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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외식산업은 단지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한다는 차

원을 벗어나 인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산업으로 발전되며 인식되어 가고 있다(Kim, 2013). 특
히 커피전문점은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외식산업의 한

분야로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Jung(2006)에 의하면 커
피를 마시는 장소뿐 아니라,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관
계를 공유하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Kim(2003)은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를비롯한 여러 커피 전
문점이 기존의 다방의 개념에서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변화

하고 있다고 하였다. 커피전문점의 매출 규모는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1인당연간 커피소비
량은 2014년에 341잔에서 2015년 349잔을 소비했고 2016년
도에는 428잔을 기록했다(Choi, 2017). 소비량 증가의 주된
이유로는 바쁜 라이프스타일과 커피에 대한 습관적 소비와

커피전문점의 공간 활용도증가에 기인한다(Jo, Choi & Kim, 
2016). 한편,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2017)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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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tarbucks in South Korea with Starbucks in U.S.A 
through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big data by collecting online data with SCTM(Smart Crawling 
& Text Mining) program which was developed by big data research institute at Kyungsung University, 
a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program.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anuary 1st 2014 to 
December 7th 2017, and packaged Netdraw along with UCINET 6.0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After performing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analysis and centrality 
analysis, this study illustrated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Starbucks for Korea and U.S.A reflected by 
the social network an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S.A. Since the Starbucks was greatly 
developed, especially in Korea. this study also was supposed to provide significant and social-network 
oriented suggestions for Starbucks USA, Starbucks Korea and also the whole coffee industry. Also this 
study revealed that big data analytics can generate new insights into variables that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in existing hospitality literature.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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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2017년 7월 현재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93,495개로 229
가구당 1개소이며 558명당 1개소이다.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에 따르면 문화로 자리 잡은 커피

트렌드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IT서비스로 고객 편의성
을 높이는 등다양한 시도로 스타벅스의 경우사이렌오더와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하고 있다(Shim & Sung, 2016). 디저트
시장과 고급화된 맛과 향의 스페셜티 커피의 성장 또한 지

속돼 더욱 고급화된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의입맛을 충족

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제상황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대기업의 유동성 문제로 큰 위기에 봉

착해 있으며,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5년 1,098개로 폐
점율은 8.5%로 나타났다(Choi, 2017). 따라서 커피전문점은
마케팅의 중요성과 고객만족에 따른 충성도, 재방문 촉진을
위한 내실위주의 가치창조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커피전문점 중 스타벅스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

어져 왔다. Kim, Oh, Lee & Cho(2002)은 스타벅스 커피전문
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Jo et al.(2016)은 20대 여성고객의 커피전문점
선택속성, 고객만족도, 관계지향성에관한연구를스타벅스
와 커피빈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또한스타벅스의 CSR 활
동이 기업평판과 사회적 연결감 및 고객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Choi, You, & Kown, 2011)와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브랜드 개성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소비자만족
및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Kim & Kim, 2014)과 같이
고객만족도나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전략을 제시하는 논문
및 Lim, Lee & Kim(2005)이 발표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논문은 꾸준히 발표

되어왔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스타벅스를 비교한 논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타벅스의
인식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Starbucks Korea

와 스타벅스의 본 고장인 미국을 비교하여 주요 단어와 단

어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 이
용 고객의 각 국가간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커피시장

의 트렌드 및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커피전문
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며, 또한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스타벅스뿐 아니라 타 기업들의 브랜드 확장

전략 및 커피전문점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타벅스

스타벅스(Starbucks)는 커피를 비롯해 차, 주스, 디저트, 머

그, 텀블러 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브랜드로
모비딕의 등장인물 중 커피를 사랑한 일등 항해사 이름인

스타벅에서 유래했다. 1971년에 커피 애호가였던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지브 시글은 시애틀의 지역 시장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Starbucks Coffee Korea, 2017). 1983년 하
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에 합류해 원두
판매점에서 감성적 체험을 제공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

드인 스타벅스로 전환했다. 이후 스타벅스는 세계시장에 진
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늘려나갔고, 1990년대 이후 적극
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캔커피, 병커피, 인스턴트커피, 주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Park, 2016).
국내에서는 1997년신세계백화점이스타벅스와계약을체

결한뒤 1999년에스코코리아를설립하여 7월서울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을 개점하였으며 에스코코리아는 2000
년에 회사명을 (주)스타벅스 코리아로 변경하였다(Starbucks 
Coffee Korea, 2017). 스타벅스 코리아의 점포 확산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Jo et al., 2016).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008년 10월까지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9년 1월 기준
285개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활
동에참여하고커피세미나와고객과소통을할수있는다양

한이벤트를진행하면서시장을넓히고있다(Starbucks Coffee 
Korea, 2017).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오픈한 지 18년이 지
난 지금은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 명
이 넘는 파트너가 근무하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매출을
보면 2016년 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서비스업 최초로
연간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또한 스타벅스에는 하루 평균
50만 명 이상, 연간 약 1억 8,000명의 고객이 방문하며, 성인
기준으로 나누면 최소 1인당 5번 정도 스타벅스를 찾는다고
볼 수 있다(Ju, 2017). 
스타벅스는 2016년 말기준으로 전세계 73개국에진출해

약 24,14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위는 미국으로 총
12,575개의 매장이 있으며, 그 뒤로 중국, 캐나다, 일본이 자
리하고 있다. 한국은 스타벅스 매장 수 기준 세계 5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Garthwaite et al., 2017), 스타벅스의 본 고장
인 미국과 이웃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중국, 일본, 한국이 상
위권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매장이 스타벅스에 미
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TV 광고와같은매체를활용하지않고

서도, 빠른 확산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e-wom(electronic- 
word of mouth)의 영향력을 잘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입소문’이란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다음 번 방문 때 지인들과 함께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음 번 방문 때 그들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등의 연쇄반응에 의한 것과 화이트칼라들이 한 손에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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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스타벅스 커피 한잔을 보고 근처 매장에 방문하게 되

는 간접적 광고효과 모두를 포괄한다(Kim & Zhang, 2008). 
스타벅스 코리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록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각 매장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한 네트
워크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다시 다양한 계층의
입소문 효과가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Chun 
& Park, 2016).

2.2. Big data

전세계적으로유통되는디지털정보량이 2012년기준 2.0 
ZB(제타바이트), 약 2조 이상의 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 1인당 평균 300 GB(기가바이트), 약 50여 편의
DVD 영화(1편당 6 GB 기준)에 해당하는 엄청난 정보량인
셈이다(Kang, Kim & Park, 2012). 이에 맞물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현상은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수집 활

동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폰의 등장

과함께대량보급으로 SNS 활성화및통신망의저변확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처리는 기존에도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 다시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IT를 활용
한 다양한 형태로 자동화가 크게 발전되고, 처리 및 분석기
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엄청 큰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Zikopoulos & Eaton, 2011). 특히, 스
마트 단말기와 SNS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과 이로 인한 정보의 생산, 유통, 보유량의 증가로 데이
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을 넘어서는대량의 데이터세트(베이
스)이고, 현재 시스템의 처리 범위를 뛰어 넘는 데이터이다
(Kang, Kim & Park, 2012).

Tyagi & Demirkan(2016)에 의하면 기업과 기관 내부에 축
적된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2006년 36%에서 2015년에는
77%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 기
준 5년이내빅데이터고급분석및관련기술이빠르게성숙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선형적으로 증가하
던 정형데이터조차 연간 40~60%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경영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빅데
이터 역시, 정형화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엄청난 대량
의 데이터라고 말한다. 이처럼 기업과 기관들은 빅데이터를
자내의 효과적인 전략에필요하고도 상세한 높은 빈도로 만

들어지는 대량의 데이터라 정의하고 점진적으로 분석을 하

고 있다(Tyagi & Demirkan, 2016). 인터넷이 일상화된 지 10
여 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데이터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

어서 전 세계 데이터에 생성될 디지털 정보량이 2011년 1.8 
ZB, 2015년에는 7.9 ZB로 증가할 것이고, 2020년에는 50배
급증하게되어 10배 많은 서버가필요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 관계된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

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5년 이내 빅데이터를 이용
한 고급분석 관련기술이 빠르게성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Kim & Kim, 2017). 

2.3.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연결망분석중에서도의미의연결망 분석은 관계의형태

에 주목하는 기존의 연결망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

계의 형태 속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구조를 찾는 유력한 방법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Kim, Lee & Cho, 2008). Kim & Kim(2017)은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회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때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시킨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의미연
결망 분석에서는 특정유목을 가정하지 않은상태에서단어

들의 빈도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

계를통해 메시지의의미화 패턴을 분석할 수있다(Shi, Zhu, 
Yang & Li, 2016). 이때, 정보단위가 되는 단어나 구를 각각
의 노드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놓고 개념 간의 연결 상태를

링크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링크로 드러나는 단어들의 공동
출현 관계를 통해 의미를 해석한다(Kim, Park, Sun & Lee, 
2016). 의미연결망 분석은 기존의 연결망 분석이 관계의 형
태와 패텬을 파악하는데만 집중하여 놓쳐버리고 있던관계

속에서 흐르는 메시지의 내용까지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의미연결
망 분석을 활용한 메시지 분석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미연결망 분석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17)은

전시컨벤션산업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웹에서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작업을 통해 상위노출빈도

를 도출하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Oh, Lee & 
Chon(2015)은한국관광인식에관한연구를실시하였고, Shim, 
Kim & Shon(2011)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미
디어 이용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인터뷰 텍스트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볼 때, 의미연결망 분석은 웹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의 사용
빈도, 주요 단어(node) 사이의 연결(link) 상태, 그리고 네트
워크의 연결 구조(structure)를 통해 웹이나뉴스와 같은 데이
터의 텍스트에 담긴 의도적인 의미의 흐름을파악하는데에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글 웹과 구글 뉴스자료에 나타난 스타벅스

관련 텍스트 자료로부터 구조화된 형태의 정보를 추출하여

패턴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의미체계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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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Starbucks USA와
Starbucks Korea에 관련하여 어떠한 단어가 주로 사용되며, 
단어들 사이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스타벅스

뿐 아니라 커피산업에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구글웹과구글 뉴스에 작성된텍스트를 수
집하여 정제, 분석,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도출하였
다.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은 경성대학교
웰니스․관광빅데이터연구소에서개발한 SCTM(Smart Craw-
ling & Text Mining)을 활용하였으며, 수집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정제과정을 수행하고, 정
제된 데이터를텍스트 마이닝을 통해빈도를 계산하여 주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Kim, 2017). 선정된 단어들은 매트릭
스 데이터로 만들어 의미연결망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Ucinet 6.0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적 등위성(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
tions)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실증분석

4.1. 데이터 빈도 분석

Starbucks Korea와 Starbucks USA 관련 단어를 추출한 결
과 Starbucks Korea에 관련된 단어는 37,033개가 추출되었
고, Starbucks USA와 관련된 단어는 33,660개가 추출되어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검색 키워드가 3,373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arbucks Korea와 Starbucks USA로 추출
된 단어중 상위 100개의 단어를 추출하였고, 그 중 불필요
한 단어를 제외하여 총 50개의 단어로 정리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Starbucks Korea로 검색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Starbucks, 
Korea, News, Coffee, Business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News, 
MeDia, Social, Twitter, Facebook과 같은 SNS와 관련된 단어
들이 상위 단어에 포함되었고, Roaster, Tea, Frappuccino, 
Coffee와 같은 메뉴 관련 단어들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Starbucks USA와 관련된 단어들은 Starbucks, Coffee, New, 
News, Company가상위 5순위단어로집계되었으며, World, Cul-
ture, International, Global, Travel과같이스타벅스의국제화에
관련된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Starbucks Korea와 Starbucks 
USA 주요 상위단어에 출현빈도를 반영한 네트워크를 시각
화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4.2. 주요 단어 중심성 분석

Starbucks Korea와 Starbucks USA에서 추출된 Top48에서
연관 단어의빈도와 degree centrality(연결정도중심성)와 eigen-
vector centrality(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degree centrality는연결정도중심성으로, 네트워크상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연결정도
중심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Starbucks Korea와 관련된 연결정도 중심성을 확인한 결
과, Starbucks, Coffee, South Korea, New, News 등의 단어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Starbucks USA와 관련된 연결정도 중
심성을 확인한 결과 Starbucks, Coffee, New, Company, Stores 
순으로결과가도출되었다. Eigenvector centrality는고유벡터
중심성또는위세중심성이라하며, 네트워크내에서가장영
향력이 있는 중심노드를 찾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가장 영
향력있는중심노드를 찾기 위해 주요 단어의 위세중심성을

계산한 결과, Starbucks South Korea와 관련된 Starbucks, 
coffee, Korea, New, Company, Korean, News, Seoul, Customer, 
People 순으로 나타났으며 Starbucks USA의 경우 Starbucks, 
Coffee, New, Company, Stores, People, World, Roastery, Food, 
Business 순으로 도출되었다. 

4.3. 구조적 등위성 분석(CONCOR)

도출된단어의구조적등위성을도출하고자덴드로그램을

통하여 3단계의위계적집단을확인하였으며, CONCOR(Con-
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분석을 수행하여 나타낸 것
이 Fig. 2이다. 구조적으로 등위성 관계라는 것은 한 네트워
크의지위가구조적으로한등위의위치에있음을의미한다. 
CONCOR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적
정한 수준의 유사성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의미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
다. Starbucks Korea를 분석 결과 4개의 클러스트(Cluster)가
생성되었고 ‘Brand Image’, ‘Menu’, ‘SNS & Technology’ 그리
고 ‘Customer service’로 명명하였다. ‘Brand Image’에 포함된
단어는 ‘International’, ‘Brand’, ‘World’, ‘Popular’, ‘Event’가
있으며, 이를통하여한국에서의스타벅스기업이미지가국
제적이고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Twitter’, ‘Facebook’, ‘Social’이 포함된 SNS와 ‘Technology’, 
‘APP’, ‘Mobile’ 등이 포함된 Technology가 하나의 클러스트
로 생성되어 ‘SNS & Technology’로 명명하였다. 스타벅스의
커피와 음료 그리고 가격에 대한 단어를 포함한 ‘Menu’ 집
단과 ‘service’, ‘Customer’, ‘Reserved’ 등의단어를포함한 ‘Cus-
tomer service’로 구성되었다.

Starbucks USA 역시 4개의 클러스트로 생성되었고 ‘North 
America & Media’, ‘SNS’, ‘Brand Image’, ‘Menu’로 명명하였
다. ‘North America & Media’로 명명된 클러스트는 북아메리
카지역인 ‘Canada’와 ‘America’, ‘USA’가포함되어있으며, Me-
dia와 관련된단어인 ‘Media’, ‘News’, ‘Video’, ‘View’ 등이있
다. 또한 Starbucks Korea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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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s Korea Starbucks USA
Rank Word Frequency % Rank Word Frequency %

1 Starbucks 3,591 13.02 1 Starbucks 7,115 20.36
2 Korea 3,242 11.75 2 Coffee 2,566 7.34
3 News 1,581 5.73 3 New 1,917 5.49
4 Coffee 1,546 5.61 4 News 1,775 5.08
5 Business 1,406 5.10 5 Company 1,469 4.20
6 New 1,320 4.79 6 Business 1,138 3.26
7 Korean 1,044 3.79 7 Stores 1,093 3.13
8 World 907 3.29 8 Share 1,048 3.00
9 Service 692 2.51 9 World 833 2.38
10 Company 589 2.14 10 Drink 805 2.30
11 Customers 587 2.13 11 Food 794 2.27
12 Health 510 1.85 12 USA 781 2.24
13 Asia 507 1.84 13 People 699 2.00
14 Media 488 1.77 14 Facebook 690 1.97
15 People 465 1.69 15 Video 619 1.77
16 Mobile 454 1.65 16 Seattle 535 1.53
17 Seoul 437 1.58 17 Health 531 1.52
18 Twitter 416 1.51 18 Market 526 1.51
19 Facebook 398 1.44 19 Twitter 496 1.42
20 Food 393 1.42 20 Mobile 479 1.37
21 Travel 379 1.37 21 Ceo 446 1.28
22 Life 378 1.37 22 Media 444 1.27
23 Economy 370 1.34 23 App 402 1.15
24 Market 351 1.27 24 International 400 1.14
25 International 322 1.17 25 Best 372 1.06
26 Entertainment 292 1.06 26 Latte 370 1.06
27 Culture 290 1.05 27 Culture 367 1.05
28 Social 280 1.02 28 Online 360 1.03
29 Technology 280 1.02 29 Roastery 355 1.02
30 Best 274 0.99 30 Locations 350 1.00
31 Good 266 0.96 31 Global 345 0.99
32 Popular 253 0.92 32 Program 338 0.97
33 Reserved 250 0.91 33 View 332 0.95
34 Tea 231 0.84 34 Customer 331 0.95
35 Tax 224 0.81 35 Travel 328 0.94
36 Free 222 0.80 36 Tea 324 0.93
37 Online 220 0.80 37 Frappuccino 318 0.91
38 Shop 217 0.79 38 Good 305 0.87
39 App 214 0.78 39 Experience 301 0.86
40 Follow 205 0.74 40 Reserve 293 0.84
41 Menu 201 0.73 41 Music 291 0.83
42 City 199 0.72 42 Price 255 0.73
43 Lifestyle 199 0.72 43 Teavana 251 0.72
44 Brand 190 0.69 44 Beverage 247 0.71
45 Roastery 188 0.68 45 Products 235 0.67
46 Frappuccino 178 0.65 46 Local 232 0.66
47 Events 168 0.61 47 America 222 0.64
48 Price 168 0.61 48 Canada 219 0.63

Total 27,582 100.00 Total 34,942 100.00

Table 1. Top keywords frequency of Starbucks in Korea 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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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s Korea

Starbucks U.S.A

Fig. 1. Keyword visualization of network analysis.

그룹에는 ‘Twitter’, ‘Facebook’, ‘Social’, ‘Share’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있다. ‘Brand image’ 그룹에서는스타벅스의 기업이
미지를 보여주는 국제화와 오리지날리티에 관련된 단어들

이포함되어있으며, ‘Menu’ 그룹에는 rostery, reserve, products, 
Teavana, New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Frappuccino, coffee, tea
와 같은 단어가 포함된 Starbucks Korea보다 더욱 다양한 카

테고리를 검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Starbucks Korea와 Starbucks USA에 관련하여
어떠한단어가주로사용되며, 단어들사이의관계성이어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스타벅스 비교 분석 201

Starbucks Korea Starbucks USA

Frequency Freeman's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Frequency Freeman's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Word Freq Rank Coef. Rank Coef. Rank Word Freq Rank Coef. Rank Coef. Rank
Starbucks 3,591 1 12.562 1 77.522 1 Starbucks 7,115 1 15.038 1 86.278 1

Korea 3,242 2 7.148 3 57.739 3 Coffee 2,566 2 7.255 2 63.771 2
News 1,581 3 3.350 5 22.174 7 New 1,917 3 4.714 3 40.526 3
Coffee 1,546 4 9.473 2 69.512 2 News 1,775 4 1.300 15 10.647 17

Business 1,406 5 2.970 7 17.343 11 Company 1,469 5 4.307 4 38.648 5
New 1,320 6 4.131 4 28.476 4 Business 1,138 6 1.721 8 14.381 10

Korean 1,044 7 2.843 8 22.626 6 Stores 1,093 7 3.804 5 38.650 4
World 907 8 2.329 12 15.243 13 Share 1,048 8 1.280 16 10.593 18
Service 692 9 1.396 17 9.989 18 World 833 9 2.023 7 16.816 7

Company 589 10 3.283 6 26.555 5 Drink 805 10 0.833 29 7.944 27
Customers 587 11 2.491 10 19.431 9 Food 794 11 1.652 9 14.584 9

Health 510 12 0.446 36 1.828 45 USA 781 12 1.493 12 12.314 14
Asia 507 13 0.618 30 4.784 26 People 699 13 2.363 6 20.555 6

Media 488 14 0.602 31 3.584 33 Facebook 690 14 0.661 34 5.189 37
Video 619 15 0.318 44 2.708 441017.746132.22215465People
Seattle 535 16 1.038 22 10.248 201215.912112.33616454Mobile
Health 531 17 0.299 45 2.512 45822.00092.52217437Seoul
Market 526 18 1.254 18 11.860 15323.597290.64618416Twitter
Twitter 496 19 0.507 40 4.301 41353.477260.67619398Facebook
Mobile 479 20 1.650 10 13.963 11198.764191.08120393Food

Ceo 446 21 1.080 20 10.300 19363.434320.57021379Travel
Media 444 22 0.609 37 5.169 38422.089430.31022378Life
App 402 23 1.071 21 10.204 21402.314400.37823370Economy

International 400 24 0.454 41 4.123 421514.649141.88124351Market
Best 372 25 0.424 43 3.752 43372.902390.40325322International
Latte 370 26 0.964 25 9.260 23470.954470.20026292Entertainment

Culture 367 27 0.441 42 4.533 40225.668250.72127290Culture
Online 360 28 0.650 35 6.230 32284.284270.67028280Social

Roastery 355 29 1.559 11 14.764 8392.560380.40629280Technology
Locations 350 30 1.262 17 11.564 16431.881450.27730274Best

Global 345 31 0.609 36 5.245 35382.645370.43231266Good
Program 338 32 1.372 13 12.879 12208.257201.01232253Popular

View 332 33 0.133 47 1.274 47412.093420.31633250Reserved
Customer 331 34 1.033 23 9.802 221710.091181.14734231Tea

Travel 328 35 0.108 48 0.989 48274.469230.78135224Tax
Tea 324 36 0.894 27 7.825 28235.561240.74736222Free

Frappuccino 318 37 0.827 31 8.941 25304.099330.56637220Online
Good 305 38 0.923 26 7.674 291414.766151.69138217Shop

Experience 301 39 0.828 30 7.392 31255.335220.84639214App
Reserve 293 40 1.368 14 12.482 13461.328460.23040205Follow
Music 291 41 0.163 46 1.525 46313.983340.55041201Menu
Price 255 42 0.721 32 6.083 33217.430210.95942199City

Teavana 251 43 0.667 33 6.064 34441.851440.28743199Lifestyle
Beverage 247 44 0.852 28 7.982 261612.662161.47744190Brand
Products 235 45 1.151 19 9.090 24245.557280.66545188Roastery

Local 232 46 0.536 39 4.563 39343.523410.36946178Frappuccino
America 222 47 0.580 38 5.213 36480.551480.06447168Events
Canada 219 48 0.964 24 7.541 30294.247350.52848168Price

Table 2. Comparison of keywords frequency and centrality for Starbucks in South Korea 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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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s Korea

Starbucks USA

Fig. 2. Visualization with CONCOR analysis.

한지를 밝힘으로써 스타벅스뿐 아니라 커피산업에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웹에 게시된 Star-
bucks Korea와 Starbucks USA에 의미연결망의 관계를 살펴
보아두지역에서형성된인식의차이를밝히고자 하였으며, 
주요 검색어와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진행하였다. 이

를 위해 구글 웹과 구글 뉴스에 작성된 텍스트를 수집하여

정제, 분석,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도출하였으며, 온
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은 경성대학교 웰니

스․관광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개발한 SCTM(Smart Craw-
ling & Text Mining)을 활용하였다. 수집 데이터인 비정형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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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uster and words in Starbucks Korea & Starbucks USA

Starbucks Korea
n

Starbucks USA

Cluster Keywords Cluster Keywords

Brand 
image

World, Brand, International, Good, Korean, Starbucks, 
City, Shop, Food, Korea, Food, Event, Company, 
Seoul, Asia, Tax, Economy, Business, Popular

Brand 
image

Price, International, Best, Travel, Latte, Frappucino, 
Global, Starbucks, Seattle, CEO, Coffee, People, Stores, 
Local, Food, Beverage, Place, Drink, Company, Market

Menu Roastery. Tea. Frappucino, Price, Coffee, Health, 
Lifestyle, Menu, New, best, Market, Culture Menu Tea, Products, Locations, Experience, New, Drinks, 

Roastery, Reserve, Teavana 

SNS & 
technology

Online, Follow, Social, Entertainment, Twitter, Tech-
nology, Travel, App, Facebook, Mobile SNS Facebook, Twitter, share, mobile, App., music, online 

Customer 
service

Free, Customer, Media, News, People, Media, Service, 
Reserved, Services

North 
America 
& media

America, Business, Health, Business, Culture, Pro-
gram Customer, World, News Video, View, Good, 
USA, Canada, News, 

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단어와 공동으로 출연하

는 단어는 제외하였으며, 빈도순위를 이용하여 핵심단어 48
개를 추출하는 텍스트 정제과정을 수행하고, 정제된 데이터
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빈도를 계산하여 주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어들은 매트릭스 테이터로 만들어 의
미연결망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연결망 분
석 프로그램인 Ucinet 6.0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네트워크 중
심성과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Starbucks Korea와관련된연결정도중심성을확

인한 결과, ‘Starbucks’, ‘Coffee’, ‘Korea’, ‘New’, ‘News’ 등의
단어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Starbucks USA와 관련된 연결
정도중심성을확인한결과 ‘Starbucks’, ‘Coffee’, ‘New’, ‘Com-
pany’, ‘Stores’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노드를 찾기 위해 주요 단어의 위세중심성을 계산

한 결과 Starbucks Korea와 관련된 ‘Starbucks’, ‘Coffee’, ‘Ko-
rea’, ‘New’, ‘Company’, ‘Korean’, ‘News’, ‘Seoul’, ‘Customer’, 
‘People’ 순으로 나타났으며 Starbucks USA의 경우 ‘Star-
bucks’, ‘Coffee’, ‘New’, ‘Company’, ‘Stores’, ‘People’, ‘World’, 
‘Roastery’, ‘Food’, ‘Business’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단어의 구조적 등위성을 도출하고자 덴드로그램

을 통하여 3단계의 위계적 집단을 확인하였으며, CONCOR
분석을 통하여 Starbucks Korea를 분석 결과 4개의 클러스트
가 생성되었고 ‘Braind Image’, ‘Menu’, ‘SNS & Technology’ 
그리고 ‘Customer Service’로 그룹화되었다. Starbucks USA 
역시 Starbuck Korea와 동일하게 4개의 클러스트로 생성되었
고 ‘North America & Media’, ‘SNS’, ‘Brand Image’ 그리고
‘Menu’로 그룹화 되었다. 두 국가 모두 Brand Image와 Menu
라는 클러스트가 생성되었지만, Brand Image 내에 세부 단어
들을 살펴보면한국은 ‘International’, ‘World’, ‘Asia’, ‘Brand’, 
‘Company’와 같은 스타벅스의 국제화에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포함된 반면 Starbucks USA의 ‘Brand Image’에는 스타

벅스의 국제화에 관련된 키워드뿐 아니라 ‘Seattle’, ‘Market’, 
‘CEO’, ‘Coffee’와 같은 스타벅스의 오리지날리티에 관한 단
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뉴 역시
두 국가의 데이터에서 모두 생성된 그룹인데, 한국은 스타
벅스 메뉴 중 ‘New’, ‘Best’, ‘Menu’, ‘Coffee’, ‘Frappuccino’와
같이새롭게출시되거나꾸준히인기있는Menu에대한단어
들이 추출된 반면, 미국의 Menu 그룹에서는 ‘Roastery’, ‘Re-
serve’, ‘Teavana’, ‘Tea’ 등 커피나 티 본연의 맛에 관련된 단
어들이주로추출되었다. 이를통해한국의스타벅스이용고
객과 미국의 스타벅스이용 고객이 선호하는커피와 메뉴에

차이에 대하여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tarbucks Korea에만 생성된 클러스트로는 customer ser-

vice가 있다. 세부 단어로는 ‘Service’, ‘Customer’, ‘Free’, ‘Re-
served’ 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미국의스타벅스이용고
객보다 한국의 스타벅스 이용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키워

드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Starbucks 
USA에만 생성된 클러스트로는 North America & Media가 있
으며, 스타벅스의 본 고장인 ‘USA’와 ‘America’ 그리고 미국
의 이웃국가인 ‘Canada’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디어와 관
련된 단어인 ‘Video’, ‘Media’, ‘View’, ‘Program’, ‘News’ 등이
추출된 것으로 보아 Starbucks USA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avis 
Huff(2014)에 의하면 스타벅스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3만 7,320명이 스타벅스 페
이스북을 좋아하고, 트위트 팔로워는 636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98만 명, 구글플러스 팔로워는 286만 명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인 약 5천 백만 명의 약 18배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미디어 마케팅을
위하여 스타벅스는 2013년 9천 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한다(Bruell, 2014). 이처럼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꾸준한 소
통을통하여자연스럽게마케팅을실시하고있으며, 많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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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한다는 것을 빅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같다. 첫째, Starbucks Ko-

rea는 꾸준한 메뉴개발을 통하여새로운음료를개발하여신
선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마케팅 방안으로 제시되

며, Starbucks USA는 커피의 원산지나 로스팅 정도, 차의 덖
음 정도와 같이 기본에 충실한 음료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것으로예상된다. 둘째, Starbucks Korea에만생성된 Cus-
tomer Service 클러스트로 보아 미국보다 한국의 고객이 서
비스와 관련된 키워드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

다고 보인다. 실제 스타벅스의 고객서비스는 많은 기업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그 때문에 고객서비스에 관련된 클
러스트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성향을조금 더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 고객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는 더욱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셋째, 미국의 스타벅스와 한국의 스타벅스의 텍스트 분
석 결과, 공통적으로 도출된 SNS 관련 키위드인 ‘Facebook’, 
‘Twitter’ ‘Moblie’, ‘App’과 같은 단어의 출현과 높은 빈도수
로 보아 두 국가에서 스타벅스를 이용 중인 고객들의 SNS 
사용율과 관련 마케팅의 관심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이 결
과를 통하여 스타벅스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커피전문점

에게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
기 시켜주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구글 웹 검색과 뉴스 검색을 바

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영문으로
작성된 텍스트영역에 대해서만 수집과 분석이이루어져 대

표성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 결과가 미국에 있
는 스타벅스와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모두를 대변한다고 보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과 한
계점을 극복한다면 더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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