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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오늘날 인터넷 대중화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누구나 쉽게 정보 공유가 가능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기기들의 확산

으로 커피전문점 방문 할 때 정보검색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 후기 등이 작성되어 있는 블로그는 목적지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검색을 포함한 기존의 커피전문점의 선택속성의 커피전문점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정보검색을 통해 방문한 적이 있는 커피전문점 방문자를 대상으로 176개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고, SPSS 1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검색 일치성을 포함한 커피전문점의 기존의 선택속성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커피전문

점의 추천도를 종속변수로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검색을 통해 커피전문점 방문시 ‘분위기와 정보검색결과

의 일치성’, ‘일반적 선택속성’, ‘커피의 맛’, ‘주차 편리성’ 요인이 추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커피전문점(Coffee store), 정보검색(Information Search), 선택속성(Selecti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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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소비자들은 웹 2.0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대중화로 생산적 

소비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누구나 쉽게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특히 목적지 방문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 검색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SNS의 비중과 의존도가 점차 증가 하며, 소비자간 구전 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타인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상업적 광고

보다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1],  타인의 의견과 경험을 자신의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사용한다[2]. SNS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안의 광장으로, 

다양한 ‘광장’ 속 인터넷 리뷰의 평가결과는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식고객의 33.7%가 블로그 검색활동에서 이루

어진다고 하였고, 2014년 12월29일 네이버 트랜드 조사 웹 미디어를 

통한 맛 집 블로그의 검색비율이 100%에 이른다는 결과는 정보검색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3], 온라인 리뷰가 의사결정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검색을 통해 

커피전문점 방문 시 카페선택속성과 실제 방문 했을 때 만족도와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커피전문점의 선택속성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 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소비자가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4], 이용 후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역할도 한다. 커피전문점

에 대한 고객의 선택속성은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제품, 

브랜드의 다양한 속성 중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며, 선택속성은 

사전에 기대된 중요도와 사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5].

2. 인터넷 정보검색과 커피전문점 선택

성혜진 외[6]는 SNS를 통한 외식정보 검색 시 개인특성과 사용자 

만족, 지속적 이용의도, 추천의도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JIANG 

JINLIN·HE JING·김인규·박철[7]은 모바일 구전정보와 정보검색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윤영선[8]은 온라인 리뷰의 

신뢰, 정보제공성이 개인의 흡수 능력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정보검색을 통한 커피전문점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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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 Cronbach 알파

메뉴 가격 .750 .796

청결성 .746 .780

직원서비스 .738 .777

유행메뉴의 존재 .869 .797

사이드 메뉴 맛 .700 .792

커피전문점의 분위기 .927 .796

정보검색결과와의 일치성 .501 .774

커피의 맛 .873 .792

주차의 편의성 .921 .807

Table 1. 요인의 신뢰도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표준오차

(상수) .146 .324 　 0.452 .652

분위기와 정보검색결과의 일치성 .347 .083 .294 4.185 .000**

일반적 선택속성

(메뉴 가격,

청결성,직원 서비스)

.251 .085 .212 2.944 .004**

메뉴 서비스 (유행메뉴의 존재,

사이드 메뉴 맛)
-.011 .076 -.010 -.146 .884

커피의 맛 .312 .062 .325 5.047 .000**

주차 편리성 .086 .051 .101 1.672 .096**

수정된 R 제곱=.437, *p<0.1, **P<0.01

Table 2. 가설검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속성과 정보검색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였을 

때의 만족감을 느끼는 선택속성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커피전문점의 선택속성, 정보검색시 

추천의도 관련 연구를 통해 총체적인 선택속성을 이용한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 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기존의 일반적인 커피전문

점 선택 속성인 가격, 청결상태, 커피의 맛, 분위기, 직원의 서비스, 

주차의 편의성, 사이드메뉴의 맛의 8가지 항목에 정보성을 추가하여 

9가지 독립변수와 추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해 

연구하였다.

IV. 결론

회귀분석 모델은 유의하게(R2=.474) 나타났으며, 커피전문점의 

일반적 선택속성인 ‘커피전문점의 분위기, 가격, 청결성, 직원의 서비

스‘ 는 정보검색을 통한 방문 시에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요한 만족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온라인 구전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검색과의 일치성’에 

관한 요인 역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 베타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보검색을 통해 카페를 

방문했을 때 만족하는 경우는 정보 검색의 일치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커피전문점의 추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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