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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choice attributes in specialty coffee shops and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choice attributes and positive 
emotions customers felt in specialty coffee shops. The study also attempted to find differences in choice attributes and positive 
emot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ustomers and coffee-drinking behavior. Measured items were derived from pre-
liminary interviews and a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customers in Seoul who had visited a specialty coffee 
shop in the last 3 months. The derived factors of choice attributes were 'taste of coffee and atmosphere', 'brand', 'price benefit', 
'pleasant space', and 'coffee itself'. Among those, the two factors 'taste of coffee and atmosphere', and 'brand'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ositive emotions of customers. This implies that specialty coffee shop customers have primarily emotional 
rather than utilitarian motivations. Therefore, to better satisfy customers' desires, more effort is needed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in coffee shops. Female and younger customers showed higher perception of price benefits than others did. The per-
ception of price benefits and pleasant space mainly varied by the location of coffee-drinking and frequency of visiting specialty 
coffee shops. Further differences in positive emo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having coffe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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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외식시장은 1980년대 해외의 프랜차이즈 외

식업체들이 들어오면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발

전하여 왔다(이정실 2007). 에스프레소 커피를 기반으로 하

여 다양한 메뉴의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은 1999년 스

타벅스가 국내에 처음 진출하면서 이후 해외 브랜드 커피 전

문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에 국내 업체들이 커피 전문

점 시장에 참여하면서 많은 커피 전문점 브랜드가 만들어졌

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닐슨 컴퍼니 코리아의 자

료와 주요 커피 전문점 매출 기준으로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2009년 2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경제 2010- 
5-31). 이 수치는 2008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규모이다. 
국내외 유명업체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커피 전문점은 지난

3월 말 기준 1,457개(상위 8개사 기준)로 1년 새 400여개가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이 늘고 있어, 올해

안에 커피 전문점이 2,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

다. 바야흐로 커피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커피는 우리 일상

생활과 매우 친근한 식품이 되었다. 국내 커피 시장이 확대

되면서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들의 경쟁이 치열해짐

에 따라 소비자들의 커피 전문점 선택 행동에 관심을 집중되

면서 커피 전문점의 선택 속성 및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다. 주로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택 속

성의 차이나 커피 이용 관련 행동의 차이와, 소비자 만족 및

충성도의 선행 요인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Lee & 
Kim 2009, Kim et al 2007, Ki & Lee 2008, Kim et al 2006, 
Kim YO 2003).

기호식품으로 여겨져 왔던 커피는 최근 들어 커피 전문점

을 중심으로 대중화되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 혹은 업무적 목

적의 회의 장소로서 이용 목적의 효용적 소비재이면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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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여유를 느끼고 커피를 통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감

성적 소비재로도 이용되고 있다. 커피의 정서적 소비에 대해

“커피는 이성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재가 아니라 감성 소비재

이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찍힌 잔을 들고 있으면 트렌드 세

터로 보이는 그 경험을 소비한다”라고 해석되기도 한다(Mae-
kyung 2010-6-23). 감성적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에

있어서 커피는 감성적 성격이 높게 나타나는 소비재이며, 특
히,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의 감정적 반응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감

정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외식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의 감정에 관한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Kim & Lee 2007, 
Kim et al 2007). 하지만,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로 선택 행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감정에 관한 연구는 커피 전문점 서비스 요소와 고객의 감정

간 영향 관계를 다룬 Kim et al(2009)의 연구 외에 아직 본격

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피 전문점 이용자가 느끼는 감정을 밝히고, 커피 전문점의

선택 속성과 감정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이용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커피 음

용 행동에 따라 어떤 선택 속성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

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또,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커피 음

용 행동에 따라 커피 전문점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꾸준히 성장

해가고 있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커피 전문점 경영실무자들

에게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

소를 파악함으로써 고객 관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가설 설정

선택 속성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때, 
구매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말한다. 커피 전

문점 선택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지,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호하는지 등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커피 전문점 서비스를 구성하는 특성을 일컫는다. 선택

속성은 서비스 관련 연구에 있어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커피 전문점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여러연구자들에 의해 수

행되어 왔다.
Kim YO(2003)은 SERVQUAL의 다섯 가지 품질 요인을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의 선택 속성에 적용하여 유형성, 쾌
적성, 신뢰성, 친절성, 보증성의 다섯 가지 요인과 재방문 의

도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Sohn YJ(2007)도 Kim YO 
(2003)와같이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인으로 보증성, 반응

성, 쾌적성, 신뢰성, 유형성의 다섯 가지 요인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Kim & 
Lee(2009)의 연구에서도 커피 전문점의 서비스 품질의 측정

에 있어서 SERVQUAL의 다섯 가지 품질 차원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의 서비스 품질과 커피 품질이 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im et al(2002)은 대학가의 커피

전문점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커피 전

문점 이용 횟수, 이용 이유, 방문 시간대, 중요시하는 선택

속성, 만족 수준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Kim et al(2007)은 커피 전문점의 선택 속성으로 기존의

레스토랑의 선택 속성 요인을 활용하여 ‘맛의 품질 및 서비

스’, ‘분위기’, ‘매장 입지 형태’, ‘브랜드 인지도’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선택 속성 요인들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Lee & Lee(2009)는 커피 전문점

이용객의 감성적 동기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커피 전문점 브

랜드별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만족 차이를 분석하여 물리

적 환경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있어서 효용적 가치

를 추구할뿐아니라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한다. 소비 과정에

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경험된 감정은 구매 후 행동 등

의 사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Oliver RL 1993, Ri-
chins ML 1997, Chun TY 2009). 특히, 효용적 가치보다 쾌락

적 가치가 큰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 감정은 선택 행동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ark SH 2005). 또한, 상품

이나 서비스의 이용 목적이 쾌락적인 경우 물리적 환경이 더

욱 중요하게 나타난다(Cronin & Taylor 1992). 외식 소비에

있어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처럼 유용적 성격이 강한 경우

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비교적짧아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

가 고객의 감정이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쾌락적 동기로 레스토랑을 찾는 경우에는 레스토랑 내에 머

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에 따라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이 고객의 감정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해진다(Kim 
JY 2007). 아울렛의 점포 선택 속성이 소비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Chun TY(2009)의 연구에서 아울렛의 네 가지

점포 선택 속성 중 상품, 광고, 점포 내 분위기가 소비 감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정은 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말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한 후 발생하는 감정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

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Bower GH 1981). 소비

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는 Clore et al(1994)의 시각과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 커피

전문점의 선택 속성이 이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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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측정에 있어서 즐거움-환기-지배(pleasure-arousal- 
dominance)의 세 가지 차원의 감정이 제시되고 있으나(Me-
hrabian & Russell 1974), 많은 연구들은 ‘즐거움’의 감정 차

원을 주로 채용하고 있다. ‘즐거움’의 긍정적 감정 차원은 이

에 상반되는 감정인 ‘불쾌함’도 같은 차원으로 혹은 다른 차

원으로 측정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커피 전문점에서의

긍정적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하

여 긍정적 감정만을 측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커피 전문점 관련 연구들은 커피 전문점의 선택 속

성과 만족이나 재방문과 같은 태도 및 행동 의도 간 영향 관

계를 파악하여 왔다. 이를 확장하여,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과 이용자의 긍정적 감정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커피 전문점 이용자들의

감성적 동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자들

의 감정과 커피 음용 행동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이

용자의 긍정적 감정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은 이용자의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커피 음용 행동에 따라서 커피 전문점 이용

자의 긍정적 감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커피 전문점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택 속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Lee & Kim(2009)은
커피 전문점 이용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택 속성의 차

이를 파악한 바 있다. ‘종업원 서비스’, ‘물리적 환경’, ‘제도

적 서비스’의 세 가지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인에 대해 성

별, 연령, 교육 수준과 연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im et al(2006)은 커피 전문점 이용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에 따른 속성별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으로 브랜드와 가격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에 따라서는 남성은 가격을, 여성은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 30대는 가격에 대한 효

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과 직장인은 브랜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자

와 대학생은 가격을 가장 우선시 했으며, 대졸 이상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들은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Kim et al(2006)은 커피 전문점 이용 특성을 월 이용

횟수, 이용 목적, 동반 이용자, 1일 원두커피 음용 횟수 등으

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속성별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월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였으며, 커피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는 브랜드

를 가장 중요시하며, 그 외의 이용자들은 가격을 가장 중요

한 속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1일 원두커피

음용량에 따라서는 1잔과 2잔 이상을마시는 경우 모두브랜

드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는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et al(2007)은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이 성별, 직업,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Kim YO(2003)은 성별, 연
령, 직업, 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른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의 선택 속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선택 속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과 커피 이용 행동에

따라 선택 속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의 주요 이용자인 젊은 여성층을 중

심으로 감성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커피 전문점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

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 가설 3. 커피 전문점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선택 속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4. 커피 음용 행동에 따라서 선택 속성은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5. 커피 전문점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감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측정 항목의 구성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과 긍정적 감정의 측정 항목을 마

련하기 위해 대학생과 회사원 각각 5명과 사전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기반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

적으로 응답한 내용 및 관련 선행 연구에 쓰인 측정 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사용될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측정항목마련을 위해 인터뷰결과

와 레스토랑 및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관련 선행 연구(Sch-
roeder JJ 1985, Kim & Lee 2009, Kim et al 2007, Kim YO 
2003)를 참고하였다. 선택 속성 측정을 위해서 ‘커피의 맛’, 
‘친절한 서비스’, ‘실내분위기’, ‘배경음악’, ‘편안한좌석’, ‘매
장의 수’, ‘매장의 위치’, ‘교통’, ‘브랜드 인지도’, ‘해외 브랜

드’, ‘쿠폰이나포인트혜택’, ‘통신사 연계 할인’, ‘인터넷사용

여부’, ‘화장실이나 흡연실 구비 여부’, ‘독립적 공간 확보 여

부’, ‘혼잡도’, ‘종업원의 커피에 대한 지식’, ‘특정한 커피의

판매 여부’ 등의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긍정

적 감정 측정을 위해서 인터뷰 결과와 Watson et al(1988)이
제시한 ‘즐거움’ 측정항목을 반영하여 ‘편안함’, ‘위안감’, ‘즐
거움’, ‘행복함’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커피

음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음용하는 커피 종류, 주로

커피를마시는 장소, 커피 음용횟수, 커피 전문점 이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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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체류시간 및 동행인, 지출 비용 등의항목과 응

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을 설문 내용에 포함하였다.

3. 조사 대상 및 기간

커피 전문점 이용 동기와 선택 속성항목의측정은 5점 리

커트의 등간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0년 7월 1
일부터 15일까지 최근 3개월 내 커피 전문점 이용 경험이 있

는 서울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외식산업 전

공 대학원생인 두 명의 조사자가 대학 캠퍼스, 명동, 코엑스

등의 장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면접하여 응답자가 자기 기입

방법으로 이뤄졌다. 총 수집한 설문지 238부 모두가 유효한

자료로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 방법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측정 항목과 이용자의 긍정적 감

정 측정 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구분된 요인별

구성 항목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 속성 요인들

과 긍정적 감정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연소득

등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음용 커피의 종류, 주로 커피를 마

시는 장소, 커피 전문점 방문 횟수, 지출 금액, 동반자 등의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선택 속성 요인별 중요도 인식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
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커피 음용 행동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커피 음용 관련 행동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살펴보면, 여성(59.4%)
이 남성(40.6%)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분포에 있어서는, 20대(55.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30대(33.5%), 40대(8.4%) 순으로 구성되어 커피 전문점

의 주요 이용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학력에 있

어서는 대졸 학력 소유자(82.8%)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대학원졸(12.1%)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고졸 학력

자(4.6%)의 비중이 가장낮았다. 직업에 있어서 대학생(43.1%)
이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29.3%), 전문직(11.7%), 주부(7.5%), 
기타, 자영업자(2.1%) 순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영되어 연 수입에 있어서는 2,000만원 이하(46.4%)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0만원대(18.4%), 3,000
만원대(16.3%), 4,000만원대(15.5%)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

준별 분포가 치우치지 않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Group Frequency(%)

Gender
Female 142(59.4)
Male 97(40.6)

Age
(years old)

20s 132(55.2)
30s 80(33.5) 
40s 20( 8.4)
50s 3( 1.3)
Over 60 3( 1.3)

Annual income
(unit: 1,000 won)

>2,000 111(46.4)
2,000～3,000 44(18.4)
3,000～4,000 39(16.3)
>4,000 37(15.5)

Frequency of 
having coffee

One a day 64(26.8)
2～3 a day 89(37.2)
Over 4 coffees a day 9( 3.8)
One a week 6( 2.5)
2～3 a week 24(10.0)
4～5 a week 20( 8.4)
Rarely having 27(11.3)

Place of mainly 
having coffee 

Coffee shop 82(34.3)
Office or school 111(46.4) 
Home 32(13.4) 
Else 13( 5.4) 

Expenditure 
in specialty 
of specialty 
coffee shop 

< 2,000 won 5( 2.1) 
2,000～3,000 won 16( 6.7) 
3,000～4,000 won 60(25.1) 
4,000～5,000 won 99(41.4) 
> 5,000 won 57(23.8) 

Education
High school 11( 4.6)
College 198(82.8)
Graduate school 29(12.1) 

Occupation

Salaried worker 70(29.3)
Self-employed 5( 2.1)
Profession 28(11.7)
Housewife 18( 7.5)
College student 103(43.1)
Else 14( 5.9)

Companion

Alone 22( 9.2)
Friend 129(54.0)
Coworker 31(13.0)
Couple 44(18.4)
Family 8( 3.3)
Else 4( 1.7)

Time of stay 
in specialty 
coffee shop

> 30 mins 22( 9.2) 
30 mins～1 hr 86(36.0)
1 hr～2 hr 101(42.3)
> 2 hr 28(11.7)

Frequency of 
visiting 
specialty coffee 
shop

Once a day 31(13.0) 
2～3 times a day 23( 9.6) 
Once a week 39(16.3) 
2～3 times a week 64(26.8) 
4～5 times a week 15( 6.3) 
Once a month 14( 5.9) 
2～3 times a month 29(12.1) 
Rarely having 2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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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음용 행동과 관련하여, 주로 마시는 커피의 장소가

사무실이나 학교의 업무 공간(46.4%)인 음용자가 가장 많았

으며, 커피 전문점(34.3%), 가정(13.4%), 기타(5.4%) 순으로

나타났다.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4천
원～5천원이 가장 많았고, 3천원～4천원(25.1%), 5천원 이상

(23.8%), 2천원～3천원(6.7%) 순으로 나타났다. 커피 전문점

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2시간(42.3%), 30분～1시간

(36.0%), 2시간 이상(11.7%), 30분 미만(9.2%) 순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이용 횟수에 있어서 일주일에 2～3
회 방문(26.8%)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16.3%), 하루
에 한 번(13.0%), 한 달에 2～3회(12.1%), 일주일에 4～5회
(6.3%), 한달에 한 번(5.9%), 거의 방문하지 않음(9.2%) 순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54% 가량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커

피 전문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커피 전문점 이

용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항목 요인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측정에 사용된 항목 중 요인적

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며, 0.4 이상 두 항목 이상 교차

Table 2. Factor analysis of choice attribute on visited coffee shop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 
alpha

Mean
(S.D.)

Taste of coffee 
and atmosphere 

Taste of coffee 0.644 

2.886 16.031 0.778 4.039
(0.631) 

Friendly service 0.655 

Indoor atmosphere 0.808 

Background music 0.730 

Comfortable seat 0.640 

Brand

Number of shop 0.672 

2.763 15.348 0.803 3.346
(0.735)  

Location of shop 0.689 

Transportation 0.765 

Brand awareness 0.777 

Foreign brand 0.671 

Price benefit

Coupon or point benefit 0.848 

2.351 13.064 0.809 3.380
(0.967)Discount with affiliated mobile company 0.880 

Availability of using internet 0.704 

Pleasant space

Restroom or smoking room 0.591 

2.096 11.644 0.684 3.859
(0.795)Independent space 0.760 

Crowed space 0.515 

Coffee itself　
Staffs' knowledge on coffee 0.762 

1.527  8.482 0.609 3.059
(0.851)Availability of specific coffee 0.715 

적재되지 않은 항목만으로 분석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다
섯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분산 설명력이 64.57%에

달하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 계수로 모두 0.6을 상회하여 충

분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선택 속성 요인으로는 ‘커피의 맛’, ‘친절한 서비스’, 
‘실내 분위기’, ‘실내 음악’, ‘좌석의 편안함’ 의 다섯 가지 항

목으로 구성되어 ‘커피 맛과 분위기’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
째 선택 항목 요인은 ‘매장의 수’, ‘매장의 위치’, ‘교통’, ‘브
랜드 인지도’, ‘해외 브랜드’의 브랜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브랜드’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쿠폰 및 포인트’, ‘통신사 할인’, ‘인터넷 사용’의 가격적 혜

택과 인터넷 사용의 ‘실용적 혜택’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그
리고, 네 번째 요인은 ‘화장실 및 흡연실’, ‘독립적 공간’, ‘혼
잡 정도’의 ‘쾌적한 공간’ 관련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선택 속성 요인으로, ‘종업원의 커피에 대한 지식’, ‘특정 커

피 판매 여부’의 ‘커피’ 자체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커피 전문점 이용객들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측정한 항

목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Table 3), ‘편안함’, ‘위안감’, ‘즐거
움’, ‘행복함’의네가지항목은단일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각
항목들은 요인 적재량이 0.7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

며, 67.7%의 분산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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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0.838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인과 감정적 반응 간 영향

관계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인이 이용자의 긍정적 감정과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선택 속성 중 ‘커피맛과 분위기(p< 
0.001)’, ‘브랜드(p<0.05)’의두가지 요인은 긍정적 감정에 유

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격적 혜택’, 
‘쾌적한 공간’, ‘커피 자체’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Table 4). 이는 실용적 성격의 ‘가격적혜택’, 여러명의

회의에 적합한지 여부의 업무용 동기와 관련 있는 ‘쾌적한

공간’ 등의 요인은 감정과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고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반면, 커피 맛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

고, 물리적 환경으로 해석되는 분위기 요인과 브랜드 요인이

감정적 반응과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고객의 감정 관리

를 위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인 중

요도 인식 차이

커피 전문점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선택 속성의 중요

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혹은 ANOVA

Table 3. Factor analysis of positive emotion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ronbach' alpha

Positive 
emotion 

Feel comfortable 0.752 

2.711 67.777 0.838
Relieved 0.786 

Pleased 0.880 

Happy 0.868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choice attribute and positive emo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E. B

(Constant) 0.277 0.342 　 0.810 0.419 

Taste of coffee and atmosphere 0.425 0.093 0.326 4.584 0.000*** 

Brand 0.153 0.073 0.136 2.091 0.038*

Price benefit —0.015 0.056 —0.018 —0.270 0.788 

Pleasant space 0.134 0.077 0.130 1.750 0.081 

Coffee itself　 0.026 0.062 0.027 0.414 0.679 

R=0.483, R2=233, Sum of square=37.350, F=14.083,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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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섯가지 선

택 속성 요인 중 가격혜택 요인(p<0.05)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쿠폰 할인, 통신사 할인의 가격적

혜택과 인터넷 이용의 실용적 측면이 중요한 선택 속성으로

작용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브랜드 요인과 가격적 혜택, 
그리고 쾌적한 공간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0대 이용자들이 커피 전문점 브랜드에 가장 높은 인식 수준

을 보였으며, 40대, 20대, 3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적 혜택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쾌적한 공

간 요인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의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

기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0대,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업도 커피 전문점 선

택 속성 중 가격적 혜택(p<0.001)과 쾌적한 공간(p<0.01), 그
리고 커피 자체 요인(p<0.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가격적혜택에 있어서는 대학생의 중요 인식이 가장 높았

고, 회사원, 전문직, 주부,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한

공간과 커피 자체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도 대학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회사원, 전문직, 그리고 주부 및 자영

업자 순으로 나타나 직업에 따른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소득에 따라서 가격

적 혜택(p<0.001)과 쾌적한 공간(p<0.05)에 대한 중요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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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of choice attribut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Choice attribute 　Group N　 　Mean(S.D.) t

Gender Price benefit
Female 141 3.494(0.854) 

2.164*Male 95 3.218(1.105) 
Total 236 3.383(0.970)

Age

Brand

20s 132 3.392(0.696)

2.535*

30s 79 3.190(0.784)  
40s 20 3.650(0.765) 
50s 3 3.800(0.200) 
Over 60 3 2.867(0.306)  

Total 237 3.345(0.737) 

Price benefit

20s 132 3.578(0.900)  

6.847***

30s 79 3.262(0.963)  
40s 20 2.967(0.967)  
50s 3 2.778(0.694)  
Over 60 3 1.333(0.577)  

Total 237 3.383(0.968) 

Pleasant space

20s 132 4.025(0.745)  

4.625**

30s 79 3.591(0.857)  
40s 20 3.700(0.591)
50s 3 4.111(0.192)  
Over 60 3 4.444(0.962)

Total 237 3.859(0.797)  

Occupation

Price benefit

Salaried worker 70 3.433(0.863) 

5.384***

Self-employed 5 2.200(1.304) 
Profession 28 3.143(1.120)  
Housewife 17 2.804(0.913)  
College student 103 3.625(0.905)  
Else 14 2.952(0.846)  

Total 237 3.383(0.968)  

Pleasant space

Salaried worker 70 3.810(0.670)  

3.806**

Self-employed 5 3.600(0.365)  
Profession 28 3.631(0.953)  
Housewife 17 3.490(0.994)  
College student 103 4.081(0.721)  
Else 14 3.476(1.019)  

Total 237 3.859(0.797)  

Coffee itself

Salaried worker 70 3.286(0.828)  

4.296**

Self-employed 5 2.600(0.962)  
Profession 28 3.036(0.623) 
Housewife 17 2.706(0.849) 
College student 103 3.078(0.807)  
Else 14 2.321(1.103) 

Total 237 3.053(0.848)  

Annual income
(unit: 1,000 won)

Price benefit

>2,000 111 3.480(0.972)  

7.596***
2,000～3,000 44 3.644(0.577)  
3,000～4,000 38 3.246(0.862)  
>4,000 37 2.748(1.153)  

Total 230 3.355(0.965)  

Pleasant space

>2,000 111 3.997(0.769)  

2.874*
2,000～3,000 44 3.735(0.809)  
3,000～4,000 38 3.693(0.724)  
>4,000 37 3.658(0.844)  

Total 230 3.842(0.792)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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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격적 혜택에 있어서, 2,000만
원대 소득자가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2,000만원 미

만, 3,000만원, 4,000만원 이상순으로, 대체로 소득수준이낮

을수록 가격적 혜택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쾌적한 공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2,000만원 미만 소득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2,000만원대, 3,000만
원대, 4,000만원대 순으로 나타났다. 

5.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인

중요도 인식 차이

커피 음용 행동에 따라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인식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Ta-
ble 6). 그 결과, 주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와 커피 전문점 방

문 횟수에 따라 각각 선택 속성 중요도 인식 차이를 나타냈

다. 주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적 혜택(p<0.01)
과 쾌적한 공간(p<0.001)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주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적혜택과 쾌적한공간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

며, 회사나 학교에서 마시는 경우, 가정에서 마시는 경우, 기
타의 순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커피 전문점 방문 횟수

Table 6. Differences of choice attribute according to behaviors of having coffee

　 Choice attribute factor 　Group N　 　Mean F Sig.

Place of 
having 
coffee 
mainly

Price benefit

Coffee shop 82 3.626(0.908)

5.633 0.001** 

Office or school 111 3.339(0.923)  
Home 31 3.237(1.069)  
Else 13 2.538(0.996) 

Total 237 3.381(0.969)

Pleasant space　
　

Coffee shop 82 4.093(0.715) 

4.783 0.003** 

Office or school 111 3.787( 0.731) 
Home 31 3.581(0.923)
Else 13 3.564(1.083)

Total 237 3.854(0.793)

Frequency
of visit 
specialty 

coffee
 shop

Price benefit 

Once a day 31 3.570(1.044) 

2.706 0.005** 

2～3 times a day 23 3.638(0.791) 

Once a week 39 3.453(0.829)  

2～3 times a week 64 3.474(0.827) 

4～5 times a week 15 3.600(0.944)  

Once a month 14 3.143(0.834)

2～3 times a month 29 3.253(0.862) 

Rarely having 21 2.74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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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서 가격적 혜택 인식(p<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하루에 2～3번 이용하는 소비자 집단이 가장 높은 중요

도 인식을 보였으며, 일주일에 4～5번, 하루 한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2～3번, 한 달에 한 번순으

로 나타났다. 즉, 이용하는 소비 빈도가 잦을수록 가격적 혜

택에 대해 보다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6. 일반적 특성 혹은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긍정적 감

정의 차이

커피 전문점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커피 전문점에

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

별, 연령, 직업, 교육 수준, 연소득에 따른 차이 분석(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Table 7). 그 결과, 성별에 있어서 여

성이 남성보다 커피 전문점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연령에 있어서 40대 소

비자의 감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3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긍정

적 감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높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학력자, 고등학교 학력자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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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이 높을수록 커피 전문점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커피 전문점 이용자들의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긍정적

감정의 차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항목은 주로 커피를 마시

는 장소와 커피 전문점 방문 횟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커피 전문점인 경우에 커피 전문점

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사

Table 7. Difference of positive emo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Group N Mean T/F Sig.

Gender

Female 142 3.188(0.730)  

3.337 0.001** Male 97 2.832(0.904)

Total 238 3.047(0.823) 

Age

20s 132 3.170(0.786) 

3.977 0.004** 

30s 79 2.835(0.858) 

40s 20 3.213(0.630) 

Over 50 6 2.375(0.919)

Total 238 3.047(0.823) 

Education

High school 11 2.477(0.938) 

3.041 0.030* 
College 197 3.046(0.797) 

Graduate school 29 3.233(0.866) 

Total 238 3.04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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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Difference of positive emotion according to behaviors of having coffee

Group N Mean T/F Sig. 

Place having 
coffee mainly

Coffee shop 82 3.250(0.764)

2.664 0.033*

Office or school 111 3.009(0.828) 
Home 31 2.782(0.746) 
Else 13 2.731(1.078) 

Total 238 3.047(0.823) 

Frequency of 
visiting specialty 
coffee shop

Once a day 31 3.274(0.720)

2.212 0.022*

2～3 times a day 23 2.946(0.750) 

Once a week 39 3.135(0.702) 

2～3 times a week 64 3.117(0.771) 

4～5 times a week 15 3.200(0.912) 

Once a month 14 2.839(0.869) 

2～3 times a month 29 3.060(0.880) 

Rarely having 21 2.548(1.005) 

Total 238 3.04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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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이나 학교인 경우, 가정인 경우,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p<0.05). 또한, 커피 전문점 방문 횟수에 따라 커피 전문점

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루에 1
번이용자가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감정을 느꼈

으며, 일주일에 4～5번 이용자, 일주일 1회 이용자, 일주일

2～3회 이용자, 한 달 2～3회 이용자, 하루 2～3회 이용자, 
거의 이용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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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파악된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

인과 이용객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 간 영향관계를 알아보았

다. 또한, 이용객들의 일반적 특성과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선택 속성 요인 각각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또한,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커피 음용 행동에 따라

커피 전문점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항목들을 요

인분석한 결과, 다섯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커피의맛’, 
‘친절한 서비스’, ‘실내분위기’, ‘실내 음악’, ‘좌석의편안함’ 
으로 구성된 ‘커피맛과분위기’ 요인, ‘매장의 수’, ‘매장의 위

치’, ‘교통’, ‘브랜드 인지도’, ‘해외 브랜드’의 ‘브랜드’와 관

련된 요인, ‘쿠폰 및 포인트’, ‘통신사 할인’,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사용 여부’의 가격적 혜택 요인, ‘화장실 및 흡연실’, 
‘독립적 공간’, ‘혼잡 정도’의 ‘쾌적한 공간’ 요인, 그리고, 
‘종업원의 커피에 대한 지식’, ‘특정 커피 판매 여부’의 ‘커피

자체’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가지의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요인과 이용자의 긍

정적 감정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선택 속

성 중 ‘커피맛과 분위기’, ‘브랜드’ 의 두 가지 요인은 커피

전문점 이용자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

진 반면, ‘가격적 혜택’, ‘쾌적한 공간’, ‘커피 자체’요인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격적 혜택’, ‘쾌적한 공간’ 
요인은 실용적이며 유용적인 성격을 갖는 선택 속성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며, 반면, ‘커피맛과 분위기’, ‘브랜드’는 감성

적 성격의 선택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석 결과

는 쾌락적 성격의 소비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이 감정에 미치

는 영향력이 유용적 소비에 비하여 더욱 중요하다는 기존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Cronin & Talyor 
1992, Kim JY 2007). 즉, 커피 전문점 이용자들은 유용적이

라기보다는 쾌락적 혹은 정서적 동기를 가진 소비자들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물리적 환경 요인이 이용자의 긍정

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커피 전문점 경영자들은 커피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긍정적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 보다 더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커피 전문점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택 속성의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직업, 연 수

입에 따라 선택 속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가격 혜택 요인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쿠폰 할인, 통신사 할인 등의 가격적 혜택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가격적 혜택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쾌적한 공간 요

인에 대해서는 60대 이상, 50대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

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적 혜택, 쾌적한 공간과 커피

자체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도 대학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회사원, 전문직, 그리고 주부 및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득은 가격적 혜택과 쾌적한 공간에 대

한 중요도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소득 수준

이낮을수록 가격적혜택과 쾌적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득 수준이 낮은 대학생이나

20대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커피 전문점 운영에 있어서쿠폰

적립이나 통신사 할인 등의 기존의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2인 혹은 3인 이상의 세트 메뉴를 구성함으로

써 친구를 만나거나 회의 등의 목적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업무적 목적의 이용자들이 많거나, 오피스, 대학가에 위

치한 커피 전문점은 그룹 단위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쾌적한

좌석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커피 전문점 선택 속성 인식의 차

이에 있어서, 주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와 커피 전문점 방문

횟수에 따라 각각 선택 속성 중요도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즉, 커피 전문점에서 주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의 경우 가

격적 혜택과 쾌적한 공간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

며, 커피 전문점 이용 빈도가 잦을수록 가격적 혜택에 대해

보다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과 커피 음용 행동에 따른 긍

정적 감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성

별, 연령, 직업과 커피 음용 행동에 있어서는 주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와 커피 전문점 방문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커피 전

문점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수준이 높았으며, 교육 수

준이 높을수록 커피 전문점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또, 주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커피 전문

점인 경우에 커피 전문점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커피 전문점 경영자들은 커피

전문점 소비의 감성적 성격을 파악하여 주요 고객이 여성이

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이용자인 경우 물리적 환경 및 커피

맛을 개선하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는 등의 감성에 민

감한 여성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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