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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xperience factors on brand attitude and revisit intention 
in cakes specialty shop. The result showed that among experience factors in rice cake specialty shop, educational experience 
factor and aesthetic experience factor had influence on both brand attitude and revisit intention, and entertainment experience 
factor had only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 Also, brand attitud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 It was confirmed 
that experience activities in marketing of traditional food such as rice cakes are significant marketing activities, and educational 
experience factor and aesthetic experience factor have high correlated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entertainment experience 
factor is in lack relatively, which i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traditional food manufacturing, and future improvements about 
this needs to be required.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rketing significance of experience factors in rice cake specialty shop 
and to verify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for spreading vigorous marketing in a variety of traditional food fields through thi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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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생활이풍요롭게됨으로인

하여 획일성, 규격성만을 강조하던 기존 상품만으로 소비
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
(needs)에 부합하는 감성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은 소비자
만족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이 되고 있다. 보드리야드(Jean 
Baudrillard)가 주장하는 기호적 소비(sign consumption)는 제
품의 기능적 효용을 넘어 쾌락과 판타지적 소비를 보다 선

호하는현대소비의한특징으로볼수있다(Holbrook, 2000).
사전적으로 체험(experience)은 신체적, 심리적인 경험으

로 정의되고 있으며, 마케팅적으로 직접적 접촉, 경험의 제
공, 감각적, 감성적반응유발기제로서활용되고있다. Pine 
& Gilmore(1999)는 마케팅에서 체험은 의도된 기업 활동의 
일환이지만, 소비자의입장에서보면체험을통해브랜드와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소
비자가 생산활동에 직접참여하는 체험은진정한 체험(real 
experience)이며, 가장높은수준의마케팅효과를기대할수
있다. 그동안 체험의 중요성은 B. Joseph Pine 2세와 James 
H. Gilmore에 의해 제시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을 통하여 꾸
준히 연구가 되어왔으며, 소비자의 체험을 창조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Schmitt, 2003). 또한 제품의 편익만이 아닌 제
품의 총체적인 체험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면 강력한 브랜

드 충성도(brand royalty)가 완성될 수 있다(Lee et al., 2010).
마케팅에서제공되는 체험은 감각적 체험을 기반으로 하

고있지만, 제품과브랜드의성격에따라엔터테인먼트적체
험(entertainment experience), 교육적 체험(educational experi- 
ence), 일탈형 체험(escapist experience), 미적 체험(esthetic 
experience)의 4가지 형태로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E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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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험은 직접 표현되던 혹은 암시되던 간에 그들이 접하

는 것, 행동하는 것, 지각하는 것, 인지적인 것 혹은 감성적
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전달할 수 있다(Ha, 2012).
본 연구는 떡 전문점에서의 떡 체험에 대한 마케팅 효과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음식 분야
에서 개별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떡의 대중화를 위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는 쌀 소비 촉진의 방안으로
써떡소비확대에대한연구(Kim & Lee, 2007), 식사대용의
떡의 유용성 연구(Yoon & Oh, 2014) 등이 있어 왔고, 떡과
관련된 본격적인 마케팅 분야의 연구로 고객 선호도에 따

른 떡 메뉴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Park et al., 
2006). 이상과같이떡에대한사회적관심과연구들이최근
들어 계속 높아져 오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이 분야는
영세업체들이 많아 본격적인 개별 브랜드 차원의 마케팅이

전개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떡 체험만 하더
라도 축제나 이벤트 현장에서 단발성 이벤트로 많이 활용

되고 있는 행사 아이템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 중이며, 본
격적인 떡 전문점에서 떡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

은 매우 드문 일이다(Won, 2002). 특히 이런 관광 상품형
체험이 떡 전문점에서의 경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떡 전문점 분야의 마
케팅 차원의 연구는 떡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수행하고, 나
아가 떡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에서 의미 있는 연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떡 전문점에 방
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떡 제조 체험이 해당브랜드에 대

한 태도와 재방문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보이는지 파악

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체험 요소와 4Es

체험마케팅에서 4Es는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소비자에게 체험을 전달하는 개념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
으로 4가지 요소를 반영한 체험요소를 반영했을 때 기존의
일반상품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최상의 체험 상품이

될수있다고한다. 하지만체험상품에따라이 4가지체험
요소 중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요소도 있을 수 있다

(Pine & Gilmore, 1999).
첫째,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쾌락적 감정과 유희적 기쁨

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즐거운 기분 전환의 상태로의 자
극과 촉진을 의미하는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적 성격에 맞게

즐거움을 가치로 하는 체험 요소이다. 이를 통해 체험에 참
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동적 상태(passive status)를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교육적 체험은 참된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이나 능

력을 향상해 주는 것으로 참여자의 적극적(active)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Park et al., 2007). 교육은 체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요소이다. 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된 교육은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체험의 몰입성을 강화시켜주며 궁극적으로 체험의 성과를

높여준다.
셋째, 일탈형체험, 또는현실도피형체험은부정적관점

에서의 생활에서 탈출을 통해 지루함과 번거로움, 복잡함
등으로 부터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체험이다. 흔히 테마파
크, 카지노, 영화관 등에서 보여지고있는 체험이다. 현실에
서의 탈출은 단순히 어디론가 도망가겠다는 것을 넘어 시

간과 비용을 투자한 효과, 즉 가치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한다. 따라서 일탈형 체험에서는 완벽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체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미적 체험은 체험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느

낄 수 있는 체험의 효과이다. 굳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도 체험 활동이 진행되면 체험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감성적 효과
라고 할 수 있다. 체험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체험의 일반적
인 품질에 관련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체험은 참여자에게요구하는 수준과 참여자의 대응 수준

에 따라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
로적극성이높은순서는일탈적체험, 교육적체험, 엔터테
인먼트체험, 미적체험의참여이며, 수동적참여는그역순
이다. 체험요소 4Es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Kim(2002)은 한국
민속촌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을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체험, 미적체험, 현실도피체험으로 나누고, 만족
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연구하였고, Yang(2006)
은 문화관광지인 낙안읍성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
험요인을 교육성, 오락성, 심미성, 일탈성 등 4개 요소로 구
분하고, 만족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Park(2007)은 매장 내 체험을 엔터테인먼트 요
소, 교육요소, 현실도피요소, 미적요소등 4가지측면으로
분류하고, 매장을 이용해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즐거움을
주는지 확인하고, 만족과 재구매 의도,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매장 내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현실 도피적 요소는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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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태도

브랜드 태도(brand attitude)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예
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이 가지는 브랜드에 대
한 내적이며 전반적인 감정의 호감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지는 브랜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Shim et al., 2016). 또한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소비과정을 통해 만족시키고자

할 때 형성되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Kim, Choi, & Gong, 2004). 
Keller(2003)는 소비자 브랜드 가치 모델에서는 고객 사

고방식을브랜드인지도, 브랜드 연상, 브랜드 태도, 브랜드
로얄티, 브랜드 활동 등의 5가지 측정방법으로 나누고, 그
중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활동을 이끌어 내

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Low와 Lamb(2000)는 브랜드
태도를 브랜드 호감도, 선호도 및 브랜드 가치 등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Chaudhuri와 Holbrook(2001)은 브랜드 감정
과 브랜드 신뢰, 브랜드 충성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브랜드 신뢰와 브랜드 감정은 브랜드 태도에 의
해 형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충성이라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브랜드 태도는 기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요소이며, 기업의 궁극적 목표
인 매출 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획득요소로서 많

은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3. 재방문 의도

재방문 의도(revisit intention)는 고객이 미래에도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 업체를 만족하여 이용할 가능성으로 재방문

의사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체험 이후, 그 이미지
를 평가하는 고객들의 전체 경험에 대한 태도로 보며, 체험
후의 평가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Kim, 2010).
선행연구로는 Kim(2004)은 재방문 의도란 관광 소비자가

관광 서비스를 구매한 후의 행동으로써 미래에 관광 상품

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Lee와 Yoon(2014)의 연구에서도 방문객의 만
족도는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마케팅 관점에서의 떡 전문점 선행연구

마케팅 관점에서의 떡 전문점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로서

떡 카페 메뉴에 대한 고객선호도에 관한 연구(Park, 2006; 
Yang, 2007), 떡 전문점의 서비스품질과 고객 만족 및 충성
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An, 2013),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떡 전문점의 물리적 환경과 고객감정, 충성도 간의 관계에
관한연구(Kim & Hong, 2012), 떡의디저트로의이미지와소
비가치,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Kim & Park, 2016)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마케팅 분야 연구는 아
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떡 전문점에서의 떡 제조 체험을 통하여 브랜

드에대해태도의변화와재방문의도영향을미치는가에대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Kim(2002), Yang(2006), Ha(2012)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모형화하였다(Fig. 1).

2) 가설설정

체험마케팅요소가브랜드태도와재 구매의도에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진행

되어 왔다. 체험요소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선행연구로
는 문화콘텐츠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im & Jeon, 2013), 체험마케팅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
는영향에대한연구(Shin & Lee, 2011), 지역특산물에대한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im, Park, 
& Lee, 2014) 등이 있으며,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떡전문점에서의체험요소는브랜드태도에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교육적 체험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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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3. 미적 체험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체험요소와 재방문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체험요소

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Park, Park, & Cha, 
2007), 템플스테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만족도와 재방문의
도에 관한 연구(Shin, Rha, & Hwang, 2015), 전시회 체험이
재방문의도와의 연구(Yoon & Yoon, 2015) 등이 있으며, 이
상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떡전문점에서의체험요소는재방문의도에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교육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 미적 체험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 태도와 재방문 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장소를

대상으로 브랜드 태도와 재방문 의도에 대한 연구(Son & 
Cheon, 2014), 병원복합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브랜드 태도
와 재방문 의도에 대한 연구(Lee & Lee, 2013), 팝업스토어
의점포특성을대상으로브랜드태도와재방문의도에대한 
연구(CHae et al., 2012) 등이 있으며, 이들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브랜드 태도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험요소,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적 체험, 미적 체험, 브랜드 태도, 
재방문 의도 등의 변수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체험요소

체험을 개인이 몰두하는 이벤트로 이벤트를소비하는사

람들이 즐길만하고 몰두하며, 기억할만한 것으로 정의한다
(Han & Eeum, 2005; Park, Park, & Cha, 2007).

2) 엔터테인먼트 체험

유쾌하고 기분전환이 되고 즐거운 감정을 갖게 하는 체

험으로 정의한다(Ha, 2009; Shin, 2010).

3) 교육적 체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용적 배
움이있는체험으로정의한다(Han & Eeum, 2005; Shin, 2010; 
Lee, 2011).

4) 미적 체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장소의 편안함 등에서 느끼는 체
험의감각적요소로정의한다(Kim, Kim, & Yeun, 2010; Lee, 
2011; Lee, 2012).

3. 실증분석 방법

본연구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경기
도 소재 담다헌 떡 체험장에서 체험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
고, 그 중 회수되고 유효한 292부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
였다 실증분석은 SPSS for Window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집단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81명(27.7%), 여
자가 211명(72.3%)이며, 연령별로는 15∼20세가 95명(32.5 
%), 21∼25세가 85명(29.1%), 26∼30세가 84명(28.8%), 31세
이상이 28명(9.6%)이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General inform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81 27.7

Female 211 72.3

Age
(yrs)

15∼20 95 32.5

21∼25 85 29.1

26∼30 84 28.8

More 31 28 9.6

Total　 2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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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떡 체험요소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떡체험요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추출된 18개의 문항을 요
인분석을 통해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총 15개의
문항을 요인분석에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은

KMO측도 0.922, Barlt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2=2,107.305 
(p<.000)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떡 체험요
소에 대한 요인추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57.218%로 나타났다.
요인에 대한신뢰도분석결과, 떡체험요소중교육적체

험에 대한 신뢰도는 .843, 엔터테인먼트 체험에 대한 신뢰
도는 .809, 미적 체험에 대한 신뢰도는 .839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7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면 매우 높은 요인 신뢰
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떡
체험요소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측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2) 브랜드 태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브랜드 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추출된 4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에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검정결과, 표
준형성 적절성은 KMO측도 0.751, Barltett의 구형성 검정결
과, χ2=299.736(p<.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브랜드태도에대한요인추출결과, 1개의요인이도출 
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58.496%로 나타났다. 요인에
대한신뢰도분석결과, 브랜드태도에대한신뢰도는 .754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브랜드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매우높은측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Table 3).

3) 재방문 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재방문 의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추출된 4개의 항목을 요인
분석을 통해 설명력이 낮은 1문항을 제거하고, 총 3개의 문
항을 요인분석에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검
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은 KMO측도 0.671, Barltett의 구형
성 검정결과 χ2=220.870(p<.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
으로나타났다. 재방문의도에대한총분산설명력은 67.289 
%로나타났다. 재방문의도에대한신뢰도 .754로나타났다
(Table 3).

Table 2.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Tuk spe- 
cial shop experience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Educational 
experience

KN1 .759

3.440 20.236 .843

KN2 .755

KN3 .678

KN4 .608

KN5 .684

Entertainment 
experience

INT1 .666

2.748 16.165 .809
INT2 .848

INT3 .659

INT4 .669

Arts 
experience

INS1 .665

3.539 20.817 .839

INS2 .747

INS3 .679

INS4 .613

INS5 .759

INT6 .659

KMO=.922, Bartlett Chi-square=2,107.305,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57.218

Table 3.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brand 
attitude and revisit intention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Brand
attitude

KN1 .806

2.340 58.496 .754
KN2 .839

KN3 .608

KN4 .786

KMO=.751, Bartlett Chi-square=299.736,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58.496

Revisit
intention

INS1 .858

2.019 67.289 .754INS2 .837

INS3 .763

KMO=.671, Bartlett Chi-square=220.870,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67.289

2. 구성 개념간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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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Educational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Arts experience Brand attitude Revisit intention

Educational experience 1

Entertainment experience .640** 1

Arts experience .623** .579** 1

Brand attitude .524** .456** .605** 1

Revisit intention .511** .486** .616** .903** 1

Table 5. Effect of brand attitude on Tuk special shop experience factors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89 1.061 5.628 0.000***

Education experience .068 .218 .207 3.198 0.020*

Entertainment experience .065 .075 .072 1.158  .248

Arts experience .061 .437 .435 7.125 .0000***

R2=.404, Adj. R2=.398, F=65.058***

* p<.05, ** p<.01, *** p<.001.

Table 6. Effect of revisit intention on Tuk special shop experience factors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96 .853 - 4.362 .000

Education experience .071 .162 .147 2.302 .022*

Entertainment experience .067 .145 .133 2.162 .031*

Arts experience .064 .471 .448 7.412 .000***

R2=.416, Adj. R2=.410, F=68.310***

* p<.05, ** p<.01, *** p<.001.

본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여 연구에서 제시한 각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

였다(Table 4).

3. 가설 검증

1) 떡 전문점의 체험요소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

향분석

떡 전문점의 체험요소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값은 40.4%로 나타

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5.058, p< 
.001). 떡 체험 요소 중 교육적 체험, 미적 체험요인이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
적 체험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2) 떡 체험 요소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떡 체험 요소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값은 41.6%로 나타

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8.3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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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revisit intention factors upon brand attitude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096 1.53 -  1.596 .112

Brand attitude .026  .946 .903 35.691   .000***

R2=.618, Adj. R2=.617, F=401.317***

*** p<.001.

.001). 떡체험요소중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미적체험
요인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3) 브랜드 태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브랜드 태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회귀
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값은 61.8%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F=401.317, 
p<.001). 이에 브랜드 태도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떡 전문점에서의 체험요소 중 교육적

요소, 오락적요소, 미적요소가브랜드태도와재방문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떡 전문점에서의 체험이 브랜드 태도와 재방문 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
체험과 미적 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떡 전문점에서의 떡 체험 중에서 교육적 체험요소
와 미적 체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반면, 오락적 체험요소와의 연계성이
낮은 이유는 떡 전문점에서의 떡 체험이 체험자의 입장에

서 놀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

한다고할것이다. 또, 이는기존에축제등이벤트현장에서
단발성 이벤트를 통해 익숙해진 떡 이벤트와 비교했을 때

떡 전문점에서의 떡 제조 체험은 상대적으로 오락적 요소

가부족할수있기때문이라고추정해볼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체험요소의 유의성은 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된 것이며, 미적 참여 요소는 프로그램과 체험
현장의 감각적 느낌과 연계된 것으로써 이 두 가지의 유의

성은 떡 전문점에서 떡 체험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떡 전문점에서의 체험요소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대해분석한결과, 교육적체험과오락적체험, 미적
체험 모두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부분
이 많아 보이며, 요즘 시중에 많은 종류의 떡이 판매가 되
고, 그중에도보기좋고먹기좋게보이는것들이눈에들어
오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통해 만드는 방법 등을 습득해 가
는부분도많은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보여진다. 또한, 떡
만드는 체험을 통하여 떡의 매력을 느끼고 또 많은 즐거움

을느꼈다는것이이부분에많은영향력이라고도할수있

겠다.
셋째, 브랜드 태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결과,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브
랜드의 친근감이나 신뢰감, 호감 등이 다시 그 브랜드를 찾
게되는이유라할수있으며, 앞으로방문객들을더욱유치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떡이라는 전통음식의 마케팅 방안에 대

한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웰빙 생
활, 웰빙 음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전통음식
에대한관심또한높아졌으나, 아직그규모는매우미약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큰 전통음식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떡 분야는 전통음식 마케팅에 앞장 서야 할 위치에 있으나, 
대부분의 떡 상점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체
계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음식 마케팅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연

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이벤트로만 자리 잡고있는전통음

식체험행사를마케팅도구로활용했을때얻을수있는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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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말할 수 있겠다. 체험은
마케팅 수단으로 오래 전부터 활발히 활용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써 전통음식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임이

연구 결과 나타났다.
셋째, 체험요소중에서교육적체험 요소와 미적 체험요

소가 가장 효과적인 영향 요인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락적 체험요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떡을 포함한 전통음식에서

의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고, 마케팅 활동 전개에 따른 효과
에대한긍정적성과를획득할수있을가능성이높다는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마케팅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
음식도 단순히 ‘떡’이라는 통합적 카테고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개별적 브랜드로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

요성과그에대한효과를검증해볼수있는계기가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떡을 비롯한 전통음식에 대한 활발하

고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연구는이상의효과와함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사항

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하나의 브랜드만을 선택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조사
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떡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음식에 대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체험에 관련한 비교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떡을

포함한 전통음식 마케팅에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떡을 포
함한 전통음식분야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연구는떡 전문점에서의마케팅활동중 체험활

동에 부분 만에 집중된 연구로서 떡 전문점의 전반적인 시

장 환경과 동향에 대한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향후
떡 전문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마케팅 연구를 통해 환경

적 관점의 연구가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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