p<=.97)

Adj. R2 = 0.17 Adj. R2 = 0.002

INCOME, PARENTS : dummy variable, *: p=.1, **: p=.05, ***: p=.01

Table 3.8 Regression and Chow’s F test for influence of preference on purchase intention by gender

Male Chow’s F-value Female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r > F)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0.98*** 0.36

2.60 (0.037)

-1.89*** 0.33

PREFER 1.11*** 0.06 1.24*** 0.05

INCOME -0.57*** 0.19 -0.08 0.12

PARENTS 0.54*** 0.19 0.07 0.12

F-value = 120.26 (p<.0001) F-value = 176.79 (p<.0001)

Adj. R2 = 0.79 Adj. R2 = 0.84

INCOME, PARENTS : dummy variable,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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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분석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인지도 (RECOG) 변수의 경우에는 차우의 F (Chow’s F) 분

석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기존의 4개 독립변수 중에서 인지도 (RECOG) 변수를

제외하고추가분석을하였는데, 그결과는 Table 3.9와같다.

Table 3.9 Regression and Chow’s F test for influence of usage, convenience, preference on purchase

intention by gender

Male Chow’s F-value Female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r > F)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1.25** 0.52

2.89 (0.010)

-1.19*** 0.44

USAGE 0.01 0.06 0.08** 0.03

CONVEN 0.07 0.10 -0.14** 0.06

PREFER 1.09*** 0.08 1.19*** 0.06

INCOME -0.57*** 0.19 -0.08 0.11

PARENTS 0.54*** 0.19 0.07 0.11

F-value = 71.15 (p<.0001) F-value = 115.41 (p<.0001)

Adj. R2 = 0.79 Adj. R2 = 0.85

INCOME, PARENTS : dummy variable, *: p=.1, **: p=.05, ***: p=.01

Table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도를 제외했을 경우 차우의 F (Chow’s F)값이 2.89로 성별에 따

라유의수준 0.01 하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10). 이는인지도 (RECOG) 변수가포함되었을

경우보다현저하게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다는것을의미한다.

4. 요약 및 결론

4.1. 요약 및 시사점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차

우의 F (Chow’s F) 검정을 한 결과, 유의수준 0.10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독립변수들 각

각에 대해 따로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 다른 독립변수들과는 달리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개의 독립변수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비록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값이 다소 미흡하여 4개의 독립변수들을 따로 분석한 결과 인지도 변수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의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매우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도 변수를 제외하고 추가분석을 한 결과, 역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개의 독립변수가 전통 떡류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있지만, 인지도변수의경우는차이가없으므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편의도 및 선호도가 종속변수인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가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회귀계수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 떡의 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할 때, 남녀 성별에

따라다른전략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4.2.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론은 전통 떡류에 대한 인지도 변수는 제외하고, 활용도, 편의도 및 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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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지역이라는 한계점과 성인집단 전체를 하지 못하고 대학생 집단만을 조사하

여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보다 조

사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고, 조사대상도성인전체로확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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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y gender in influence

recognition, usage, convenience and preference on purchase intention for traditional

Korean rice cake. For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gender-based consumption patterns-

degree of recognition, usage, convenience, and preference towards the traditional Ko-

rean rice cake-on purchasing intention was investigated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rea. Of the entire students, 47.5% were male and 52.5% female; 51.0% had

less than ￦5,000,000 and 49.0% had ￦5,000,000 or more in household income level

per month; and 46.0% live with parent(s) whereas 54.0% by themselves. The findings

showed that consumption patterns lie between 4.0 and 6.0 in Likert-type 7-point scale.

It showed differences by gender in all of the degree of recognition, usage, convenience,

and preference.

Keywords: Consumption, convenience, pattern, preference, recognition, traditional Ko-

rean Rice Cak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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