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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식수준의 변화는
현대인의생활패턴에많은변화를불러일으켰다. 
특히, 식품 산업에서는 많은 외식 매장들이 카페
형 매장으로 새롭게 재활성화 되어 소비자들의

업그레이드된취향에부응하는새로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커리업체에 가장 발 빠르
게 도입되어 파리바게뜨(카페파리바게뜨), 뚜레

쥬르(카페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딜리델리), 
신라명과(브레댄코) 등이 베이커리 카페로의 재
활성화 작업이 활발하다(Jung JS 2014).
소비자는 이제 단순히 필요에 의한 외식 욕구

외에도 외식공간에서의 여유로운 휴식과 문화적

트렌드의 체험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와 취향에 의해서 베이커리전문점을

선택하게된다. 이에따라간식을사거나, 먹을수
있는 베이커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카페개념이접목된베이커리카페로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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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미익숙한시장의흐름이되고있다. 여기에
덧붙여친환경적로컬푸드와공정무역운동등더

욱 성숙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따라, 
복합적공간개념과더불어건강하고윤리적인먹

을거리에 더욱 관심이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의

발전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Hong HY․Hong 
WS․Park DS․Kim YS 2011).
국내베이커리시장은양산베이커리, 프랜차이

즈 베이커리, 윈도우 베이커리(개인베이커리, 독
립 베이커리), 인스토어베이커리로구분되며, 소
비자들의 식문화 변화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

다. 베이커리 사업체수는 2009년 15,170개에서
2011년 15,980로증가했으며, 특히프랜차이즈베
이커리시장은꾸준한성장과함께 40.8%의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Hwang TH․Lee KI․Won JG․
Park GB․Ahn SH․Cho CH 2014). 베이커리카
페의 양적인 성장은 2010년 이후 동종업체간 치
열한경쟁속에경쟁업체보다질적인성장이필요

하다는의식의전환을요구하고있어베이커리카

페를이용하는고객들의지속적인이용행태를모

색하는 것은 마케터들에게는 라이프스타일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용
고객의 생활양식 및 욕구변화, 소비패턴 등이 매
우복잡하고빠르게변화하여이용고객의가치체

계나특성의전반적인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이중요한영향을미친다(Kim KS․
Yoo YH 2011).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구매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외

식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소비행동이나 구

매의식의변화동향을예측할수있다(Kim TH․
Chae SJ․Kim CW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치열
한 경쟁에서 차별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시

점이며, 고객의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이부각되
고있다(Kim GY․Baek JE 2010). 따라서소비자
의의식구조와행동양식이변화하고있는상황을

인식하여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세

분화된 메뉴품질관리와 고객만족 분석은 중요한

마케팅전략이라고 할수 있다(Park JH․Park HJ 
2011).
이러한베이커리산업의성장과소비자들의다

양한 욕구에 더불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는데,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Lim JB․Seo 
BS․Lee HJ․Jang YK(1990) 등이 라이프스타일
과식생활양식에대해다루면서부터시작되었고, 
그리고 Lee KCL(2004), Lee BY․Woo KS(2006), 
Koh JY․Jung ML(2006) 등의연구는 음료, 주류
와 라이프스타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했고, 
Seam YJ․Kim JK(2008), Ham SP(2011), Cho 
JS(2013)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다각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발전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외식산업에서라이프스타일에따
라서 베이커리카페에관련된시장세분화, 선택속
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통해서식생활라이프

스타일 및 베이커리카페의 선택속성을 도출하고, 
세분시장별 차이를 파악한 뒤 고객행동의도와의

관계를파악함으로써, 베이커리카페의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의 이론적 배경

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은 전통적으로인구통
계학적 특성인 연령이나 소득, 교육 수준, 성별, 
거주지 등의 요인들을 사용하여 개인의 관련성

지각정도(Perceived Personal Relevance)로정의되
는 관여도(Involvement)와 동기 부여(Motivation) 
등이 특정상품 소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

하였지만, 1963년미국마케팅학회(AMA)의동계
심포지움에서레이저(Lazer et al 1963)에의해처
음으로라이프스타일을마케팅및소비자행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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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응용한 이후 복잡한 소비자 행동과 사회적

가치나변화측정에한계를극복하고자사회학자

(Weber 1968; Duncan 1969)와 심리학자(Coleman 
1964; Alfred 1969; Ambler et al 2002; Assael 
2004)들에 의해 생활양식, 관심, 태도, 가치체계, 
의견, 관심 등의 현상에 대해서 개인 그룹, 계층
간의차이로표현하는개념으로해석하였다. 최근
에는 환경과 웰빙(Byeon SH․Gye SJ 2004; Yoo 
HJ 2006)에대한관심과새로운도전을즐기는유
형(Rose et al 1995; Fraj & Martinez 2006) 등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시장세분

화를 통한 소비행동 파악과 새로운 제품의 리포

지셔닝 등 라이프스타일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Wells & 

Tigert(1971)의 AIO 분석으로 특정상품을 사용자
와비사용자로구분하여그들의활동, 관심, 의견
의 측면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측정법은
연령, 소득, 거주지등인구통계적자료에대한질
문들로 구성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 특성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나 행동 라이프스타일을 알 수 있다(Kim SB 
2003).
라이프스타일에따른호텔뷔페레스토랑이미

지 차이연구에서 Park JH(2013)는 28개의라이프
스타일문항을통해여가선호추구집단, 실리선호
추구집단, 편의선호추구집단으로군집화하였다. 
군집별호텔뷔페레스토랑고객의라이프스타일

은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Koh SH․Park ES(2014)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군집

화하여세분화된군집별로항공사선택속성의차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라이프스타
일에 따른 군집의 항공사선택 속성의 차이분석

결과에서 3개의군집이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
었고, 각 군집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파
악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이 시장세분화에 유용

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Hong HY․Hong WS․Park DS․Kim YS(2011)

는 베이커리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
타일이 베이커리카페 이용행태와 소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베이커리카페

의선택속성을분석한결과, 베이커리카페의음식
요인, 베이커리카페의편리성및이미지요인, 마
케팅요인, 긍정적 경험요인, 메뉴다양성요인의
경우라이프스타일유형별로유의한차이가있다

고 하였다. 
Hong WS․Kim YS(2012)는 소비자 라이프스

타일의베이커리카페특성의선택속성에미치는

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라이프스타일요인을 16
개로 추출하여 적용을 하였고, Lee YJ․Hwang 
YJ(2014)는 노년소비자의 개인가치와 라이프스

타일이 외식업체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한결과, 노년소비자의 개인가치와 라이프스
타일에 따라 외식업체 선택속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는 전국적
인범위로외식업체를직접방문하여노년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보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

외식소비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외식업체 선택속

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관광 및 외식분야에 적용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2. 베이커리카페의 선택속성과 고객행동의도

선택속성이란재화나서비스를얻고사용할때

의직접적인행동일뿐만아니라, 구매과정에서의
심리학적또는사회학적인변수들을특정하게결

합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Seam YJ․Kim JK 
2008). 또한, 선택속성은재화나서비스를얻을때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최상의 브랜드를 선

택하는의사결정이다(Cho WK․Choi SK․Chong 
L 2013). 따라서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점포를 선
택하거나 점포 내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전략을세울 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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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Hong HY․Hong WS․Park DS․Kim YS(2011)

는 베이커리 선택속성을 제품특성, 물리적 환경, 
판매직원, 접근성, 촉진, 청결성요인으로 구분하
였고, 일반으로 제품특성은 제품과 관련된 유형
특성과무형특성을말한다. 베이커리제품특성은
그유형적특성에한것이며, 제품의맛, 양, 다양
성, 신선도, 품질, 포장 진열상태, 제품설명서, 제
품기능성등이포함된다. 일반으로제품특성제품
품질은 제품의 물리 속성이나 기능을 소비자가

주으로평가하는것이다(Kim JH 2002). 고객들은
제품특성 제품의 맛,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한다고했다(Kim HS․Lee WS․Cho WC 2013). 
물리적 환경에서는 매장의 물리 환경 요인은

포에 한 지각가치를 높이며(Lee KH․Sun SH 
2008), 고객만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
을 준다(Hoffman & Turley 2002). 물리적 환경을
중적절한장비와인테리어는고객만족에중요한

요소이며, 베이커리의 외부인테리어는 고객만족
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m SP 2011).
판매직원의 호의적인 서비스는 고객에게 따뜻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충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원이 서비스를
실패할경우에도만회할기회를제공한다. 더불어
과거의 실수나 부정인 경험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꾸게 한다(Lemmink & Mattsson 1998). 베이커
리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매장 직원은 고객

만족에중요한요인이다. 직원의서비스는고객에
게 감정을 형성한다고 하였다(Woo IS․Lee JS․
Park H 2012).
그리고 베이커리를 이용하는 남성고객이 여성

고객보다 접근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Ham SP 2011), 베이커리의 구매빈도
가 높은 고객일수록 접근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SH․Kim SO․Seok SY 
2011). 
베이커리를촉진시키는데있어서는다양한이

벤트, 경품 부가서비스, 제품의 특별주문 제작여

부, 무료시식회, 세련된포장이중요하다고 하였
다(Hwang TH․Lee KI․Won JG․Park GB․
Ahn SH․Cho CH 2014). 
고객이 베이커리를 호의적인 이미지로 받아들

이는 과정에서 매장이 깨끗하고 분기가 좋은 곳

이라는 인식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 SJ․Kim SO․Kang KO 2009). 
베이커리속성은베이커리매장에대한만족도

나 태도, 재구매 의도 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수로 연구되어졌는데, Lee JH(2000)는 베이커
리의선택요소에관한연구를하였고, Lee WH․
Lee SJ(2010)는베이커리선택속성(제품의질, 접
근성, 가격, 포장서비스, 점포이미지)와 만족도, 
재구매 의도, 구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Jung KH․Kim SJ(2004)는 베이커리 선택속성과
만족과의 관계를 Eom TS․Byeon KI․Kim DJ 
(2008)은 판촉행사 참여도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Kim DH(2011)는 베이커리 브랜드이미지와 만족
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다.

Cho JS(2013)는 베이커리 매장을 방문했던 고
객이 지각하는 선택 속성 중 점포마케팅과 가격

경쟁력은고객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며, 둘
째, 점포마케팅, 품질경쟁력, 영양요소는 추천의
도에 미친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품질경쟁력은
고객만족과 추천의도에조절역할을 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커리매장의 선택속성을 서

비스질, 편리성, 상품의질, 추천으로구분하였고, 
고객행동의도는구전, 재방문, 추천의도로접근하
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세분화하고, 베이커리카페의 선택속성을 도출한
다음행동의도와의차이를 분석하여고객의행동
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외식마케터들에게장

단기전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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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는 Park JH(2013), Koh 

SH․Park ES(2014), Hong HY․Hong WS․Park 
DS․Kim YS(2011), Hong WS․Kim YS(2012), 
Lee YJ․Hwang YJ(2014) 등의 연구에서는 전반
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레스토랑의

선택속성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연구되었

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 레스토랑의 개념과는 다
른베이커리카페이용객의식생활라이프스타일

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고자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다. 

가설 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베이커

리 카페의 선택속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베이커리카페선택속성과행동의도에서는 Hong 
HY․Hong WS․Park DS․Kim YS(2011), Kim 
JH(2002), Kim HS․Lee WS․Cho WC(2013), 
Lee KH․Sun SH(2008), Kim HS․Lee WS․Cho 
WC(2013), Ryu SH․Kim SP․Seok(2011), Cho 
JS(2013), Eom TS․Byeon KI․Kim DJ((2008)의
연구에서는 행동의도의 구성요소로 고객의 재구

매, 재방문, 불평행동, 추천, 긍․부정적 구전, 추
가비용 지불의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행동의도를 만족, 구전, 추천으로 측정하
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베이커

리카페의고객행동의도는차이가있

을 것이다. 

2. 분석방법

본연구의설문방법으로는사전질문을통한설

문 응답자 선별기법을 통하여 설문응답 의사를

밝힌 대상자 중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Pilot test를 통하여 설계된 설문지로
2015년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서울, 경
기,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거주자를대상으로실
시하였으며, 설문지는응답자가직접기입하는자
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문항은 리커트

(Likert) 5점척도를사용하였고, 설문형태는방문
동기(20항목), 베이커리카페 선택속성(14항목), 
고객행동의도(3항목)을 사용하였다. 총 31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312부의 설문지가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자료는 SPSS 17.0 통계패키지를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선행연구의 자료들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베이커리 카페의 요인을

추출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도출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요인들

을이용하여비계층적군집방법중 k-means 군집
분석을실시하였다. 그리고세분시장별의집단간

Item Number The source

Dietary lifestyle 21
Park JH(2013), Koh SH․Park ES(2014), Hong HY․Hong WS․Park DS․Kim 
YS(2011), Hong WS․Kim YS(2012), Lee YJ․Hwang YJ(2014), Kim SB(2003), 

Bakery shop selection 19

Hong HY․Hong WS․Park DS․Kim YS(2011), Kim JH(2002), Kim HS․Lee 
WS․Cho WC(2013), Lee KH․Sun SH(2008), Kim HS․Lee WS․Cho 
WC(2013), Ryu SH․Kim SP․Seok(2011), Cho JS(2013), Eom TS․Byeon KI․
Kim DJ(2008)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3
Lee WH․Lee SJ(2010), Jung KH․Kim SJ(2004), Eom TS․Byeon KI․Kim 
DJ(2008), Kim DH(2011), Cho JS(2013)

 <Table 1> Measurement of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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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군집들과 베이커리카페의

요인들과고객행동의도간에유의한차이를확인

하기 위해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3. 변수측정

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있어중요한부분을차

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식사태도, 외식행동 등 식
스타일이며, 본 연구에서는 Park JH(2013), Koh 
SH․Park ES(2014), Hong HY․Hong WS․Park 
DS․Kim YS(2011), Hong WS․Kim YS(2012), 
Lee YJ․Hwang YJ(2014), Kim SB(2003)의연구
에서요인을 추출하여 본연구의목적에 맞게 척

도를 수정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베이커리 카페 선택속성

선택속성이란소비자가선택할때중요시여기

는 속성의 중요도와 선택하여 이용하고 난 이후

에 지각되는 고객만족을 의미한다(Jun JH et al 
2006). 선택속성에 관한 선행연구(Hong HY․
Hong WS․Park DS․Kim YS(2011), Kim JH 
(2002), Kim HS․Lee WS․Cho WC(2013), Lee 
KH․Sun SH(2008), Kim HS․Lee WS․Cho WC 
(2013), Ryu SH․Kim SP․Seok(2011), Cho JS 
(2013), Eom TS․Byeon KI․Kim DJ(2008))의연
구에서 요인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척도를 수정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고객행동의도

고객행동의도는 만족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

을받으며, 만족은고객의재구매, 재방문, 불평행
동, 추천, 긍․부정적 구전, 추가비용지불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만족, 
구전, 추천으로선택하고, Lee WH․Lee SJ(2010), 
Jung KH․Kim SJ(2004), Eom TS․Byeon KI․
Kim DJ(2008), Kim DH(2011), Cho JS(2013)의연

구에서 요인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척도를 수정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2>에서

살펴보면, 성별은남성이 111명(35.6%), 여성 201
명(64.4%)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
은 30대 118명(37.8%) 20대 97명(31.1%)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는 기혼 208명(66.5%), 월평
균소득은 400～500만원미만 74명(23.7%)이가장
높았다. 
카페형태에서는프랜차이즈가 259명(82.7%)으로

개인운영점 52명(16.6%)보다 많이 이용하며, 1인
소비금액에서는 5,000～10,000원미만 114명(36.5%), 
지역에서는광주 95명(30.4%)가가장높게나타났다. 

2. 변수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1) 라이프스타이일에 따른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5년 3월 5일부터 4월 5일까
지 30일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거
주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베이커리카페를선택할때선택속성의차이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21개 항목에

대한구성타당성을검정하기위해요인분석을실

시하여 4개요인으로추출되었다. 그리고각요인
들을구성하는항목들에대하여단일차원성을검

정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계수(Cron-
bach’s α)값을 보면유행추구형(.895), 건강추구형
(.880), 기호추구형(.686), 품위추구형(.651)은 모
두 신뢰성을 가진다. 
총분산 67.972%, KMO=.912, Bartlett’s test= 

4,795.307로탐색적요인분석결과, 요인선정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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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베이커리 카페의 선택속성에 따른 요인

분석

베이커리카페의선택속성 19개에대한신뢰성
과타당성을확인하기위하여요인분석을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추출되었고, 4개요인(서비
스 수준, 편의성, 상품의 질, 추천성) 모두 Cron-
bach’s α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분산
이 67.484%, KMO=.907, Bartlett’s test=3,750.477

로변수선정과모형적합성에문제가없는것으로

판단되었다.

3. 군집분석

식생활라이프스타일요인에의한집단세분화

를 하고자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를확인한후, 최종군집을분류하고자 k-평
균군집분석을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과, 3개의
집단을추출하였다. 본연구에서추출된 3개의군
집에대한결과의적절성을검증하고자동기유형

에 따른 관광객 유형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사

Category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Woman

111
201

35.6
64.4

Age

10s
20s
30
40s
50s above

14
97

118
57
26

4.5
31.1
37.8
18.3
8.3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Answer gisita

208
99
6

66.5
31.6
1.9

Month income

Less than two million won
Less than 200～300 million won
Less than three or four hundred million won
400 to 500 million won or less
5 million won or more

80
46
62
74
51

25.6
14.7
19.9
23.7
16.3

Cafe types
Franchise
Personal cafe

259
52

82.7
16.6

One person
consumption amount

Less than five thousand won
5,000 less than 1,000 won
Less than 10,000～20,000 won
20,000～30,000 won or less
More than thirty thousand won

70
114
80
24
25

22.4
36.5
25.0
7.7
8.0

Area

Seoul
Gyeonggi province
Busan
Daegu
Gwangju

50
46
66
55
95

16.0
14.7
21.2
17.6
30.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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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일원분산분석결과, F통계량이모두 p=.000으
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각각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분석은 최종

적으로 3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식생활라이프
를 추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대표

성 있는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 1은 “고급지
향형”, 군집 2는 “평범지향형”, 군집 3은 “건강지
향형”으로 명명하였다.

Factor  Variables

Component

Varimax 
rotated 
loadin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 
α

Fashion 
pursuit 
oriented

Upon purchasing this product, sophisticated packaging tend to 
care about.

.805

9.802 46.675 .895

Into a variety of menu I always wanted the taste. .771

Alter the atmosphere from personal relationships makes. .760

Accept the taste and prevalence of food quickly. .741

Trendy food and I tend to a good palate. .657

A notorious fast food is try to do. .560

Health 
pursuit 
oriented

Considering the obese eating habits. .792

1.676 7.981 .880

Instant food for dodging possible. .761

Given the health food a picky eater. .728

To move away from carbonated soft drinks. .697

Health food, natural food, prefer organic foods. .557

Gustatory 
pursuit 
oriented

If you had taste, health and dessert regardless of the purchases. .786

1.501 7.150 .686

But I've never seen food looks delicious, even for purchases. .744

New bread and dessert. and likes to watch. .696

Now, if somewhat pricey using popular brand. .661

Coffee beverage options in choosing the flavor rather than on 
health.

.518

Baking and bakery in choosing a calorie than select the flavor. .511

Dignity
pursuit 
oriented

Bakery goods menu of thinking their name recognition than price. .886

1.295 6.166 .651

Use several of them rather than alone. .867

Bakery goods being sold now think you are matching with the 
image of me.

.693

Baking and confectionery products and enjoy eating with my 
coffee.

.524

KMO=.912, Bartlett's test=4,795.307 p=.000, Total cumulative variance=67.972

<Table 3> Analysis on dietary lifestyle questionnair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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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분시장별 특성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군집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커리카페의 이용

행태를알아보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성

Factor
Cluster 1(n=96)

<high quality oriented>

Cluster 2(n=71)
<mediocrity oriented>

Cluster(n=145)
<health oriented>

t-value p-value

Health pursuit 
oriented

4.64
H

3.06
M

4.02
H

234.270 .000

Fashion 
pursuit oriented

4.31
H

2.20
L

3.17
M

309.803 .000

Gustatory pursuit 
oriented

4.55
H

2.81
L

3.77
M

206.718 .000

Dignity
pursuit oriented

4.61
H

3.27
M

3.97
M

139.366 .000

* H(high), M(medium), L(low).

<Table 5> Analysis on dietary lifestyle cluster

Factor  Variables

Component

Varimax 
rotated 
loadin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 
α

Service level

Communication with staff
House of appearance
The attitude of staff
House products about knowledge and friendly service.
Atmosphere and the cleanliness of the bakery cafe
Bakery cafe of a convenient location

.803

.777

.735

.631

.543

.503

8.589 45.204 .737

Convenience

Convenient parking facilities
Proper price of goods
Bakery cafe of scale
Bakery products of diversity
A variety of promotions and events

.786

.716

.682

.676

.574

1.630 8.578 .865

The quality 
of goods

Bakery products of taste and health
Bakery products of quality
Bakery products of freshness
Bakery cafe of expertise

.743

.734

.726

.679

1.443 7.594 .844

The 
recommendation

Recommended by the marginal man
Advertising
A past experience
Rumor

.867

.864

.718

.558

1.161 6.108 .849

KMO=.907, Bartlett's test=3,750.477, p=.000, Total cumulative variance=67.484%

<Table 4> Analysis on bakery shop selection questionnair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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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구성을 살펴보면 3가지 집단모두가남자보
다는여자의구성비율이높았고, 전체적인표본에
서도 여성(64.4%)이 남성(35.6%)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대에서는고급지향형의 30대(37.5%), 평범

지향형에서는 20대, 30대가 40.8%로같은비율을
보이고 있고, 건강지향에서는 30대(37.2%)가 가
장높았다. 전체적인표본에서는 30대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미혼이 3가지집단모두높았
으며, 전체적인 표본에서도 현저(66.7%)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소득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3가
지 집단 모두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인 표본

(25.3%)에서도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0～500
만원 미만 23.7%, 300～400만원 미만이 19.9%, 
500만원 이상 16.3%, 200～300만원 미만 14.7% 
순으로 나타났다. 
카페이용형태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Selection Classification

Cluster 1
(n=96)
<high 
quality 

oriented>

Cluster 2
(n=71)

<mediocrity 
oriented>

Cluster
(n=145)
<health 

oriented>

Total 
sample

Gender
Man

Woman
57(59.4)
39(40.6)

48(67.6)
23(32.4)

96(66.2)
49(33.8)

201(64.4)
111(35.6)

Age

10s
20s
30
40s

50s above

7( 7.3)
28(29.2)
36(37.5)
15(15.6)
10(10.4)

2( 2.8)
29(40.8)
29(40.8)
7( 9.9)
4( 5.6)

5( 3.4)
40(27.6)
54(37.2)
35(24.1)
11( 7.6)

14( 4.5)
97(31.1)

119(38.1)
57(18.3)
25( 8.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Answer gisita

62(64.6)
30(31.3)
4( 4.2)

52(73.2)
19(26.8)

0(0.0)

94(64.8)
49(33.8)
2( 1.4)

208(66.7)
98(31.4)
6( 1.9)

Month 
income

Less than two million won
Less than 200～300 million won

Less than three or four hundred million won
400 to 500 million won or less

5 million won or more

24(25.0)
17(17.7)
19(19.8)
2121.9()
15(15.6)

22(31.0)
8(11.3)

12(16.9)
21(29.6)
8(11.3)

33(22.8)
21(14.5)
31(21.4)
32(22.1)
28(19.3)

79(25.3)
46(14.7)
62(19.9)
74(23.7)
51(16.3)

Cafe types
Franchise

Personal cafe
73(75.1)
23(24.0)

65(91.5)
6( 8.5)

123(84.8)
22(15.2)

261(83.6)
51(16.3)

One person
consumption 

amount

Less than five thousand won
5,000 less than 1,000 won

Less than 10,000～20,000 won
20,000～30,000 won or less

More than thirty thousand won

22(22.9)
27(28.1)
26(27.1)
12(12.5)
9( 9.4)

15(21.1)
35(49.3)
11(15.5)
4( 5.6)
6( 8.5)

33(22.8)
52(35.9)
43(29.7)
7( 4.8)

10( 6.9)

70( 2.4)
114(36.5)
80(25.6)
23( 7.4)
25( 8.0)

Area

Seoul
Gyeonggi province

Busan
Daegu

Gwangju

19(19.8)
12(12.5)
19(19.8)
16(16.7)
30(31.3)

7( 9.9)
14(19.7)
12(16.9)
22(31.0)
16(22.5)

23(15.9)
20(13.8)
35(24.1)
17(11.7)
49(33.8)

49(15.7)
46(14.7)
66(21.2)
55(17.6)
95(30.4)

<Table 6> Demographic and using behaviors cross tab analysi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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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3개의집단모두높았으며, 전체적인표본
(83.6%)에서도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출금액에서는 3개의집단모두가 5,000～10,000
원 미만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급
지향형이 10,000～20,000원 미만 27.1%, 평범지
향형과건강지향형은 5,000원미만으로나타났다. 
전체적인 표본에서는 5,000～10,000원 미만 36.5 
%, 10,000～20,000원 미만 25.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는 고급지향형 광주 31.3 

%, 평범지향형대구 31.0%, 건강지향형부산 24.1 
% 순으로 나타났다. 

5. 가설의 검정

1) 가설 1의 검정

가설 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베이커리
카페의 선택속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

다. 

가설 1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3개의
군집별로 베이커리 카페를 선택할 때 중요한 속

성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였다. <Table 7>에서

제시하듯이, 군집별로 베이커리카페의 선택속성
중에서서비스수준, 편의성, 상품의질, 추천성모
두 3개의 군집 간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1에서 제시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 유형 간에 베이커리 카페의 선택속성

에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가설은 모두 지지되

었다. 

2) 가설 2의 검정

가설 2: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따라 베이커리
카페의 고객행동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식생활라이프스타일유형에따라베
이커리 카페의 고객행동의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베이커리 카페를 방문한 고객들을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에 따라 군집분석을 하였고, 이 군집
들 간에 행동의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ANO- 
VA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Selection Classification Frequency Average
Differences 

between cluster
t-value p-value

Service level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96
71
145

4.59
2.85
3.83

1>3>2 199.782 .000

Convenienc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96
71
145

4.62
3.05
3.98

1>3>2 268.055 .000

The quality of good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96
71
145

4.25
2.20
3.11

1>3>2 237.637 .000

The recommendation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96
71
145

4.60
3.28
3.97

1>3>2 135.131 .000

a: Scheffe.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ANOVA and Post 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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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연구는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따라서베이

커리카페의선택속성및고객행동의도차이를규

명하기위해가설설정을중심으로실증분석을실

시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20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 요인 유행추구형,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기호추구형, 품위추구형
으로구분되었고, 도출된요인을투입하여군집분
석한결과, 고급지향형, 평범지향형, 건강지향형 3
개의군집으로나뉘었다. 그리고베이커리카페선
택속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서비스수준, 편의성, 
상품의질, 추천성으로구분되었다. 도출된 3개의
군집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커리카페

의이용행태를알아보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

였고,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따라베이커리카페
의 선택속성과 고객행동의도는 차이를 분석하였

다. 
이에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군

집들의인구통계학적특성에서성별의구성을살

펴보면남자보다는여자의구성비율이높은이유

는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며, 감
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레스토랑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Lee KH․
Sun SH (2008)는 물리적인 환경을 제시하였고, 

구매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커리 카페의 여성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련된

인테리어, 편안한 자리제공, 깔끔한 외관, 감성적
분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인 지출금액도 3개의 집단 모두

가 5,000～10,000원미만으로나타났다. Hong HY 
(2011) 외는 베이커리카페 선택속성을 가격적인
요소, 이미지, 메뉴등이중요하다고하였다. 따라
서 베이커리를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5,000 
～10,000원정도사이의간단한커피와함께곁들
이는디저트제품개발과동시에경쟁업체보다낮

은가격, 단골고객할인요소, 마일리지를적용하여
고객을 유인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 유형

간에베이커리카페의선택속성에는차이가있는

가에대한가설은모두지지되었다. Hwang TH․
Lee KI․Won JG․Park GB․Ahn SH․Cho CH 
(2014)는 베이커리 선택속성을 제품특성, 판매직
원, 촉진, 접근성, 청결성이긍정인영향을미친다
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론을 지
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이용하는고객들은서비스중요시하기때문에지

속적인브랜드의신뢰성을주기위해서는판매직

원에대한교육이필요하고, 음식의맛과질을향
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베이커리

Selection Classification Frequency Average
Differences 

between cluster
t-value p-value

Satisfaction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96
71
145

4.6563
3.5070
4.2069

1>3>2 61.736 .000

Mouth advertising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96
71
145

4.6146
3.3099
3.9172

1>3>2 62.759 .000

Recommendation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96
71
145

4.4896
2.9155
3.7724

1>3>2 82.826 .000

<Table 8> Types in dietary lifestyle and customer behavior result(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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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의 고객행동의도에서는 만족, 구전, 추천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BY․Lee DY․Lee SH(2013)는지속적인
신메뉴의 출시, 가맹점 차별화, 메뉴가격의 동일
성, 포장용기의동일성, 고객서비스등은고객재
방문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베이커리카페를운영하는주별, 월별, 주
기적으로메뉴프로모션을통하여고객을입맛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베

이커리카페에지속적인고객유지와새로운고객

의 유인하기 위해서는 여성고객을 주 타켓으로

해야할것이며, 고객들이부담이가지지않는적
당한가격, 할인정책, 제품의맛등을고려하여마
케팅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다. 
본연구가가지는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조사는국내 모든프랜차이즈 베

이커리카페 및몇 개 지역을 선택하여 제한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베이커리 카페의 이용행
태는많은데도불구하고, 몇개를제한하였기때
문에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한글 초록

본연구이목적은베이커리카페의선택속성과

고객행동의도에관하여실증적연구를통한결과

를제시하는것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이론적배경과실증적분석을실시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선택속성과 고객행동의도와

연관되어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베이커

리카페를경험한 고객들을대상으로총 31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
분석, 요인분석, 교차분석, 군집분석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베이커리카페마케팅담당자들

이 고객들의 다양한 선택속성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해야한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또한, 본연
구는고객을유인하고고객을만족시키기위해서

는고객의선택속성에서전략적인대안을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베이커리카페, 선택속성, 식생활라이
프스타일, 고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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