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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offering eco-friendly fashion items on consumers’ perceived image of stores and their

intention to purchase food in a hybrid cafe setting.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n online survey of 465 adults aged 20

to 49 years. In order to compare ‘a general cafe’ where only food is sold and ‘a hybrid cafe’ which offers eco-friendly fashion

items as well as food, we developed two store types (general×hybrid) with two store designs (modern×eco-friendly) as

stimuli, resulting in four scenario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ffering eco-friendly fashion items at a caf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onsumers’ perceived eco-friendly image of the store. Further, this negatively affected consumers’ perceived healthy

and tasty images of the store and intention to purchase food. Such negative effects on the healthy and tasty images of the

store increased in the store with a modern design. In conclusion, offering eco-friendly fashion items at cafes may not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tores’ images o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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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서 소비자들은 보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 내 혹은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

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14; Park &

Kwag 2015). 서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또는 ‘하이브리드

(hybrid)’라는 개념은 제품 간, 산업 간 또는 기술 간의 결합

이나 융합을 말한다(Wi & Choy 2013; Gu & Chong

2018). 특히 이종산업 간의 융합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 환경

에서 각 산업에게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

회를 준다.

최근 변화된 소비패턴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

는 컨버전스 또는 하이브리드 유형의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Wi & Choy 2013; Eom & Pyo 2014a; Eom & Pyo

2014b). 소비자들은 이러한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이나 서비

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하이브리드 매장(hybrid store)

의 대표적인 사례인 ‘라이프스타일 숍(life-style shop)’은 생

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요한 유통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Woo &

Hwang 2016; Seo & Oh 2017).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체험해보고 차별화된 쇼

핑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Koh & Choi 2009).

이러한 하이브리드 매장이 식품산업과 패션산업이 융합된

유형으로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유기농 수퍼마

켓 기업인 ‘홀푸드 마켓(Whole Foods Market)’은 식품뿐 아

니라 티셔츠, 모자, 가방 등의 패션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

다. 한국에 입점한 세계적인 편집숍인 ‘10 꼬르소꼬모(10

Corso Como)’의 경우, 쇼핑과 식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하면서 매출이 연평균 30% 증가하였다(E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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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 2014a). 패션업계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어라운드

더 코너(Around the Corner)’의 경우, 매장에 베이커리 카페

‘퍼블리크(Publique)’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쇼핑과 함께

커피나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면서 방문

객이 1.5배 이상 증가하였다(Jang 2015).

외식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협업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에 소비자들은 음식점에 방문하여 여러 브랜드의 음식을 동

시에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식과 함께 패션제품, 생활

용품 등 다양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외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6). 이러한 외식산업의 이종산업과의

제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의성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Gu &

Chong 2018).

최근 카페를 기존의 주력 상품인 음식 이외의 다른 분야

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운영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티크 유형 카페, 키덜트 유형

카페, DIY(Do It Yourself) 유형 카페, 캐릭터 유형 카페 등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Sa 2016). 카페는 이제 단순한 음식

제공의 공간이 아닌 하나의 식문화 공간으로서, 쇼핑공간, 문

화공간, 생활공간, 체험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Kwak

& Kim 2011).

이렇듯 카페를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 매

장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매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Sa 2016), 카페에 방문한 소비자들이 더 오

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eo 20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품목의 제품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의 운영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매장이미지

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Lee

2018).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이미지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한 매장이 기능적 품질과 심리적 속성으로 내재된 것’으로

정의되며(Martineau 1958), 이러한 매장이미지는 소비자가

방문하는 매장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Lee et al. 2001).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에 대하여 더

욱 의식하게 되었고(Han et al. 2010; Kotler 2011), 카페와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들의 친환경적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ou & Namkung 2012). 그

리고 이러한 외식업체들의 친환경적 활동은 소비자가 인식

하는 매장의 친환경이미지 및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2008; Liou &

Namkung 2012; Jeong et al. 2014).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미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신념이나 사용 가능성’으로 정의되며(Mackenzie

& Luts 1989),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Davidson & Jaccard 1979). 카페는 하이브리드 매장을 운

영함으로써 매장이미지의 향상 뿐 아니라, 카페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매장의 매출을 증

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im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매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이

종산업의 제품들을 함께 노출하면,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본질이나 전문성을 흐리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piggle et al. 2012). 또한 하이브리드 매장에서는 소비자에

게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탐색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

비자가 인식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

자의 만족도나 구매의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Go et al. 2015).

그동안 선행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매

장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이미

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et al.

2015; Kwon & Lee 2018), 소비자의 구매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wang et al.

2014; Woo & Hwang 2016; Seo & Oh 2017). 하이브리

드 카페의 비주얼 머천다이징(Visual Merchandising)이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Go et al.

2015)와 하이브리드 카페 이용의도에 따른 소비자 유형에 대

한 연구(Rha et al. 2019)가 보고되었으나, 카페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매장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카페의 매장 속성이 매장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Choi et al. 2011)에 따르면, 카페의 인테리어나 실내장

식 등의 매장디자인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이미지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페를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장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카페의 매장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디자인의 카페에서 친

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이

미지와 음식의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

는 것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이미지와 음식의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러한 영향이

카페의 매장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친환경

적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친환경디자인과 일반적으로 인

테리어 되어 있는 모던디자인의 두 가지 매장디자인에 따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실험대상 및 기간

2018년 11월 2일부터 6일간 20~4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전문업체인 마이크로밀



친환경 패션제품 판매가 매장이미지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741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실험대상을 성별

및 연령별로 할당 표집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2018

년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

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험자극물 및 설문

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총 465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면제 승

인을 받았다(IRB No. E1810/003-006).

2. 실험자극물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

장이미지 및 음식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음식만 판매하는 ‘일반 카페’와 음식뿐 아니라 친환경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카페’의 두 가지 매장유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그러한 영향이 매장디자인에 따라 달라지

는지 살펴보고자, ‘모던디자인’과 ‘친환경디자인’의 두 가지

매장디자인을 설정하였다. 이에 두 가지 매장유형(일반 카페

×하이브리드 카페)과 두 가지 매장디자인(모던디자인×친환

경디자인)으로 구성된, 즉, ‘모던디자인의 일반 카페’, ‘친환

경디자인의 일반 카페’, ‘모던디자인의 하이브리드 카페’, 그

리고 ‘친환경디자인의 하이브리드 카페’의 네 가지 시나리오

를 자극물로 사용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Figure 1>.

자극물 제작에 앞서 국내외 카페의 사진들을 다수 수집하

였고, 그 사례를 자극물 제작에 반영하였다. 하이브리드 카페

는 일반 카페와 동일한 실내구조에 에코백, 옷, 모자 등 친환

경 패션제품을 매장의 일정 공간에서 진열하도록 구성하였다.

친환경디자인의 경우, 나무소재의 테이블과 의자, 녹색식물,

환경보호 문구 등을 사용하여 모던디자인과 차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이 연구의 의도대로 피험자들

에게 인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극물 조작 점검

(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가하는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및 모던디자인의 두 가지 매장디

자인에 대한 자극물 조작 점검 관련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매장은 환경 친화적인 매장인 것 같다’, ‘이 매장의 디자인

은 환경 친화적인 것 같다’,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환경 친화적일 것 같다’의 세 문항을 사용하여, 실험 참여자

가 매장디자인의 친환경성을 ‘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

다’의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실험절차

모든 실험 참여자들은 무작위 순으로 제시되는 네 자극물

을 보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자극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각 자극

물이 10초간 보이도록 하였다. 자극물로 제시된 네 가지 유

형의 카페에 대하여 각각 응답 방법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친환경디자인의 하이브리드 카페에 대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이 매장을 방문했다고 생

각하시고, 아래의 각 문장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

까운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매장의 사

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매장인

‘Cafe and Meal Slow’라는 매장입니다. 매장의 사진과 함께

매장 소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afe and Meal

Slow는 제철농산물을 재료로 한 샌드위치, 샐러드, 디저트,

커피, 생과일 음료 등을 제공하는 친환경 매장입니다. Cafe

and Meal Slow는 자연의 맛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간단하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Cafe and Meal Slow는 매

<Figure 1> Four scenarios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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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제품, 모자,

에코백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하이브리드 카페에 대한 설명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에 대한

설명을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이 자극물 관련

설문에 먼저 응답한 이후, 자극물과 관련 없는 공통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측정변수

실험에서 측정한 변수는 제시된 자극물을 살펴본 후 응답

자가 인식하는 매장이미지, 음식의 구매 및 이용의도, 응답

자의 일반적인 친환경 인식 및 행동, 친환경제품 구매행태,

일반 사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이미지, 음식의 구매의

도,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일부 변수와 친환경 인식 및 행동 등 추가 변수

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기 출판되었다(Rha et al. 2019).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

구(Lee & Yun 2015; Kwok et al. 2016)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한 후,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수정하였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이미지는 환경 친화

적인 음식과 인테리어를 가진 매장의 ‘친환경이미지’, 건강

한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의 ‘건강이미지’ 그리고 맛있고 보

기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의 ‘맛집이미지’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친환경이미지’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환경 친

화적 포장재의 사용, 쓰레기 감소 노력, 쓰레기 분리수거 노

력에 대한 네 문항, ‘건강이미지’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 제

공,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 제공,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

한 음식 제공, 천연식재료 사용한 음식 제공, 식품첨가물 없

는 음식 제공에 대한 다섯 문항, ‘맛집이미지’는 맛있는 음

식 제공, 좋은 식감의 음식 제공, 보기 좋은 음식 제공에 대

한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식의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Hussain &

Ali 2015)로부터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추출하여, 음식 구

매의사, 추가지불의사, 향후 음식 구매의사에 대한 세 문항

을 구성하였다. 매장이미지와 구매의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장이미지와 음

식의 구매의도 측정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수준을 보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가구소득, 직

업, 거주지, 결혼 여부, 가구원 수, 자녀유무, 막내자녀의 나

이, 환경단체의 회원 또는 후원자 활동 여부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5. 자료 분석

조사에서 수집된 실험 참여자의 일반 사항을 빈도와 백분

율을 이용하여 제시하였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이미지인

친환경이미지, 건강이미지, 맛집이미지와 음식의 구매의도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

시하였다. 개발된 자극물의 조작 점검을 위하여 t-검정을 실

시하였다. 카페에서 음식과 친환경 패션제품을 함께 판매하

는 경우와 음식만 판매하는 경우의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

이미지 및 음식의 구매의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반복측

정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ver 23.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실험 참여자의 일반 사항

실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

포는 남자 49.9%, 여자 50.1%로, 연령 분포는 20대 33.5%,

30대 33.1%, 40대 33.3%로 비교적 균등하였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77.4%), 직업은 사무직(63.4%), 월평균가

계소득은 200~400만원인 경우(38.2%)가 가장 많았다. 또한

미혼(58.5%)이 기혼보다 많았으며, 아이가 없는 경우(63.4%)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2. 자극물의 조작 점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이 연구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피험자들에게 인지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친환경 및 모던디

자인의 두 가지 매장디자인에 대한 자극물의 조작 점검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가 인식하는 친환경성의 평균 점

수는 친환경디자인 매장의 경우 5.42점, 모던디자인 매장의

경우 4.4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로써 본

조사에서 사용된 자극물이 연구 의도에 맞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하이브리드 카페에서의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매장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

장의 친환경이미지, 건강이미지, 맛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2, 3>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인식

하는 매장의 친환경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매장의 건강이미지와 맛집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각 p<0.001). 매장디자인의 효과를 살펴

보면, 카페를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매장의 친환경

이미지, 건강이미지, 맛집이미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p<0.001).

한편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소비자가 인식

하는 매장의 친환경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장의 디자인

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나, 매장의 건강이미지와 맛집이미지

에 미치는 영향은 매장디자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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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 p<0.001). 즉,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던디자인 매장과 친환경디자인 매장 모두에서 매장

의 친환경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카페

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던디자인 매장에

서는 매장의 건강이미지와 맛집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환경디자인 매장에서는 매장의 건

강이미지와 맛집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를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매

장으로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타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하

여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Sa 2016).

하지만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매장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

품 및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

타나, 이러한 새로운 매장유형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Go et al. 2015). 또한 매장 한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에 매장에서 제

공하던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본질에 피해를 줄 수 있다

(Spiggle et al. 2012).

이러한 이유로 카페에서의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매

장의 친환경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매장의

건강이미지와 맛집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친환경디자

인의 카페에서도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매장 기존의 친

환경이미지를 강화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장의 건강이

미지와 맛집이미지 등 본질적인 측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페에서 하이브리드 매장 운영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에게 매장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제시함

과 동시에, 매장의 주력제품인 음식에 대한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4. 하이브리드 카페에서의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음식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음식의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2, 4>에 제시하였다. 카

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음식의 구매의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반면,

카페를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음식의 구매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또한 카페

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가 음식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장디자인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던디자인

매장과 친환경디자인 매장 모두에서 음식의 구매의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매장의 특성이 매장을 방

문하는 소비자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5). 또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

한 매출증대의 효과가 조사된 연구도 있었다(Eom & Pyo

2014a).

하지만, 다양한 상품이 함께 제공되는 매장에서 소비자들

은 때로는 제품구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Sa

2016), 하이브리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매장에서는 소비자들

에게 제품에 대한 더 많은 탐색과정이 요구되어, 시간과 노

력 측면에서 지각된 비용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 et al. 2015). 따라서 이러한 요인

들이 친환경패션제품을 제공하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232( 49.9)

Female 233( 50.1)

Age

(years)

20-29 156( 33.5)

30-39 154( 33.1)

40-49 155( 33.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105( 22.6)

University (including college)

graduate or higher
360( 77.4)

Household income

(million won/month)

<2.0 40( 17.0)

≥2.0 & <4.0 178( 38.2)

≥4.0 & <7.0 173( 37.2)

≥7.0  74( 16.0)

Residence region
Urban 279( 60.0)

Rural 186( 40.0)

Employment status

Managers, professionals,

office workers
295( 63.4)

Service and sales people,

production workers
 54( 11.6)

Students  54( 11.6)

Housewives  47( 10.1)

Others1)  22( 4.7)

Marital status
Married 193( 41.5)

Unmarried2) 272( 58.5)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2 133( 28.6)

3 139( 29.9)

≥4 193( 41.5)

Children
With 170( 36.6)

Without 295( 63.4)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Yes  21( 4.5)

No 444( 95.5)

 Total 465(100.0)

1)Others: inoccupation, part-time workers, etc.
2)Unmarried: single, divorced, bereav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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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umers’ perceived images of cafes and intention to purchase food n=465

Items
Eco-friendly design Modern design

General cafe Hybrid cafe General cafe Hybrid cafe

Eco-friendly

Images

This store is likely to use resources (water, energy, etc.) efficiently. 004.93±1.171)2) 4.97±1.10 4.50±1.01 4.45±1.05

This store is likely to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ackaging 

materials.
5.31±1.06 5.26±1.04 4.49±1.10 4.50±1.12

This store is likely to try to reduce waste. 5.08±1.12 5.08±1.13 4.54±1.12 4.52±1.12

This store is likely to try to separate trash. 5.16±1.15 5.09±1.09 4.60±1.12 4.57±1.10

Eco-friendly images 5.12±0.97 5.10±0.97 4.53±0.99 4.51±1.01

Healthy

Images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nutritious food. 5.11±1.02 5.05±1.02 4.62±0.98 4.44±1.03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food with high protein content. 4.37±1.19 4.47±1.18 4.41±1.01 4.25±1.07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a rich variety of vitamins and 

minerals.
5.35±1.03 5.25±1.00 4.68±1.03 4.52±1.10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food made from natural ingredients. 5.48±1.00 5.41±1.00 4.62±1.12 4.43±1.13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food without food additives 

(chemical seasonings, artificial sweeteners, preservatives, etc.).
5.21±1.11 5.15±1.07 4.49±1.16 4.31±1.17

Healthy images 5.11±0.84 5.06±0.85 4.56±0.90 4.39±0.98

Tasty

Images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tasty food. 4.54±1.06 4.63±1.05 4.68±1.02 4.43±1.07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food with a pleasant texture. 4.88±1.07 4.90±1.08 4.63±0.97 4.48±1.06

This store is likely to provide food which looks nice. 5.10±1.02 5.00±1.07 4.89±1.02 4.64±1.10

Tasty images 4.84±0.90 4.84±0.95 4.73±0.90 4.51±0.98

 Intention

to purchase

food

I am willing to buy food at this store. 4.85±1.09 4.61±1.14 4.38±1.10 4.12±1.23

I am willing to pay a premium at this store. 4.46±1.25 4.33±1.22 3.95±1.29 3.86±1.30

I am likely to buy food at this store in the future. 4.77±1.10 4.56±1.16 4.30±1.13 4.06±1.23

Intention to purchase food 4.69±1.04 4.50±1.07 4.21±1.05 4.00±1.17

1)Mean±SD
2)7 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7=strongly agree

<Table 3> Effect of offering eco-friendly fashion items on consumers’ perceived images of the store in a hybrid cafe

Consumers’ perceived 

images of stores
Source Type III SS df MS F  p1)

Eco-friendly

Image2)

Store type3) 0.243 1 0.243  1.374  0.242

Store design4) 160.131 1 160.131 228.062 <0.001

Store type×Store design 0.001 1 0.001 0.005  0.946

Error 1310.393 464 2.824

Healthy

Image5)

Store type 5.355 1 5.355 33.955 <0.001

Store design 172.113 1 172.113 248.062 <0.001

Store type×Store design 2.053 1 2.053 14.419 <0.001

Error 1022.271 464 2.203

Tasty

Image6)

Store type 5.263 1 5.263 24.575 <0.001

Store design 21.886 1 21.886 40.600 <0.001

Store type×Store design 5.482 1 5.482 28.411 <0.001

Error 1176.670 464 2.536

1)By two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2)Composed of 4 items (using a 7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7=strongly agree). 

3)Store type: general cafe×hybrid cafe.
4)Store design: modern design×eco-friendly design.
5)Composed of 5 items (using a 7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7=strongly agree). 

6)Composed of 3 items (using a 7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7=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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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카페에서의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

매가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의 친환경이미지, 건강이미지,

맛집이미지 그리고 음식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20~4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매장유형(일반

카페×음식뿐 아니라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브리

드 카페)과 두 가지 매장디자인(모던디자인×친환경디자인)

에 따라 서로 다른 매장 자극물을 제시하였다. 즉, 모던디자

인의 일반 카페, 친환경디자인의 일반 카페, 모던디자인의 하

이브리드 카페, 그리고 친환경디자인의 하이브리드 카페의

네 가지 자극물을 사용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던

디자인 매장과 친환경디자인 매장 모두에서 소비자가 인식

하는 친환경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의 판매는 모던디

자인 매장에서는 매장의 건강이미지와 맛집이미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디자인 매장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

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던디자인 매장과 친환경디자인 매장

모두에서 음식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카페에서 음식과 함께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

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매장의 친환경이미지, 건강

이미지, 맛집이미지 및 음식의 구매의도에 도움을 주지 못하

였다. 특히, 친환경디자인의 카페에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

매하더라도, 기존의 친환경이미지나 카페의 전문적 측면인

건강이미지나 맛집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음식의 구매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카페를 음식 외에 친환경 패션

제품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장

이미지 향상이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험연구로서, 카페를

방문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실제

행동이 아닌 인식에 기반하여 실험 참여자의 반응을 측정하

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의 운영이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매장이미지 외에 제품, 가격, 서

비스 관련 이미지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매장이미

<Figure 2> Interaction effects of store type (general cafe×hybrid cafe) and store design (modern design×eco-friendly design) on consumers’

perceived images of stores1)

1)*p<0.05, **p<0.01, ***p<0.001 by two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Table 4> Effect of offering eco-friendly fashion items on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food in a hybrid cafe

Source Type III SS df MS F  p1)

Intention

to purchase food2)

Store type3) 18.224 1 18.224 62.289 <0.001

Store design4) 109.360 1 109.360 163.357 <0.001

Store type×Store design 0.007 1 0.007 0.035 <0.851

Error 1643.825 464 3.543

1)By two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2)Composed of 3 items (using a 7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7=strongly agree). 

3)Store type: general cafe×hybrid cafe.
4)Store design: modern design×eco-friendl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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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에 따라 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과 구매의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

여, 소비자 유형별로 친환경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브리

드 카페에 대한 인식 및 구매의도를 살펴보는 연구를 추천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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