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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coffee shop customers’ preference and satisfaction by different types of 
promotion. Research samples ware adults with experience of any form of coffee shop promotion (n=209).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Results showed that 
'free coupon' was the most preferred ones. SNS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search method for coffee shop coupon 
promotion information. The most preferred event promotion was 'freebies', and preference leve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and employment status. 'Barista experience' was ranked highest in preference among cultural experience events. 
Drinking coffee wa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visiting coffee shops, especially among unemployed, twenties, and 
women respondents. Coupon was evaluated the highest in usefulness and satisfaction among the three promotion methods. 
Event and cultural experience were preferred more by respondents in their twenties than those in their thirties. Results 
indicated that all promotion strategies are effective for increas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for inducing revisit. Findings 
also showed that preference for promotion was affected by customer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gender. Therefore, coffee 
shops should consider using the most effective and attractive promotion strategy for their target market, while maintaining 
a consistent service quality level to fulfill customer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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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커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떠나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문화생활의 변

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발전과 원두 커피전문점 다량 보급으

로 커피를 쉽게 즐기게 되었다(Ahn EJ 2014). 특히 농림축

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커피 시장 규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3%씩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성인 1인

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6년을 기준으로 377잔으로 5년간 

연평균 7%가 증가했다(Ministry of Agriculture 2017). 또한,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2014년 25,151개
에서 2017년 43,457개로 최근 3년간 72.8%의 증가율을 보

여 음식 업종 사업자 수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Tax Service 2017). 이와 같은 통계자료로 보아, 커
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피전문점도 지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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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커피산업은 1960년대 말 국내 커피업체 설립과 

더불어 1970~1980년 인스턴트커피가 사랑 받으면서 대중화

되었다. 1990년대의 원두커피의 유행을 거쳐 소득 수준의 향

상, 여가시간의 증대, 커피 품질의 인지 변화, 문화적, 정서적 

변화 등에 따라 2000년대에는 커피전문점을 통한 커피 소비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Kim SW 2014). 2012년 관세청이 

발표한 커피시장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커피 수입

량은 2007년 9만 1000톤에서 2016년 15만 9000톤으로 7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상 최대치의 커피 수입량을 기록

하였다. 이러한 커피 수입량의 증가 원인으로는 커피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 다양한 컨셉의 커피 전문점의 증가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Korea Customs Service 2017).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규모도 함께 증가하

여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매장 수 1만 2000여개, 매출액 규

모 2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약 10배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The Scoop 2015). 특히 200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해외 브

랜드 이외에 국내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성장이 진행되면서 

2016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형 커피브랜드는 316개에 달하

며, 가맹점수와 직영점수를 합하면 약 13,000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Korea Foodservice Yearbook 2017). 2014
년 이후 커피 업계는 차별화된 커피 맛을 즐기려는 수요층이 

증가되면서 고급화 전략을 앞세워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으

며, 각 브랜드마다 다양한 원두 사용, 프리미엄 커피 메뉴 제

공, 다양한 MD 제품 출시 등 고객을 유인하고자 치열한 마케

팅을 동원하고 있다(Kim SW 2014; Korea Foodservice Yearbook 
2015). 무엇보다도 최근의 커피전문점은 단순히 커피만을 판

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지나 분위기를 제공하는 특별한 물

리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가치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으로 변모하고 있다(Choi & Lee 2016). 이와 같이 다양한 형

태와 컨셉을 가진 커피 전문점들이 등장하면서 각 업체마다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고객을 유인하고 만족시키

고자 노력하고 있다(Choi & Lee 2011; Choi & You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는 유사한 메뉴와 서비

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차별화된 상품을 경

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상품 그 자체보다는 특별한 

판매촉진의 부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 시킬 수 있다

(Lee & Kim 1998). 실제 많은 커피 전문점에서는 적립 쿠폰, 
한정 상품 출시, SNS를 활용한 이벤트성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매촉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커피 전문점 내 

그림 및 사진 전시 개최, 미니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통해 문

화체험행사를 통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모션의 사용은 단기적으로 매출 증대에 효과

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객의 해당 브랜드나 업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데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tethmann B 1998). 실제로 호텔 F&B의 판매촉진유형과 고

객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Cho & Kim 2006)에서는 쿠폰, 
샘플 제공, 특별 메뉴 제공 등의 프로모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호텔 F&B에 대한 고객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

으며, Park 등(2013)의 커피전문점 판매촉진 선호도 연구에서

는 판매촉진의 선호도가 커피전문점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종류의 프로모션의 활용은 고객 

관계의 강화나 재방문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신규고객의 유입에도 도움을 주

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벤트성 프로모션

의 경우에는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

겨지며, 소비자는 이벤트 경험을 통해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동기를 얻을 수 있다(Oh & Han 2011). 따
라서 상품이 유사한 커피전문점의 경우, 주요 고객이나 컨셉

에 맞는 프로모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고려

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프로모션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

모션 종류별 고객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커피전문점 

프로모션 경험 또는 이용이 재방문 또는 추천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커피전문점의 차별화된 프로모션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커피전문점 운

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커피 전문점 이용 고객을 대상

으로 현재 자주 이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을 고려하여 자기기

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
년 1월 2일부터 2017년 2월 2일까지 한 달간 조사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1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85.6%), 불성실한 응답

의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209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커피전문점 프로모션 이용 후 고객이 경험하

는 가치에 대한 평가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상

대적 만족으로 정의하며, Mathwick 등(2001), Kang & Chong 
(2013)이 사용한 경험적 가치의 항목들을 참고 및 변경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고객 만족도는 상

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 경험에 바탕을 둔 총체적인 

평가로써 고객이 치룬 대가에 대해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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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quency (n) Rate (%)

Gender
Female 122 58.4
Male 87 41.6

Ages
20s 115 55.0
≥30s 94 45.0

Job
Unemployed 116 55.5
Employed 93 44.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인지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Anderson 등 1994). 또한, 고객

만족은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가지는 기대와 욕구에 최대

한 부응한 결과이며,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말한

다(Kim YO 2003). 행동의도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미래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호의적 구전 행위, 
재구매 의도, 추천의도, 다시 방문할 의도(Ralston 등 2007) 등
을 포함하였다. 커피전문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 

의도 및 추천의도에 대한 평가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커피 전문점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종류가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와 재방문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써 이

를 위한 설문 항목은 크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커피 

전문점 이용행태, 프로모션 관련사항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직업으로 구성하였고, 커피 전문

점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방문횟수, 이용형태, 1인 

지출비용, 이용 사이즈, 방문 목적, 선호하는 프로모션 등을 

조사하였다. 프로모션 관련 사항은 쿠폰, 이벤트, 문화체험행

사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쿠폰과 이벤트의 경우는 

선호도, 정보획득방법, 한 달 혜택횟수, 인식도, 사용 여부 및 

이유, 프로모션 이용 후 만족도 및 행동의도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였고, 문화체험행사의 경우 쿠폰이나 프로모션에 비

해 실시하는 곳이 적어 설문 조사 시 ‘문화체험행사를 참여해 

보았거나, 또는 참여하게 된다면’으로 가정하여 응답을 요구

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항목은 선호도, 정보획득방법, 참여 

이유로 설정하여 향후 커피전문점에서 문화체험행사를 시

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고객들이 기대가 무엇인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

성 및 일반적 특성 등 조사항목의 기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유무)에 따른 프로모션 선호, 이용 차

이, 방문 특성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유무)에 따른 커피전문점 방문 

목적, 프로모션 이용 후 만족도 및 행동의도의 차이에 대해서

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전체 응답자 209명 중 성별은 남자가 87명으로 41.6%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122명으로 58.4%로 나타났다. 연령은 20
대가 115명으로 55.0%로 차지하였고, 30대 이상이 94명으로 

45.0%를 차지하였다. 직업별 분석은 대학생, 대학원생, 회사

원, 전문직, 사업가, 전업주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

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간 리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 유무에 따라 비직장인과 직장인으로 나누었으

며, 비직장인은 학생, 주부, 취업준비생이 포함된 116명으로 

55.5%, 직장인은 93명으로 44.5%로 나타났다.

2. 커피전문점 방문특성
조사대상자의 커피 전문점 방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일주일 평균 방문횟수에서는 5회 이상이 3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5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매일 커피전문

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4회로 응답한 사람들

도 32.5%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전문점을 자주 이용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커피전문점 방문 시 1인당 지출비

용은 4,000원 이상~6,000원 미만이 51.2%를 차지해 가장 많

았다. 커피전문점 이용형태에서는 테이크아웃이 63.6%를 차

지했고, 매장체류는 36.4%를 차지하여 테이크아웃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이 많이 선택하는 커피사이즈

는 미디엄(54.5%), 스몰(26.8%), 라지(18.7%) 순이었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커피전문점 이용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성

별이나 연령에 따른 이용특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직장

인/비직장인의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직장인의 경우 5회 이

상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고, 비직장인의 

경우에는 3~4회 이용이 4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이용 회수 순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지

출 비용에 있어서는 6,000원 이상의 지출비용에서 비직장인

에 비해 직장인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01). 본 조사에서 비직장인의 경우, 학생, 취업준비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은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고 경제적 여력 또한 적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와 같은 영향으로 커피전문점 이용회수와 지출비용에 있어 

비직장인에 비해 직장인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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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otal (%) Unemployed (%)1) Employed (%) χ2 value

Visit frequency/week
Under 2  63(30.1) 34(29.3) 29(31.2)

 8.733*3~4  68(32.5) 47(40.5) 21(22.6)
5 over  78(37.3) 35(30.2) 43(46.2)

Expenditure/visit
(unit: won)

2,000~<4,000  39(18.7) 30(25.9)  9( 9.7)
13.728***4,000~<6,000 107(51.2) 61(52.6) 46(49.5)

6,000 or over  63(30.1) 25(21.6) 38(40.9)

Using pattern
Take-out 133(63.6) 74(63.8) 59(63.4)

 0.003
Spending time in shop  76(36.4) 42(36.2) 34(36.6)

Size of a coffee cup
Small  56(26.8) 38(32.8) 18(19.4)

 5.222Medium 114(54.5) 60(51.7) 54(58.1)
Large  39(18.7) 18(15.5) 21(22.6)

* p<0.05, *** p<0.001.
1) The unemployed include students, housewives and job seekers.

Table 2. Usage characteristic of coffee shop

Category Total
(%)

Gender
χ2 value

Age
χ2 value

Employment status
χ2 valueMale

(%)
Female

(%)
20s
(%)

30s
(%)

Unemployed
(%)

Employed
(%)

Coupons

Preference

Discount 
coupons

 27(12.9)  8( 9.2) 19(15.6)

 4.445

10( 8.7) 17(18.1)

 7.098

12(10.3) 15(15.1)

3.115

Free coupons 134(64.1) 58(66.7) 76(62.3) 76(66.1) 58(61.7) 77(66.4) 57(61.3)

Coupon 
savings  16( 7.7)  5( 5.7) 11( 9.0)  8( 7.0)  8( 8.5) 10( 8.6)  6( 6.5)

1+n coupons  31(14.8) 15(17.2) 16(13.1) 21(18.3) 10(10.6) 17(14.8) 14(15.1)

Etc.   1( 0.5)  1( 1.1)  0(  0)  0( 0.0)  1( 1.1)  0( 0.0)  1( 1.1)

Source of 
information

SNS  94(45.0) 34(39.1) 60(49.2)

12.999*

64(55.7) 30(31.9)

22.933***

56(48.3) 38(40.9)

8.083

TV 
commercial   3( 1.4)  1( 1.1)  2( 1.6)  0( 0.0)  3( 3.2)  1( 0.9)  2( 2.2)

Internet  49(23.4) 16(18.4) 33(27.0) 19(16.5) 30(31.9) 27(23.3) 22(23.7)

Magazine   5( 2.4)  1( 1.1)  4( 3.3)  2( 1.7)  3( 3.2)  3( 2.6)  2( 2.2)

Acquaintance  44(21.1) 28(32.2) 16(13.1) 27(23.5) 17(18.1) 26(22.4) 18(19.4)

Etc.  14( 6.7)  7( 8.0)  7( 5.7)  3( 2.6) 11(11.7)  3( 2.6) 11(11.8)

Number of 
benefits

0  40(19.1) 23(26.4) 17(13.9)

10.394

25(21.7) 15(16.0)

 5.432

20(17.2) 20(21.5)

4.902
1 119(56.9) 50(57.5) 69(56.6) 63(54.8) 56(59.6) 72(62.1) 47(50.5)

2  33(15.8)  7( 8.0) 26(21.3) 20(17.4) 13(13.8) 16(14.7) 16(17.2)

3 over  17( 8.1)  7( 7.9)  10( 8.2)  7( 6.1) 10(10.6)  7( 6.0) 10(10.9)
* p<0.05, *** p<0.001.

Table 3. Usage characteristic and preference of coupons

3. 고객의 커피전문점 프로모션별 이용 특성 및 선호도

1) 쿠폰
커피 프로모션 중에 쿠폰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성별, 연령,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 없이 ‘무료쿠폰’이 64.1%로 가장 높

았다(Table 3). ‘무료쿠폰’은 여자(62.3%)에 비해 남자(66.7%)

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보 
취득 방법은 전체적으로 ‘SNS’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이
어 ‘인터넷(23.4%)’, ‘지인(21.1%)’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SNS’를 통한 쿠폰 취득 방법이 남자는 32.2%, 여자는 27.0%
로 가장 높았으며, ‘SNS’ 다음으로 남자는 ‘지인(32.2%)’, 여자

는 ‘인터넷(27.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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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otal
(%)

Gender
χ2 value

Age
χ2 value

Employment status
χ2 valueMale

(%)
Female

(%)
20s
(%)

30s
(%)

Unemployed
(%)

Employed
(%)

Events

Preference

Point 
accumulation 32(15.3) 9(10.3) 23(18.9)

 6.511

13(11.3) 19(20.2)

 5.216

18(15.5) 14(15.1)

0.709

Free gift 
(freebies)

79(37.8) 36(41.4) 43(35.2) 43(37.4) 36(38.3) 43(37.1) 36(38.7)

New menus 36(17.2) 11(12.6) 25(20.5) 22(19.1) 14(14.9) 20(17.2) 16(17.2)

Happy hour 12( 5.7) 6( 6.9) 6( 4.9) 9( 7.8) 3( 3.2) 8( 6.9) 4( 4.3)

Size-up 48(23.0) 24(27.6) 24(19.7) 27(23.5) 21(22.3) 26(22.4) 22(23.7)

Etc. 2( 1.0) 1( 1.1) 1( 0.8) 1(0.9) 1( 1.1) 1( 0.9) 1( 1.1)

Source of 
information

SNS 106(50.7) 41(47.1) 65(53.3)

 9.451

68(59.1) 38(40.4)

10.302

65(56.0) 41(44.1)

9.221

TV
commercial 4( 1.9) 1( 1.1) 3( 2.5) 3( 2.6) 1( 1.1) 4( 3.4) 0( 0.0)

Internet 54(25.8) 18(20.7) 36(29.5) 23(20.0) 31(33.0) 27(23.3) 27(29.0)

Magazine 4( 1.9) 2( 2.3) 2( 1.6) 2( 1.7) 2( 2.1) 3( 2.6) 1( 1.1)

Acquaintance 31(14.8) 20(23.0) 11( 9.0) 16(13.9) 15(16.0) 13(11.2) 18(19.4)

Etc. 10( 4.8) 5( 5.7) 5( 4.1) 3( 2.6) 7( 7.4) 4( 3.4) 6( 6.5)

Reason to 
use

Discount 91(43.5) 35(40.2) 56(45.9)

19.159**

54(47.0) 37(39.4)

16.200**

51(44.0) 40(43.0)

6.425

Curiosity 36(17.2) 13(14.9) 23(18.9) 27(23.5) 9( 9.6) 23(19.8) 13(14.0)

Acquaintance 
recommending

20( 9.6) 17(19.5) 3( 2.5) 10(8.7) 10(10.6) 7( 6.0) 13(14.0)

Earned 
discount 24(11.5) 6( 6.9) 18(14.8) 9( 7.8) 15(16.0) 15(12.9) 9( 9.7)

Free gift 
(freebies)

34(16.3) 14(16.1) 20(16.4) 15(13.0) 19(20.2) 19(16.4) 15(16.1)

Etc. 4( 1.9) 2( 2.3) 2( 1.6) 0( 0.0) 4( 4.3) 1( 0.9) 3( 3.2)
** p<0.01.

Table 4. Usage characteristic and preference of events

령대에 따라서는 20대의 경우 ‘SNS(55.7%)’, ‘지인(23.5%)’ 순
이나, 30대 이상의 경우 ‘SNS(31.9%)’, ‘인터넷(31.9%)’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쿠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최근 한 달 동안의 쿠폰을 통해 받은 

횟수는 전체적으로 월 ‘1회’가 5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이벤트
이벤트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사은품 증정’이 37.8%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남자의 경우, ‘사은품 증

정(41.4%), ‘사이즈업(27.6%)’, ‘신메뉴 이벤트(12.6%)’, ‘포인

트 적립(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사은품 증

정(35.2%)’, ‘신메뉴 이벤트(20.5%)’, ‘사이즈업(19.7%)’, ‘포인

트적립(18.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순위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정보취득방법은 전체적으로 ‘SNS’가 

5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이벤트 정

보 취득 방법에서도 ‘SN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이벤트 정보 취득 방법에서는 남녀 모두 ‘SNS’
를 통한 정보 취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자의 

경우, 주로 ‘SNS’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반면, 여자는 

‘SNS’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참여 이유는 전체적으로 ‘가격할인’이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할인을 제외하고 남자의 경우 ‘지
인 권유’, 여자의 경우 ‘호기심’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가격할인’의 이

유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20대의 경우, ‘호기심’, 30대 이상

의 경우 ‘사은품’이 ‘가격할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며, 유의한 차를 보였다(p<0.01). 비직장인의 경우 가격할인 

다음으로 ‘호기심’, ‘사은품’, ‘적립혜택’ 순으로, 직장인의 경

우 ‘사은품’, ‘호기심’, ‘지인 권유’ 순으로 유의적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 직장의 여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3) 문화체험행사
문화체험행사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바리스타 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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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otal(%)
Gender

χ2 value
Age

χ2 value
Employment status

χ2 valueMale
(%)

Female
(%)

20s
(%)

30s
(%)

Unemployed
(%)

Employed
(%)

Cultural 
experiences

Preference

Exhibition 40(19.1) 20(23.0) 20(16.4)

10.319

22(19.1) 18(19.1)

 1.795

24(20.7) 16(17.2)

 4.741

Concert 40(19.1) 23(26.4) 17(13.9) 23(20.0) 17(18.1) 21(18.1) 19(20.4)

Movie
screening 32(15.3) 14(16.1) 18(14.8) 19(16.5) 13(13.8) 16(13.8) 16(17.2)

Lecture 8( 3.8) 3( 3.4) 5( 4.1) 3( 2.6) 5( 5.3) 6( 5.2) 2( 2.2)

Experiencing 
barista

84(40.2) 26(29.9) 58(47.5) 46(40.0) 38(40.4) 48(41.4) 36(38.7)

Etc. 5( 2.4) 1( 1.1) 4( 3.3) 2( 1.7) 3( 3.2) 1( 0.9) 4( 4.3)

Source of 
information

SNS 90(43.1) 41(47.1) 49(40.2)

 5.890

60(52.2) 30(31.9)

15.290**

49(42.2) 41(44.1)

 8.129

TV
commercial 3( 1.4) 2( 2.3) 1( 0.8) 3( 2.6) 0( 0.0) 3( 2.6) 0( 0.0)

Internet 70(33.5) 26(29.9) 44(36.1) 32(27.8) 38(40.4) 42(36.2) 28(30.1)

Magazine 11( 5.3) 3( 3.4) 8( 6.6) 5( 4.3) 6( 6.4) 6( 5.2) 5( 5.4)

Acquaintance 25(12.0) 13(14.9) 12( 9.8) 13(11.3) 12(12.8) 14(12.1) 11(11.8)

Etc. 10( 4.8) 2( 2.3) 8( 6.6) 2( 1.7) 8( 8.5) 2( 1.7) 8( 8.6)

Reason to 
use

Usefulness 37(17.7) 12(13.8) 25(20.5)

 3.334

14(12.2) 23(24.5)

11.508*

19(16.4) 18(19.4)

11.779*

Curiosity 67(32.1) 31(35.6) 36(29.5) 42(36.5) 25(26.6) 33(28.4) 34(36.6)

Acquaintance 
recommending 18( 8.6) 9(10.3) 9( 7.4) 12(10.4) 6( 6.4) 7( 6.0) 11(11.8)

Enjoyment 61(29.2) 24(27.6) 37(30.3) 37(32.2) 24(25.5) 43(37.1) 18(19.4)

Free gift
(freebies)

21(10.0) 8( 9.2) 13(10.7) 9( 7.8) 12(12.8) 13(11.2) 8( 8.6)

Etc. 5( 2.4) 3( 3.4) 2( 1.6) 1( 0.9) 4( 4.3) 1( 0.9) 4( 4.3)
* p<0.05, ** p<0.01.

Table 5. Usage characteristic and preference of culture experiences events

4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성별, 연령, 직
업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 ‘바리

스타체험(47.5%)’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 

경향이 있었고, 남자의 경우 ‘바리스타 체험(29.9%)’, ‘음악공

연 (26.4%)’, ‘전시(23.0%)’ 등 종류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의 경우 ‘바리스타 체험(40.0%)’, ‘음악

공연(20.0%)’, ‘전시(19.1%)’ 순으로, 30대 이상의 경우 ‘바리

스타 체험(40.4%)’, ‘전시(19.1%)’, ‘음악공연(18.1%)’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직장 유무에 따

라서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비직장인의 경우 ‘바
리스타 체험(41.4%)’, ‘전시(20.7%)’, ‘음악공연(18.1%)’ 순으로, 
직장인의 경우 ‘바리스타 체험(38.7%)’, ‘음악공연(20.4%)’, ‘전
시(17.2%)’, ‘영화상영(17.2%)’ 순으로 선호 경향을 보였다. 정
보 취득 방법은 전체적으로 ‘SNS’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33.5%를 차지하였다. 20대의 경우 ‘SNS’
가 52.2%, ‘인터넷’이 27.8%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의 

경우 ‘인터넷’이 40.4%, ‘SNS’가 31.9% 순으로 연령대에 따라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p<0.01), 30대 이상에 비해 20대가 ‘SNS’를 더 많이 이용

하고 있고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체험행사 참여

이유는 전체적으로 ‘호기심’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즐거움(29.2%)’ 순이었다.
문화체험행사를 참여해 보았거나 참여하게 될 경우, 그 이

유로는 전체적으로 호기심(32.1%)과 즐거움(29.2%)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커피전문점에서 행하는 다른 프

로모션에 비해 감정적 이유가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참여 이유에 따른 성

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의 경우 ‘호기심

(36.5%)’, ‘즐거움(32.2%)’, ‘유익성(12.2%)’ 순으로 나타났고,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호기심(26.6%)’, ‘즐거움(25.5%)’, 유익

성(24.5%)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비율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체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 내용에 

대한 질적인 면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유익성을 문화체험행

사 참여 이유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p<0.05). 직업 유무에 

따라 비직장인은 ‘즐거움(37.1%)’이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직장인은 ‘호기심(36.6%)’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Vol. 31, No. 1(2018) 커피 전문점의 프로모션 종류가 고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179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쿠폰, 이벤트, 문화체험행사와 같은 

주요 프로모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자

료에서 실시한 SNS 이용행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만 12세 이상 SNS 이용자 10명중 7명이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를 이용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보의 신속성에서 사람

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SNS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

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 특히 최근 인기 있

는 이미지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과 같은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소통이 가능하며, 판매자가 운영하는 SNS에 

소비자의 사진이 올라가거나 후기가 남는 등 일반적인 홍보

가 아닌 쌍방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Shin HJ (2017)의 

SNS 이용 동기와 제품 유형이 정보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추구 집단이 지속적 탐색, 구
매 전 키워드 검색, 구매 전 상세 정보 검색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자들이 확장된 정보 탐색과 그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정보가 재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소비자들의 SNS 활
용 형태를 볼 때 외식산업 분야의 하나인 커피전문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SNS 활용이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SNS를 통한 외식정보는 이미지 제공, 
문화적 지식 전달, 유용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각적인 요인과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구매의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Kim SH 2016). 
또한, 외식소비자의 SNS 참여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의 관계에서 실제 레스토랑에서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HS 2015). 즉, 
소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SNS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구매행동까지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참여이

유를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

데, 이는 구매행태나 광고반응, 서비스 환경에 대한 남녀 차

이를 검증한 다양한 연구결과(Jin YH 2007; Choi JE 2014; 
Kim YJ 2017)를 보았을 때 프로모션을 탐색하는 방법과 프로

모션에서 얻고자 하는 바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정보

획득이나 프로모션 참여 이유가 지인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프로모션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적으

며, 프로모션 참여에 있어서도 여자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지인의 권

유와 같이 2차 자극 등이 있어야 참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프로모션 참여 이유에 있어서 쿠폰 프로모

션과 같이 가격할인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이벤트 참여를 통해 얻는 혜택도 가격할인으로 인식하는 경

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에서는 

이벤트의 목적을 확실히 하여 이벤트 실시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얻게 하고 싶은 편익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전략

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문화체험 행

사의 주된 참여 이유는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문화

체험 행사는 다른 프로모션에 비해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본 연구 결과, 문화체험 

행사의 주된 참여 이유는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문
화체험 행사는 다른 프로모션에 비해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문화체험 생사의 

주된 참여 이유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나타난 것처럼 실제 

문화체험행사를 경험할 때의 호기심과 즐거움이 독창성을 

내세운 광고, 홍보를 통한 고객 유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경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의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Evans 등(2009)에 따르면 소비과정

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평가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ong 등(2014)의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서비스 체험, 
감정반응, 만족 및 충성도간의 관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

서의 소비자의 감정반응 및 만족은 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만족은 충성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감정반응과 만족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도 확보를 위해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 반응의 유도와 만

족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요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곧 고객의 감정이 만족 및 충성도

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고객이 체험행사 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커피전문점의 브랜드 명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이러한 행

사도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커피의 맛과 상관없이 평판

이 안 좋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사전에 소비자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는 만족스러운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4. 커피전문점 방문 목적 중요도
커피전문점 방문 목적의 주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각 부분별 방문목적 중요도에서 식음료 섭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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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in purpose
to visit Importance Total

(%)

Gender
χ2 value

Age
χ2 value

Employment status
χ2 valueMale

(%)
Female

(%)
20s
(%)

30s
(%)

Unemployed
(%)

Employed
(%)

F & B

To drink coffee
Important 165(78.9) 71(43.0) 94(57.0)

 0.635
87(52.7) 78(47.3)

 1.670
86(52.1) 79(47.9)

3.628
Not important 44(21.1) 16(36.4) 28(63.6) 28(63.6) 16(36.4) 30(68.2) 14(31.8)

To drink non-
coffee drinks

Important 105(50.2) 40(38.1) 65(61.9)
 1.083

73(69.5) 32(30.5)
17.927***

64(61.0) 41(39.0)
2.538

Not important 104(49.8) 47(45.2) 57(54.8) 42(40.4) 62(59.6) 52(50.0) 52(50.0)

To have some
dessert

Important 80(38.3) 22(27.5) 58(72.5)
10.645***

57(71.3) 23(28.8)
13.789***

49(61.3) 31(38.8)
1.734

Not important 129(61.7) 65(50.4) 64(29.6) 58(45.0) 71(55.0) 67(51.9) 62(48.1)

Space & 
atmosphere

To spend personal 
time (ex.reading 

books)

Important 92(44.0) 38(41.3) 54(58.7)

 0.007

66(71.7) 26(28.3)

18.554***

61(65.2) 32(34.8)

6.280*

Not important 117(56.0) 49(41.9) 68(58.1) 49(41.9) 68(58.1) 56(47.9) 61(52.1)

To have a 
formal meetings

Important 69(33.0) 35(50.7) 34(49.3)
 3.509

48(69.6) 21(30.4)
 8.801*

36(52.2) 33(47.8)
0.462

Not important 140(62.9) 52(37.1) 88(62.9) 67(47.9) 73(52.1) 80(57.1) 60(42.9)

To socialize
Important 148(70.8) 57(38.5) 91(61.5)

 2.023
86(58.1) 62(41.9)

 1.949
84(56.8) 64(43.2)

0.323
Not important 61(29.2) 30(49.2) 31(50.8) 29(47.5) 32(52.5) 32(52.5) 29(47.5)

To enjoy the 
ambiance

Important 138(66.0) 56(40.6) 82(59.4)
 0.183

78(56.5) 60(43.5)
 0.368

75(54.3) 63(45.7)
0.219

Not important 71(34.0) 31(43.7) 40(56.3) 37(52.1) 34(47.9) 41(57.7) 30(42.3)

Promotion

To participate 
SNS promotion 

events

Important 53(25.4) 21(39.6) 32(60.4)
 0.117

37(69.8) 16(30.2)
 6.274*

30(56.6) 23(43.4)
0.035

Not important 156(74.6) 66(42.3) 90(57.7) 78(50.0) 78(50.0) 86(55.1) 70(44.9)

To accumulate 
membership points

Important 54(25.8) 21(38.9) 33(61.1)
 0.225

36(66.7) 18(33.3)
 3.988*

29(53.7) 25(46.3)
0.095

Not important 155(74.2) 66(42.6) 89(57.4) 79(51.0) 76(49.0) 87(56.1) 68(43.9)

To buy 
merchandises

Important 52(24.9) 21(40.4) 31(59.6)
 0.044

37(71.2) 15(28.8)
 7.277**

29(55.8) 23(44.2)
0.002

Not important 157(75.1) 66(42.0) 91(58.0) 78(49.7) 79(50.3) 87(55.4) 70(44.6)
* p<0.05, ** p<0.01, *** p<0.001.

Table 6. The cross-correlation analysis of importance of visiting purpose based on gender, ages and employment status

은 ‘커피(78.9%)’, ‘비커피음료(50.2%)’, ‘디저트(38.3%)’ 순으

로 나타났으며, ‘커피전문점 활용부분은 ‘사교모임(80.8%)’, ‘분
위기(66.0%)’, ‘개인시간(44.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프로

모션 활용부분은 ‘포인트 적립(25.8%)’, ‘이벤트 참여(25.4%)’, 
‘상품 MD 구매(24.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프로모션 활용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중

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반면, SNS 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멤버십 포인트 적립, 상
품 MD 구매와 같은 마케팅적 요소는 부가적인 목적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목적에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방문 목적에 따른 일반적 특성 중 연령대에 따라서는 

커피, 사교 모임, 분위기에 대한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

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30대에 비해 식음료에 대한 목적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동

기를 가지고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디저트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72.5%)가 남자(2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커피 이외에 함께 판매되고 있는 디저트나 

빵류 등의 메뉴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고객들이 늘

면서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커피 음료 중심의 카페를 벗어나 케이크나 디

저트를 앞세운 디저트 카페도 성장하고 있다(Financial News 
2017; Maeil Business News Korea 2017). 따라서 커피뿐만 아

니라, 커피와 함께 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

은 커피만 판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개인시간에 대한 목

적에서만 비직장인(65.2%)이 직장인(34.8%)에 비해 더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비직장인의 경우, 대
학생이 포함됨에 따라 개인시간, 과제, 학업을 위해 방문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실
제 커피전문점 이용목적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과제나 인터넷 

사용 등의 활동을 즐기며,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맛과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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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Promotion 
types

Total
mean

Gender
t-

value 

Age
t-

value 

Using pattern
t-

value 

Employment status
t-

value Male
(N=87)

Female
(N=122)

20s
(N=115)

30s over
(N=94)

Take-out
(N=133)

Staying
(N=76)

Unem- 
ployed

(N=116)

Em- 
ployed
(N=93)

Usefulness 
and satis- 

faction

Coupons 3.82±
0.81a

3.74±
0.82

3.87±
0.80 －1.21 3.90±

0.74
3.71±
0.89 1.67 3.86±

0.74
3.74±
0.93 0.97 3.82±

0.72
3.81±
0.92 0.02

Events 3.40±
0.87b

3.56±
0.91

3.29±
0.83 2.22* 3.52±

0.87
3.24±
0.85 2.37* 3.37±

0.83
3.46±
0.94 －0.75 3.39±

0.85
3.41±
0.90 －0.16

Cultural 
events

3.14±
0.90c

3.35±
0.94

2.98±
0.81 3.05* 3.28±

0.90
2.96±
0.83 2.63** 3.10±

0.86
3.20±
0.92 －0.74 3.11±

0.84
3.16±
0.94 －0.34

F-value 33.429***

Affective 
satisfaction

Coupons 3.11±
1.09ab

2.99±
1.13

3.19±
1.05 －1.33 3.04±

0.98
3.18±
1.21 －0.93 3.13±

1.03
3.06±
1.18 0.48 3.10±

1.03
3.12±
1.15 －0.14

Events 3.00±
1.01a

2.97±
1.09

2.95±
0.96 0.12 3.04±

1.01
2.86±
1.01 1.30 2.98±

0.98
2.94±
1.07 0.26 2.99±

0.96
2.93±
1.08 0.40

Cultural 
events

3.22±
0.96b

3.30±
1.07

3.16±
0.87 1.08 3.31±

0.96
3.11±
0.94 1.52 3.23±

0.91
3.21±
1.05 0.15 3.27±

0.93
3.16±
0.99 0.83

F-value 3.372*

Revisit 
intention

Coupons 3.79±
0.91a

3.73±
0.97

3.83±
0.87 －0.76 3.75±

0.86
3.83±
0.97 －0.57 3.80±

0.88
3.77±
0.98 0.21 3.79±

0.84
3.79±
1.01 －0.01

Events 3.52±
0.93b

3.65±
1.00

3.43±
0.88 1.65 3.58±

0.88
3.45±
1.00 1.04 3.52±

0.85
3.53±
1.07 －0.03 3.50±

0.90
3.55±
0.99 －0.41

Cultural 
events

3.56±
0.94b

3.73±
0.96

3.45±
0.91 2.17* 3.65±

0.90
3.47±
0.98 1.38 3.53±

0.91
3.63±
1.00 －0.70 3.53±

0.92
3.60±
0.97 －0.51

F-value 4.856*

Willingness
to recom-

mend

Coupons 4.26±
0.80a

4.21±
0.87

4.28±
0.75 －0.66 4.22±

0.80
4.30±
0.81 -0.68 4.23±

0.80
4.30±
0.80 －0.64 4.23±

0.77
4.28±
0.84 －0.46

Events 3.72±
0.96b

3.80±
1.02

3.68±
0.92 0.91 3.80±

0.92
3.63±
1.01 1.28 3.73±

0.92
3.72±
0.08 0.12 3.67±

0.96
3.80±
0.96 －0.92

Cultural 
events

3.71±
0.98b

3.84±
0.97

3.63±
0.99 1.51 3.84±

0.90
3.57±
1.07 1.99* 3.62±

0.98
3.90±
0.97 －2.0* 3.68±

0.94
3.77±
1.04 －0.67

F-value 23.490***

Description 1: Ratings on a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 p<0.05, ** p<0.01, *** p<0.001.
a~c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7. The effects of promotion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t-purchase behavior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자 한다는 Jung JY(2013)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최근 다양한 활동

이 많은 20대 소비자들은 커피전문점의 분위기를 즐기고, 공
부, 인터넷 사용 등을 통해 개인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커피전

문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

에 대한 목적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

양한 이유로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대
의 경우, SNS를 통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에 따라 활동의 

폭이 더 넓고 프로모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들, 지인을 통한 전

달이 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파급력에 맞는 프로모션이 필요

하다. 커피전문점의 프로모션은 홍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너무 지나친 경쟁에 의한 프로

모션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프로모

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프로모션 이용에 따른 만족도 및 이용 후 행동의도
커피전문점 프로모션 이용에 따른 만족 및 이용 후 행동의

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유용성 만족도의 경

우, ‘쿠폰’(3.82), ‘이벤트’(3.40), ‘문화체험행사’(3.14) 순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각 프로모션에 대한 일반적 특

성별 차이를 보면 이벤트와 문화체험행사 부분에서는 남자

가 여자보다 유용성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연령에 따라서도 이벤트와 문화체험행사 부분에서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벤트 부분에서 20대의 

경우 3.52, 30대 이상의 경우 3.24로 나타나 20대의 만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p<0.05), 문화체험 행사 부분에서

도 20대의 경우 3.28, 30대 이상의 경우 2.96으로 20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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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p<0.01), 전반적으로 20대
가 30대에 비해 커피전문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문화체험

행사 프로모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감
정심리 만족도의 경우 ‘문화체험행사’(3.22), ‘쿠폰’(3.11), ‘이
벤트’(3.00) 순으로 나타나, 프로모션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감정적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커피전

문점에서 활용하는 쿠폰이나 이벤트는 제품의 인지도 상승

을 위한 판촉활동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으며, 반면 문화체험

행사는 특정 제품보다는 브랜드 전체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Kotler 등 2014). 따라서 잘 기

획된 문화체험행사는 특정 소비자 그룹에 상관없이 소비자

의 감정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

지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커피전문점의 프로모션 이용 후의 행동 의도는 재방문 의

사와 참여권유 의도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재방문 의사

의 경우 ‘쿠폰(3.79)’을 이용한 경우 ‘문화체험행사(3.56)’, ‘이
벤트(3.52)’를 이용한 것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방문 의사의 차이는 유

일하게 문화체험행사 부분에서 남자의 경우 3.73, 여자의 경

우 3.45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본 연구결과

로 볼 때, 남성의 문화체험행사 참여는 여성에 비해 커피전문

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충성도를 높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권유 의도에 있

어서도 ‘쿠폰(4.26)’을 경험했을 때가 ‘이벤트(3.72)’나 ‘문화

체험행사(3.71)’를 경험했을 때보다 유의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특히 문화체험행사 부분에서 20대의 경우 
3.84, 30대 이상의 경우 3.57로 20대가 30대에 비해 문화체험

행사를 경험했을 때 커피전문점의 프로모션 참여를 지인에

게 더욱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또
한 주요 이용형태가 테이크아웃인 경우(3.62)보다 매장체류

의 경우(3.90)가 문화체험행사에 대해 참여를 더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프로모션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쿠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들이 가장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프로모

션이 쿠폰이라고 할 수 있다. 외식상품의 판매촉진 전략이 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Yoon JS 2007)에 따르면 다양

한 판매촉진전략 중에 쿠폰에 의한 전략은 소비자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감정심리 만족도 부분의 경우 프

로모션 중 문화체험행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hoi 

& Kown(2012)의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소비경험이 소비감정

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로 인해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

고, 그 경험한 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체험마케팅의 경우 직접 참여를 하여 긍정적으로 감정

을 갖게 되는 경우, 감정심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

로 생각된다.
프로모션 효과에 대한 고객 행동의도 중 재방문 의도에 있

어서는 쿠폰(3.80)이 가장 효과가 높았고, 문화체험행사(3.60), 
이벤트 (3.54) 순으로 나타났다. Yoon JS(2007)의 연구에 따르

면 판매촉진 유형 중 쿠폰, 부가서비스, 인적서비스 부분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서비

스, 부가서비스 판매촉진 전략의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결과 자체에 대한 차이는 존

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판매촉진전략이 소비자의 만족과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효과

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커피 전문점 프로모션을 경험한 20대 이상 

일반인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커피 전문점 프로모션 종류에 

따른 재방문의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일주일 평균 방문횟수는 ‘5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인이 비직장인에 비해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p<0.05). 커피 전문점 방문 시 1인당 지출비용에서는 

‘4,000원 초과 6,000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비직장인이 직

장인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커
피전문점 방문 시 이용형태는 주로 테이크아웃 형태로 이용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미디엄’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모션별 선호도, 정보 취득 방법, 혜
택횟수 또는 참여이유의 경우, 쿠폰에서는 전체적으로 ‘무료

쿠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보취득 

방법에서는 남녀모두 ‘SN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 남자는 ‘지인’, 여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5).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 30대 이상 모두 ‘SNS’를 통한 정보취득이 가

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20대는 ‘지인’, 30대 이상은 ‘인터

넷’으로 응답함에 따라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p< 
0.001). 이벤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은품 증정’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취득 방법에서는 ‘SNS’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이유는 ‘가격할인’이 가장 많

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 남자의 경우 ‘지
인권유’, 여자의 경우 ‘호기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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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연령대에 따라

서는 20대와 30대 이상 모두 ‘가격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20대의 경우 ‘호기심’, 30대 이상의 경우 ‘사은품’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문화

체험 행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바리스타체험’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취득 방법에서는 ‘SNS’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 취득 방법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참여 이유에서는 

‘호기심’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p<0.05), 직장 유무에 따라서는 비직장인의 경우 

‘즐거움’, ‘호기심’, ‘유익함’ 순으로, 직장인의 경우 ‘호기심’, 
‘즐거움’, ‘유익함’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p<0.05). 커피 전문점 방문 특성 목적에 대한 중요도

는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20대 여

자 비직장인의 경우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가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 20대 비직장인 

여성의 경우 커피뿐만 아니라, 모임, SNS, 개인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목적도 큰 것으로 판단되어 커피전문점을 다

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모션 이용에 따른 만족 및 커피전문점 이용 후 행동 

의도에 대해서는 유용성 만족, 감정심리 만족, 재방문, 참여

권유 4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유용성 만족도의 경우 ‘쿠
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벤트와 문화 체험 부

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유용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벤트와 문화체험행사 부분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20대가 더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심

리 만족의 경우 ‘문화체험행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재방문의 경우 ‘쿠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권유의 경우 ‘쿠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험

행사’ 부분에서는 20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매장체류를 하

는 경우가 더 많은 참여를 권유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커피전문점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방법 

중 쿠폰 프로모션이 가장 커피전문점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

을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이벤트와 문화체

험행사 프로모션은 여자보다 남자가, 30대보다 20대에서 더 

유용하고 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더욱 효과가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타겟층을 잘 

고려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프로모

션을 통해 방문을 했다면 재방문을 위해서는 상품 메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물리적 증거, 인적서비스 등이 받침이 되어

야 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적

절한 프로모션 방법의 활용과 방문 시 기대하는 서비스에 만

족할 수 있도록 매장 내에서의 고객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

다. 즉, 판매상품에 유형적 상품인 메뉴와 무형적 상품인 서

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인적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마케팅 프로모션뿐만 아니

라, 인적서비스에 대한 부분까지 적절하게 고려하여 긍정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커피전문점

에서는 통합적 마케팅을 통해 주력고객에 맞춘 적절한 프로

모션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

되,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업체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

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공통마케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로컬 마케팅에 대한 조

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은 프

랜차이즈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 반영한 다양

한 컨셉의 커피 전문점, 개인 커피 전문점 등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로컬 마케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을 프랜차이즈 영업점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카페, 유사카페, 베이커리 카페, 숍인숍 

등 다양한 형태의 커피전문점 및 카페가 생겨남에 따라 각 

분류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커피 전문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형태와 효과성 여부에 대한 측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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