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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intake patterns and realities of consumptions at bakeries in Korea. Based on a total of 442 customers obtained 

from empirical research, and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chi-square, and one-way 

ANOVA. Satisfaction with the preferred bakery was shown to be in the order of taste, service, product, and price. A most considered 

factor in selecting the bakery was taste. The visiting frequency was shown to be the highest for 1~2 times a week. The expense per visit 

was shown to be ￦5,100~10,000 on average. The purchase of refreshment was shown to be the most frequent propose of visiting. The 

product that was mainly being purchased was the sweet dough bread. It was answered to be difficult because of failing to know to 

contained materials when purchasing product at baker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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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tatistics Korea(2013)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우리 

국민 1명은 33.4 kg의 밀과 71.2 kg의 쌀을 소비하였는

데, 수치로 보면 쌀 소비량이 밀 소비량보다 두 배 이상 

많지만, 실질적인 쌀 소비량은 통계를 작성한 1971년 이

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빵과 케이크의 

출하량은 2009년 3조 5천억에서 2011년 4조 6천억으로 

연평균 15.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im SH 2012). 

이처럼 제과제빵 제품은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밀의 수입이 증가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빵이 식생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 성장과 생

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제과제빵 산업도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Yoon TW 2009). 이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식생활 수준이 높아짐과 더불어서 삶의 질적인 면이 중

요시 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로 변화되면서 대체 식품 및 

즉석 가공식품이 다양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식생활이 

간편화되고, 빵과 과자를 주식으로써 섭취하는 등의 실

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Hwang YK 등 2012, Lee 

HS & Kim DJ 2013). 이러한 제과 산업은 초기에 독립

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 형태를 띠었으나, 프랜

차이즈가 등장하면서 기업화 및 대형화 되었고, 대형 할

인점이나 백화점 내의 인스토어 베이커리가 등장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Ryu SH 등 2011), 현재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빵집의 쇠퇴와 함께 베이커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Lee JK 등 

2013). 그러나 급격히 증가된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부

터 동네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는 500미

터 이내에서의 동일 브랜드 개설 금지라는 정부의 모범

기준이 만들어졌고, 2013년에는 베이커리 업종이 중소

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고 해당 기업의 출점 수 제

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동네빵집 수는 4,762개로 

전년 대비 384개 증가하였으며, 제과점업의 경상지수 또

한 132.5로 2012년 대비 13.9만큼 상승하였다(Statistics 

Kore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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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 제과 시장의 변화는 과거의 공급보다 수

요가 많았던 시기에서 공급 과잉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Lee KS 2012), 제과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빵이 주

식으로써 우리의 식생활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

인을 대상으로 제과점의 구매행동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상황이었다. 건강 기능성 베이커리 

제품을 고찰한 Kim WM & Lee YS(2004), Doh SA(2011)

의 연구만이 유일할 뿐, 대부분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식사행동이나 가공식품, 간편식 섭취 실태의 하위 

범주에서 제과제빵 제품의 섭취 현황을 일부 고찰한 연

구들로 한정되어 있다(Lee YS 등 2010, Mun YS 등 

2011, Song HY & Choi SY 2013). 더불어 대다수의 연구

들이 베이커리의 구매 행동이나(Lee HS & Kim DJ 2013) 

선택 속성(Jeong KH & Kim SJ 2004, Kim EJ 등 2006, 

Shim YJ & Kim JK 2008, Ryu SH 등 2011, Cho JS 

2013)에 초점을 맞춘 연구만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제과점의 구매행동 및 전반적인 

이용 현황을 고찰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제과류의 편리성과 간편성이 가장 큰 구매 

이유임을 감안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 제과점의 이용 실태 및 

소비 성향을 고찰하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제과점에 대한 

만족도, 구매행동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제과점은 프랜차이즈 제과점, 자영 제과점, 

인스토어 제과점으로 한정하였는데, 프랜차이즈 제과점

은 P사, T사와 같이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되어 운영

되고 있는 제과점이며, 자영 제과점은 동네빵집의 개념으

로 개인이 직접 만들면서 운영하는 제과점이고, 인스토어 

제과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과점

의 개념으로써 연구자는 구분하였다. 각각의 지역별로 사

전에 본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3개

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해

당 제과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업주와 설문조사

자가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러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13년 8월 24일부터 10월 27까지 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최

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42부였다.

2. 연구 내용

우리나라 성인의 제과점에 대한 만족도 및 구매 행동과 

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기존의 문헌들

(Jang TS & Lee JH 2006, Ryu SH 등 2011, Cho JS 2013, 

Song HY & Choi SY 2013)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

하도록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으로, 제과점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가격, 맛, 서비스 품질, 제품 

품질 등의 4개 요인으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선호하는 제과점 형태, 제과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

인, 방문 빈도, 방문 이유, 구매 비용, 구매 목적, 주된 구

매 제품, 베이커리 제품 구매 시 어려운 점 등을 명목 척

도와 서열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업, 가족 규모 등 5문

항을 측정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의 통계 분석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

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과점에 대한 구매 행동 및 

이용 실태에 대한 분포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미

성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선호 제과점에 따른 만족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로 분석하였

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test를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

로(Table 1 참고) 성별은 남성 25.3%(112명), 여성 74.7%  

(330명)으로 나타나 여성 표본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는 30대 이하 32.8%(145명), 31세-40세 28.3%(125

명), 41세 이상 38.9%(172명)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 42.5%(188명), 미혼 57.5%(254명)이었으며, 직업 구

분은 학생 17.2%(76명), 주부 24.9%(110명), 일반 직장인 

39.4%(174명), 무직 18.6%(82명) 등이었다. 또한 가족 규

모는 4명 이상이 56.3%(249명)로 가장 많았으며, 3명 

19.5%(86명), 2명 16.7%(74명), 1명 7.5%(33명) 등의 순이었

고, 거주 지역은 서울 18.1%(80명), 인천(경기 포함) 23.1% 

(102명), 대전 15.4%(68명), 광주 9.0%(40명), 부산 11.1%  

(49명), 대구 및 울산 13.3%(60명), 강원지역 9.7%(43명) 

등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선호 제과점 형태 및 만족도

우리나라 성인이 선호하는 제과점의 형태를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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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Kinds in bakery N (%)

Total Chi-squarePrivate

(N=179)

Franchise

(N=253)

In-store

(N=10)

Gender 
Male 47(42.0) 63(56.2) 2(1.8) 112(25.3)

0.256
Female 132(40.0) 190(57.6) 8(2.4) 330(74.7)

Age

≤30 50(34.5) 94(64.8) 1(0.7) 145(32.8)

6.86831-40 54(43.2) 68(54.4) 3(2.4) 125(28.3)

≥41 75(43.6) 91(52.9) 6(3.5) 172(38.9)

Marital status
Married 66(35.1) 119(63.6) 3(1.6) 188(42.5)

5.088
Non-married 113(44.5) 134(52.8) 7(2.8) 254(57.5)

Job

Students 27(35.5) 48(63.2) 1(1.3) 76(17.2)

4.494
Housewife 52(47.3) 55(50.0) 3(2.7) 110(24.9)

Office worker 71(40.8) 99(56.9) 4(2.3) 174(39.4)

Unemployed 29(35.4) 51(62.2) 2(2.4) 82(18.6)

Family size

(person)

1 10(30.3) 23(69.7) - 33(7.5)

6.300
2 30(40.5) 41(55.4) 3(4.1) 74(16.7)

3 40(46.5) 43(50.0) 3(3.5) 86(19.5)

≥4 99(39.8) 146(58.6) 4(1.6) 249(56.3)

Table 1. Kinds in preferred baker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Kinds in bakery (Mean±S.D.)

Total F-valuePrivate

(N=179)

Franchise

(N=253)

In-store

(N=10)

Price 3.57±0.97
b1)

3.31±0.84
a

3.40±1.07
ab

3.42±0.91 4.288*

Taste 4.37±0.80
b

3.98±0.84
b

3.50±1.17
a

4.13±0.86 19.652***

Service quality 4.06±0.83
b

3.71±0.86
ab

3.50±0.85
a

3.84±0.86 13.840***

Product quality 3.73±0.91
b

3.33±0.96
a

3.30±1.41
a

3.49±0.97 17.021***

1) ab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p<0.05

Table 2. Analysis of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for bakeries depending on the kinds in bakery

과(Table 1),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57.3%(25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 제과점 40.5%(179명), 인스토어 제과점 

2.2%(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 HC(2010)와 

Ryu SH 등(2011)의 연구에서도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선

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응

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업, 가족 규모

에 따라 유의미한 분포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신이 선호하는 제과점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Table 2), 맛에 대한 만족도가 4.13±0.86로 가장 높

았으며, 서비스 만족도 3.84±0.86, 제품 만족도 3.49±0.97, 

가격 만족도 3.42±0.91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가격 측면

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제과점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가격 만족

도, 맛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제품 만족도의 모든 항목

에서 선호하는 제과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 우선, 가격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영 제과점의 만족도

(3.57±0.97)가 제일 높고, 기타 업체의 만족도가 제일 낮

아서(3.20±0.63)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으며, 맛 만족

도에 있어서는 인스토어(3.50±1.17), 프랜차이즈(3.98±0.84), 

기타(4.20±0.78), 자영 제과점(4.37±0.80) 등의 순으로 높

아졌는데, 역시 자영 제과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p<  

0.001).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자영 제과점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면서(4.06±0.83)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제품 만족도에서도 자영 제과점(3.73±  

0.91)과 기타 제과점(3.60±0.96)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 제과점(3.33±0.96)과 인스토어 제

과점(3.30±1.41)이 낮은 값을 보이면서 유의한 차이(p<  

0.001)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자영 제

과점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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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rice Taste Brand Sanitation Service Others Chi-square

Gender 
Male 8(7.2) 84(76.3) 9(8.1) 7(6.3) 2(1.8) 1(0.9)

7.725
Female 11(3.3) 280(83.3) 15(4.5) 19(5.8) 2(0.6) 8(2.4)

Age

 ≤30 7(4.8) 127(87.6) 2(1.4) 6(4.1) 1(0.7) 2(1.4)

25.522**31-40 1(0.8) 105(84.7) 9(7.3) 4(3.2) - 5(4.0)

≥41 11(6.4) 127(73.8) 13(7.6) 16(9.3) 3(1.7) 2(1.2)

Marital

status

Married 7(3.7) 162(86.6) 6(3.2) 8(4.3) 1(0.5) 3(1.6)
6.546

Non-married 12(4.7) 197(77.6) 18(7.1) 18(7.1) 3(1.2) 7(2.4)

Job

Students 5(6.6) 68(89.5) 1(1.3) 2(2.6) - -

19.786
Housewife 5(4.5) 88(80.0) 4(3.6) 10(9.1) 1(0.9) 2(1.8)

Office worker 5(2.9) 142(82.1) 12(6.9) 8(4.6) 3(1.7) 3(1.7)

Unemployed 4(4.9) 61(74.4) 7(8.5) 6(7.3) - 4(4.9)

Family

size

(person)

1 3(9.4) 24(75.0) 3(9.4) 2(6.2) - -

17.666
2 3(4.1) 65(87.8) 3(4.1) 1(1.4) 1(1.4) 1(1.4)

3 1(1.2) 68(77.9) 4(4.7) 10(11.6) 2(2.3) 2(2.3)

≥4 12(4.8) 203(81.5) 14(5.6) 13(5.2) 1(0.4) 6(2.4)

Total 19(4.2) 359(81.4) 24(5.4) 26(5.9) 4(0.9) 9(2.0) -

**p<0.01

Table 3. Selection attributes of the baker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조사되었다.

3. 제과점의 구매행동 및 이용실태

성인의 제과점 구매행동 및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과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방문 빈도, 방문 이

유, 구매 비용, 구매 목적, 주된 구매 제품, 제품 구매 시 

어려운 점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제과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고려하는 요인으로 맛이 81.4%(359

명)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위생 5.9%(26명), 브랜

드 5.4%(24명), 가격 4.2%(19명), 기타 2.0%(9명), 서비스 

품질 0.9%(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맛이 제과점을 선

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주위의 추천이나 경험이라고 한 의견

이 많았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40세 이

하의 경우 맛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0%를 훨씬 상회하였

지만, 반면 41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상대적으

로 맛 이외에 위생과 가격도 고려한다고 하여 유의미한 

분포 차이를 보였다(p<0.01).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가족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과점 방문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4), 1주일에 1

번이 34.4%(1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2번 25.3%  

(112명), 1달에 한번 21.3%(94명), 1주일에 3번 11.3%(50

명), 1주일에 4번 이상 7.7%(3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p<0.05), 남

자와 여자 모두 1주일에 1회가 가장 다수의 빈도를 차지

하였지만, 1달에 1번 정도 방문한다는 남성(32.2%)의 응

답이 여성(1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연령대, 결혼 여부, 직업, 가족 규모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과점 방문 시 평균 구매 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5,100~10,000원이 51.1%(226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10,100~20,000원 30.8%(136명), 3,100  

~5,000원 12.5%(54명), 20,100원 이상 4.8%(21명), 3,000

원 이하 1.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

에 따른 분포 차이 검증 결과 직업과 가족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직업에 있어서는 다른 직

업군과 비교하여 무직의 경우 10,100원 이상을 구매한다

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였

으며, 가족 규모에 있어서는 짐작했던 대로 4인 이상 가

족의 경우 10,100원 이상을 구매한다는 응답자의 분포가 

많아서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반면,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제과점 방문 목적(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6), 간

식 대용이 78.0%(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식사대용 16.8%  

(74명), 선물용 2.7%(12명), 기념일용 2.5%(11명) 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Ryu SH 등(2011)의 연

구에서도 주된 구매 목적이 간식 대용이라고 한 것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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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1/week 2/week 3/week >4/week ≤5/week Chi-square

Gender 
Male 38(33.9) 25(22.3) 7(6.2) 6(5.4) 36(32.1)

13.352*
Female 114(34.5) 87(26.4) 43(13.0) 28(8.5) 58(17.6)

Age

≤30 51(35.2) 27(18.6) 16(11.0) 16(11.0) 35(24.1)

8.76731-40 44(35.2) 37(29.6) 12(9.6) 8(6.4) 24(19.2)

≥41 57(33.1) 48(27.9) 22(12.8) 10(5.8) 35(20.3)

Marital

status

Married 64(34.0) 42(22.3) 22(11.7) 17(9.0) 43(22.9)
2.388

Non-married 88(34.9) 70(27.6) 28(11.0) 17(6.7) 51(20.1)

Job

Students 34(44.7) 15(19.7) 6(7.9) 5(6.6) 16(21.1)

17.419
Housewife 38(34.5) 33(30.0) 14(12.7) 7(6.4) 18(16.4)

Office worker 60(34.5) 46(26.4) 16(9.2) 17(9.8) 35(20.1)

Unemployed 20(24.4) 18(22.0) 14(17.1) 5(6.1) 25(30.5)

Family

size

(person)

1 11(33.3) 7(21.2) 4(12.1) 1(3.0) 10(30.3)

8.250
2 28(37.8) 21(28.4) 5(6.8) 4(5.4) 16(21.6)

3 33(38.4) 23(26.7) 10(11.6) 5(5.8) 15(17.4)

≥4 82(32.1) 61(24.5) 31(12.4) 24(9.6) 53(21.3)

Total 152(34.4) 112(25.3) 50(11.3) 34(7.7) 94(21.3) -

*p<0.05

Table 4. Visiting frequency of the baker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3,100

/time

￦3,100-￦5,000

/time

￦5,100-￦10,000

/time

￦10,100-￦20,000

/time

￦20,000<

/time
Chi-square

Gender 
Male 1(0.9) 14(12.5) 51(45.5) 40(35.7) 6(5.4)

2.312
Female 4(1.2) 40(12.1) 175(53.0) 96(29.1) 15(4.5)

Age

≤30 2(1.4) 25(17.2) 72(49.7) 39(26.9) 7(4.8)

10.56531-40 - 14(11.2) 66(52.8) 42(33.6) 3(2.4)

≥41 3(1.7) 15(8.7) 88(51.2) 55(32.0) 11(6.4)

Marital 

status

Married 2(1.1) 33(17.6) 94(50.0) 51(27.1) 8(4.3)
9.299

Non-married 3(1.2) 21(8.3) 132(52.0) 85(33.5) 13(5.1)

Job

Students 2(2.6) 19(25.0) 34(44.7) 18(23.7) 3(3.9)

26.514**
Housewife 1(0.9) 11(10.0) 63(57.3) 31(28.2) 4(3.6)

Office worker 1(0.6) 19(10.9) 93(53.4) 56(31.6) 6(3.4)

Unemployed 1(1.2) 5(6.1) 36(43.9) 32(39.0) 8(9.8)

Family

size

(person)

1 1(3.0) 8(24.2) 19(57.6) 4(12.1) 1(3.0)

29.021**
2 - 10(13.5) 39(52.7) 22(29.7) 3(4.1)

3 1(1.2) 9(10.3) 58(67.4) 19(22.1) -

≥4 3(1.2) 28(11.2) 110(44.2) 91(36.5) 17(6.8)

Total 5(1.1) 54(12.5) 226(51.1) 136(30.8) 21(4.8) -

**p<0.01

Table 5. Purchasing cost of the baker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대학생의 간식 섭취 실태를 조

사한 Lee YS 등(2010)의 연구에서 간식으로 빵을 많이 

섭취한다고 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결혼 여부, 직업, 가족 규모에 따른 분포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과점 방문 시 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분석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단과자빵이 

48.3%(213명)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빵 20.2%(89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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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or meal For refreshment For gift For anniversary Chi-square

Gender 
Male 18(16.2) 83(74.8) 6(5.4) 4(3.6)

4.886
Female 56(17.0) 261(79.1) 6(1.8) 7(2.1)

Age

≤30 19(13.1) 114(78.6) 8(5.5) 4(2.8)

10.75831-40 28(22.4) 93(74.4) 2(1.6) 2(1.6)

≥41 27(15.8) 137(80.1) 2(1.2) 5(2.9)

Marital 

status

Married 32(17.0) 145(77.1) 7(3.7) 4(2.1)
1.430

Non-married 42(16.6) 199(78.7) 5(2.0) 7(2.8)

Job

Students 9(11.8) 64(84.2) 2(2.6) 1(1.3)

10.527
Housewife 18(16.4) 89(80.8) 2(1.8) 1(0.9)

Office worker 34(19.7) 131(75.7) 4(2.3) 4(2.3)

Unemployed 13(15.9) 60(73.2) 4(4.9) 5(6.1)

Family

size

(person)

1 9(27.3) 21(63.6) 2(6.1) 1(3.0)

8.022
2 12(16.2) 59(79.7) 2(2.7) 1(1.4)

3 14(16.3) 69(80.2) - 3(3.5)

≥4 39(15.7) 195(78.6) 8(3.2) 6(2.4)

Total 74(16.8) 344(78.0) 12(2.7) 11(2.5) -

Table 6. Purchasing purpose of the bakery produ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read Cake Cookie Health bread Sweet bun Chi-square

Gender 
Male 21(18.8) 10(8.9) 5(4.5) 20(17.9) 56(50.0)

1.665
Female 70(21.3) 21(6.4) 12(3.6) 69(21.0) 157(47.7)

Age

≤30 18(12.4) 14(9.7) 12(8.3) 15(10.3) 86(59.3)

39.381***31-40 27(21.8) 7(5.6) 4(3.2) 28(22.6) 58(46.8)

≥41 46(26.7) 10(5.8) 1(0.6) 46(26.7) 69(40.1)

Marital 

status

Married 25(13.3) 16(8.5) 15(8.0) 28(14.9) 104(55.3)
31.912***

Non-married 66(26.1) 15(5.9) 2(0.8) 61(24.1) 109(43.1)

Job

Students 12(15.8) 3(3.9) 8(10.5) 8(10.5) 45(59.2)

52.917***
Housewife 40(36.4) 3(2.7) - 26(23.6) 41(37.3)

Office worker 30(17.2) 13(7.5) 7(4.0) 35(20.1) 89(50.1)

Unemployed 9(11.1) 12(14.8) 2(2.5) 20(24.7) 38(46.9)

Family

size

(person)

1 5(15.2) 2(6.1) 2(6.1) 9(27.3) 15(45.5)

5.771
2 11(14.9) 4(5.4) 4(5.4) 17(23.0) 38(51.4)

3 19(22.1) 7(8.1) 2(2.3) 16(18.6) 42(48.8)

≥4 56(22.6) 18(7.3) 9(3.6) 47(19.0) 118(47.6)

Total 91(20.6) 31(7.0) 17(3.9) 89(20.2) 213(48.3) -

***p<0.001

Table 7. Purchasing products of the baker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빵 20.6%(91명), 케이크 7.0%(31명), 쿠키 208%(17명) 등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Kim EJ 등(2006)의 연구에서 

단과자빵의 구입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

였다. 응답자의 연령, 결혼 여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분포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연령의 경우 30대 이하와 비

교하여 31세 이상의 경우 식빵과 건강빵의 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30대 이하는 케이크나 단과자

빵의 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의미한 분포 차

이(p<0.001)를 보였다. 또한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기혼

의 경우 단과자빵의 비율이 높았고, 미혼의 경우 식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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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 ingredient To price To product name Others Chi-square

Gender 
Male 46(41.4) 18(16.2) 29(26.1) 18(16.2)

17.705**
Female 186(56.6) 36(11.0) 38(11.6) 68(20.8)

Age

 ≤30 59(41.0) 24(16.7) 21(14.6) 40(27.8)

17.114**31-40 71(57.3) 15(12.1) 18(14.5) 20(16.1)

≥41 101(59.4) 15(8.8) 29(16.5) 26(15.3)

Marital 

status

Married 78(41.7) 34(18.2) 26(13.9) 49(26.2)
24.178***

Non-married 153(61.0) 20(8.0) 41(16.3) 37(14.3)

Job

Students 29(38.7) 11(14.7) 12(16.0) 23(30.7)

17.980*
Housewife 72(66.1) 9(8.3) 15(13.8) 13(11.9)

Office worker 91(52.6) 24(13.9) 27(15.6) 31(17.9)

Unemployed 39(48.1) 10(12.3) 13(16.0) 19(23.5)

Family

size

(person)

1 11(33.3) 5(15.2) 4(12.1) 13(39.4)

17.187*
2 40(54.8) 5(6.8) 12(16.4) 16(21.9)

3 51(60.0) 14(16.5) 10(11.8) 10(11.8)

≥4 129(52.2) 30(12.1) 41(16.6) 47(19.0)

Total 231(52.7) 54(12.3) 67(15.3) 86(19.6) -

*p<0.05, **p<0.01, ***p<0.001

Table 8. Difficulty purchase of the bakery produ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나 건강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미한 차이(p<  

0.001)를 보였는데, 이는 미혼의 경우 식사 대용으로 주

로 빵을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직업에 있어

서 주부는 식빵의 구매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집단에서

는 단과자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미한 차이

(p<0.001)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별과 

가족 규모에 따른 분포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과점에서 제품 구매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8), 제품의 사용 재료를 몰라서가 52.7%(231

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9.6%(86명) (맛에 대한 걱정, 

칼로리에 대한 염려, 제조방법을 몰라서 등), 제품 이름을 

몰라서 15.3%(67명), 가격을 몰라서 12.3%(54명) 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베이커리 제품의 재료나 영양학적

인 정보를 많이 제공했을 때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한 

Park EA 등(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국내 제과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응답자의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제품 이름을 몰라서 구매가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의미한 차이(p<  

0.01)를 보였고, 연령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제품

의 사용 재료를 몰라서 구매가 어렵다는 응답의 분포가 

많아져서 유의미한 분포 차이(p<0.01)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의 경우 사용 재

료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반면 기혼

자의 경우 가격을 몰라서의 응답이 미혼자보다 많아서 

유의미한 분포 차이(p<0.001)를 보였다. 직업의 경우, 주

부는 사용재료를 몰라서의 응답이 가장 높고, 가격을 몰

라서의 응답이 가장 낮았으나, 주부를 제외한 다른 집단

군은 가격을 몰라서 구매가 어렵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주부보다는 높았다(p<0.05). 또한 가족 규모

에 있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재료를 몰라서 구매가 어

렵다는 응답이 타 집단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유의미한 분포 차이(p<0.05)를 보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442명

을 대상으로 제과점에 대한 만족도, 구매행동 및 이용실

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과점의 형태를 자영 

제과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인스토어 등의 3가지로 구분

하여 선호하는 제과점의 형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제과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방문 빈도, 방문 이

유, 구매 비용, 구매 목적, 주된 구매 제품, 베이커리 제품 

구매 시 어려운 점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행동 및 이용실

태를 고찰하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분

포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성인이 선호하는 제과점의 형태는 프랜

차이즈 제과점이 57.3%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이 선호하

는 제과점에 대한 만족도는 맛(4.13±0.86), 서비스(3.84±  

0.8), 제품(3.49±0.97), 가격(3.42±0.91)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선호하는 형태의 제과점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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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선호 제과점에 따른 만족도는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자영 제과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

로 모든 항목에서 자영 제과점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만

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제과점 선택 요인이나 방문과 관련된 응답을 조사

한 결과, 제과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맛(81.4%)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40세 이하는 주로 맛을 고

려한다고 하였지만, 41세 이상의 응답자는 맛과 위생, 가

격 등 선택 요인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제과점 방문 빈도에 있어서는 1주일에 1번(34.4%)

과 1주일에 2번(25.3%)이 과반수의 응답을 보여 대부분

의 응답자는 1주일에 1~2회 제과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제과점의 방문 빈도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제과점 방문 시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00~10,000원 사이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자, 무직, 가족 규

모가 많을수록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

되었고, 제과점에 방문하는 목적(구매 이유)에 있어서는 

간식 대용(78.0%)과 식사대용(16.8%)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제과점 내에서의 구매 제품 및 구매 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단과자

빵(48.3%), 건강빵(20.2%), 식빵(20.6%)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의 식빵과 건강빵

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과점에

서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사용 재료를 몰

라서(52.7%)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일수록, 연령대가 높

아질수록, 미혼자, 1인 가구일수록 사용된 재료를 잘 알

지 못해서 구매할 때 어렵다고 한 응답의 비율이 높아 유

의미한 분포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성인 소비

자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선호하였지만, 만족도는 자영 

제과점이 제일 높았고, 제과점 선택 시 맛을 가장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소비자의 대부분

은 간식이나 식사대용의 일부로써 제과제빵 제품을 구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제과점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네빵집이라고 불리우는 자영 제과

점이 높았으며 맛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내의 자영 제과점이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무분별한 출

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맛과 품질 측면

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한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

다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제과제빵 제품을 구매할 때, 사

용된 재료를 잘 몰라서 구매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므로, 

경영자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보를 제

공한다면 제과점의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가

진다. 첫째, 전국 주요도시를 표본으로 하였지만 편의표

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로 확

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스토

어 베이커리를 이용한 응답자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므로, 업체 간 비교 분석이 어려웠던 점도 한계점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제한점을 보완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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