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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커피 문 의 방문목 이 고객윤리의식에 미치는 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실증분석을 하여 커피 문 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조사 상으로 하여 총 

247개의 유효표본을 확보하 다. 련 선행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커피 문 의 방문목 은 공부(업무), 여

가시간, 커피  간단한 식사의 세 가지 측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과 다 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는 커피 문  방문목  요인  공부(업무)와 커피  

간단한 식사 요인이 고객윤리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과 커피  간단한 

식사 요인은 고객의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실무  시사 과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 다.

 
■ 중심어 :∣커피전문점 방문목적∣고객윤리의식∣재방문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rpose of visiting coffee shop affect the 

customer's ethics and customer's revisit intention. A total of 247 effective questionnaires for 

empirical data analyses were obtained from the university students who had the experiences of 

visiting coffee shops. Trough the literature review it was suggested that three factors of visiting 

purpose encompassed studying(working), leisure time, coffee & snack.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exploratory factor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wo factors, studying(working) and coffee & snack, of visiting purpose 

influenced customer's ethics significantly. Among three factors, leisure time and coffee & snack 

were found to affect customer's revisit intention significantly. Based on the results, the 

meaningfu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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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경제수 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   가족구

조의 변화 등의 복합 인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외식시장 규모는 속도로 확 되고 있다[1]. 특히 2008

년 이후 외식계의 커피소비량은 가히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강력하다. 시장조사 문기  AC닐슨에 따르면

2007년 1조5,500억 원 던 우리나라 커피시장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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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는 6조 1천6백 억 원을 기록하며 목할만

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해외 유명 랜드 

커피 과 국내 유명 랜드 랜차이즈 커피 의 포 

수 뿐 만 아니라 소규모의 개인 로스터리 커피 까지 

가세하여 체 인 커피 문 의 기하 수 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2]. 고객은 다양한 목 과 동기를 가지

고 커피 문 을 방문한다. 그리고 구매의사결정을 하

기 앞서 커피의 질, 커피 의 물리  환경, 근성, 직원

의 서비스, 가격할인 요인, 커피 이외의 메뉴 등 다양한 

선택속성을 고려한다[3]. 

고객의 선택구매행동은 구매동기 즉, 목 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품  서비스의 구매동기는 

기업의 략  포지셔닝에 있어서 요한 단서를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Hirshman & Holbrook(1986)은 제

품  서비스의 기능  목 뿐 만 아니라 가치 , 동경, 

사회  역할과 자아이미지를 반 하는 상징 인 목

으로도 구매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4-6]. 소비자의 욕

구발생이 구매행동까지 이어지기 까지는 다양한 내·외

 동기들이 작용하게 된다. 특히 커피 문  이용목

은 다양한 여건 하에서 이루어지며 상당히 주 인 

단에 의한 소비활동으로서 일상 속에서 무의식  충동

이나 제한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한마디

로 언 하기는 쉽지 않다[7][8]. 이러한 방문목 과 동

기는 커피 문 을 방문하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

키기 해  작용하며 커피 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요

한 단서가 되므로 커피 문 은 고객창출을 해 방문

목  분석과 거기에 따른 략  운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고 본다. 한 소비자는 소비행동에 있어서 최소비

용을 지불하고 최 효과를 볼 수 있는 합리 인 소비활

동에 가치의 심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제품  서비스

의 품질이나 가격 등의 실용  가치와 더불어 윤리라는 

부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본  욕

구가 충족될 만큼 풍요로워진 경제, 사회 환경이 도래

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추구함을 말해 

다[9]. 윤리(Ethics)란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도덕  

원리 혹은 기 이며, 소비생활에서 타인과 사회를 존

하는 이타  행 로 윤리  소비를 정의할 수 있다[10].  

  커피 문 의 주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생소비자

들의 윤리의식은 커피 문  이용의 소비행동에서도 

나타난다. 고객의 장기 체류시간에 비해 매액의 조

상, 낮은 테이블회 율, 일회용품의 과다사용 등으로 

인하여 업장내의 높은 좌석 유율 비 매출성과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 소비자의 커피 문  방

문목 을 분석하며 이 방문이용 목 이 윤리의식과 재

방문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이로써 커피 문 의 합리 인 운 에 일조할 수 

있는 잠재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커피전문점 방문목적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는 소망, 욕망, 욕

구, 자극 등으로 변하는 내 상태를 말한다. 한 동

기는 행동을 강요하는 개인 내부의 원동력이며 외부환

경에 존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 상태라고 

주장하 다[8]. 인의 소득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노동시간의 감소, 여가시간의 증 , 문화양식의 변화 등

으로 가정 외 식사의 비 이 차 증가하고 있다[11]. 

외식문화의 발 과 더불어 커피는 인의 일상생

활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며 2000년 이후 다양

한 커피 문 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양한 커피종류

와 세련된 실내인테리어, 서비스품질, 편리함 등으로 쾌

하고 고 스러우며 색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은 세

들에게 커피 문 은 문화의 심역할을 하고 있다

[12-14]. 커피 문 은 커피를 는 장소일 뿐만 아니

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로운 분 기에서 화를 나

고 이웃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다[15]. 

커피 문 은 런치와 같은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

고 차와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로서 스토랑

과 기능이 유사하다. 이러한 스토랑의 이용 동기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홍범·허창

(1989)은 외식동기를 간편한 식사 용, 데이트장소, 부

담없는 가격, 아이들이 좋아해서, 기분 환을 해서 등

으로 측정변수를 도출하여 이에 따른 스토랑 선택속

성의 차이를 규명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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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윤혜 (2005)은 스토랑의 이용동기를 분석

한 결과 특별한 음식을 즐기기 해, 식생활 변화를 

해, 렴한 가격으로 즐기기 해, 가정요리가 싫어서, 

사업상의 손님 를 해, 모임장소 등 다양한 동기를 

도출하여 경제  추구 집단과 오락 추구 집단, 편의 추

구 집단별 주요 고려사항을 밝혔다[17]. 

이병원·한삭명(2009)은 커피 문  방문목 이 방문 

만족도에 여하는 상 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에

서 커피 문  방문 목 을 여가목 , 업무목 , 외식목

으로 분류, 명명 후 커피가격, 커피 양, 제공시간을 

변하는 커피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방문목 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8].

본 연구에서는 의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커

피 문  방문목 을 여가시간형, 공부(업무)형, 커피 

 간단한 식사형으로 구성하여 고객윤리의식에 미치

는 향과 고객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고자 한다.  

2. 고객윤리의식
인은 소비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며 소비능력

은 개인의 가치평가의 기 이 되기도 하는 소비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서 소비활동의 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행동은 지속 으로 상승하는 소비욕망의 

충족을 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환경에 해를 입

히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18]. 따라서 소비자는 자

신의 구매력과 소비욕구에 따라 소비생활을 하지만 자

신의 소비활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환경

괴로 부터 자유로운가와 같은 윤리 인 문제에 착

하게 된다.

Muncy & Vitell(1992)은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데 있

어서 하나의 기 이 되는 도덕  원리를 윤리(ethics)라

고 정의하 으며 이러한 도덕 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

는 소비행동을 윤리  소비(ethical consumption)라고 

규명하 다[19]. 더 나아가 Cowe & Williams(2001)는 

제품  서비스구매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는 윤리 인 고려를 하는 소비를 윤리  소비라고 설

명하 다[20]. Carrigan & Attalla(2001)는 윤리  소비

는 개별 으로 도덕  신념에 의해 소비를 하는 일련의 

의식 이고 신 한 선택이라고 정의하 다[21]. 

김성교·채정 (2003)은 인간의 윤리의식은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한 지 인 단력을 의미하는 인

지  윤리와 마음으로부터 타인과 사회를 아끼고 배려

하며 존 하는 이타 인 행 를 의미하는 인성  윤리

로 개념화 하 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윤리를 혼합

한 개념으로도 정의하고 있다[22].

홍은실·신효연(2010)은 학생 소비자의 윤리  소비

에 향을 미치는 련 변인들을 규명하 다. 소비교육

경험과 매체 빈도를 측정변수로 하는 교육경험변

인과 물질주의 가치 , 사회  책임의식, 이상주의로 구

성된 사회심리  변인을 심으로 향 계를 분석하

다. 요한 변인으로는 물질주의와 사회  책임의식, 

이상주의, 매체    소비교육경험, 종교, 용돈 등으

로 밝 졌다[9].

제미경과 Robert(2007)는 성별에 따른 윤리  소비에 

한 연구에서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상거래 소

비자 비윤리와 향 요인을 분석하 다. 상거래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윤리 이라는 성별의 차이를 규명

하 다[23]. 한 김재 (2009)은 윤리 소비에 한 질

 연구에서 윤리 소비의 유사개념인 사회책임  소

비에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책임  소비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밝혔다[24].

본 연구에서는 김성교·채정 (2003)의 인성 도덕성

에 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커피 문

을 이용할 때 갖게 되는 윤리의식은 인성  윤리의식을 

근거로 규명하 다. 즉, 소비생활에서 마음으로부터 타

인과 사회를 존 하고 배려할 뿐 만 아니라 자연과 환

경 보호차원에서의 사고방식  태도를 고객윤리의식

으로 정의하 다.

 

3. 재방문의도
재방문 의도는 소비자가 구매했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상품  서비스를 사

용 는 경험 후 소비활동에 한 만족도가 형성되어 

재방문할 가능성이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호의 인 구

을 하고 추천을 하는 등 정 인 행동의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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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이와 같은 소비자행동에 향을 미치는 만족도

는 소비자의 감정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즉 정

인 감정과 부정 인 감정은 재방문의도 뿐만 아니라 

구 , 환의도 등에 향을 미치며 특히 정 인 소

비감정이 높을수록 정 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 다

[26].

재방문의도와 련된 연구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분

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6]. 특히 커피 문  련 연

구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양호· 류

지원(2012)은 커피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을 매개로 하

여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커

피 문 의 서비스품질을 상품·공감성, 응성, 신뢰성, 

문성, 유형성, 편의성[30][31]을 심으로 측정하여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조수 ·이정원(2011)은 커피 문 의 이미지가 지각

된 가치, 고객만족, 신뢰,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커피 문 의 지각된 가치 그리고 커피

문 과 고객과의 신뢰가 만족  재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 있어서 고

객의 만족도는 재 구매의도의 결정요인으로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하 다

[32].

최성수·권용주(2012)는 랜드 커피 문 의 유희성, 

상징성, 다양성, 사회성에 의해 정의 내려진 소비경험이 

소비감정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

다. 소비감정을 유도하는 감정은 감각, 정서, 느낌, 기분 

등으로 표 되며 이는 정과 부정이 동시에 작용한다

고 하 다. 커피 문  소비자는 부정  감정을 보유하

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정  소비감정으로 승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33]. 

박 기·박재성(2013)은 커피 문 에 한 서비스인

식이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해당연구에서 행동의도는 재 구매 의도와 구

의도, 재방문의도 타인추천의도로 정의하고 있다[34]. 

이는 Keillor, Lewison, Hult & Hauser(2007)와 조원섭·

김 형(2013)이 소비자의 행동에 한 의사결정과 최종 

수행까지의 과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인의 소개 는 

추천에 의하여 향을 받으므로 재방문의도와 추천의

도  구 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의도라는 정의를 지지

하고 있다[35][36].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재 방문의도는 

커피 문 의 소비자가 구매했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가능성으로 정의하 다.

Ⅲ. 조사설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도권 학에 재학 인 학생을 모집단

으로 하 으며 커피 문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

을 조사 상으로 하 다. 표본추출은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응답으로 총 247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실증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2. 연구모형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 문 의 방문목 은 윤태환·윤혜

(2003), 이병원·한삭명(2009)의 연구를 근거로 도출한  

총 9문항을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

[8][17]. 둘째, 고객윤리의식은 홍은실·신효연(2010)과 

천경희 외(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제에 맞게 재구

성한 4문항을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

[9][37]. 셋째, 재 방문의도는 최성수·권용주(2012)의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4문항을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30]. 이외에 인구통계학  문항과 

커피 문 이용에 한 횟수, 시간, 동반자, 구매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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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Ⅳ. 실증분석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과 타당성  신뢰도검증과 가

설검증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여성

115
132

46.6
53.4

연령
19-20세
23-26세
27-30세
30세 이상

112
119
13
5

45.3
48.2
5.3
1.2

소득(용돈)
50만원 이하
50-70만원
70만원 이상

180
46
21

72.9
18.6
8.5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247)

[표 2]는 커피 문  방문목 에 한 요인분석으로

서 공부(업무), 여가시간, 커피  간단한 식사의 세 가

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한 

KMO(Kaiser-Meyer-Olkin)값은 0.73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Chi-Square값은 765.944, 유의확률 p값

은 .000으로 나타나 본 분석은 표본의 측정도구로서 

합하다는 것을 입증하 다. 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804, .799, .602로 모두 .60 이상을 보여 비교  높은 신

뢰도를 확보하 다.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67.613%

로 나타났다. 

요인 명* 변수내용 요인 재량**

공부(업무)
(2.29:α=.804)

그룹스터디 위해서
독서실 대용으로
인터넷사용 위해서

.873

.829

.766
여가시간

(2.20:α=.799)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866

.855

.727
커피 및 

간단한식사
(1.60:α=.602)

커피(음료)마시기 위해서
가벼운 식사 위해서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755

.702

.616
KMO(Kaiser-Meyer-Olkin)값:.73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765.944, Sig.=.000
*Varimax Rotation 후 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추출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값, 설명분산 누적계수:67.613%

표 2. 커피전문점 방문목적에 대한 요인분석 

[표 3]은 고객윤리의식에 한 요인분석으로서 고객

윤리의식으로 명명한 한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성타

당도를 측정하기 한 KMO(Kaiser-Meyer-Olkin)값

은 0.74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Chi-Square값

은 213.433, 유의확률 p값은 .000으로 나타나 본 분석은 

표본의 측정도구로서 합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뢰도계수는 .74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56.759%로 악되었다.

요인 명* 변수내용 요인 재량**

고객윤리의식
(2.27:α=.745)

비용대비 많은 혜택 지나침
비용대비 이용시간 제한가능
긴시간 사용에 타인에게 미안
이용시간대비 추가비용가능

.781

.772

.752

.707
KMO(Kaiser-Meyer-Olkin)값:.74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13.433, Sig.=.000
 *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추출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값, 설명분산 누적계수:56.759%

표 3. 고객윤리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표 4]는 재방문의도에 한 요인분석으로서 재방문

의도라는 요인명으로 한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기 한 KMO(Kaiser-Meyer-Olkin)

값은 0.74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Chi-Square

값은 385.043, 유의확률 p값은 .000으로 나타나 본 분석

은 표본의 측정도구로서 합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신뢰도계수는 .82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총 분

산설명력은 66.517%로서 비교  높은 설명력으로 악

되었다.

요인 명* 변수내용 요인 재량**

재방문의도
(2.67:α=.828)

지속적으로 방문계획
재 구매의도 강함

비용증가에도 재방문
타 업점 보다 자주 방문

.848

.832

.815

.765
KMO(Kaiser-Meyer-Olkin)값:.74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385.043, Sig.=.000
*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추출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값, 설명분산 누적계수:66.517%

표 4. 재방문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표 5]는 커피 문 의 방문목 이 고객윤리의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회귀분석표이다. 이 회귀식의 설

명력은 약 18%로 나타났으며 공부(업무)요인이 유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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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p<0.001에서 6.208의 가장 높은 t값을 나타내면서 고

객윤리의식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커피와 간단식사 요인이 두 번째로 유의한 

향력을 가진 것으로 악되었으며 단, 여가시간 요인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커피 문  

방문목 이 고객윤리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독립변수
비표 화 표 화

t값
β 표 오차 베타

상수 -.008 .058 - -.140
공부(업무) .369 .058 .362 6.208***
여가시간 .084 .058 .085 1.454

커피와 간단식사 .195 .058 .197 3.371**
R²=.177, Adj. R²=.167
F=17.340, p<0.000, Durbin Watson=1.683
 **p<0.01, ***p<0.001

표 5. 커피전문점 방문목적과 고객윤리의식의 회귀분석

최근 학생을 심으로 한 은층들은 기업 랜

차이즈 커피 문   개인소유의 소규모 커피 을 다

양한 목 을 가지고 방문이용하고 있다[38]. 공부할 목

으로, Wifi 사용이나 독서실 용, 는 그룹스터디를 

하기 해 음료 한잔의 비용으로 장시간 동안 좌석을 

유하는 경향이 높다.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런치와 같

은 간편한 식사를 즐기기 해 장시간 커피 문 을 이

용하기도 한다. 이때 공부나 업무의 목 으로 방문하

을 때 지불한 비용 비 지나친 혜택과 무제한의 사용시

간에 한 윤리의식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 으로 사회  교제와 화를 

한 장소로서의 커피 문  기능은 여가시간활용을 

해 지인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때는 다른 목 에 비해 커피 문 에

서 제공받는 다양한 편익에 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

어 윤리의식에서 비교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R²)이 비교  낮지만 방문목 과 

윤리의식의 향 계를 밝히는 회귀식을 찾아낸 성과

에 의의를 둘 수 있다[39]. 더불어 은 소비자 층이 타

인과 사회를 배려하고자 하는 인성 인 소비윤리의식

이 잠재 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커피

문 의 정상 인 좌석 회 율을 유지하기 한 방안모

색에 있어서 고객윤리의식의 존재를 고려한 효율 인 

커피 문  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변수
비표 화 표 화

t값
β 표 오차 베타

상수 -.004 .057 - -.063
공부(업무) .103 .057 .103 1.804
여가시간 .357 .057 .356 6.256***

커피와 간단식사 .278 .057 .278 4.872***
R²=.215, Adj.R²=.205
F=22.042, p<0.000, Durbin Watson=2.137
***p<0.001

표 6. 커피전문점 방문목적과 재방문의도의 회귀분석

 

[표 6]의 커피 문  방문목 이 재방문의도에 미치

는 향분석은 약 22% 설명력을 보여 주었으며 여가시

간 요인과 커피  간단식사 요인은 유의확률 p<0.001

에서 각각의 t값 6.256과 4.872를 나타내며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업무)요인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아 ‘커피 문 의 방문

목 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는 부분 채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커피 문 을 방문하는 학생 

소비자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하기 한 목 을 가진 경우는 커피 문  체류에 만족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공부(업무)하기 해 방

문하는 경우는 충분히 목 에 부합하는 만족도를 확보

하지 못하 기 때문에 재방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부(업무)를 한 목 을 

가진 고객들까지 유치하기 한 효과 인 운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여가시간과 커피  간단한 식사를 

한 커피 문  고객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하여 변

화하는 고객니즈를 지속 으로 악하고 고객 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커피 문  방문목 이 고객

윤리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며 재방문의도에

도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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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결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 문 의 방문목 의 요인 에서 공부(업

무)요인과 커피  간단한 식사 요인이 고객윤리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1

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커피 문  방문목 의 여가시간요인과 커피 

 간단한 식사 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유의 으로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부분 채택되었

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잠재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시장의 확장과 함께 두

되고 있는 정상 인 좌석회 율 유지를 한 방안을 모

색하기 앞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윤리의식의 존재 여부

를 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라고 사료된다. 

공부(업무)의 목 과 커피  간단한 식사를 하여 방

문한 고객들은 지불가격 비 취할 수 있는 편익에 

하여 타인과 사회의 배려 차원에서 이타 인 태도를 보

여 주고 있기 때문에 커피 문  체류시간의 제한과 이

용시간 비 추가비용 지불 가능성에 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는 일회용품의 지나친 남용

에 한 캠페인을 실행하거나 련 홍보를 통하여 환경

 문제까지 생각하는 소비활동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커피 문 의 방문목 의 여가시간 요인과 커

피  간단한 식사요인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채로운 고객니즈의 변화 속에서 고객 

유지 마 략에 주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가시

간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을 해 커피 문 의 실내 디

자인, 테이블과 의자의 편안함, 편리한 공간의 이아

웃, 음악 등의 물리  환경 뿐 만 아니라 직원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커피 

 음료의 메뉴 리와 품질유지를 통하여 커피 문

의 우수한 기능성까지 확보하여 기존고객의 이탈을 방

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부(업무)의 목 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신

규고객 창출을 한 마 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그룹스터디를 한 공간 확보  다용도 목 의 테

이블과 의자 확충,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목 에 맞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커피 문 의 재방문 의도나 구 , 추천 등

의 고객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학생을 표본의 모집단으

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고객윤리의식을 다차원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제시한 한계 을 극복하고 

고객, 업주, 환경보호, 사회  책임 등의 세부 인 차원

으로 고객윤리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고객의 커

피 문  방문목  요인의 집단별 조 효과를 악하

여 고객윤리의식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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