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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ee, Kim, and Huh(2016) 의하면, 전체 식품소비는 소비지
출 증가율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느리지만, 가
정식 소비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외식소비는 1980년 대비
2015년에 2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식품유형별로 가정식
지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외식은
1990년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증가속도가 크

게 둔화되었다. 
경제, 인구,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식품소

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이고있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의증가속도 또한세계
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또한 식품수입 가속화, 온라인 쇼핑
확대, 기후환경 변화 등도 식품소비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외식비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상
회(2014년 기준 1.5배 이상)하는 특징을 보였다. 식품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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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of eating-out consumption propensity and 
selection attributes by consumers have been used dessert cafe and to provide the useful data for efficient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to dessert cafe managers.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7th to 22th 
on April, 2017 and a total of 250 responses were distributed, of which 232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responses containing missing data.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and health pursuit 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menu 
and service factor of selection attributes for dessert cafe. Second, only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visual factor of selection attributes for dessert cafe. Third, only health pursuit 
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health menu factor of selection attributes for dessert cafe. Fourth, 
economic value pursuit type and atmosphere pursuit 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price factor of 
selection attributes for dessert cafe. This study contributes to useful results for establishing efficient 
marketing strategies to dessert cafe marketers by examining selection attribution of dessert cafe as 
recognizing eating-out consumption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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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일반식당), 외식(단체급식), 외식(주점/커피숍), 빵 및
떡류는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높고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중은 크지만 소비가 둔화된 식품류는 육류, 당 및 과
자류, 곡물류, 과일류 등이었다. 
이렇게 외식 지출비중이높아짐에따라 소비자들은 단지

배고픔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였던 식생활

이 이제는 문화의 일환으로 변화되어식생활을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물론, 맛, 향기, 색 등의풍미를중요시하며
결국 즐김의 기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Moon & Kim, 
1992), 동시에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발전해가
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외식소비성향에도 나타나, 최근 외
식산업에 대한 소비유형은 개인이 선호하는 외식문화에 따

라 뚜렷하게 차별화되고있다(Ma, 2013). 과거 외식소비자들
은 레스토랑의 서비스와 음식 맛 등에 의해 외식을 선택했

지만, 현대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스타일, 분위기(Kim & Park, 2005)와 특별한 체험 등 각자의
외식소비성향을 통해 정서적 경험(emotional experience)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외식 시장은 단순히 식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시장(eating market)보다는 외식을 하나의 문화생
활이나 여가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외식문화시장(dining 
market)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Power & Clayton, 1999). 이
러한 외식문화시장의 소비자들은 레스토랑 서비스, 음식 맛
외에도 레스토랑 스타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며, 개인의 소
비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등에 의해서외식 시레스토랑 선

택 속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식소비자들이
레스토랑 선택 시 의사결정은 고객욕구와 필요로 시작되어

선택되기까지의 총체적인 순환 과정으로 레스토랑의 종류, 
메뉴, 분위기 등개인적인 특성과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의
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외식산업에서 외식소비자는 소비를 위한 소비만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메뉴는 상품적 가치와 건강유
지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외식
소비자들의 욕구, 소비성향과 선호성향을 잘 파악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외식시장의 세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Jeon, 2002). 이렇게 소비자
의 개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니즈와 이에 따른 제
품 속성의 세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 개인특

성과 제품 속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마케팅 전략수립

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Kim & Kang, 2005).
최근 외식시장 중에서도 웰빙 열풍과 소득수준의 향상으

로 디저트 시장이 점차 개발되고 있으며, 주 고객층이 여성
소비자들로 간편하게 대화를 하며 즐길 수 있는 디저트 문

화가 정착되고 있다(Son, 2014). 기존 커피전문점 업계에서
도 다양한 디저트 시장규모를 약 3,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

고 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새로운 디저트 메뉴
를 출시하면서 앞으로시장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전망

하고 있다(Son, 2014). 이처럼 디저트카페에 대한 수요와 관
심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커피전문점들이 디저트카페와 차

별화할 수 있는 독특한 개념의 광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

점이다(Suh,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저트카페 소비
자의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카페 선택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외식소비성향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대학생의 외식소비성향과 외식업체 선택속성(Ma, 2013),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한식당 선택속성과 행동의도(Jin, Park, 
& Lee, 2014), 실버세대의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레스토랑선
택속성과 고객행동의도(Kim, H. Y., 2015), 주부들의 외식소
비성향과 해산물 뷔페식당 만족도와 충성도(Kim, K. M., 
2015) 등으로 연구되어져 왔으나, 디저트카페에 관한 외식
소비성향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 소비자들의 외식소비성향과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외식소

비자의 구체적인 세분화시장을 통해 디저트카페의 선택속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목표시장(target market)을 설정
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외식소비성향 

외식상품 구매 시 물질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심리적
구매를 지향하게 되고, 외식소비자의 특성과 외식활동에 따
라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지향적인 사회에 이르게 되었다

(Kim, 2001). 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것으로 구매대상에 물질적인 것과비물질적인 것

이 포함되는 행위로, 타인과 차별화시켜 주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Lee & Lee, 2011). 이러한 소비성질의 경향을 의미
하는 것을 소비성향이라고 하며, 소비성향은 소비자를 주체
로 하고 있기때문에, 경제와 사회 환경을 반영한 소비자라
이프스타일로시대흐름에맞게변화하는것이다(Jang, 2009). 
소비성향이 중요한 이유는 타인과의 소통과 자신의 심리적

충족감을 실현시키는 측면에서 자아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법(Cho & Lee, 2008)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대상이 그들의 자아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Chang & Arkin, 2002; Yoo, 2004).
외식소비성향은 경제, 사회, 여가선용을 반영하는 복합적

인 현상으로 외식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인식을 가지고상품

이나 서비스 구매를 통해 나타나는 특정 활동이며, 외식소
비의 특정한라이프스타일이라 할수있다(Kim, Lee, &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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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Holt(1995)는 소비성향을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서 발생하는 느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Ahn, 
Myeong과 Yoon(2014)은 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개
인 활동으로 해당 소비에 대한 특정한 개인 라이프스타일이

라고 하였으며, Park(2017)은 외식소비성향을 외식소비자들
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비

자의 내․외적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외식구매활동을 하는

특정한 개인성향이며, 소비에 대한 개인 라이프스타일이라
고 정의하였다.  
외식소비성향의 구성요인으로는 Ma(2013)는 외식 향유

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경제가치 추구형, 신속편의
추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Jin 등(2014)는 맛 추구, 경제가치
추구, 건강추구, 분위기 추구, 신속편익 추구 요인으로 구분
하였으며, Kim, H. Y.(2015)은 편의추구형, 경제가치 추구형, 
외식 향유형, 건강추구형, 맛 추구형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외식소비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식소비성

향과 고객감정반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Kim과 Baek 
(2010)은 외식소비성향 중 건강추구형과 관계 충성형이 감
정반응(즐거움, 자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휴식 추구형은 감정반응(즐거움, 자극)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n과 Lee(2014)는
외식소비성향(맛 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이 긍
정적 감정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7)은 대학생의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외식동기와 구
매태도 간 관계에서, 외식소비성향 중 분위기추구형, 외식
추구형, 실속 추구형이구매태도에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추구형은 구매태도에 유의
적인 영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K. M.(2015)
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이 해산물 뷔페식당 만

족도와 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 외식소비유형 중 환경중시
형과 혜택중시형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충성도에는 경제적 소비형만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선택속성 

선택속성이란 개인이 경제재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사용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으로, 구매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변수
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Lee, 2006) 이러한 선택속성은 고객이 선호와 구매하는데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의속성에 대한태도가 어떻게 형성되

며, 이러한 상품속성이 다른 속성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
는가(Day, 1984)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외식업체의 선택속성은 고객들이 외식업체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변수들로서 외식업체 선택의 의사결정에 가

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Choe & Cho, 2010). 외식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능적인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
으며,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인 만족을 추구
하는 심리적인 측면의 음식에 대한 기호수준이 점점 더 높

아지고 있다(Lee & Sun, 2008). 특히 외식업체 중 고객들이
주식으로 먹는 메뉴를 제외한 음식이나 음료 등 다양한 종

류의 디저트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서 달콤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카페(Kim, 2013)에서는 시각적으
로 예쁜 디저트 모양이나 카페의 분위기,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등의 심리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외식업체 선택속성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Ma(2013)는 외식업체 선택속성요인을 음식품질, 경제성, 직
원서비스,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Kim, H. Y.(2015)
는 레스토랑 선택속성을 음식 및 메뉴, 청결성, 종업원 서비
스, 이미지 및 분위기, 편리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Jin 등
(2014)은 한식당 선택속성을 접근성, 음식품질, 종사원서비
스, 가격할인으로 측정하였다.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구성
요인으로는 Kim Y. K.(2015)는 맛 분위기, 서비스로 구성하
였으며, 브런치카페의 선택속성 요인으로는 Ko(2016) 는 음
식맛과 품질, 분위기, 서비스, 메뉴, 위생, 편의시설로 분류
하였다. 
다양한 외식업체의 선택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Kim, Y. K.(2015)는 디저트카페 선택속성과 관계의 질(신
뢰, 만족), 행동의도간의연구에서, 디저트카페 선택속성 중
맛과 분위기는 신뢰에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만족에는 분위기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Ko(2016)는 브런치카페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에서, 브런치카페 선택속성 중 음식맛
과 품질, 분위기, 메뉴, 위생, 편의시설은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음식맛과 품질, 메뉴, 위생, 편의시설은 재방
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소비자의 외식소비성향에 따라 외식업체 선택

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식소비성향과 다양한 외식업체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2013)는 대학생의 외식소비
성향과 외식업체 선택속성 간의 관계에서, 외식소비성향 중
외식 향유형과 건강추구형이 외식업체 선택 속성 중 음식품

질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식 향유형과 신속편의추
구형이 경제성 요인에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외식 향유형, 건강추구형, 경제가치 추구형이 직원
서비스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식 향유형, 경제가
치 추구형이 물리적 환경요인에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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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Jin 등(2014)은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한식당선
택속성 간 관계에서, 음식 품질은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
나, 가격할인은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또한 식당의 접근
성은모든군집에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며, 음식
품질, 종사원서비스, 가격할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Kim, H. Y.(2015)는 실버세대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레스토
랑 선택속성, 고객행동의도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외식소비성향 중 편의추구형, 건강추구형, 맛추구형이 레스
토랑 선택속성 중 음식 및 메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맛 추구형을 제외한 편의추구형, 경제가치추구형, 
외식 향유형, 건강추구형이 청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추구형, 외식 향유형, 맛 추구형이 종업
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며, 편의추구형, 경제가치 추구형, 
외식향유형이 레스토랑이미지및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리성에는 편의추구형과 경제가치 추구
형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식소비성
향과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실

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외식소비성향과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에 관한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성에 미

치는 영향력을알아보기위해 다음과같은 연구모형을 구축

하였으며, 이를토대로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가설 1: 외식소비성향은디저트 카페의 선택속성(메뉴 및 서

Fig. 1. Research model.

비스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 가설 1-5: 외식소비

성향(경제가치추구형, 외식향유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메뉴및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외식소비성향은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성(시각적 요
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가설 2-5: 외식소비
성향(경제가치추구형, 외식향유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시각적요인에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식소비성향은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성(건강메뉴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 가설 3-4, 가설 3-5: 외식소비
성향(경제가치추구형, 외식향유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 건강메뉴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외식소비성향은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성(가격 요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 가설 4-4, 가설 4-5: 외식소비
성향(경제가치추구형, 외식향유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가격요인에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표본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디저트카페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외식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
었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2부를 회수하였
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유효한 설문지 2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 파악
을 위한 빈도분석,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
석,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분석, 변수 간 관련성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분석,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3.1. 외식소비성향 

본연구에서는외식소비성향을외식업체의메뉴나서비스

를구매하고이용하면서느끼는심리및행동성향(Ma, 2013)
으로 정의하고, 외식향유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경제가치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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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항목은 Ma(2013), Han과 Lee(2014), Jin 등(2014), Kim, H. 
Y.(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문항 20개를 Likert 5점 척
도(1: 전혀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3.2. 선택속성

본 연구에서는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을 디저트 구매 선

택 시 최우선시 여기는 중요도로 정의(Park, 2017)하고자 하
며, 음식 및메뉴, 서비스, 분위기, 가격 등을 포함한다. 측정
항목은 Ma(2013), Jin 등(2014), Ko(2016), Park(2017)의 연구
를 참고하여 설문문항 13개를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
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32)

Characteristic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le  64 27.6

Female 168 72.4

Age

20～29  85 36.6

30～39  97 41.8

40≤  50 21.6

Marriage 
Single 178 76.7

Married  54 23.3

Education 

High school  28 12.1

College  67 28.9

University 114 49.1

Graduate school  23  9.9

Occu-
pation

Office worker  76 32.8

Self-employee   7  3.0

Student  77 33.2

Professional  15  6.5

Freelancer  17  7.3

Housewife  14  6.0

Others  26 11.2

Marriage 
Single 189 81.5

Married  43 18.5

168명(72.4%)으로 남자 64명(27.6%)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는 20대가 85명(36.6%), 30대가
97명(41.8%), 40대이상이 50명(21.6%)으로대부분고른분포
를나타내고있다. 학력은대학(재학및졸업)이 114명(49.1%)
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문대(재학 및 졸업)가 67명
(28.9%), 고졸이 28명(12.1%), 대학원(재학 및 졸업)이 23명
(9.9%)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77명(33.2%), 회사원이
76명(32.8%), 프리랜서가 17명(7.3%), 전문직이 15명(6.5%), 
주부 14명(6.0%), 자영업 7명(3.0%), 기타 26명(11.2%)의 분
포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결혼여부는미혼이 189명(81.5%)
으로 기혼 43명(18.5%)에 비해 매우 큰 분포를 보이고 있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도출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 
Meyer-Olkin(KMO)의 값이 적으면(<0.5) 요인분석을 하기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외식소비성
향과 선택속성의 KMO값이 모두 0.5 이상이므로 요인분석
을 하기에 적합한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방식인 Vari-

max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은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분산설명력은 외식소비성
향이 73.111%, 선택속성이 66.724%로 나타났다.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치값은 외식소비

성향과 선택속성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유용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외식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1: 경제가치추구형, 요인2: 외식향유추구형, 요
인3: 건강추구형, 요인4: 분위기추구형, 요인5: 신속편의추
구형으로 나타났다.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에 대한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1: 메뉴 및 서비스요인, 요인2: 시각
적 요인, 요인3: 건강메뉴 요인, 요인4: 가격 요인으로 나타
났다. 
요인별 신뢰도 지수는 모두 Cronbach α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으
로 볼 수 있다. 단,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외식소비성향 중
‘맛 보다 분위기 좋은 곳 선택’과 디저트카페 선택속성 중
‘디저트 맛 중요’는 본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외식소비성향과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는 각각 Table 2 및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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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eating-out consumption propensity

Construct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ences
(%)

Cronbach' 
α

Eating-
out 

consump-
tion 
pro-

pensity

Economic 
value 

pursuit
type

I tend to select the place have a lot of affiliate program benefits when 
eating out. .849

3.443 21.517 .864
I tend to prefer the place offer  a lot of free side menu when eating out. .828

I tend to use the limited eating out expense for a month. .786

I tend to spend my time searching for magazines or internet sites to get 
coupons. .763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I think eating out is one of my spare time. .853

2.366 14.785 .837It is a joy to eating out for me. .851

I eat out to change my feeling. .824

Health 
pursuit
type 

I am willing to purchase a healthy food even though it is a little expensive. .806

2.142 13.387 .734I tend to visit a eating out place that uses fresh ingredients rather than 
frozen food. .798

I tend to consider healthy food when eating out. .679

Atmosphere 
pursuit
type 

I think the atmosphere is important when choosing a eating out place. .884

1.902 11.890 .792I select a luxurious atmosphere place when eating out. .726

I select a luxurious atmosphere place when eating out even though it is 
a little expensive. .526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I like ordering and calculation quickly and conveniently when eating out. .835

1.845 11.531 .701I don't like waiting to eat out. .758

I prefer to place orders and delivery on the phone or on the interne. .585

KMO=.814, Bartleett's test=1,248.790, df=120, p=.000, Total variances: 73.111%

Table 3.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selection attributes 

Construct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ences
(%)

Cronbach' 
α

Selection 
attributes

Menu & 
service
factor

It is important to fresh of the ingredients for dessert. .697

2.275 18.960 .709

It is important to variety for dessert menu. .682

It is important to delivery dessert quickly. .645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of the menu for dessert. .628

It is important to service of the employees at dessert cafe. .554

Visual
factor

It is important the dessert shapes and decorations. .795

2.078 17.316 .737It is important the atmosphere of  dessert cafe. .762

It is important the exterior of dessert cafe. .741

Health 
menu factor

It is important the healthy menu of dessert cafe. .889
1.879 15.661 .846

It is important the healthy ingredients of dessert cafe. .864

Price
factor

It is important the price of dessert cafe. .848
1.774 14.787 .767

It is important the low price of dessert cafe. .806

KMO=.725, Bartleett's test=641.811, df=66, p=.000, Total variances: 6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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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검증 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각 변수들 간의 관

계의정도를파악하기위해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된 인과관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4.3.1. 가설 1의 검증: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

성(메뉴 및 서비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외식소비성향
이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메뉴 및 서비스 요인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F= 
5.018, p<.001), 외식향유추구형(β=.206, t=2.550)과 건강추
구형(β=.177, t=1.999)은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메뉴 및
서비스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Table 4. Correlation matrix for constructs

Constructs 1 2 3 4 5 6 7 8 9

Economic value pursuit type 1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232** 1

Health pursuit type .328** .282** 1

Atmosphere pursuit type .520** .368** .506** 1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592** .236** .166* .478** 1

Menu & Service factor .085 .288** .254** .245** .176** 1

Visual factor 142 .222** .143 .115 .028 .464** 1

Health menu factor 152 .014 .345** .164* .043 .409* .307** 1

Price factor 233** .138 .094 .059 .211** .324** .353** .199* 1

* p<.05, ** p<.01.

Table 5. Effects of eating-out consumption propensity on selection attributes(menu & service factor)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 value
B S.E. Beta(β)

Constant 2.958 .288 10.265 .000

Economic value pursuit type -.083 .054 -.153 -1.548 .124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167 .065 .206 2.550 .012**

Health pursuit type  .127 .063 .177 1.999 .047**

Atmosphere pursuit type  .062 .070 .090 .881 .380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095 .063 .145 1.504 .135

Dependent variable: Menu & Service factor, R2=.139, Adj R2=.111, F=5.018, p-value=.000

** p<.05.

면에, 경제가치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 디
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메뉴 및 서비스 요인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 가설
1-3이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4.3.2. 가설 2의 검증: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

성(시각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외식소비성향
이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시각적 요인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F=2.347, p<.05), 
외식향유추구형(β=.201, t=2.397)만이 디저트카페의 선택속
성 시각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가치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
의추구형은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시각적 요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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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으므로 가설 2는 부분채택되었다.

4.3.3. 가설 3의 검증: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

성(건강메뉴 요인)에 미치는 영향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식소비성향
이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건강메뉴 요인에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F=4.687, 
p<.001), 건강추구형(β=.352, t=3.970)은 디저트카페의 선택
속성 중 건강메뉴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경제가치추구형, 외식향유추구형, 분위기추
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건강메
뉴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3-3이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3은부분채택 되었다.

4.3.4. 가설 4의 검증: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 카페의 선택속

성(가격 요인)에 미치는 영향

가설 4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다. 외식소비성향

Table 6. Effects of eating-out consumption propensity on selection attributes(visual factor)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 value
B S.E. Beta(β)

Constant 3.281 .373 8.796 .000

Economic value pursuit type  .101 .070 .148 1.442 .151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203 .085 .201 2.397 .018**

Health pursuit type  .057 .082 .064 .699 .485

Atmosphere pursuit type -.014 .091 -.016 -.154 .878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090 .082 -.110 -1.099 .274

Dependent variable: Visual factor, R2=.070, Adj R2=.040, F=2.347, p-value=.044

** p<.05.

Table 7. Effects of eating-out consumption propensity on selection attributes(health menu factor)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 value
B S.E. Beta(β)

Constant 2.691 .504 5.342 .000

Economic value pursuit type  .081 .094 .086 .860 .391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131 .114 -.093 -1.147 .253

Health pursuit type  .440 .111 .352 3.970 .000***

Atmosphere pursuit type -.005 .122 -.004 -.042 .966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048 .111 -.042 -.437 .663

Dependent variable: Health menu factor, R2=.131, Adj R2=.103, F=4.687, p-value=.000

*** p<.01.

이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가격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F=2.979, p< 
.001), 경제가치추구형(β=.195, t=1.910)과 분위기추구형(β= 
-.189, t=1.797)은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가격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식향유추
구형, 건강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 디저트카페의 선택속
성 중 가격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4-1, 가설 4-4가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4는
부분채택되었다.

5. 결론

본연구는서울경기지역의디저트카페를이용해 본경험

이 있는 외식소비자를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과 디저트카

페 선택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검증
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설정을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디저트카페 관리자들에게 효
율적인 마케팅전략 구축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 카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39

Table 8. Effects of eating-out consumption propensity on selection attributes(price factor)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 value
B S.E. Beta(β)

Constant 3.291 .415 7.930 .000

Economic value pursuit type .148 .078 .195 1.910 .058*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121 .094 .107 1.258 .201

Health pursuit type .072 .091 .071 .784 .434

Atmosphere pursuit type -.181 .101 -.189 -1.797 .074*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137 .091 .149 1.499 .136

Dependent variable: Price factor, R2=.087, Adj R2=.058, F=2.979, p-value=.000

* p<0.1.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첫째, 외식소비성향 중 외식향유추구형과 건강추구형은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메뉴 및 서비스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가치추구형, 분위기
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 메뉴 및 서비스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2013)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이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가활동이나 기분전환 등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외식향유추구형 소비자나 외식을 하더

라도 건강에 좋은 메뉴나 싱싱한 재료를 중시하는 건강추구

형 소비자들은 디저트카페의 선택에 있어서도 식재료의 신

선도나 메뉴의 다양성이나 차별성, 종사원의 신속하고 친절
한 서비스를 중요한 선택속성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디저트메뉴 또
는 서비스요인을 중시할수록 외식 자체를 즐거운 여가활동

이나 기분전환의 일환으로 여기면서 외식문화를 창출해가

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므로, 이들이 더욱 즐겁게 즐기
면서 디저트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차별화된메뉴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가격이 좀 비싸더
라도 신선한 식재료와 건강에 좋은 메뉴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에게는 유기농이나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

든 건강 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경쟁사와차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식소비성향 중 외식향유추구형만이 디저트카페

의 선택속성 중 시각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경제가치추구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 시각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2015)의 연구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식을 함으로써 기분전환이 되고, 외

식 자체를 즐기는 외식향유추구형 소비자들은 디저트카페

선택 시 카페 분위기나 매력적인 건물외관, 또는 예쁜 디저
트의 모양이나 장식 등 시각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식자체를 기분전환이나 여가활동으로
여기는 성향의 소비자들에게는 디저트카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조명연출, 음악, 안락하지만, 독특한 소파와 테이블 등
의 고유한 실내분위기나 디저트카페를 상징할 만한 카페외

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디저트메뉴의 모양이나 장식 등
시각적 요인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외식소비성향 중 건강추구형만이 디저트카페의 선

택속성중건강메뉴요인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으나, 경제가치추구형, 외식향유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신속편의추구형은 건강메뉴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2013)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냉동식품보다
는 신선하고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건강메뉴를 추구하

는 건강추구형 소비자들은 디저트카페 선택 시 건강지향적

인 식재료와 메뉴가 중요한 선택속성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디저트카페
만의 유기농 또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디저트를 제

공하고, 특히 달콤하고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 하는 여성
들이 기피하는 디저트가 아닌 달콤하고 맛있지만, 칼로리가
낮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메뉴를개발하여제공

한다면 디저트카페만의성공적인상품 전략에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식소비성향 중 경제가치추구형과 분위기추구형

이 디저트카페의 선택속성 중 가격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식 향유형, 건강추구형, 신속
편의추구형은 가격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Ma(2013)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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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외식비용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며, 외식 시
제휴혜택이나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 무료 사이드메뉴 또

는 쿠폰을 얻고자 하는경제가치추구형 소비자들과 좀 비싸

더라도 외식 시 좋은 분위기를 추구하는 분위기추구형 소비

자들은 디저트카페 선택 시 적절한 가격 특히, 단품보다는
저렴한 세트메뉴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저트카페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음식점이 아

닌 식사 후 또는 중식으로 가볍게 디저트를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비공간으로 디저트카페만의 고급스

럽거나 편안한 또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소비자

들에게 타카페와의 차별화된 장소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저트카페의 주 소비자층이 20～30대의 여성
소비자층이며, 이들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효율적인 촉진전략
을 통해 다양한 쿠폰이나 제휴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단품보

다는 다양한 유형의 저렴한 세트메뉴가 제공된다면 재구매

를 통한 매출액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을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카페 선택속
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선택속성
이 결국 구매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장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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