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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 사회에서는 창업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기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Kang, 2007). 
이와 같이 외식창업은 2000년 대 이후 경기의 지속적인 하
강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이르
기까지 지속적인 창업에 의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2008
년부터 2013까지 소상공인의 외식사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감소(영업이익율 2008년 28%,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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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evelop food truck concept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using conjoint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ributes importance and attributes level based on gender, age and 
incom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following.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ttributes importance 
and attributes level of gender, age, and income, it found that the price was more important than the 
type of food. The shape of food, a design of the truck and service are the following features of the 
attributes importance. Second, in the entire of market analysis, packaging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next to the price and the food shape. Third, according to gender analysis, male and female prefer Korean 
style with price range of 5,000～7,000 won. Men prefer take - out menu such as plastic packaging and 
traditional truck design. Also, the study showed that women prefer having a meal at restaurant, paper 
packaging style and modern design. Fourth, according to the age analysis results, all of ages group 
prefer the price range of 5,000～7,000 won except for people who are 60s and beyond. Also, in the 
food type, people prefer Western style in their 20s, Japanese style in their 30s and Korean style in their 
40s, 50s, 60s. Fifth, according to income analysis, Western menus with income of 4,000,000～
5,000,000won are preferred a price range of 7,000～10,000won  and Japanese menus with income more 
than 5,000,000won are preferred a price range of 7,000～10,0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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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4년 18%)하고 있다(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er-
vice, 2015).
외식 창업성공률이낮은것은외식창업이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창업자들의 무계획적인

창업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미개발, 기술력의 부재, 인재의
미 육성 등 장기적 안목보다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

구하는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는 상품과 서비스면에서 확

실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Jang, 1998). 뿐만 아니라 외식업의 열악한 환경들로
인하여 외식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2.8년에 불과하며, 3년 생
존율은자영업자의 평균 생존율인 46.4%보다낮은 35.3% 정
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이는 현재의 외식업이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증가에 그치

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Song, 2013).
이와 같이 외식 창업의 성공률이 낮은 것은 외식업이 경

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창
업자들의 전략적인 사고 부재, 높은 직원 이직율과 전문 인
력 부족, 취약한 경영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Lee & Yu, 2011).
또한 외식업은 다른업종과달리생산과 제공의 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복잡한 사업이다.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을 맺은 관계로 외부적, 내부적 환경요인들의 변
화가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외식사업에
미치는 환경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면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

여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Jang, 1998). 
최근 정년의 변화에 따라 은퇴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이 쏟

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외식업은 예

비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분야이다. 그러나 지속
적인 지가상승과 치열한경쟁 등으로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1차 상권의 외식업체들은폐업을하거나 2차, 3차상권
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열악한
입지조건에 의해 신규고객 창출 및 고객유지가더욱더 어렵

게 되고 있다(Youn & Yoo, 2012). 
따라서 정부는 실업의해소와청년일자리창출의 일환으

로 푸드트럭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2014년 8월부터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하는창
업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연구는 주

로 점포형 외식창업관한 성공요인(Kim & Lee, 2015), 창업
동기(Kim & Hong, 2008), 창업의도(Yang & Nam, 2015), 창
업유형(Kim, 1999) 등의 연구가 주로이루고 있으나 실제 청
년창업자나 직장 은퇴자들이 푸드트럭과 같이 현실성을 고

려한 효과적으로 창업할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에 대하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푸드트럭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은 인구통계적 특성인 성별, 연령, 소득에 따라 제품을 선택

할 때 취향과 선호도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특성에 적합
한 푸드트럭의 속성과 속성수준의 중요도와 선호도분석을

실시한 후, 푸드트럭의 컨셉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소
자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마케팅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여 새로운 성공전략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푸드트럭에 관한 개념

푸드트럭의 음식은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음식으로 분류

를 할 수 있다. 길거리음식은 길거리와 그 밖의 유사한 곳에
서 노점상이나 행상인들에 의해 준비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말하며,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수(Street 
foods are ready-to-eat foods and beverages prepared and/or sold 
by vendors or hawkers especially in the streets and other similar 
places)로 정의할 수 있다(Fao, 2009).

Tinker & Fruge(1982)는 길거리음식 사업의 특징으로 소
규모 운영, 전통적인 조리 방법, 소자본과 낮은 사업진입 장
벽(small scale of the operation, use of traditional food proce-
ssing technologies, and low capital costs that allow ease of entry 
into the sector)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푸드트럭은 2014년 9월규제개혁정책의일환

으로 합법화 되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
정된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시식용

으로 제작된 자동차로써, 조리장 작업장의 높이는 1.5 m(경
차 1.2 m) 이상. 면적은 0.5 m2 이상확보해야하며, 액화석유
가스완성검사를받은차량이어야하며, 장소로는유원, 관광
시설, 체육시설, 하천, 학교, 고속도로졸음심터, 국유공유재
산및지자체조례로정하는시설에서영업을해야한다(Cus-
tomer Support Officer, Planning and Coordination Center, 2017)
또한푸드트럭은즉석에서조리하여판매할수 있는음식

을 말하며, 서양식 패스트푸드로는 주로 햄버그, 핫도그, 샌
드위치, 주스류 등이 있고, 분식으로는 튀김, 김밥, 우동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만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음식판매자동차를 이
용한 영업(푸드트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의휴게음식점영업 및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가능하다(The Livestock of Sanitation Management 
Control Act Article 21).

 
2.2. 시장세분화에 따른 컨조인트 분석의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마케팅전략 수립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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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있는 도구이며, 동일한 욕구와 동질적 속성을 가진 관광
집단을 구분하여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은 시장상황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광시장을 이해하
고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Haley, 1971).
또한 시장세분화는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나누어 시장특

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전략(targeting)을 수립하고, 미래
잠재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시장에

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는 선험적 접
근을 강조하는 마케팅전략이라 할 수 있다(Moscardo, Pearce, 
& Morrison, 2001).  
외식시장 세분화의 기준변수는 일반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연령, 성별, 소득, 직업), 심리적 특성(개성, 만족도, 동
기, 충성도), 형태적 특성(추구편익, 구매기회, 가격 민감도), 
지리적 특성(국가, 지방, 도시) 등이 있다(Lee, 2010). 결국
이러한 시장세분화 전략은 고객욕구의 다양성을 만족시키

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구통계적 세

분화뿐만 아니라, 외식유형(방문동기, 목적, 외식행태 등) 및
외식행동(외식활동, 상품구매 등)에 의한 보다 종합적 관점
에서 시장세분화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이용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조인트 분석
은 상품개발에 자주 활용되는 분석기법으로 상품대안이나

개발대안들이 여러 속성들이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고 가

정하고, 이들 대안들을 구성하는 속성(attribute)들 하나하나
에 대해 고객이 부여하는 효용(utility) 또는 부분가치(part 
worth)를 추정함으로써 고객이 선호하는 대안을 찾거나, 고
객이선택할대안을예측하는기법이다(Kotler & Gary, 2000). 

Lim, Han, Peter와 Seo(2009)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고추장 소스의 성공적인 해외 식품 시장 진입을 위한 시장

분석과 판매망 구축을 위해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구매 속성 중요도
를 100%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스의 풍미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브랜드 24%, 가격 13%, 원산지12%, 포장 사이즈
7%, 포장 재질 5%였다.

Hong & Jeong(2011)은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하여 레스토
랑을 선택할 때 속성의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세분화된

레스토랑선택유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레스토
랑 선택속성의 중요성으로 업종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격, 분위기, 위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에서
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분위기는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가장 선호하였다. 가격은 10,000～30,000
원 이상대의 가격, 위치는 단독공간이 선호되었다.

Baek, Kim와 Yu(2012)는 계란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계란 구매의 주요 속성과 선호도를 조사하

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분가치를 이용하여 인구통계적

변수를 이용하여, 3개의 집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

Kim와 Park(2007)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한식업소의 선
택속성과 수준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한식업소를 선택할 때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속성과 수준의 선호

도 분석을 한후, 각 세분시장별로 떠오르고 있는 아침 외식
시장에서 컨셉을 개발하고자 하여 3개의 군집으로 나눈 다
음 분석을 실시하였다. 

Kim(2007)은 군집별, 이용목적별, 인구통계별로 Western 
set menu를 개발하기 위하여 속성을 전채, 수프, 주요리, 디
저트, 가격으로 나누어 정했으며, 이 속성들에 대한 프로파
일 16개를가지고카드에그림적표현방법을이용하여 1번에
서 16번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응답자들에게 제시를 하였다.

Kim(2017)은 쇠고기전문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
상으로 소비자의 전체시장 및 세분시장별로 선호하는 메뉴

가 다를 것이라 예상하고, 쇠고기구이전문점 선택속성 5개
에 대한 13개의속성수준을 사용하여 16개의 가상 프로파일
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푸드트럭 컨셉을 결정하기 위하여 성

별, 소득, 연령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needs)가 다를 것을 판
단하여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실증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푸드트럭 컨셉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푸드트럭의 컨셉개발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바탕으로 응답자에게 몇 개의 프로파일만 동시

에 제시하고, 이들 중 가장 선호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순서를 매기게 하는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을선택하여사용

하였고,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은 소비자에게 구매상황과 유
사한 상황을 제시해줌으로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선택형컨조인트분석은직접시장점유율을예
측할 수 있으며, 특정 상표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속성(brand 
specific attribute)을사용해도평가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Lee, 2008).

3. 연구방법

3.1. 속성과 속성수준의 설정

컨조인트분석을실시하기위해서는분석대상이되는대안

들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속성들과 각 속성들의 수준을이용

하여 대안들을 만들고, 각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나
구매의도를 질문하여 각 속성들과 각 속성의수준들에대해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효용을 분석하게 된다. 속성은 제품이
나 서비스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소비자의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묘사와 평가를 위해 사용된

대상의 특성을 규정한 것이다(Lee, 2008). 속성과 속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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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해지면선호도모형을설정하고, 컨조인트디자인을하
여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부분가치를이용한 시장

을 세분화하고, 세분시장별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포가 없기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수 있는 푸드트럭의 창업컨셉을 개

발하고자 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 중 가
족 및 개인외출이 많은 두달을 선택하였다. 본연구의 선정
지역은 서울에비하여 경기가 부진한지방 5대 광역시(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51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하
거나, 회수되지못한 자료를제외한 391부가 최종연구자료
로 사용이 되었다. 
본 연구의조사의푸드트럭에대한속성과속성수준을선

정하기위하여선행연구(Kim, 2007; Kim & Park, 2007;  Kim, 
2017)와 푸드트럭 컨설팅 경험이 있는 조리학과 교수 1명, 
푸드트럭 운영자 2명, 푸드트럭운영 소상공인 담당자 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집단심충면접을 통해 Table 1과 같은
선택 속성과 속성 수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속성

을 모두 이용하여 가상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이들을 응답

자에게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순서대로 프로파일을 정하
도록 하는 풀 프로파일법(full profit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총 108개(3×2×2×3×3) 프로파일이 만들어지
게 되며, 이는응답자들에게 108개의제품에 대해순위를결
정하는데 있어서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정확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주효

Table 1. Food truck attributes and attributes level 

Attributes Attributes level 

Food types

Western style

Japanese style

Korean style

Truck design
Traditional style interior by country

Contemporary style interior

Service types
Take out

On site meal

Price

3,000～5,000 won

5,000～7,000 won

7,000～10,000 won

Packing

Paper

Plastic

Styrofoam

과만을 측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부분

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여 속성을 최소
화했다. SPSS 16통계패키지의 직교계획(orthogonal design)
을 이용하여 16개의프로파일을 선정하여 순위를 정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2에서 살펴보면, 성
별은 남성이 188명(48.1%), 여성 203명(51.9%)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30대 119명(30.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85명(21.7%), 40대 97명(24.8%)의 순으로 나
타났다. 소득에서는 200～300만원 113(28.9%), 300～400만
원 86명(22.0%), 200만원 74명(18.9%)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직업에서는 자영업 139명(35.5%)과 직장인 95명
(24.3%)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 41명(10.5%)과 전문직이 50
명(12.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컨조인트 분석결과

4.2.1. 성별에 따른 컨조인트 분석결과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91)

Item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Woman

188

203

48.1

51.9

Age

Twenty

Thirty

Forty

Fifty 

Sixty or more

 85

119

 97

 57

 33

21.7

30.4

24.8

14.6

 8.4

Income

Less than 200

200～300

300～400

400～500

　500 more

 74

113

 86

 61

 57

18.9

28.9

22.0

15.6

14.6

Job types

Salary employee

Own business

Housewife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95

139

 66

 41

 50

24.3

35.5

16.9

10.5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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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속성 중요도와 속성수준의 부분가치를 분석

한결과는 Table 3과같이나타났다. 남성의경우, 가격(26.137), 
음식형태(25.391), 포장재(24.655), 트럭디자인(12.417), 서비
스형태(11.401), 여성의경우, 가격(26.222), 음식형태(24.163), 
포장재(23.788), 트럭디자인(13.298), 서비스형태(12.529)로 순
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성의 중요도에서는
남녀 공통으로 가격, 음식의 형태, 포장재, 서비스형태 손으
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가치에서는 남성의 경우 한국식(.105), 전통적 디자인

(.104), 테이크아웃(.087), 5,000～7,000원(.150), 플라스틱 포
장재(.090)로 나타났다. 여성은 한국식(.322), 현대적 디자인
(.023), 즉석식사(.065), 5,000～7,000원(.114), 종이포장재(.072)
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음식형태에서 한국식, 가격 5,000～

7,000원, 트럭디자인에서 현대식 디자인이 공통적으로 부분
가치가높았고, 서비스형태, 포장재는남성의경우테이크아
웃, 플라스틱 포장재를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 즉석식사, 종
이 포장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연령에 따른 컨조인트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속성 중요도와 속성수준의 부분가치를 분석

Table 3. According to gender importance of attributes and the preference attributes level (n=391)

Attributes Attributes level Man (n=188) Woman (n=203)

Food types

Western style

25.391

.018

24.163

-.116

Japanese style -.123 -.206

Korean style .105 .322

Truck design
Traditional

12.417
.104

13.298
-.023

Contemporary -.104 .023

Service types
Take out

11.401
.087

12.529
-.065

On site meal -.087 .065

Price

3,000～5,000 won

26.137

.022

26.222

-.149

5,000～7,000 won .150 .114

7,000～10,000 won -.173 .034

Packing

Paper

24.655

-.129

23.788

.072

Plastic .090 .056

Styrofoam .039 -.128

Constant 8.522

 Value Sig. Value Sig.

Pearson's R .698 .001 .606 .006

Kendall's tau .483 .005 .333 .036

한결과는 Table 4와같이나타났다. 20대의경우, 가격(26.165), 
음식형태(23.336), 포장재(23.160), 트럭디자인(14.240), 서비
스형태(13.100), 30대의경우, 가격(27.399), 포장재(25.368), 음
식형태(24.259), 트럭디자인(11.916), 서비스형태(11.057), 40
대에서는 가격(25.976), 음식형태(25.142), 포장재(24.187), 서
비스형태(13.190), 트럭디자인(11.505), 50대에서는 음식형태
(26.750), 가격(24.578), 포장재(22.607), 트럭디자인(14.556), 
서비스형태(11.509), 60대 이상에서는 음식형태(25.598), 가
격(25.201), 포장재(25.509), 트럭디자인(13.934), 서비스형태
(9.758)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서는 각각 다른 형태를 나타내었는데, 50대와 60

대 이상은 음식형태가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20대, 30대, 40
대에서는 음식형태보다는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서비스형태보다는
트럭디자인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분가치에서는 20대의경우, 서양식(.222), 현대적디자인

(.032), 테이크아웃(.118), 5,000～7,000원(.226), 스티로폼 포
장재(.232)로 나타나고, 30대에서는 일본식(.259), 현대적 디
자인(.097), 테이크아웃(.046), 7,000～10,000원(.065), 스티로
폼 포장재(.036)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한국식(.251), 전통
적 디자인(.010), 즉석식사(.019), 5,000～7,000원(.061),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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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cording to age importance of attributes and the preference attributes level (n=391)

Attributes Attributes level Twenty(n=85) Thirty(n=119) Forty(n=97) Fifty(n=57) Sixty or more(n=33)

Food 
types

Western style

23.336

.222

24.259

-.224

25.142

.016

26.750

.126

25.598

-.348

Japanese style -.063 .259 -.267 -.548 .049

Korean style -.159 -.035 .251 .422 .299

Truck 
design

Traditional
14.240

-.032
11.916

-.097
11.505

.010
14.556

.123
13.934

.117

.032 .097 -.010 -.123 -.117Contemporary

Service 
types

Take out
13.100

.118
11.057

.046
13.190

-.019
11.509

-.011
9.758

-.038

On site meal -.118 -.046 .019 .011 .038

Price

3,000～5,000 won

26.165

-.120

27.399

-.050

25.976

.040

24.578

-.006

25.201

-.404

5,000～7,000 won .226 -.015 .061 .450 .073

7,000～10,000 won -.106 .065 -.101 -.444 .331

Packing

Paper

23.160

-.108

25.368

-.048

24.187

-.289

22.607

.395

25.509

.323

Plastic -.124 .011 .448 .033 -.237

Styrofoam .232 .036 -.160 -.428 -.086

Constant 8.597 8.581 8.500 8.371 8.607

 Value Sig. Value Sig. Value Sig. Value Sig. Value Sig.

Pearson's R .645 .003 .484 .029 .781 .000 .781 .000 .769 .000

Kendall's tau .477 .005 .259 .081 .567 .001 .567 .001 .571 .001

스틱포장재(.448) 순으로나타났다. 50대의경우, 한국식(.422), 
전통적 디자인(.123), 즉석식사(.011), 5,000～7,000원(.450), 
종이 포장재(.395)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60대 이상에서는
한국식(.299), 전통적 디자인(.117), 즉석식사(.038), 7,000～
10,000원(.331), 종이 포장재(.323)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가치에서는연령대별로 각각다른형태를보이고있

는데,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한식을 선호하고, 20대에
서는 서양식, 30대에서는 일본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격에서는 20대, 40대, 50대는 5,000～7.000원 대의 중
간가격을 선호하고, 30대와 60대 이상은 7,000～10,000원의
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에서는 20대, 30대에서는 현대적 디자인을 선호했

지만, 30대이상부터는 전통적디자인을 선호했다. 포장재에
서는 30대 이상에서는 종이 포장재를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20대, 30대는 스티로폼 포장재로 나타났다.

4.2.3. 소득에 따른 컨조인트 분석결과

소득에 따른 속성 중요도와 속성수준의 부분가치를 분석

한결과는 Table 5와같이나타났다. 200만원이하의경우음
식형태(26.273), 가격(24.734), 포장재(23.110), 트럭디자인(13.954), 
서비스형태(12.408), 200～300만원에서는 가격(26.974), 음식

형태(23.705), 포장재(23.953), 트럭디자인(12.857), 서비스형
태(12.512), 300～400만원에서는가격(26.787), 음식형태(24.626), 
포장재(23.532), 트럭디자인(12.742), 서비스형태(12.314), 400～
500만원에서는음식형태(27.309), 가격(24.837), 포장재(23.629), 
트럭디자인(11.719), 서비스형태(11.362), 500만원 이상에서
는 음식형태(27.626), 가격(26.614), 포장재(22.846), 트럭디자
인(11.719), 서비스형태(11.195)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서는 각각 다른 형태를 나타내었는데, 400～500 

이상에서는 음식의 형태를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300만
원이하에서는 가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소득층이 포장재, 트럭디자인, 서비스형태순으
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부분가치에서는 200만원 이하에서는 한국식(.342), 현대

적 디자인(.030), 테이크아웃(.231), 5,000～7,000원(.203), 스
티로폼 포장재(.070), 200～300만원에서는 한국식(.261), 현
대적디자인(.198), 테이크아웃(.013), 5,000～7,000원(.100), 플
라스틱 포장재(.195), 300～400만원에서는 일본식(.171), 전
통적 디자인(.076), 테이크아웃(.051), 5,000～7,000원(.145), 
스티로폼포장재(.099),  400～500만원에서는서양식(.087), 현
대적 디자인(.090), 즉석식사(.018), 7,000～10,000원(.268), 스
티로폼 포장재(.249), 500만원 이상에서는 일본식(.346),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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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cording to income importance of attributes and the preference attributes level (n=391)

Attributes Attributes level Less than 
200(n=74)

Less than 
200～300(n=113)

Less than 
300～400(n=86)

Less than 
400～500d(n=61)

500 or more
(n=57)

Food 
types

Western style

26.273

-.133

23.705

-.025

24.626

-.039

27.309

.087

27.626

-.246

Japanese style -.209 -.236 .171 -.150 .346

Korean style .342 .261 -.132 .063 -.101

Truck 
design

Traditional
13.954

-.030
12.857

-.198
12.742

.076
12.864

-.090
11.719

-.009

Contemporary .030 .198 -.076 .090 .009

Service 
types

Take out
11.929

.231
12.512

.013
12.314

.051
11.362

-.018
11.195

-.213

On site meal -.231 -.013 -.051 .018 .213

Price

3,000～5,000 won

24.734

-.257

26.974

.044

26.787

-.234

24.837

-.179

26.614

-.123

5,000～7,000 won .203 .100 .145 -.089 -.452

7,000～10,000 won .054 -.144 .090 .268 .575

Packing

Paper

23.110

.011

23.953

-.088

23.532

-.196

23.629

.074

22.846

-.423

Plastic -.082 .195 .096 -.323 .079

Styrofoam .070 -.106 .099 .249 .344

  Constant 8.595 8.517 8.617 8.349 8.572

 Value Sig. Value Sig. Value Sig. Value Sig. Value Sig.

Pearson's R   .770 .000 .697 .001 .707 .001 .591 .008 .786 .000

Kendall's tau   .611 .001 .583 .001 .577 .001 .467 .006 .533 .002

대적 디자인(.009), 즉석식사(.213), 7,000～10,000원(.575), 스
티로폼 포장재(.344)으로 나타났다. 
부분가치에서는소득대별로 각각다른형태를보이고있

는데, 200～300만원의 소득부터는 한국식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의 소득에서는 일본식과 서양
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0～500만원의 소득
부터는 7,000～10,000원의 가격대와 서비스형태에서는 즉석
식사와 스티로폼 포장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컨조인트분석의 최적속성의 조합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풀프로파일법(full-profile me-
thod)형식으로 총 16개의 가상 프로파일을 제시하였으며, 각
속성의 부분 가치를 추정하여 5가지의 속성과 13가지 속성
수준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부분가치 중요도를 계산하여 최

적의 속성은 Table 6과 같다. 
성별에따른최적속성의조합은남성의경우한국식, 전통

적 디자인, 테이크아웃, 5,000～7,000원, 플라스틱 포장재로
나타났고, 여성은 한국식, 현대적 디자인, 즉석식사, 5,000～
7,000원, 종이 포장재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20대의 경우 서양식, 현대적 디자인, 테이

크아웃, 5,000～7,000원, 스티로폼 포장재, 30대에서는 일본
식, 현대적 디자인, 테이크아웃, 7,000～10,000원, 스티로폼
포장재. 40대의 경우 한국식, 전통적 디자인, 즉석식사, 
5,000～7,000원, 종이 포장재, 50대의 경우 한국식, 전통적
디자인, 즉석식사, 7,000～10,000원, 종이 포장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한국식, 전통적 디자인, 
테이크아웃, 5,000～7,000원, 종이 포장재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하에서는 한국식, 현대적 디자
인, 테이크아웃, 5,000～7,000원, 스티로폼 포장재, 200～300
만원에서는 한국식, 현대적 디자인, 테이크아웃, 5,000～
7,000원, 플라스틱 포장재, 300～400만원에서는 일본식, 전
통적 디자인, 테이크아웃, 5,000～7,000원, 스티로폼 포장재
를 선호하며,  400～500만원에서는 서양식, 현대적 디자인, 
즉석식사, 7,000～10,000원, 스티로폼 포장재, 500만원 이상
에서는 일본식, 현대적 디자인, 즉석식사, 7,000～10,000원, 
스티로폼 포장재로 조합이 되었다.

 
5. 결 론

최근지속적인지가상승과치열한경쟁등으로 인한임대

료 상승으로 인해 1차 상권의 외식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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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ptimal combination of attribute level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91)

Item Classification Food types Truck design Service types Price Packing

Gender
Man Korean Traditional Take out 5,000～7,000 won Plastic

Woman Korean Comtemporary On site meal 5,000～7,000 won Paper

Age

Twenty Western Comtemporary Take out 5,000～7,000 won Styrofoam

Thirty Japanese Comtemporary Take out 7,000～10,000 won Styrofoam

Forty Korean Traditional On site meal 5,000～7,000 won Plastic

Fifty Korean Traditional On site meal 5,000～7,000 won Paper

Sixty or more Korean Traditional On site meal 7,000～10,000 won Paper

Income

Less than 200 Korean Comtemporary Take out 5,000～7,000 won Styrofoam

Less than 200～300 Korean Comtemporary Take out 5,000～7,000 won Plastic

Less than 300～400 Japanese Traditional Take out 5,000～7,000 won Styrofoam

Less than 400～500 Western Comtemporary On site meal 7,000～10,000 won Styrofoam

600 or more Japanese Comtemporary On site meal 7,000～10,000 won Styrofoam

2차, 3차 상권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
부에서 청년들에게 실업탈출구로 창업을 권장하면서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이 푸드트럭 창업이다. 
점포가 없기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이기에 청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최근 외식시장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업종과 업
태가 등장하여푸드트럭이 창업과 동시 조기 폐점하는 사태

까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needs)와 선호도를
분석한 정확한 푸드트럭 창업컨셉을 정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에유용하게이용된컨조인트분석을실시하고자하였다. 
본 연구를위해서컨조인트분석을이용하여풀 프로파일

법(full-profile method)형식으로 총 16개의 가상 프로파일을
제시하였으며, 각 속성의 부분 가치를 추정하여 5가지 속성
의 중요도와 13개의 부분가치를 계산하여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 연령, 소득에 따른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50대, 5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세분시장들
음식형태보다는 가격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
음으로 음식의 형태, 트럭디자인, 서비스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즉 Filitrault & Ritchie(1998)의 연구에서 고객이 메뉴
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순서로 가격, 요
리의 종류, 서비스의 질, 식당의 분위기, 음식의 질 등 6가지
를 제시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격, 음식형
태, 트럭디자인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향
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공통적으로 부분가치

가 가장 높은 5,000～7,000원대의 가격을 선정하고, 이에 적
합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전체시장분석에서 나타난 포장은 가격, 음식형태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Choi(1994)의 연구
에서는 오늘날 소비자의 구매습관은 영구성이나 내구성도

중요시하나, 새롭고 신기한 제품이나 개인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포장재를 개발할 때는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환경보

호 정책을 반영한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포장개발구상을 해

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5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종
이포장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70～80년대
에 주로 사용한 종이포장재를 재 구상하여 사용하는 것도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구매촉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30대, 30대 남성을 제

외한 나머지 남녀 공통적으로 5,000～7,000원의 가격대의 한
국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테이크아웃메뉴
와 플라스틱포장재, 전통적디자인을 선호하며, 여성은즉석
식사와 종이포장재, 현대식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20대에서는 남성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빠른 패스트푸드류, 30대에서는 남성들이 주로 생활하는 사
무실 주변에서는 바쁜 직장인들이 5,000～7,000원 가격대의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본식의 김밥과

같은롤, 일본식면, 덮밥 위주로메뉴를구성해야 될 것이며, 
나머지집단에서한국식인국밥류, 추억의모듬분식류위주
로 메뉴를 구상하여 가정에서 먹는 맛을 내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000～7,000원의 가격대를 선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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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음식형태에서는 20대에서는 주로 서양식, 30대
에서는 일본식,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한국식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가 주로 모이는 푸드트
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5,000～7,000원의 가격대의 1인
또는 2인이먹을수있는테이크아웃을할수있는햄버그와
감자튀김, 피자류, 커틀랫류, 치킨류, 스테이크, 스파게티, 에
이드, 커피 등의 메뉴가 적합할 것이며, 30대에서는 일본식
을 선호하기 때문에 5,000～7,000원의 가격대의 테이크아웃
이 가능한 꼬치류, 초밥류, 모듬롤, 모듬주먹밥, 일본식 튀김
류, 일본식전류, 스티로폼 포장재의 면 요리 등이 적합할 것
이다. 또한 40대,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
고자 하는 이는 2명 또는 3명이 지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바
로 시식 가능한 식사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공간에는 한국풍의 디자인과 직원유니폼 또한 전통적으

로 갖추어 점포의 이미지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Jeon(2017)
는 점포의 이미지가 고객만족과 신뢰에 영향을미친다고 하

였다. 
다섯째, 소득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400～500만원의 소

득에서는 7,000～10,000만원의 가격대의 서양식 메뉴를 선
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 500만원이상의소득에서는 7,000～
10,000만원의 가격대의 일본식 메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층 지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전통일본식과 전통서양식 맛을 낼 수 있는 레스

피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신선한식재료를사용하여 음식의 품질또한 높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장재 또한 고급스럽게 디자인된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여 음식의 질만큼 동등하게 위상

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Lim과 Kim(2017)은 같은 양을 작은
접시에 담은 경우와 같은 양을 큰 접시에 담은 경우를 비교

한 실험에서는 같은 양을 작은 접시에 담은 것이 구매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티로폼의 포장재는 기
존의 판매되는두께가 두꺼운 것보다슬립형 스티로폼 포장

재를 사용하여 가득 찬 느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결과에서나타난것은대부분의고객은 메뉴선

택행동을 할 때 가격을 먼저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푸드트럭을 계획하고자하는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세분시장별로 적합한 가격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장재 또한 단순 음식을 담아가는 수준
이아닌식감을살리고, 음식을질을극대화할수있는디자
인으로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길거리 음식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온 푸드트럭은그 수준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이요구하는 음

식의 전통적인 맛, 질, 위생 등 다양한 노력이 곁들여져야할
것이다. 
컨조인트 분석의 장점은 개별 속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

여 그 중요도에 따라 효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
지 고려하는 속성 값들로 표현된 상품들을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선택하게 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함

께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품이 가
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과 속성수준들 전부 사용할 수 없다

는 점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하
고자 하는 푸드트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식의 종류, 가
격대, 조리방법 등이 있었으나, 컨조인트 분석의 특성상 제
한된 5개의 속성과 13개의 속성수준 만을 선정하여 사용하
여 사용되지 않은 다른 속성과 속성 수준에 대한 부분가치

는 알아 볼 수 없었다는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속성과 속

성수준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

는 최적의 푸드트럭의 컨셉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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