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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

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별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음료의 맛, 음료의

가격,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매장의 규모, 매장의 분위기가 재방문과 추천으로 이어

지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소비자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타인

에게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차별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요인으로

전문 로스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로스팅 원두,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 다양한 추출방

식을 통한 커피, 전문 바리스타의 역량, 개성있는 매장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신뢰도와 타

당성이 검증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일부 인용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울산지역의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고객을 대

상으로 250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7부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

이 요약하였다.

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기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가지 요인(매장, 메뉴, 경험과 주위의 평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가 응답한 설문조사의 개별 항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소비자가 중요시 여긴 항목들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를 많이 응

답한 항목은 음료의 맛(85.2%), 매장의 넒은 좌석간격(85.7%), 독립된 화장실 보유

(94.1%), 직원의 숙련도(97.7%), 직원의 친절함(96.8%), 불편사항에 대한 직원의 신

속한 대처(85.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재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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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긍정의 응답자는 전체의 77.8%였다. 소비자의 재방문의사와 관련된 요인을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여러 항목들 중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다양한 원두를 즐

기기 위함(유의확률=.016), 넓은 매장(유의확률=.009)만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소비자가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라는 항목

에서 긍정의 응답자는 전체의 84.3%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추천함과 관련된 요인을 알기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

이다라는 항목에서 긍정의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프랜

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추천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항

목은 음료의 맛(유의확률=.043)과 매장의 분위기(유의확률=.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구별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요인으로 메뉴, 매장, 가격, 경험과 주위의 평판으로 분류하고 독립변

수로 하여 소비자의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관계를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소비자의 식음료 문화에 대한 인식과 가치기준이 점점 높아져가는 현 시대

의 흐름에 본 연구자는 소비자의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재방문의도와 추천의

도에 여러 선택요인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

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각 요인은 통계적으로 재방

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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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문화의식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생

활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 여가 시간 증대, 문화생활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의 변화는 외식산업의성장을 촉진시키며 더불어 식음료에

대한 가치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변화를 가져온다(김홍범·이정원·노윤정, 2007). 소비

자의 생활 스타일이 달라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급속하게 외식산업이

성장하고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원두커피가 등장하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이대 앞에 ‘스타벅스’가 생기고 ‘커피빈’, ‘파스쿠찌’ 등과 같은 외

국계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고 커피전문점들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커피시장

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서지연·이형주, 2011). 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식음료에 대한 기호가 다양해지고 커피소비가 현저히 높아지면서 여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시작되었다. 식음료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해진 기호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제 커피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기호음료이자 문화가 되었으며, 예전에 후식개

념으로 마시던 커피에서 변화되어 개성있는 다양한 프랜차이즈의 커피를 마시는 단

골고객뿐 아니라 직접 생두를 로스팅해서 마시는 소비자가 등장하여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커피를 습관적

으로 마시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채선주, 2011). 커피전문점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고객이므로, 커피전문점은 고객의 입

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이를 제품 및 서비스에 적절히 적용

하여 더욱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장영자, 2014). 따라서 소비자

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이유와 선택요인들을 잘 파악하여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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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이어

지는 상관관계와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로스터리 커피전문

점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 전문적인 매장을 선택

하는 소비자들 중 커피전문점의 선택요인에 근거하여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커피시장의 확대기를 지나 소비자

가 기대하는 커피문화의 다양성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진 커피전문점이 등장하고 있

다.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획일화된 맛을 가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아닌 소비자 각자의 취향과 기호에 맞춤식 커피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차별화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

해 알아보고 소비자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선한 로스팅 원두와 장소,

선호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호요인과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더욱 향상된 커

피음료를 지향하는데 있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호요인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소비자의 재방문의도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소비자의 추천의도에 대해 조사한다.

넷째,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더 추천하고

자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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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하기위해 사용한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신뢰도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들의 일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맞게 수정하여 설

문지를 작성하여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25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총 217부의 설문지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커피전문점에 대한 이해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특징과 현황, 차별화된 요인과 커피전문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3장은 연구 설계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를 설명하였다.

제 4장은 실증분석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검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시사점으로 연구결과의 요악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

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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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제 2장 이론적 배경

커피전문점의 이해 커피전문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에 대한 재방문의도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

⇩
제 3장 연구 설계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조사방법

⇩
제 4장 실증분석

일반적인 특성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및 신뢰도 분석
가설 검증

⇩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 제언

<그림 1-1>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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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커피에 대한 이해

1. 커피의 개념

커피(Coffea Arabica)는 식물학적인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에티오피아의 산악지대

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류가 처음으로 커피를 접한 시기에 대해서

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해 ‘칼디(Kaldi)의 전설', ‘오마르(Omar)의 전설’,

‘모하메드(Mohammed)의 전설’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칼디의 전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칼디의 전설에 따르면 Kaldi(고대 아랍어로 뜨겁다는

뜻)라는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기르던 염소들이 빨간색 열매를 먹은 후에 춤을

추듯 활발한 것을 발견한 후 호기심에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았더니 피곤함이 사

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염소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 후 이 사실이 수

도승에게 알려져 기도 중에 잠이 들지 않고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종교적인 목적으

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커피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900년경 아랍의 의사 라제스(Rhazes,

850~922년)인데 커피를 Bunca 또는 Bunchum이라고 불렀으며 1,000년 경 아랍의

또 다른 저명한 의사이며 철학자인 아비세나(Avicenna, 980~1037년)는 처음으로 커

피의 약리 효과에 대해 기술하였다고 한다. 그도 커피를 Bunchum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그 당시만 해도 커피가 종교의식이나 약용재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본격적으

로 커피가 음료로 애용된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 의해서이다. 이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커피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이슬람권을 지배했던

오스만 튀르크 제국(지금의 터키)에 의해 음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6 -

커피라는 말의 기원을 살펴보면 고대 아랍어인 Qahwah(와인의 의미)에서 유래하

여 터키어 Kahve를 거쳐서 탄생하였고, 커피를 ‘이슬람의 와인’이라고 칭하게 된

다.

커피가 최초로 언제 어디에서 경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500년 경 아라비아

반도 남단 예멘지역에서 대규모의 커피의 경작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

며, 예멘의 모카(Mocha)항은 그 당시 커피의 주요 수출 항구였으며 커피 재배는 이

슬람 제국에 의해 철저히 독점되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인의 커피 농장을 방

문이 금지되었으며 생두에 열을 가해 발아가 되지못하도록 처리한 후 수출하였다고

한다. 커피가 언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으로 커피를

유럽에 소개한 것은 베니스(Venice)인들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896년 아관파천으로 고종환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겨 그 곳

에 머물 때 러시아 공사 웨베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

진다. 그 후 고종은 서양식 건물을 짓고 그곳을 정관헌(靜觀軒)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한다. 고종은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온 국물이라 하여 ‘양

탕국’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후 손탁(Sontag)이라는 독일 여성이 1902년 손탁 호텔

(Sontag Hotel)을 건립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로 알려져 있다. 6.25 전

쟁으로 인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군수 보급품을 통해 인스턴트커피가 시중에 유통

되면서 일반인도 커피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스턴트커피의 소

비가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유대준, 2012).

커피전문점에 대한 개념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여 20~30ml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여 데미타세 잔에 담아 에스프레소 및 베리에이션(variation)커피를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매장을 말한다. 커피 맛은 크게 산미, 에프터, 바디감, 테이스트로 말할

수 있다. 매장에서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한 아메리카노, 우유와의 베리에이션을

통한 부드러운 카페라떼와 카푸치노, 초콜릿파우더나 카라멜 시럽 등을 첨가한 달

콤한 커피음료, 커피의 맛만을 즐길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 등 고객의 다양한 취향

에 맞춘 여러 종류의 커피가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된다(여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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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에스프레소라 함은 고압의 온수로 짧은 시간에 커피원액을 추출해내는 방

식으로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특정 기계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한다.

2. 커피의 종류

식물학적 관점에서 커피는 쌍떡잎식물로 꼭두서니(Rubiaceae)과에 속한다. 커피의

종(species)은 약 60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코페아 아라비카(Coffea Arabica), 코페

아 카네포라(Coffea Canephora), 코페아 리베리카(Coffea Liberica)를 삼대원종이라

고 한다. 오늘날은 아라비카와 카네포라 두 종류만 주로 재배되고 있다.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위 25°에서 북위 25°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 속하

는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 지역이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기에 커피 벨트

(Coffee Belt) 또는 커피 존(Coffee Zone)이라고 한다. 이 지역 중에서 주요 커피 생

산 지역은 북위 18°에서 남위 18°사이에 걸쳐 있으며 약 60여 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 벨트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커피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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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품종 중 대표되는 품종은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이다.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가 로부스타 품종의 커피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두 품

종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아라비카(Arabica) 로부스타(Robusta)

원산지 에티오피아 콩고

발견시기 6~7세기 19세기 중엽

유전자 염색체 수 44(2n=44) 염색체 수 22(2n=22)

번식 자가수분 타가수분

적정 기온
15~24℃

(저온, 고온에 모두 약함)

24~30℃

(고온에 강함)

재배지역
열대의 비교적 서늘한

고원지대
고온다습 지대

적정 재배고도 800~2000m 700m이하

적 정강수량 1500~2000㎜ 2000~3000㎜

가뭄

기간

적정 2~3개월 1~3개월

최대 6개월 4개월

적정 습도 60~75% 80~90%

적정 일조시간 1900~2200시간/연

나무

높이

자연상태 5~6m 3~8m

재배상태 2.5~3.0m 2.5~4.0m

재배밀도 1000~5000(나무/㏊) 800~2000(나무/㏊)

병충해 약함 강함

뿌리 깊다(가뭄에 강함) 얕다(가뭄에 약함)

개화 비가 온 후 불규칙

생두 평평하다(flat) 둥글다(oval)

체리 숙성기간 6~9개월 9~11개월

익은 체리 떨어진다 매달려있다

카페인 함량 평균 1.4% 평균 2.2%

바디 평균 1.2% 평균 2.0%

맛 향미가 우수, 신맛이 좋음 향미가 약함, 쓴맛이 강함

주요 생산국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케냐,

탄자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카메룬, 우간다

생산 60~70% 30~40%

소비 원두커피 용 인스턴트커피 용

<표 2-1>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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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피의 가공방법

커피의 가공방법은 크게 건식법(dry method)과 습식법(wet method)으로 구별되

는데 지역적인 여건 즉 습도, 물 공급 여부, 일조량 등에 따라 결정되며 농장의 규

모에 따라 같은 방식이라도 차이가 있다.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전통적 방식으

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처리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처리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최근의 경

향은 물의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환경피해를 줄이고자하는 친환경적 기법

(ecological processing)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커피의 가공 과정은 방법

에 따라 과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가공 과정은 커피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공방식에 따라 맛과 향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유대준, 2012).

커피의 가공방식인 건식법과 습식법은 다음의 <표 2-2>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건식법 습식법

과정 이물질제거-분리-건조
이물질제거-분리-펄핑-점액질

제거(발효)-세척-건조

장점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친환경적
품질이 높고 균일

단점 품질이 낮고 불균일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날 수

있으며 물을 많이 사용하므로

환경오염

맛의 특성
단맛과 바디가 강하고

복합적인 맛

신맛이 강하며 향이 좋고

맛이 깔끔하며 섬세함

콩의 외관
전체적으로 노란빛,

센터컷도 노란빛

콩이 녹색,

센터컷은 흰색

부산물(100㎏당) 껍질(husk) 18.2㎏ 펄프(pulp) 46㎏

국가 브라질, 예멘, 에티오피아 콜롬피아, 케냐, 코스타리카

<표 2-2> 건식법과 습식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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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가공과정은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수확  Harvesting

수집 reception

건식법
Dry method

펄프드 내추럴
Pulped natural

습식법 
Wet method

분리 Separation 분리 Separation 분리 Separation

 

   

                

펄핑 Pulping 펄핑 Pulping

점액질 제거
 

 건조 Drying

프리클리닝 Pre-cleaning

돌 제거 Destoning

탈곡 Hulling

광택 Polishing

크기분류 Size grading

밀도분류 Gravity separation

 색깔분류 Color sorting

포장 Packing

보관 Storage
<그림 2-2> 커피 가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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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피의 로스팅

로스팅이란 커피의 맛을 뽑아내기 위해 생두에 열을 가해 볶아 원두로 만드는 과

정이다. 로스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콩을 볶는 과정 중에 변화하는 여러 성분들

의 조화를 통해 최적의 조합과 최상의 맛을 찾아내는 것이다.

커피에 있어서 로스팅이란 커피의 맛과 향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커피 열매의

씨앗인 커피생두를 적합한 조건으로 볶는 공정을 의미한다. 커피생두는 볶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단단함의 정도가 그냥 섭취하기 힘들며 아무런 맛과 향이 나지 않는

다. 커피 원두로 만들기 위해 생두를 볶으면 약 800가지 이상의 휘발성 화합물로

이루어진 향기 성분이 생성된다(문준웅, 2004).

생두에 열을 가하게되면 생두의 세포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던

지방, 당분, 카페인, 유기산 등의 여러 성분들이 밖으로 방출되고 향과 맛이 나게

된다. 로스팅이란 원두의 조직을 최대한 팽창시켜줌으로써 원두가 지니고 있는 맛

과 향을 표현하는 것이며 로스팅 포인트에 맞게 생두의 수분 함량을 최대한 방출시

키는 과정이다. 생두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로스팅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하

다. 즉 가공과정에 따른 특성의 차이, 품종에 따른 특성, 원산지별 커피의 특성, 수

분함유율과 밀도의 차이에 따른 특성 등을 숙지해야 하며 또한 로스팅 머신의 특성

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유대준, 2012). 로스팅의 과정은 먼저 생두의 선별, 로

스팅 기계의 예열, 로스팅, 원두의 배출과 급냉각, 원두의 재선별 순으로 진행된다

(조신재, 2014). 생두는 보관상태에 따라 썩은 생두나 벌레 먹은 생두, 곰팡이 핀 생

두와 같은 결점 두와 나무 조각, 돌, 옥수수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결점 두와 이물질은 로스팅 과정에서 많이 볶아지거나 덜 볶아질 수 있으므로

로스팅 전에 미리 선별하여야한다. 로스팅 기계 또한 예열 작업을 해두어야 한다.

예열을 할 때에는 점화 후 약 210℃ 까지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면서 최소한 20∼30

분 이상 예열해주어야 한다. 천천히 예열을 하면 드럼 전체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

가서 드럼의 온도가 일정해지고 드럼 내부의 대류 흐름도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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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투입의 최적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로스팅은 생두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한 불세기 조절을 하여 자신이 원

하는 시간과 온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두의 투입 후 드럼 내부의

온도는 생두의 흡열 반응에 의해 급격하게 내려간다. 그와 동시에 생두의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한다. 3∼5분에는 생두 내부의 수분이 감소하며 그와 동시에 색의 변

화가 일어난다. 8∼10분 정도가 되면 커피 조직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소리를 일

으키는데 이를 1차 크랙이라고 한다. 이후에 11∼14분 사이에 로스팅 과정에서

Maillard 반응(아미노-카르보닐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melanoidin류의 갈색 물질

에 의해 커피의 색이 변화가 된다. 갈색화가 되면서 한 번의 소리를 더 낸다. 이를

2차 크랙이라고 하는데 2차 크랙이 진행된 뒤부터는 커피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

를 일으키기 때문에 로스팅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Rothfos B. Coffee

consumption. Gordian-Max Rieck GmbH, Hamburg, Germany 1986).

원두의 배출과 냉각은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하지 않는 포인트로 로스팅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원두가 충분히 식었으면 로스팅 전에 생두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로스팅 한 후에도 로스팅 된 원두를 다시 선별작

업 해야 한다. 생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골라내지 못했던 이물질이나 불량 원두,

과다·과소 로스팅된 원두를 골라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스팅 방식은 반 열풍 로스팅 방식이다. 이 외에 열풍식, 직화식이 있다. 로스팅기

에 표시되는 온도계의 온도는 드럼내부의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로스팅 시 커피

생두의 표면온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 1단계에서는 열에 의해서 커피원두의

표면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100℃가 될 때까지 수분이 서서히 증발한다. 제 2단

계에서는 가열이 더욱 진행되어 150℃가 되면 원두가 황색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

하고 팽창하기 시작하며 170℃에서 탄산가스와 향기성분이 발생한다. 제 3단계에서

는 온도가 190℃로 상승하면서 원두의 중심 부분에서 팽창 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원두는 흡열반응이 최고에 도달한다. 제 4단계에서는 원두는 발열반응으

로 전환되면서 향기성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온도가 210℃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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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의 조직에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220℃부터는 향기 성분 생

성과 갈변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 220℃∼230℃에서 온도상승을 중단하고 신속

하게 급 냉각시켜 로스팅 과정을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 향기성분이 최고에 도달

하며 로스팅 과정이 더 진행되면 탄화작용으로 향기성분이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볶는 공정이 완료되면 중량의 13∼20%가 줄어들고 부피는 약200∼300% 팽창

하게 되며 부피의 약 300∼400%에 해당하는 탄산가스를 방출하게 된다(Ukers WH.

All about Coffee, 2nd edition, Gale Research Co.,Detroit, MI, USA, 1976).

5. 커피의 추출방법

한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는 순간까지 생두, 커핑, 로스팅, 추출단계를 거치게 된

다. 생두(green bean)는 그 자체로는 아무 맛과 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두에 열을

가하는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원두(roast bean)가 되며, 로스팅 과정을 거친 원두를

분쇄하여(ground bean) 추출을 하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는 것이다.

커피의 추출이란 좋은 품질의 생두를 선별하고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맛을 충분

히 낼 수 있는 포인트로 로스팅된 원두를 적정한 크기로 분쇄한 후 커피의 다양한

성분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양한 추출 기구를 통해 맛과 향을 뽑아내는 것이

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한 조건으로는 신선한 원두의 사용, 적정한 분쇄, 물의

종류, 정확한 추출 시간, 숙련된 추출 실력, 물의 온도, 알맞은 추출 기구의 선택,

적당량의 커피를 사용하는 등이 있다. 커피의 추출을 Brewing 또는 Extraction이라

고도 한다. Brewing은 넓은 의미로 커피를 제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Extraction은 커피의 성분을 뽑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추출 과정은 분쇄된 커

피 입자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커피성분 중 가용성 성분을 물이 용해하게 되고, 용

해된 성분들이 커피 입자 밖으로 용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후 용출된 성분을 물

을 이용해 뽑아냄으로써 추출이 완료된다. 추출의 각 단계별로 맛에 대한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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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차지하는가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맛에 대한 중요도가 생두,

로스팅, 추출의 순서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맛에 대한 비중이 생

두 70%, 로스팅 20%, 추출 10%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두와 로스팅 분야는 일

반인이 쉽게 다가가기 힘들다고 고려할 때 일반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커피의 추출이며 그래서 커피의 추출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

다.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두와 적정한 로스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침지방식과 여과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2-3>과 같다.

방식 해당기구 내용

침

지

달이기
-터키식 커피

-보일링

추출 용기 안에 분쇄된 커피와 물을 섞은 후

가열하여 커피성분을 추출

삼출 -퍼컬레이터

추출 용기 안에 있는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

을 통과시켜 추출된 커피액이 다시 커피가루

를 반복해서 순환하여 추출

우려내기
-프렌치 프레스

-커피 비긴

추출 용기 안에 커피와 뜨거운 물을 섞은 후

커피 성분을 추출

진공

여과
-배큐엄 브루어

하부 용기의 물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압에

의해 상부로 물이 올라가면 커피가루와 섞은

후 증기압을 제거하여 추출액이 하부로 내려

오게 하여 추출

여

과

드립

여과

-커피메이커

-드립식 추출

-더치커피

추출 용기 안에 있는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

이 한번 통과하여 커피를 추출

가압

추출

-모카 포트

-에스프레소

가압(2~10기압)된 물이 커피 케이크를 통과

하여 커피를 추출

<표2-3> 커피의 추출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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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특징

프랜차이즈란 모든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나누어서 특정한 상표나 서비스에 대

한 명칭을 가진 소유가 타인에게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허권을 말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의 기원은 고대 프랑스 단어인 ‘자유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지속적인 계약 관계로 본사(프

랜차이저)의 노하우와 성공비법, 이미지, 마케팅방법, 제조기술 등을 가맹점(프랜차

이지)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프랜차이즈를 보면 모든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나누어서 가장 보편화된 방법 중

의 하나로 정의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3대 원칙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매

뉴얼에 따른 가맹점간에 분담되어 실현되어야한다.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업

체와 판매업체를 본사라 지칭하고 개인소매점이 가맹점이 되어 개인영업을 체인화

하는 사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비즈니스란 체인 본사가 가

맹점의 조직과 교육, 상품공급과 영업, 관리와 점포 개설 등의 방법들을 브랜드와

함께 알려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관계를 말한다. 프랜차이즈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직영점 체인과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직영점 체인은 한

가지 자본의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많은 자본과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점포마다 직접 투자하고 본부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철저한 중앙운영 시스템에 의한 한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일

정한 관리시스템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점포 운영 방식

이다.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형태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

체로 대기업에서 이용하는 체인형태이다. 본부의 기초 전략과 방향이 빠르게 수행



- 16 -

되기에 중앙본부와 점포점주 간 결속력은 아주 높으나, 개인점포에서 볼 수 있는

개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맹점의 경험적인 노하우와 충분한 자본력과 전

반적인 운영노하우를 기초로 본부와 점포 운영자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된다.

2.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현황

국내에 처음으로 개설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1999년에 이화여대 앞에 1호점

을 창업한 ‘스타벅스’이다. ‘스타벅스’는 기존의 국내 커피전문점 문화와는 차별화된

테이크아웃 시스템과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를 등장시켜 젊은 이화여대생들의 마음

을 사로잡았고 소비자들이 에스프레소 커피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높은

기여를 하였다. 이후 ‘커피 빈’, ‘파스구찌’ 등의 외국계열 브랜드 프랜차이즈 커피전

문점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크게 번창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엔젤리너스’ 등의 국내 브랜드들도 에스프

레소 머신 커피를 주로 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시장에 뛰어들게 되어 해외 프

랜차이즈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의 경쟁구도가 과열되었고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폐점이 늘어나게 되었다. ‘카페베네’의 경우 과도

한 사업 확장과 해외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이 과포화 된 시장에서 매장의 수를 확대하는데 집중하는 반면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디야’는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전국 매장

수 2000개를 돌파하고 매장의 면적을 줄이면서 커피의 가격을 내린 정책이 소비자

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의 가맹점 수는 15,494개(통계청, 2016)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

점 현황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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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원) 매장 수(개)

스타벅스 1조 28억 1020

투썸플레이스 2000억 824

이디야 1535억 2200

커피빈 1500억 274

엔젤리너스 1465억 890

탐앤탐스 870억 450

카페베네 766억 780

폴바셋 653억 80

<표 2-4>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현황

‘서울신문’ 2017-04-10 기사 발췌

제 3절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로스터리 카페는 커피 생두를 직접 볶아서 로스팅된 원두를 직접 판매하기도 하

며, 이를 이용하여 음료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커피전문

점으로 정의한다(강승지· 김관진· 이정기, 2012).

1.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특징

로스터리의 어원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커피를 볶는다는 의미의 roast

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 –ery가 붙어 roastery(로스터리)가 되었다(최지원,

2009). 생두를 구매하여 로스팅한 다음 커피를 추출하거나 커피 아닌 다른 음료를

제공하는 로스터리 카페와 로스팅 된 원두를 따로 구매하여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하

는 비 로스터리 카페로 구분할 수 있다(김건우, 2012). 이와 같이 커피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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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 커피를 볶는 로스팅 머신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다양한 원두의 취급이

가능하고 이를 상품이나 음료메뉴의 형태로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을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이라고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생산지별 생두를 판매

점에서 직접 볶아서 판매하며, 에스프레소 추출법 이외의 핸드드립, 사이폰, 워터드

립 등 다양한 추출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라고 정의

된다(김현미․차석빈, 2013).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개인 커피숍의 경우가 주를 이

루며, 개인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는 달리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

하기 때문에 점포의 인테리어, 소품 사용에 있어 아주 자유롭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와 같은 내부 장식만으로도 그 커피전문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

민경, 2010).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가지고 있는 매장마

다의 통일감을 가질 수 없지만 개인 매장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은 단순히 커피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품질과 맛, 공간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커피 취향과 고급 커피를 선호

하는 소비문화의 변화에 맞게 생두를 직접 볶아 신선하고 다양한 원두를 제공한다

는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차별된 맛이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정의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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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구자

로스팅을 포함하며 커피음료가 접대되는 과정까지 한 공간 안

에서 이루어지는 매장을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라고 한다.
강승지(2012)

로스터리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업주 개인이 직접 생두를

볶아 로스팅하여 운영하는 카페이다.

김지웅․정세훈

(2011)

고급화된 시장을 목표로 신선하고 다양한 커피 맛의 원두를 제

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커

피에 대한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차별화된 원두커피를 찾는 고

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정인(2011)

생두를 구매하여 로스팅한 다음 커피를 추출하거나 커피아닌

다른 음료를 제공하는 로스터리 카페와 로스팅이 된 원두를 다

로 구매하여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하는 비 로스터리 카페로 나

눌 수 있다.

김건우(2012)

커피전문점 안에서 생두를 볶을 수 있는 로스터 기계를 설치해

매장 내에서 직접 커피콩을 볶은 원두로 커피를 제공하는 전문

점을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라 한다.

김현주(2012)

로스터리 카페는 프렌차이즈 카페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나라별

생두를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하여 커피메뉴를 만들고 원두를

판매하며, 에스프레소 추출 이외의 핸드드립, 사이폰, 워터드립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추출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김현미(2013)

브랜드 체인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원산지별로 생두를 매장

에서 직접 로스팅하여 판매하고, 에스프레소 이외의 핸드드립

및 브루윙, 워터드립 등 다양한 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한 커

피를 기본으로 다양한 음료가 판매되어지는 곳이다.

윤성혜(2014)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란 신선하고 우수한 생두를 갓 볶아서

커피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맛과 향 그리고 분위기를 제공하

는 곳이다.

김보민․윤지영

(2015)

<표 2-5>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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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현황

현재 로스터리(roastery)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허가로 모두 개점할

수 있기에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실질적인 현황을 알기가 힘들어 로스터 판매대수

를 근거로 전국에 약 600여개 이상의 로스터리 카페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심지숙, 2014). 지금은 그 수가 훨씬 더 많아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실질적인

현황이 명확하진 않지만 로스팅 머신의 판매된 수량을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 약

3,000여개의 로스터리 카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임주미, 2016).

최근 ‘던킨도너츠’ 업체가 충북 음성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로스터리 공장을 설

립하였으며, ‘엔젤리너스’와 ‘할리스’, ‘카페베네’ 등과 같은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서도 우리나라에 로스터리 공장을 확보하는 등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경쟁은 치열

해지고 있으며, 신선한 원두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있다(최지원, 2009). 또한 국내 로스터의 규모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6kg 이상의 로스터기를 사용하는 곳은 원두커피 제조사

로 분류를 하고, 6kg 이하의 로스터기를 사용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이라고 분류한다(Coffee & Tea, 2014). 로스터리 카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커피에 대한 취향과 까다로워지는 입맛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커피를 좋아해서 점점 수요가 늘어가는 커피 매니아들은 매장 안에서 직

접 원두를 볶아서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를 더욱 선호하며 좋아한다. 거기에 비하

면 다른 장소에서 대량으로 로스팅 되어서 가져온 원두는 원두의 맛과 신선도가 낮

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나라별 또는 지역별로 원두의 종류도 다양함에 따라 과거

에 한 두 가지 종류의 원두만 판매하던 것과는 달리 원산지별 커피들을 선택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은 다양한 커피들을 마실 수 있게 됨으로 로스터리 카페

라는 고급스러움은 물론 차별화된 매장 형태가 커피시장에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임주미, 2016). 생두를 구매하여 로스팅을 직접 함으로써 원가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생두의 생산지와 품종별로 다양한 커피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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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개성과 고급화된 전략이 소비자의 커피전문점 이용경험의 폭을 크게 넓혀주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를 숙련된 바리스타가 맞춤식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커피

전문점의 트렌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3.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별화된 요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장점은 로스터(Roaster)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원두 판매가 가능하며, 커피의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판매되는 커피의 종류

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즉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커피 메뉴가 무난하고 한정적이고 평범하게 주어진 제품에서만 선

택해 왔다(Coffee& Tea, 2012). 똑같은 원두를 제공받아 품질을 동일화 하고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맛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다양한 커피의 맛을 구현할 수 없는 단

점이 있는 것에 반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다양한 커피 추출 도구를 이용하여 커

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커피를 선택을 할 수 있다(유대준,

2012). 원두커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원두커피 활성화를 위한 유통 수단별

우선순위에서 로스팅 하우스 혹은 신선한 원두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커

피전문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갓 볶은 신

선한 커피가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보다 풍부한 맛과 향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듯이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임봉수, 2012). 커피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로스

터리 커피전문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하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차

별적인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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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메뉴개발에 제한점 메뉴개발의 다양성

원두 선택의 제한점 원두의 선택이 자유로움

획일화된 인테리어 개성있는 인테리어

원재료 공급의 용이함 원재료의 선택이 자유로움

매뉴얼 된 직원, 파트타이머 교육 전문 바리스타, 로스터 채용

획일화된 맛 다양한 원두의 맛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 음료 다양한 추출방식의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매장관리 개인 점주의 커피품질과 매장 관리

가맹창업비용의 투자 로스팅 머신 구입에 대한 투자

가맹점 교육에 대한 시간과 노동력 로스팅 기술에 대한 시간과 노동력

<표 2-6>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이점

제 4절 커피전문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택 속성은 소비자가 장소를 선택할 때 무엇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고려하며, 얼

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진식, 2005). 고객만족이란 고객이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개인의 사전 기대와 실제 경험과의 차이에서 오는 평가과정이다. 이는 현대적 마케

팅의 철학으로서, 고객에게 상품을 넘어 만족을 전달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얻고,

이것을 통하여 결국 전반적으로 사회와 생활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

다(김예진, 2011).

로스터리 카페의 선택 속성이란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할 때에 점포의 개성 또는

이미지가 이용고객이 가진 기대에 부합되어야 선택이 이루어지고 점포가 가지고 있

는 속성은 이용고객의 점포선택에 있어 선택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점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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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의 특성에 따라 그 중요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장정윤·황조혜,

2015). 커피전문점 선택 속성을 커피품질, 가격가치, 실내 인테리어, 인적서비스로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커피전문점 만족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커피품질이라고 주장하였다(정영우, 2006). 따라서 소비자들이 커피전문점을 선

택하는 선택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속성에 대한 인지는 소비자의 구매와 재방문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에 대한 하위 요인의 선행 연구

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내용 연구자

맛의 품질, 서비스, 분위기, 매장의 입지형태, 브랜드 인지도, 친

절한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직원의 호의적인 처리방법, 일관

된 수준의 맛 유지, 직원의 상품에 대한 지식, 맛의 우수성, 좋은

실내 분위기, 실내음악의 선호정도, 인테리어의 선호정도, 편리한

주자시설 이용, 매장수가 많음, 높은 브랜드 인지도, 타매장과의

차별성

김홍범․

이정원․

노윤정(2007)

위치, 커피전문점에 가기위한 교통수단, 주차시설, 눈에 띄는 커

피전문점의 외관, 커피전문점 매장 내 고객의 수용 공간, 커피전

문점의 분위기, 커피전문점의 청결

권경훈(2009)

매장 운영형태, 브랜드 이미지, 메뉴의 다양화, 원두의 신선도,

위치, 바리스타의 친절도, 매장 분위기, 맛, 매장의 위생 등
김정희(2010)

커피의 맛, 커피의 향, 적정한 커피의 온도, 다양한 메뉴, 브랜드

인지도, 제휴카드 할인 행사, 멤버십 카드의 유무, 공간의 여유,

최신 설비와 인테리어, 내부시설과 집기들의 청결함, 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편리한 위치, 편리한 영업시간

허윤비(2011)

저렴한 가격, 다양한 할인혜택, 멤버십 카드, 이벤트와 행사 유

무, 종업원의 친절, 종업원의 전문성, 매장접근의 용이성, 커피품

질 및 맛, 다양한 메뉴, 커피의 전문성, 매장 인테리어와 분위기,

디저트 메뉴의 다양성 및 이용유무

김수옥 외 3인

(2012)

<표 2-7>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의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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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커피전문점에 대한 재방문의도

매장에 대한 재방문의 의도는 고객들이 매장을 선택할 때 원하는 매장을 재방문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또한 재방문하는 의도는 고객들이 이용한 서비

스 또는 용역에 대해서 다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Bouliding et. al.,

1993). 마케팅에서 재방문의도라 하면 재구매 의도를 다시 해석 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고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미래에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 의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김윤민, 2009). 고객만족에 관한 연

구는 소비자 만족의 결과변수인 재이용(구매)의도, 추천(구전)의도에 미치는 고객

만족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객만족이 구매 후 태도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 사이에는 긍정

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Fornell, 1992). 고객이 지속적으로 재방문 의도

를 가지는 것은 고정 고객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해주어 장기적인 수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외식기업에서도 서비스에 대한고객의 평가가 좋거나 좋지 않

음에 따라 재방문 의도가 결정되므로 고객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최

태호․전진화 2007).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저가메뉴 지각가치가 고객의 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고객의 만족에 있어서 접객서비스와

품질서비스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남길․장미향

2011).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과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 커피전문점에 대한 고객의 만족은 재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양호․류지원 2012). 서비스

품질과 충성도(재이용의도)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형

성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 서비스품질의 평가정도에 따라 향후

의 방문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좋은 물질 환경은 고객만

족을 높이고 그 만족정도가 높아질수록 품질에 대한 고객의 태도가 좋게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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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의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박선희․박명엽, 2004).

제한된 시장 내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처해 있을 경우, 새로운 고객확보보다는 기존

의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여 재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다(김영국․김준국, 2004). 커피전문점이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는 재방문의도와

고객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객의 만족도는 소비자의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이 인지하는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의 만

족도를 상승시켜 재방문을 유도한다(김영중․전유정, 2015).

소비자가 커피전문점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영향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지는 만족도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

거로 커피전문점의 경영자는 소비자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 6절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

소비자의 외식서비스 평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이 서비스 가치

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품질과 서비스가치가 서비스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며, 이는 다시 서비스만족이 서비스충성도(재이용)를 매개로 항 긍정적 구전(추천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Fornell, 1992). 추천의도는 소비자들이 경험을 한 후에 보이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추천의도의 결정요소는 고객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누어진다. 고객이 만

족을 하면 기업에 유리하고 우호적인 추천을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 불평을 호소하

게 될 것이다.

불만족 고객의 부정적 구전을 연구한 결과 불만적 구전은 제공자에 귀인 될 때

더욱 부정적인 구전으로 표현된다(Rinchins․Marsh, 1983). 구전은 대면 커뮤니케이

션으로서 문서인 매수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 구전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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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은 생생한 경험적인 요소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수 커뮤니케이션보다 확실한 정

보를 얻게 해준다(이유재, 1994).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경험에 의해 개념화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매에 따른 위

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회피방안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집단의 구전

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였을 경우 재구입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친지나 지인들에게 구전을 통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수반한다. 이를 통

해 그 기업은 물론 그 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판과 추천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만족을 경험한 소비자의 제안

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인지된 부조화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새로운 고객

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서갑식, 2009). 구전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

식이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이나 부(-)의 감정을 가지게 하여 잠재고객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Magnus․Sara, 2007). 추천은 고객의 제품 구매에 직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매 후의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

유는 제품을 구매경험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노소담,

2014). 구전정보는 수신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기대, 감정, 신념, 성향 등과 일치할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게 된다. 불일치할 경우에 구전정보는 변형되거나 무시되고 그

중요성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전대상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태도

혹은 인상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구전의 효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전정보의 전달자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수신자인 동시에

발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용 이후 이어지는 전달과정에서도 구전 대상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태도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김재휘․김보

영 2004).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라인 구전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에 구전은 강력한 힘을 가진 마케팅수단임을 알 수 있다(Stephen․

Litvin, 2007).

고객이 특정 커피전문점에 만족하였을 때 본인의 구매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 27 -

구전을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이는 신규고객에게 더 많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방문의도를 통한 추천의사는 특별한 광고비나 마케팅비용 없이 불특

정 다수의 잠재 고객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장점이 있다(정승연, 2011). 커피

전문점 서비스품질 만족이 재이용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

객만족은 서비스개성에 의해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재이용 의도 및 추천의도

와 같은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은 고객이

가지는 만족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의 개선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권동

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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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제 1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라는 특정 공간에 방문한 다양한 고객들이 로스

터리 커피전문점만의 차별된 점이 있기에 선택하여 방문하고 재방문의도와 추천의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에 종속변수인 “재방문의도” 와 “추천의도”에 소

비자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선택요인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택요인을 설정하는데 있어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에 관

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다섯 가지의 요인(음료의 맛, 음

료의 가격,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매장의 규모, 매장의 분위기)으로 설정하였다. 커

피전문점의 선택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 2장에서 나타낸 <표 2-7>와 같다.

본 연구는 응답자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방문하였을 때의 선택요인이 무엇인

가를 확인하고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연결되는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주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을 통하여 얻은 변수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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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음료의 맛

매장의 규모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음료의 가격

매장의 분위기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그림 3-1> 연구 모형

2. 연구 가설의 설정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

점의 흥행과 성공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다양한 로스팅 원두와 커

피품질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커피시장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고품질의 커피를 기대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

라 점차 늘어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기가 오게 되었다. 매

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다양하고 신선한 원두를 취급한다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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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료의 맛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음료의 가격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4. 매장의 규모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매장의 분위기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지기 힘들게 변화하고 있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간의 경쟁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기위해 연구모형에서 나타낸 소비자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선택하는

요인들이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생산지별

생두를 직접 볶아 판매하며 에스프레소 추출법이외의 핸드드립 추출법 등의 다양한

추출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다(김현미, 2013). 커피

전문점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과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간의 연구 결과 커피전문점에 대한 고객의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양호․류지원, 2012). 따라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

택하는 소비자의 선택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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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음료의 맛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2. 음료의 가격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4. 매장의 규모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매장의 분위기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이 특정 커피전문점에 만족하였을 때 본인의 구매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구전을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이는 신규고객에게 더 많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방문의도를 통한 추천의사는 특별한 마케팅비용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장점이 있다(정승연, 2011). 따라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 요인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요인은 추천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장점은 로스터(Roaster)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원두 판매가 가능하며, 커피의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판매되는 커피의 종류

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즉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커피 메뉴가 무난하고 한정적이고 평범하게 주어진 제품에서만 선

택해 왔다(Coffee& Tea, 2012). 이처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는 차별적인 전략

을 가진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커지고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 시장도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커피전문점에 대한 선택요인이 프랜차이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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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음료의 맛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음료의 가격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

점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매장의 규모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매장의 분위기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추

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제 2절 조사방법

1. 표본 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이용해 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나 로스팅 원두를 납품받아 운영하는 개인 커피

전문점을 제외하고, 울산 지역의 개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방문한 소비자를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추출방법을 임의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

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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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25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33부를 제외한 총 21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방문한 소비자

조사범위 울산지역의 개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조사기간 2018년 3월 27일 ~ 4월 13일

자료수집
회수된 표본 250부

분석에 사용된 표본 217부

<표 3-1> 표본의 개요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재

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요인으로써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논문의 관련 이론을 기초로

하여 변수를 측정,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특성, 선택의 동

기. 음료의 맛, 음료의 가격, 사이드메뉴, 매장의 규모, 매장의 분위기, 서비스항목의

중요도,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 인구 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5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기에 관련된 12문항을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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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음료의 맛에 관련된 문항으로 맛 추구 성향에 관련한 5문항과 프랜차이즈 커피전

문점과 차별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맛에 관련한 8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

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음료의 가격과 관련

된 문항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커피의 적정가격을 묻는 1문항과 커피전문점을 선

택하는데 있어 여기는 경제성 추구 성향에 관한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이드메뉴에 관련된 문항으로 단일선택형 문항 2문항과 사이드메뉴를 구매하는

선호에 관한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매장의 규모와 관련된 선호문항으로 6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매장의 분위기와 관련된 선호문항 3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항목의 중요도에 관한 9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의 재방문의도 1문항과 추천의도 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적 문항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내용이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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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문항수 측정도구 선행연구

일반적인 특성 5 명목척도
커피전문점 형태, 방문 횟수,

방문 목적, 동행자, 선호메뉴

인구 통계적 특성 6 명목척도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소득

커피전문점 선택동기 12

리커트

5점 척도

최지원(2009)

황재규(2011)

문성식(2011)

한도경(2011)

이기태(2012)

임주미(2016)

손인석(2017)

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음료의

맛

맛추구성향 5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별된 맛

8

음료의

가격

아메리카노 가격 1 명목척도

경제성추구성향 4
리커트

5점 척도

사이드

메뉴

메뉴의 선택 2 명목척도

구매 선호 4

리커트

5점 척도

매장의 규모 5

매장의 분위기 3

서비스항목의 중요도 9

재방문의도 1

추천의도 2

<표 3-2>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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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은 각각의 설문지 데이터

를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코딩하는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적인 분석을 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 대상자의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들 간에 동일한 요인들로 묶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들의

타당성을 측정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문항들이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경로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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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 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인구 통계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소비자 2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분석한 자료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95명(43.8), 여성 122명(56.2)으로 여성의 커피

전문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2명(0.9%), 20대 72명(33.2%), 30대 90명

(41.5%), 40대 45명(20.7%), 50대 7명(3.2%), 60대 이상 1명(0.5%)으로 응답자의 커

피전문점 이용 빈도는 20대~40대 연령의 소비자가 많았다.

셋째, 학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하 13명(6.0%), 전문대학 졸업 56명(25.8%),

4년제 대학 졸업 131명(60.4%), 대학원 이상 17명(7.8%)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여부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126명(58.1%), 기혼 91명(41.9%)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 5명(2.3%), 취업준비 13명(6.0%), 전업주부

3명(1.4%), 자영업 16명(7.4%). 사무직 65명(30.0%), 영업직 38명(17.5%), 전문직 61

명(28.1%), 공무원 또는 교사 16명(7.4%)으로 응답자의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주요

직업군에서는 사무직, 전문직, 영업직 순서로 나타났다.

여섯째, 월 평균 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11명(5.1%), 100만원 이

상~200만원 미만 30명(13.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4명(34.1%), 300만원 이

상~400만원 미만 53명(24.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7명(12.4%), 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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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2명(10.1%)으로 나타났다.

구분 항목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95 43.8

여성 122 56.2

연령

10대 2 0.9

20대 72 33.2

30대 90 41.5

40대 45 20.7

50대 7 3.2

60대 이상 1 0.5

학력

고졸이하 13 6.0

전문대학 졸업 56 25.8

4년제 대학 졸업 131 60.4

대학원 이상 17 7.8

결혼여부
미혼 126 58.1

기혼 91 41.9

직업

학생 5 2.3

취업준비 13 6.0

전업주부 3 1.4

자영업 16 7.4

사무직 65 30.0

영업직 38 17.5

전문직 61 28.1

공무원,교사 16 7.4

월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1 5.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0 13.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4 34.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3 24.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7 12.4

500만원 이상 22 10.1

합계 217 100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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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전문점 이용형태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소비자 2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분석한 자료의 커피전문점 이용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전문점의 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34명(15.7%),

개인 커피전문점 14명(6.5%), 개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160명(73.7%), 기타 커피전

문점 9명(4.1%)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이 개인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을 방문한 소비자를 주로 하였기에 개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방문한 소비자

의 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문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매주 평균 1회 미만 10명(4.6%), 매주 평균 1

회 18명(8.3%), 매주 평균 2~3회 159명(73.3%), 매주 평균 4~5회 23명(10.6%), 매주

평균 6회 이상 7명(3.2%)으로 커피전문점을 매주 평균 2~3회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동행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혼자 59명(27.2%), 가족 29명(13.4%), 연인 51명

(23.5%), 친구 27명(12.4%), 직장동료 51명(23.5%)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행자와의 방문목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인과의 데이트 40명(18.3%), 소

규모의 모임 48명(21.9%), 업무와 관련 44명(20.1%), 대규모 모임 6명(2.7%), 커피메

뉴의 맛을 즐기기 위해 78명(35.6%), 기타(졸음예방) 1명(0.5%)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문메뉴의 분포를 살펴보면 에스프레소 4명(1.8%), 아메리카노 64명

(29.5%), 핸드드립 커피 77명(35.5%), 다양한 추출방식의 커피 9명(4.1%), 카푸치노

13명(6.0%), 카페라떼 16명(7.4%), 시럽, 소스가 첨가된 커피 12명(5.5%), 생크림, 토

핑이 첨가된 커피 13명(6.0%), 커피를 제외한 음료 9명(4.1%)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

사에 응답한 커피전문점 소비자들의 커피음료 주문은 핸드드립커피와 아메리카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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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수(명) 구성비율(%)

커피전문점의

형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34 15.7

개인 커피전문점 14 6.5

개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160 73.7

기타 커피전문점 9 4.1

방문횟수

매주 평균 1회 미만 10 4.6

매주 평균 1회 18 8.3

매주 평균 2~3회 159 73.3

매주 평균 4~5회 23 10.6

매주 평균 6회 이상 7 3.2

동행자

혼자 59 27.2

가족 29 13.4

연인 51 23.5

친구 27 12.4

직장동료 51 23.5

동행자와의

방문목적

연인과의 데이트 40 18.3

소규모 모임(4인 이하) 48 21.9

업무와 관련 44 20.1

대규모 모임(5인 이상) 6 2.7

커피메뉴의 맛을 즐기기 위해 78 35.6

기타(졸음예방) 1 0.5

주문메뉴

에스프레소 4 1.8

아메리카노 64 29.5

핸드드립 커피 77 35.5

다양한 추출 커피 9 4.1

카푸치노 13 6.0

카페라떼 16 7.4

시럽, 소스첨가 커피 12 5.5

생크림, 토핑첨가 커피 13 6.0

커피제외 음료 9 4.1

합계 217 100

<표 4-2> 조사대상자의 커피전문점 이용형태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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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선호요인 분석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기를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커피전문점의 음료의 맛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

지 않다 3명(1.4%), 중요하지 않다 7명(3.2%), 보통이다 22명(10.1%), 중요하다 152

명(70.7%), 매우 중요하다 33명(15.2%)으로 음료의 맛에 대한 평균값은 3.945로 나

타났다.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설문대상자는 185명(85.2%)의 높은 빈도로 나타

났다.

둘째, 커피전문점의 음료의 가격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

하지 않다 21명(9.7%), 중요하지 않다 37명(17.1%), 보통이다 51명(23.5%), 중요하다

97명(44.7%), 매우 중요하다 11명(5.1%)으로 음료의 가격에 대한 평균값은 3.184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2명(5.5%), 중요하지 않다 32명(14.7%), 보통이다 69명(31.8%), 중요하다 84명

(38.7%), 매우 중요하다 20명(9.2%)으로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에 대한 평균값은

3.313으로 나타났다.

넷째, 매장의 규모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1

명(5.1%), 중요하지 않다 29명(13.4%), 보통이다 120명(55.3%), 중요하다 46명

(21.2%), 매우 중요하다 11명(5.1%)으로 평균값은 3.078으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절반이 매장의 규모의 중요도에 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매장의 분위기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2명(5.5%), 중요하지 않다 13명(6.0%), 보통이다 43명(19.8%), 중요하다 129명

(59.4%), 매우 중요하다 20명(9.2%)으로 매장의 분위기에 대한 평균값은 3.608으로

나타났다. 매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설문대상자는 149명(69.3%)

으로 과반수를 넘는 빈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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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용고객의 평균연령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

지 않다 38명(17.5%), 중요하지 않다 115명(53.0%), 보통이다 43명(19.8%), 중요하다

12명(5.5%), 매우 중요하다 9명(4.1%)으로 평균값은 2.25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153명(70.5%)이 이용고객의 평균연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곱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식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8명(8.2%), 중요하지 않다 15명(6.9%), 보통이다 94명(43.8%),

중요하다 82명(37.8%), 매우 중요하다 8명(3.7%)으로 평균값은 3.2179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주위의 평판과 추천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3명(1.4%), 중요하지 않다 18명(8.3%), 보통이다 94명(43.3%), 중요하다 85명

(39.2%), 매우 중요하다 17명(7.8%)으로 평균값은 3.438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커피전문점의 직원과의 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3명(174%), 중요하지 않다 47명(21.7%), 보통이다 106명(48.8%), 중

요하다 50명(23.0%), 매우 중요하다 11명(5.1%)으로 평균값은 3.088으로 나타났다.

열째, 이전의 소비경험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4명(1.8%), 중요하지 않다 25명(11.5%), 보통이다 90명(41.5%), 중요하다 79명

(36.4%), 매우 중요하다 19명(8.8%)으로 평균값은 3.387으로 나타났다.

열한째, 인터넷이나 방송에 의한 홍보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명(46.%), 중요하지 않다 23명(10.6%), 보통이다 57명(26.3%), 중요

하다 107명(49.3%), 매우 중요하다 20명(9.2%)으로 인터넷이나 방송에 의한 홍보에

대한 평균값은 3.349로 나타났다.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설문대상자는 127명

(58.5%)으로 과반수를 넘는 빈도로 나타났다.

열두째, 이전 이용자의 후기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3명(1.4%), 중요하지 않다 25명(11.55%), 보통이다 94명(43.3%), 중요하다 81명

(37.3%), 매우 중요하다 14명(6.5%)으로 평균값은 3.35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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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음료의 맛

1 3 1.4

3.945 .7115

2 7 3.2

3 22 10.1

4 152 70.0

5 33 15.2

음료의 가격

1 21 9.7

3.184 1.0857

2 37 17.1

3 51 23.5

4 97 44.7

5 11 5.1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1 12 5.5

3.313 1.0154

2 32 14.7

3 69 31.8

4 84 38.7

5 20 9.2

매장의 규모

1 11 5.1

3.078 .8651

2 29 13.4

3 120 55.3

4 46 21.2

5 11 5.1

매장의

분위기

1 12 5.5

3.608 .9372

2 13 6.0

3 43 19.8

4 129 59.4

5 20 9.2

이용고객의

평균연령

1 38 17.5

2.258 .9515

2 115 53.0

3 43 19.8

4 12 5.5

5 9 4.1

합계 217 100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표 4-3> 커피전문점 선택 동기-1



- 44 -

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식

1 18 8.2

3.217 .9399

2 15 6.9

3 94 43.8

4 82 37.8

5 8 3.7

주위의 평판과

추천

1 3 1.4

3.438 .8091

2 18 8.3

3 94 43.3

4 85 39.2

5 17 7.8

커피전문점의

직원과의 관계

1 3 1.4

3.088 .8370

2 47 21.7

3 106 48.8

4 50 23.0

5 11 5.1

이전의

소비경험

1 4 1.8

3.387 .8700

2 25 11.5

3 90 41.5

4 79 36.4

5 19 8.8

인터넷이나

방송에 의한

홍보

1 10 4.6

3.349 .9626

2 23 10.6

3 57 26.3

4 107 49.3

5 20 9.2

이전 이용자의

후기

1 3 1.4

3.359 .8220

2 25 11.5

3 94 43.3

4 81 37.3

5 14 6.5

합계 217 100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표 4-4> 커피전문점 선택 동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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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의 맛에 관련된 문항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차별된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의 맛에 관련한 8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차별된 신선함이 있

는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8명(3.7%), 보

통이다 76명(35.0%), 그렇다 109명(50.2%), 매우 그렇다 24명(11.1%)으로 평균값은

3.687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가격대비 품질이 탁

월한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9%), 그렇지 않다 3명

(1.4%), 보통이다 66명(30.4%), 그렇다 134명(61.8%), 매우 그렇다 12명(5.5%)으로

평균값은 3.696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다양한 로스팅 원두

를 맛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3명(1.4%), 그렇지

않다 3명(1.4%), 보통이다 63명(29.0%), 그렇다 128명(59.0%), 매우 그렇다 20명

(9.2%)으로 평균값은 3.733으로 나타났다.

넷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로스팅 과정부터 커

피 추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4명(1.8%), 보통이다 71명(32.7%), 그렇다 131명

(60.4%), 매우 그렇다 11명(5.1%)으로 평균값은 3.687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맞춤형 커피를 제

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5%), 그렇지

않다 2명(0.9%), 보통이다 64명(29.5%), 그렇다 138명(63.6%), 매우 그렇다 12명

(5.5%)으로 평균값은 3.728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고품질의 핸드드

립커피를 맛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

지 않다 4명(1.8%), 보통이다 76명(35.0%), 그렇다 122명(56.2%), 매우 그렇다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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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으로 평균값은 3.682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전문로스터가 직

접 로스팅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

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2명(0.9%), 보통이다 65명(30.14%), 그렇다 130명

(60.2%), 매우 그렇다 19명(8.8%)으로 평균값은 3.769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전문바리스타가

커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3명(1.4%), 보통이다 64명(29.5%), 그렇다 133명(61.3%), 매우 그렇다

17명(5.5%)으로 평균값은 3.756으로 나타났다.

여덟 가지 항목 모두에서 설문대상자의 60%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분석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과반수 이상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

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커피음료의 맛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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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차별된 신선함

1

3.687 .7159
2 8 3.7
3 76 35.0
4 109 50.2
5 24 11.1

가격대비

탁월한 품질

1 2 0.9

3.696 .6380
2 3 1.4
3 66 30.4
4 134 61.8
5 12 5.5

다양한 로스팅

원두

1 3 1.4

3.733 .7022
2 3 1.4
3 63 29.0
4 128 59.0
5 20 9.2

로스팅부터

추출과정 목격

1

3.687 .5959

2 4 1.8

3 71 32.7
4 131 60.4
5 11 5.1

소비자에게

맞춤형 커피

1 1 0.5

3.728 .5969
2 2 0.9
3 64 29.5

4 138 63.6
5 12 5.5

고품질의

핸드드립 커피

1

3.682 .6275
2 4 1.8
3 76 35.0
4 122 56.2

5 15 6.9

전문로스터의

신뢰성

1

3.769 .6116
2 2 0.9
3 65 30.1
4 130 60.2
5 19 8.8

커피에 대한

정보 제공

1

3.756 .6088
2 3 1.4
3 64 29.5
4 133 61.3
5 17 7.8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5>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차별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맛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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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의 맛에 관련된 또 다른 문항으로 맛 추구 성향에 관련한 5문항을 리커트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숙련된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17명(7.8%), 보통이다 72명

(33.2%), 그렇다 87명(40.1%), 매우 그렇다 41명(18.9%)으로 평균값은 3.700으로 나

타났다.

둘째, 맛으로 소문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찾아다니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9%), 그렇지 않다 12명(5.5%), 보통이다 63명(29.0%),

그렇다 105명(48.4%), 매우 그렇다 35명(16.1%)으로 평균값은 3.733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다양한 원두의 커피를 모두 즐기는 편인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5%), 그렇지 않다 10명(4.6%), 보통이

다 61명(28.1%), 그렇다 109명(50.2%), 매우 그렇다 36명(16.6%)으로 평균값은 3.779

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커피 맛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

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9%), 그렇지 않다 17명(7.8%), 보통이다 69

명(31.5%), 그렇다 92명(42.4%), 매우 그렇다 37명(17.1%)으로 평균값은 3.66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원두의 신선함을 중요시 하는가에 대한 문항

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5%), 그렇지 않다 13명(6.0%), 보통이다 57

명(26.3%), 그렇다 114명(52.5%), 매우 그렇다 32명(14.7%)으로 평균값은 3.751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설문대상자의 약 60%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가 커피의 맛을 추구함에 있

어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별된 맛과 숙련된 전문 바리스타의 커피를 원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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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숙련된

바리스타의

커피 선호

1

3.700 .8648
2 17 7.8
3 72 33.2

4 87 40.1
5 41 18.9

맛으로 소문난

커피전문점

방문

1 2 0.9

3.733 .8291
2 12 5.5
3 63 29.0
4 105 48.4

5 35 16.1

다양한 원두

모두 즐기는편

1 1 0.5

3.779 .7917
2 10 4.6
3 61 28.1
4 109 50.2
5 36 16.6

커피 맛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있음

1 2 0.9

3.668 .8822
2 17 7.8
3 69 31.5
4 92 42.4
5 37 17.1

원두의

신선함을

중요시함

1 1 0.5

3.751 .7951
2 13 6.0
3 57 26.3
4 114 52.5
5 32 14.7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6> 맛 추구 성향에 관한 분석

소비자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의 적정가격에 대한 응답으로 3100원~4000원이 전

체의 58.1%로 가장 높았으며 2100원~3000원이 22.1%로 나타났다. 2000원 미만과

4100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9.3%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의 응답

에 의하면 2100원~4000원 사이의 금액이 아메리카노 1잔의 가격으로 적정하다고 생

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경제성 추구 성향에 관한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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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인트나 쿠폰활용이 가능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

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9%), 그렇지 않다 70명(32.4%), 보통이다 65명

(30.1%), 그렇다 5명(25.5%), 매우 그렇다 24명(11.1%)으로 평균값은 3.134으로 나타

났다.

둘째, 커피전문점에 대한 방문에 있어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가

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8.8%), 그렇지 않다 62명

(28.6%), 보통이다 84명(38.7%), 그렇다 38명(17.5%), 매우 그렇다 14명(6.5%)으로

평균값은 2.846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러 커피전문점을 비교해보고 가격이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문

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9명(13.4%), 그렇지 않다 76명(35.0%), 보통이

다 74명(34.1%), 그렇다 30명(13.8%), 매우 그렇다 8명(3.7%)으로 평균값은 2.594으

로 나타났다.

넷째, 커피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25명(11.59%), 그렇지 않다 43명(19.8%), 보통이다 112명(51.6%), 그렇다 35명

(16.1%), 매우 그렇다 2명(0.9%)으로 평균값은 2.751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소비하는 음료

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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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포인트나 쿠폰

활용

1 2 079

3.134 1.0232
2 70 32.4
3 65 30.1

4 55 25.5
5 24 11.1

계획적인 소비

1 19 8.8

2.846 1.0244
2 62 28.6
3 84 38.7
4 38 17.5

5 14 6.5

가격이 저렴한

곳을 이용

1 29 13.4

2.594 1.0053
2 76 35.0
3 74 34.1
4 30 13.8
5 8 3.7

커피가격에

부담을 가짐

1 25 11.5

2.751 .8938
2 43 19.8
3 112 51.6
4 35 16.1
5 2 0.9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7> 경제성 추구 성향에 관한 분석

주로 선택하는 사이드메뉴에 대한 질문에서는 케이크나 머핀류에 대한 응답이 전

체의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베이커리 빵류 29.5%, 쿠키 16.1%, 주문즉시 제

작하는 브레드류(허니브레드 등) 15.2%, 샌드위치와 같은 브런치류 5.5%로 나타났

다. 사이드메뉴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으로는 전체의 55.8%가 맛이라고

응답하였고 플레이팅(외관 비주얼) 23.0%, 픔질 16.1%, 양 4.1%, 가격 0.9%로 나타

났다. 소비자는 사이드메뉴의 양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 맛과 플레이팅, 품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식산업과 식음료문화가 다양해지면서 맛과 품질

이 우수한 메뉴를 찾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플레이팅(외관

비주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소비자들이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디자인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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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를 사진을 찍고 SNS활동을 하거나 후기를 남기는 등의 정보공유가 활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이드메뉴에 대한 설문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만 구입하지 않고 사이드메뉴를 함께 구입하는가에 대

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10명(4.6%), 그렇지 않다 41명(18.9%), 보

통이다 107명(49.3%), 그렇다 42명(19.4%), 매우 그렇다 17명(7.8%)으로 평균값은

3.069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드메뉴가 많은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39명(18.0%), 그렇지 않다 41명(18.9%), 보통이다 78명(35.9%), 그

렇다 49명(22.6%), 매우 그렇다 10명(4.6%)으로 평균값은 2.770으로 나타났다.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단지 사이드메뉴가 많은 곳을 더욱 선호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핸드메이드 사이드메뉴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

렇지 않다 13명(6.0%), 그렇지 않다 29명(13.4%), 보통이다 74명(34.1%), 그렇다 67

명(30.9%), 매우 그렇다 34명(15.7%)으로 평균값은 3.369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이드메뉴를 맛보기 위해 커피전문점을 방문하기도 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33명(15.1%), 그렇지 않다 29명(13.4%), 보통이다 59

명(26.9%), 그렇다 75명(34.2%), 매우 그렇다 21명(9.6%)으로 평균값은 3.101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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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커피와

사이드메뉴

함께 구입

1 10 4.6

3.069 .9378
2 41 18.9
3 107 49.3

4 42 19.4
5 17 7.8

사이드메뉴

많은 곳 이용

1 39 18.0

2.770 1.1273
2 41 18.9
3 78 35.9
4 49 22.6

5 10 4.6

핸드메이드

선호

1 13 6.0

3.369 1.0855
2 29 13.4
3 74 34.1
4 67 30.9
5 34 15.7

사이드메뉴를

목적으로 방문

1 33 15.1

3.101 1.2129
2 29 13.4
3 59 26.9
4 75 34.2
5 21 9.6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8> 사이드메뉴에 대한 분석

매장의 규모와 관련된 선호문항으로 6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의 좌석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

렇지 않다 1명(0.5%), 그렇지 않다 15명(6.9%), 보통이다 60명(27.6%), 그렇다 49명

(22.6%), 매우 그렇다 92명(42.4%)으로 평균값은 3.995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장 좌석간격이 넓은 곳이 좋은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

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2명(0.9%), 보통이다 29명(13.4%), 그렇다 51명(23.5%),

매우 그렇다 135명(62.2%)으로 평균값은 4.470으로 나타났다. 좌석수가 많은 곳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고, 좌석간의 간격이 넓은 곳을 선호한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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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전체의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전문점에 방문하는 소비자가 매장의

규모가 크고 매장내부에서도 좌석간의 넓은 거리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커피전문점을 즐기고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매장 내 개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21명(9.7%), 보통이다 61명(28.1%), 그렇다

45명(20.7%), 매우 그렇다 90명(41.5%)으로 평균값은 3.94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매장 내에서 개인 업무(노트북, 문서작업 등)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커피전문점의 전용주차장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4명(1.8%), 그렇지 않다 11명(5.1%), 보통이다 47명(21.7%),

그렇다 62명(28.6%), 매우 그렇다 93명(42.9%)으로 평균값은 4.055으로 나타났다. 전

용주차장이 있는 매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울산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552,619(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18 03)대로, 울산의 인구수가 약 118만 명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울산인구의 1/3

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소

비자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가 확보된

전용주차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섯째, 매장의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0명, 보통이다 13명(6.0%), 그렇다 55명(25.3%),

매우 그렇다 149명(68.7%)으로 평균값은 4.62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94%가

매장의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매장 내 수용인원 초과로 인한 대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5명(2.3%), 그렇지 않다 33명(15.2%), 보통이

다 61명(28.1%), 그렇다 52명(24.0%), 매우 그렇다 66명(30.4%)으로 평균값은 3.650

으로 나타났다. 웨이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보아 매장의 규모에 관한 설문 중 첫째와 둘째의 결과를 함께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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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좌석간의 간격과 많은 좌석을 선호하는 하는 것 즉, 매장의 규모가 큰 커피전

문점을 더욱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많은 좌석

1 1 0.5

3.995 1.0115
2 15 6.9
3 60 27.6

4 49 22.6
5 92 42.4

넓은 좌석

간격

1

4.470 .7578
2 2 0.9
3 29 13.4
4 51 23.5

5 135 62.2

개인 업무

가능

1

3.940 1.0413
2 21 9.7
3 61 28.1
4 45 20.7
5 90 41.5

전용주차장

1 4 1.8

4.055 1.0077
2 11 5.1
3 47 21.7
4 62 28.6
5 93 42.9

독립된 화장실

1

4.627 .5961
2
3 13 6.0
4 55 25.3
5 149 68.7

웨이팅에 대한

거부감

1 5 2.3

3.650 1.1332

2 33 15.2

3 61 28.1
4 52 24.0
5 66 30.4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9> 매장의 규모에 대한 분석

매장의 분위기와 관련된 선호문항 3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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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건물의 외관이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곳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

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56명(25.8%), 보통이다 9명(41.9%),

그렇다 57명(26.3%), 매우 그렇다 13명(6.0%)으로 평균값은 3.124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의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곳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46명(21.2%), 보통이다 84명

(38.7%), 그렇다 56명(25.8%), 매우 그렇다 31명(14.3%)으로 평균값은 3.332으로 나

타났다.

셋째, 커피음료의 맛보다 분위기 좋은 커피 전문매장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

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49명(22.6%), 보통이다 79명

(36.4%), 그렇다 58명(26.7%), 매우 그렇다 31명(14.3%)으로 평균값은 3.327으로 나

타났다.

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건물의 외관이

화려함

1

3.124 .8651
2 56 25.8
3 91 41.9

4 57 26.3
5 13 6.0

내부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고급

1

3.332 .9673
2 46 21.2
3 84 38.7
4 56 25.8

5 31 14.3

맛보다 분위기

좋은 곳을

선호

1

3.327 .9808
2 49 22.6
3 79 36.4
4 58 26.7
5 31 14.3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10> 매장의 분위기에 대한 분석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항목의 중요도에 관한 9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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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원의 숙련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0명, 보통이다 5명(2.3%), 그렇다 116명(53.5%), 매우 그렇다 96명(44.2%)으로

평균값은 4.419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원의 친절한 대응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

렇지 않다 0명, 보통이다 7명(3.2%), 그렇다 95명(43.8%), 매우 그렇다 115명(53.0%)

으로 평균값은 4.498으로 나타났다.

셋째,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직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4명(1.8%), 보통이다 28명(12.9%), 그렇다 83명

(5.2%), 매우 그렇다 102명(47%)으로 평균값은 4.304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숙련도, 친절한 대응,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신속하나 처리 문항의 평균값

모두가 4=중요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바리스타의 용모가 단정하고 편안한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

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26명(12.0%), 보통이다 81명(37.3%), 그렇다 74명

(34.1%), 매우 그렇다 36명(16.6%)으로 평균값은 3.553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바리스타의 설명이 이해가 잘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

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29명(13.4%), 보통이다 76명(35.0%), 그렇다 86명

(34.6%), 매우 그렇다 26명(12.0%)으로 평균값은 3.502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바리스타의 고객욕구 파악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25명(11.5%), 보통이다 89명(41.0%), 그렇다 75명(34.6%), 매우 그

렇다 28명(41.5%)으로 평균값은 3.488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바리스타의 역량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32명(14.7%), 보통이다 91명(41.9%), 그렇다 65명(30.0%), 매

우 그렇다 29명(1374%)으로 평균값은 3.419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고객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32명(14.7%), 보통이다 91명(41.9%), 그렇다 65명(30.0%),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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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29명(13.4%)으로 평균값은 3.419로 나타났다.

아홉째,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서비스가 중요한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

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26명(12.0%), 보통이다 80명(36.9%), 그렇다 77명

(35.5%), 매우 그렇다 34명(15.7%)으로 평균값은 3.548으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직원의 숙련도

1

4.419 .5394
2
3 5 2.3

4 116 53.5
5 96 44.2

직원의 친절한

대응

1

4.498 .5621
2
3 7 3.2
4 95 43.8

5 115 53.0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직원의

신속한 처리

1

4.304 .7635
2 4 1.8
3 28 12.9
4 83 35.2
5 102 47.0

바리스타의

용모

1

3.553 .9069
2 26 12.0
3 81 37.3
4 74 34.1
5 36 16.6

이해하기 쉬운

설명

1

3.502 .872
2 29 13.4
3 76 35.0
4 86 39.6
5 26 12.0

바리스타의

고객욕구 파악

1

3.488 .8613

2 25 11.5

3 89 41.0
4 75 34.6
5 28 12.9

합계 217 100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표 4-11> 서비스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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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바리스타의

역량에 대한

신뢰성

1

3.419 .8997
2 32 14.7
3 91 41.9

4 65 30.0
5 29 13.4

고객에 대한

배려와 관심

1

3.544 .8602
2 22 10.1
3 86 39.6
4 78 35.9

5 31 14.3

타업체와

구별되는

서비스

1

3.548 .8969
2 26 12.0
3 80 36.9
4 77 35.5
5 34 15.7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12> 서비스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2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재방문의도 1문항과 추천의도 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소비자가 자주 방문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재방문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문

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10명(4.6%), 보통이다 38명

(17.6%), 그렇다 86명(39.8%), 매우 그렇다 82명(38.0%)으로 평균값은 4.111으로 나

타났다. 빈도분석 결과 평균값이 4=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77.8%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재방문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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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재방문의도

1

4.111 .8554
2 10 4.6
3 38 17.6

4 86 39.8
5 82 38.0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13> 재방문의도에 대한 분석

소비자가 자주 방문하는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소개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

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7명(3.2%), 보통이다 27명(12.4%), 그렇

다 92명(42.4%), 매우 그렇다 91명(41.9%)으로 평균값은 4.230으로 나타났다. 빈도분

석 결과 평균값이 4=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84.3%가 자주 방문

하는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소개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그렇지 않다 9명(4.1%),

보통이다 32명(14.7%), 그렇다 87명(40.1%), 매우 그렇다 89명(41.0%)으로 평균값은

4.180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 평균값이 4=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

답자의 81.1%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추천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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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평균 표준편차

자주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을

소개

1

4.230 .7890
2 7 3.2
3 27 12.4

4 92 42.4
5 91 41.9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소개

1

4.180 .8333
2 9 4.1
3 32 14.7
4 87 40.1

5 89 41.0
합계 217 100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4-14> 추천의도에 대한 분석



- 62 -

제 2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및 신뢰도분석

1.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은 일련의 변수들의 집합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를 발견하여 여러 변

수들을 몇 개의 동질적인 차원으로 묶어줌으로써 자료의 양적 축소와 더불어 이해

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요인분석은 측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

운 단일변수로 축소시킴으로써 정보량의 축소와 추가분석의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

고 연구자가 알지 못하고 있던 변수들 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를 발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0.5이상의 요인 적재치를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교회전방식(varimax)를 채택하였다. 변수의 신뢰성

은 측정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이전의 소비경험(적재치 .958)’, ‘주위의 평판과 추천(적재치

.920)’, ‘이전 이용자의 후기(적재치 .885)’의 3개의 변수들이 묶여졌으며, 이를 대표

하는 이름으로 ‘경험, 추천, 후기 요인’이라는 요인명을 붙였다. 첫 번째 요인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28.448%로 요인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12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매장의 규모(적재치 .817)’,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식(적

재치 .743)’, ‘이매장의 분위기(적재치 .682)’의 3개의 변수들이 묶여졌으며, 이를 대

표하는 이름으로 ‘매장과 커피전문점 인식에 대한 요인’이라는 요인명을 붙였다. 두

번째 요인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19.226%로 나타났다. 또한 이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21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적재치 .803)’, ‘음료의 맛식(적재치 .697)’의

2개의 변수들이 묶여졌으며, 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메뉴에 대한 요인’이라는 요

인명을 붙였다. 세 번째 요인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12.927%로 나타났다. 또한 이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25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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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일 때 신뢰도가

높다고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 커피전문점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

목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문항 적재치 고유값
분산설명력

(%)

신뢰성계수

(α)

1

경험, 추천, 후기 요인

이전의 소비경험 .958

2.561 28.488 .912주위의 평판과 추천 .920

이전 이용자의 후기 .885

2

매장과 커피전문점 인식에 대한 요인

매장의 규모 .817

1.730 19.226 .621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식
.743

매장의 분위기 .682

3

메뉴에 대한 요인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803
1.163 12.927 .250

음료의 맛 .697

총 분산율(%) 72.016

<표 4-15> 커피전문점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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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설의 검증

가설 검증은 설문 항목의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1.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재방문의도에 대한 가설 검증

연구가설 1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요인은 재방문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5가지를 포함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6>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R2(설명력)이 .027로 종속변수(재방문의도)를 2.7%설명하고 있으며

회귀모형의 F값이 .944(유의확률=.46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요인의 종속변수(재방문의

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선택요인)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음료의 맛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

함된 경우 t-값이 1.795(유의확률=.074)이므로 유의주순 0.1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음료의 가격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065(유의확률=.948)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은 다른 변수가 회귀

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051(유의확률=.959)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매장의 규모는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303(유의확률=.762)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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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섯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매장의 분위기는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

에 포함된 경우 t-값이 .228(유의확률=.820)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1은 유의수준 0.05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282 1.199 3.572 .000

음료의 맛 .248 .138 .124 1.795 .074 기각

음료의 가격 .008 .118 .004 .065 .948 기각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005 .106 .004 .051 .959 기각

매장의 규모 .043 .142 .021 .303 .762 기각

매장의 분위기 .023 .102 .016 .228 .820 기각

R2=.027 F=.944, 유의확률=.464

종속변수=재방문의도, *:p<.05, **:p<.01, ***:p<.001

<표 4-16>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재방문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연구가설 1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요인은 재방문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세부적으로 보기위해 세부항목을 독립변수로하여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5가지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7>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R2(설명력)이 .094로 종속변수(재방문의도)를 9.4%설명하고 있으며

회귀모형의 F값이 6.251(유의확률=.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요인의 종속변수(재방문의도)에 대한 다중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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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선택요인)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다양한 원두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2.425(유의확률=.016)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많은 좌석(넓은 매장) 점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2.637(유의확률=.009)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63 .490 6.251 .000

다양한 원두 즐김 .175 .072 .165 2.425* .016

가격이 저렴한 곳 .105 .056 .124 1.869 .063

사이드메뉴 함께 구입 .023 .061 .025 .377 .707

많은 좌석 .149 .057 .177 2.637** .009

이해하기 쉬운 설명 -.158 .065 -.161 -2.431 .016

R2=.094
F=4.342,

유의확률=.001

종속변수=재방문의도, *:p<.05, **:p<.01, ***:p<.001

<표 4-17>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의 세부항목에 대한 재방문의도 회귀분석

2.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추천의도에 대한 가설 검증

연구가설 2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요인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6가지를 포함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8>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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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R2(설명력)이 .045로 종속변수(추천의도)를 4.5%설명하고 있으며 회

귀모형의 F값이 1.630(유의확률=.14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요인의 종속변수(추천의도)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선택요인)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음료의 맛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

함된 경우 t-값이 .615(유의확률=.539)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음료의 가격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1.320(유의확률=.188)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은 다른 변수가 회귀

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248(유의확률=.805)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매장의 규모는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1.036(유의확률=.301)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매장의 분위기는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

에 포함된 경우 t-값이 1.442(유의확률=.151)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2는 유의수준 0.05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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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902 1.093 2.655 .009

음료의 맛 .077 .126 .042 .615 .539 기각

음료의 가격 -.141 .107 -.090 -1.320 .188 기각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024 .096 .017 .248 .805 기각

매장의 규모 -.134 .129 -.071 -1.036 .301 기각

매장의 분위기 .134 .093 .100 1.442 .151 기각

R2=.045 F=1.630, 유의확률=.140

종속변수=추천의도, *:p<.05, **:p<.01, ***:p<.001

<표 4-18>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추천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3.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추천의도에 대한 가설

검증

연구가설 3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

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5

가지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9>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R2(설명력)이 .074로 종속변수(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를 7.4%설명하고 있으며 회귀모형의 F값이 2.767(유의

확률=.01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

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요인의 종속변수(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선택요인)들

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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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음료의 맛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

함된 경우 t-값이 2.041(유의확률=.043)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음료의 가격은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883(유의확률=.378)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사이드메뉴의 다양성은 다른 변수가 회귀

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991(유의확률=.323)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매장의 규모는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된 경우 t-값이 -.650(유의확률=.516)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선택요인의 매장의 분위기는 다른 변수가 회귀분석

에 포함된 경우 t-값이 2.572(유의확률=.011)이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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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973 1.138 4.369 .000

음료의 맛 .267 .131 .137 2.041* .043 채택

음료의 가격 -.098 .111 -.059 -.883 .378 기각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100 .100 -.067 -.991 .323 기각

매장의 규모 -.088 .135 -.044 -.650 .516 기각

매장의 분위기 .249 -097 .175 2.572* .011 채택

R2=.074 F=2.767, 유의확률=.013

종속변수=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추천의도,

*:p<.05, **:p<.01, ***:p<.001

<표 4-19>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추천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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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별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음료의 맛, 음료의 가격, 사이드메뉴

의 다양성, 매장의 규모, 매장의 분위기가 소비자에게 주는 매력이 재방문과 추천으

로 이어지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소비자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과 타인에게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첫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기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가지 요인(매장, 메뉴, 경험과 주위의 평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가 응답한 설문조사의 개별 항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소비자가 중요시 여긴 항목들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

한 항목은 음료의 맛(85.2%), 매장의 넒은 좌석간격(85.7%), 독립된 화장실 보유

(94.1%), 직원의 숙련도(97.7%), 직원의 친절함(96.8%), 불편사항에 대한 직원의 신

속한 대처(85.2%)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재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서 긍정의 응답자는 전체의 77.8%였다. 소비자의 재방문의사와 관련된 요인을 알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여러 항목들 중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다양한 원두를 즐기

기 위함(유의확률=.016), 넓은 매장(유의확률=.009)만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소비자가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라는 항목

에서 긍정의 응답자는 전체의 84.3%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추천함과 관련된 요인을 알기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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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

이다. 라는 항목에서 긍정의 응답자는 전체의 81.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추천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음료의 맛(유의확률=.043)과 매장의 분위기(유의확률=.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이어

지는 상관관계와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로스터리 커피전문

점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비

자가 느끼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은 각 항목의 평균값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선

택하는 소비자가 가지는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방문의

도와 추천의도에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커피산업

과 커피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식음료문화에 대한 질적인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들의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으로 시장을 확대하가고 있는 환경에서 개인

이 로스팅 전문가로써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소비자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앞

으로 커피전문점의 시장은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

는 고품질의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는 차별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운영중인

로스팅 전문가들에게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제시

하고자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일반적

인 특성과 이용형태, 선호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커피에 대한 관심, 지식, 요구 들이 점점 향상되

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흐름을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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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 커피전문점 운영자는 빠르게 인식하고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들은 커피의 품질의 향상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높

은 기대치와 전문 바리스타로서의 지식,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통하여 소

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획일적인 마케팅

전략을 벗어나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할 것이며 로스터리 커

피전문점은 거대한 커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전문적이고 더 차별화, 고급화

된 전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호식품이었던 커피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변화했다. 커피전문점들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고급화를 모두 갖춰 소비자가 원하는 문화적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기초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의 제언

본 연구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 본 연구를 통한 로스

터리 커피전문점 재방문의도의 결과 변수를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선택요인을 확

장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만족도와 중요하다고 여기는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설문지 구성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질문자

의 의도에 대해 응답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호와 평가에 대

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시



- 74 -

행할 때, 설문조사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커피전문점에 방문했을 당시의 시간이 명

시되지 않았으며, 설문의 대상자가 울산지역의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 편의표본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한 것이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미래 연

구에서는 표본조사를 할 때 소비자들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할 것이며 전국적인 표

본조사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많은 표본을 토대로 하여 매장, 지역 등으

로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4계절 중 봄에 해당한다. 커피전문점의 성수기인

여름과 비수기인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미래 연구에서는

4계절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커피전문점의 소비자가 방문한 시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소비자가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 설문조사의 항목을 어렵게 느

껴지고 문항이 많아 설문이 다소 지루하게 여겨지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기입할 수 있는 설문 구성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이용 중인 고객에 한정하여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

를 고객중심으로 파악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고객이 변수에 따라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응답자와 부정적인 응답자 간의 어떠한 차이점

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점주의 입장에서도 조사가 진행

된다면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소비자와 점주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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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위논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 15분 정도입니다.

본 설문지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커피 생두를 직접 가공‘로스팅’하여 커피음료

를 판매하는)의 소비자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은 학술연구

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악속 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전공 석사과정

MBA 28기 송도겸

010-3803-8159

gyum8159@gmail.com

지도교수 : 김 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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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

1. 귀하가 자주 방문하시는 커피 전문점은 어디 입니까?

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② 개인 커피전문점

③ 개인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④ 기타 커피전문점(브런치 카페, 브레드 카페 등)

2. 귀하는 방문하시는 커피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매주 평균 1회 미만

② 매주 평균 1회

③ 매주 평 2~3회

④ 매주 평균 4~5회

⑤ 매주 평균 6회 이상

3. 귀하의 커피전문점 방문 시 동행하는 일행이 있다면 동행하는 일행은 어떠한 관

계입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연인

④ 친구 ⑤ 직장동료 ⑥ 기타 ( )

4. 귀하가 커피전문점을 일행과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연인과의 데이트 ② 소규모의 모임 (4인 이하)

③ 업무와 관련 ④ 대규모의 모임 (5인 이상)

⑤ 커피메뉴의 맛을 즐기기 위해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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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가 즐겨 마시는 커피메뉴는 무엇입니까?

① 에스프레소 ② 아메리카노

③ 핸드드립 커피 ④ 다양한 추출 도구를 사용한 커피

⑤ 카푸치노 ⑥ 카페라떼

⑦ 시럽이나 소스가 첨가된 커피 ⑧ 생크림이나 토핑이 추가된 커피

⑨ 커피가 들어가지 않은 음료 (생과일주스, 스무디. 초코음료 등)

⑩ 기타 ( )

6. 귀하께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해당되는 항목에 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하다, ⑤매우 중요하다

설문항목

1. 음료의 맛 ① ② ③ ④ ⑤

2. 음료의 가격 ① ② ③ ④ ⑤

3. 사이드메뉴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4. 매장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5. 매장의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6. 이용고객의 평균연령 ① ② ③ ④ ⑤

7.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8. 주위의 평판과 추천 ① ② ③ ④ ⑤

9. 커피전문점의 직원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10. 이전의 소비경험 ① ② ③ ④ ⑤

11. 인터넷이나 방송에 의한 홍보 ① ② ③ ④ ⑤

12. 이전 이용자의 후기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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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음료의 맛에 관한 질문

1.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차별된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설문항목

1.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차별화된 신선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가격대비 품질이 탁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3.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다양한 로스팅 원두를 맛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로스팅부터 커피 추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맞춤형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고품질의 핸드드립 커피를 맛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전문 로스터가 직접 로스팅을 함으로써 고

객에게 커피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해 로스터리 커피전

문점은 전문바리스타가 커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① ② ③ ④ ⑤



- 86 -

2. 맛 추구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설문항목

1.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숙련된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맛으로 소문난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을 찾아다닌

다.
① ② ③ ④ ⑤

3.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다양한 원두의 커피를 모

두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맛의 차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원두의 신선

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가격에 관한 질문

1. 커피의 양에 대한 가격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메리카노 12oz (355ml) 기준)-일반적인 커피전문점의 Take Out 기본 사이즈

① 2000원 미만

② 2100원~ 3000원

③ 3100원 ~ 4000원

④ 4100원 ~ 5000원

⑤ 5100원 ~ 6000원

⑥ 61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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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추구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설문항목

1. 나는 포인트나 쿠폰 활용이 가능한 커피전문점

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방문은 충동적이지 않

고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러 커피전문점을 비교해보고 가격이 저

렴한 곳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커피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사이드메뉴에 관한 질문

1. 주로 선택하는 사이드 메뉴는 무엇입니까?

① 쿠키류 ② 베이커리 빵류

③ 케이크와 머핀류 ④ 주문즉시 제작하는 브레드류 (허니브레드 등)

⑤ 샌드위치와 같은 브런치류 ⑥ 기타 ( )

2. 사이드메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맛 ② 양

③ 플레이팅(외관 비주얼) ④ 품질

⑤ 가격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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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드메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ü 해주시

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설문항목

1.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만 구입하지 않고 사이드메

뉴를 함께 구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이드메뉴가 많은 커피전문점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핸드메이드 사이드메뉴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이드메뉴를 맛보기 위해 커피전문점을 방문하

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매장 분위기에 관한 질문

1. 귀하가 경험한 로스터리 커피전문매장의 분위기와 관련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설문항목

1. 건물의 외관이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곳을 선

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부의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곳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커피음료의 맛보다 분위기 좋은 커피전문매장을

방문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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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매장 규모에 관한 질문

1. 매장의 규모와 관련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ü 해주

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설문항목

1. 매장의 좌석이 많은 곳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매장 좌석간의 간격이 넒은 곳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매장 내 개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좋다.

(노트북, 문서작업 등)
① ② ③ ④ ⑤

4. 매장에 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매장의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매장 내 수용인원초과로 주문대기(웨이팅)에 대

한 거부감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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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항목의 중요도에 관한 질문

1. 커피전문점의 방문을 고려할 때 다음의 서비스의 중요도 정도를 해당되는 항목

에 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하다, ⑤매우 중요하다

설문항목

1. 직원의 숙련도 ① ② ③ ④ ⑤

2. 직원의 친절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3.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직원의 신속한 처리 ① ② ③ ④ ⑤

4. 바리스타의 용모가 단정하고 편안 ① ② ③ ④ ⑤

5. 바리스타의 설명이 이해가 잘됨 ① ② ③ ④ ⑤

6. 바리스타의 고객욕구 파악 ① ② ③ ④ ⑤

7. 바리스타의 역량에 대한 신뢰성

(자격증, 수상경력 등)
① ② ③ ④ ⑤

8. 고객에 대한 배려와 관심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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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의 재방문의도에 관한 질문

1. 재방문의도와 관련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ü 해주

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설문항목

1. 자주 방문하는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에 대한

재방문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주 방문하는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소개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랜차이즈 커피점보다 로스터리 커피전문점

을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인구 통계적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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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학력(재학 포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결혼은?

① 미혼 ② 기혼

5.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취업준비 ③ 전업주부

④ 자영업 ⑤ 사무직 ⑥ 영업직

⑦ 전문직 ⑧ 공무원, 교사 ⑨ 기타 ( )

6. 귀하(가게)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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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visi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of consumers for a roastery coffee shop.

Therefore, whether the taste of beverage, the price of beverage, the variety of

side menu, the size of the store, the atmosphere of the store, service items lead

to revisits and referrals will be examined through questionnaires to find out the

ways to increase consumers' return visits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to

others.

This research separated the factors of roasted coffee shop different from

franchise coffee shop such as various roasting bean provided by professional

roast, expert knowledge of coffee, coffee through various extraction method,

competence of specialized barista, and unique store.

The variables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were partially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that had been tested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modified to 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25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visitors, and 217 copies were finall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oice of roastery coffee shop. 3 factors (shop, menu, experience and

surrounding reputation) were extracted.

Second, in the customers of the roastery coffee shop, the items that

consumers answered were ‘important’ and ‘very important' are the taste of the

drink (85.2%), (85.7%), independent toilet (94.1%), employee proficiency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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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friendliness (96.8%) and prompt response by employees respectively.

Third, 77.8% answered the roastery coffee shop again" positivel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related to the customer 's re -

inquiry. It was found that only enjoying the enjoy various beans(P-value=.016)

and a big stores(P-value=.009) were signifiant.

Fourth, 84.3% of the respondents would recommend it to others. However,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none is signifiant.

Fifth, to the question that would recommend roastery coffee shop to other

people than franchise coffee shop., 81.1% of the respondents were positive.

Howeve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tem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commending roastery coffee shop than franchise coffee shop are taste

of beverage and atmosphere of store.

Factor affecting consumers' preference to choose a roastery coffee shop

different from that of a franchise coffee shop are divided into menu, store, price,

experience and surrounding reputation.

In the current trend of increasing awareness and value standards of

consumers food and beverage culture, this researche has hypothesized that

consumers' revisi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will be affected by those

factors. However, they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he revisi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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