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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증가와 외식문화의 발달

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하여 외식시장 규모

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식생활 트렌드도 더욱 빠르게 변

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식시장의 증가로 인해 외식의 소
비유형은 개인이 선호하는 외식문화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

다. 과거 소비자들은 레스토랑의 서비스, 음식의 맛 등에 의
해 외식을 선택했지만, 현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취향이나성향에 따라레스토랑의 스타일 및분위기와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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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out consumption propensity, 
dessert café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reached by verifying a hypothesis through empirical analysi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0, 2017 to December 10, 2015, and 250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Of 
these, 243 valid copies of the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ept for the questionnaires that did not 
meet the research purpo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only health pursuit type 
and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atisfaction of dessert cafe. On 
the other hand, economic value pursuit type,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and atmosphere pursuit 
typ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dessert cafe satisfaction. Second, among the eating out consumption 
propensity, there were significant influen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order of atmosphere pursuit 
type,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economic value pursuit type. On the other hand, the health 
pursuit type and the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psychological well- 
being. Third, satisfaction of dessert caf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urth, 
psychological well-be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compared to dessert cafe satis-
fa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pposed to be utilized as an instrumental data for establishing a 
strategy for differentiating dessert caf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grasping the eating out 
consumption propensity to increas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dessert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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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험을 기대하는 등의 외식소비를 통해 정서적 경험을

얻고자 한다(Kim & Park, 2005).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것보다도자신의행복을우선시하는욜로라이프(YOLO 
life)가주목을받고있으며, 이러한 욜로 라이프는외식소비
를 통한 행복추구에도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고객의 감성적 소

비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저트

카페는 대부분의 고객층이 여성 소비자들로 편하게 즐기면

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감성적인 소비가치를 통해 행복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장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Son, 2014). 
디저트카페의 세련된 인테리어, 분위기 있는 배경음악 등을
통해 고객들이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감성적 경

험에호기심과흥미를느끼고, 고객자신이느끼는만족이높
을수록 디저트카페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진다(Kim, Lee, & 
Yoon, 2009). 결국 고객들이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서 느끼
는 만족감은 심리적인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
아가서는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여러 가지 다양

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로, 주관적인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등과 혼용되어 사용
되어지고 있다(Song, 2012). 심리적 행복감은 자신의 심리
상태 및 감정 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호의적이며, 다차원적
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Song, 2012). 또한 삶의 질
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경
제적, 영적 등의 측면에서 만족이나 불만족의 느낌이 지각
되는 주관적인 안녕 상태이다(Ferrans & Powers, 1985). 
따라서 기존의 외식소비성향과 만족, 심리적 행복감, 삶

의 질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뉴실버 소비자 라이프스
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선택성향이 외식만족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Kim, 2017), 외식 소비 성향에 따른 감정 반응
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Kim & Beck, 2010), 주부들의 외식
소비성향이 해산물 뷔페식당의 만족도,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Kim, KM, 2015) 등이 있다. 또한 만족, 심리적 행복감, 삶
의 질 간의 연구들로는 외식기업 이용객의 정신적 웰니스, 
여가만족, 심리적 행복감, 삶의 질 간 관계(Jang, 2014), 외국
인객실승무원의여가활동유형에따른효과분석(Lim, 2013),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이 심리적 행복

감, 삶의 질(Kim, CW, 2015), 외식업체 이용고객의 생활만족
이 삶의 질(Jang & Yoon, 2010), 외식기업 이용객의 디톡스
라이프, 푸드테라피, 생활만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Jang, 
2013) 등의연구가진행되어져왔다. 그러나디저트카페에서
의 심리적 행복감,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저트카페의 외식소비성향이 디

저트카페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살펴보고, 디저트카페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에본 연구
결과를 통해 디저트카페에서의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을 증

가시키는외식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디저트카페의 차별화된 전략 방안을 구축하

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외식소비성향

외식업체에대한소비자의선택행동은상품이나서비스를

구매하려고하는개인적인관련정도에따라차이가있으며, 
선택의 다양성은 소비자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에 의해 형
성된 가치관, 개성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소비자가 인지하
는 외식업체의 환경 인식의 차이와 인구통계학적인 차이에

따라 선택 행동을 달리 하는 특성이 있다(Lee & Choi, 2007). 
외식 소비자들은 일반 상품 구매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 과정(문제 인식 및 정보탐색, 구매 결정, 만족도 평가)을
통해 소비행동이 발생된다(Choi, Kil & Rha. 2013). 사람들의
소비활동은소비성향과소비트랜드로나타나는데, 소비성
향은 소비자를 주체로 하는 소비 성질의 경향이며, 소비 트
랜드는 소비의 흐름, 방향, 유행의 스타일을 말하는 소비 자
체의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성향은 사회성에영
향을 받는 심리적 요소로 소비자의 구매 동기와 사용 방법, 
사용후처리방법등전반적인소비활동을지배하는심리와

행동상의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1996). 소비성향을
사회성에영향을 받는심리적 요소로 보아 소비자의 구매동

기 및 사용방법 그리고 사용 후 처리방법 등 전반적인 소비

활동을 지배하는 심리및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으로 정의함

으로써 외식소비성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Kim, 1996). 
외식소비성향이란경제, 사회, 여가를선용하는것을반영

한 복합적인 소비현상으로 외식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인식

을 가지고 메뉴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나타나는 특

정 활동으로, 외식 소비의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식소비성향은 선호하는 레스토랑의 평가
기준, 구매 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외식 소비의 한 성향이
라고 할 수 있다(Kim & Park, 2005). 이러한 외식소비성향은
소비자에게 내재된 특정한 소비성향으로 외식업체의 마케

팅 전략 방안에 있어서 중요한쟁점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외식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는최근들어외식 성향을바탕

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식소비성향의
요인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지고 있다.   

Jang(2009)은 외식 소비 성향에 따른 배달 음식의 메뉴 결
정 요인과 메뉴 만족도 평가 연구에서 외식소비성향의요인

으로 맛 추구형, 외식 향유형, 실속 추구형, 건강 추구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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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편의 추구형, 분위기 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Park과 Jung 
(2004)은 한국인의 외식소비성향과 외식선호유형의 결정요
인에관한연구에서외식소비성향을다양성및차별화, 편의
및 간편성, 전통 지향성, 건강 및 질의 추구, 감각적 맛과 분
위기, 이국적취향의 6개의요인으로구분하였다. Woo와 Lee 
(2008)는체험추구형, 실속추구형, 휴식추구형, 권위추구형
의 소비성향을 측정하였다(Ma, 2013). Kim과 Park(2005)은
라이프스타일유형에따른레스토랑실내이미지선호도차이

에대한연구에서는식생활과관련된소비성향을외식향유형, 
건강 고려형, 미각 고려형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식소비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17)은

뉴실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 선택성향이

외식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문
화지향유형 라이프스타일과 가족지향유형 라이프스타일이

감성적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지향유형 라이프스타일은 인지적 외식선
택성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외식선택성향만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식선택성향(감
성적, 인지적)은 모두삶의질에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 Kim과 Beck(2010)은 외식 소비 성향에 따른 감
정 반응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 추
구형과 관계 충성형은 즐거움과 자극에 유의한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식 추구형은즐거움과자극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KM(2015)은 주부들
의 외식 소비성향이 해산물 뷔페식당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외식소비성향 중 뷔페레스토
랑의 환경중시형과 혜택중시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만족 

마케팅적 관점에서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

한 후 평가하는 측면에서 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경
험에 근거한 태도변화의 원인으로 이해된다(Westbrook & 
Oliver, 1981). 고객만족은 기업의 핵심 마케팅 전략의 하나
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과 관련되어 고객유지 및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Jeon, 2010), 
Oliver(1993)는 고객만족은 소비자가 불일치된 기대와 소비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 심리 상태라고 하였다. Koo(2000)는 관점에 따라 고
객만족이 결과에 관점을 두는지, 과정에 관점을 두는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고객만족이 결과에 관
점을 두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적절하게 보상되었는가 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는가에

따라서느끼는소비자의인지적상태라고정의하였으며(Nau-
mann & Earl, 1994), 과정에 관점을두는 것은 선택했던여러
가지 대안이 선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가 신념과 일치

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Keller, 1993).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 지향보다 소비 경험을 총괄하며 각 단계의

요소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통해 만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규명하였다(Oilver, 1993).
특히, 외식에 관한 만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Lee(2012)는

외식소비자의 고객만족도는 소비자가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직접 체험한 후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레스토랑에
서 느꼈던 기대와 실제 경험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사후이

미지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Kim KM, 2015).  
또한 외식과 관련된 만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과

Beck(2010)은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감정반응이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즐거움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2)은 호텔 레스토랑
의 외식 소비경험이 소비감정,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소비감정이 고객만족
과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Kim KM(2015)은 주부들의 외식 소비성향이 해산물
뷔페식당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서 환경중시형과 혜택중시형 고객들은 뷔페레스토랑의 만

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심리적 행복감

모든사람들이추구하는행복은주관적인부분을 많이 가

지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어렵

고, 평가가 한 개인의 행복도를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행복에 대한 연구자들은 행복도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보다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

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속에서 행복한 정서를 느

끼는 것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선호하고 있

다.(Diener, 1984; Ryff, 1989).
Diener(1984)는 행복에 관한 개념을 세 가지로 정의하였

는데, 첫째 외적․규범적 정의로 행복은 개인이 속한 사회
나 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내적․감정적 정의로 감정 또는 감명(affect)의 개념에 기초
한 것으로 유쾌한 감정적 경험을 강조하며 현재의 감정적

상태와 경험을 의미한다. 셋째, 내적․주관적 정의로 행복을
결정하는개인의 기준에 근거한것으로 개인의 선택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 할 수 있

다. Yun(2005)은 행복은 즐거움․괴로움의 시간과 경험하는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상향적 접근(bottom up approach), 
행복은 느낌 자체라기보다는 행복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으로 결정된다는 하향적 접근(up down apprpach), 행복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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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달성, 요구나 소망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면 온다고 보는
성취적접근(telic approach), 행복의안정성과외향성, 신경성
에 의해 기인된다고 보는 성격적 접근(personality approach), 
행복은 현재 조건과 기준을 비교하여결정되며현재 조건이

기준을 넘으면 행복을 느낀다는 판단적 접근(judgemental 
approach)으로구분하였다. 심리적행복감(psychological well- 
being) 역시 행복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명확한 정의나 구별 없

이 주관적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혹은 심리적 안녕
(well-being),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등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Park, 2010). 심리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적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로, 대개 능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운동 후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정서적 반응 중의

하나가 쾌락적 즐거움 또는 감정호전 현상이다. 즉 욕구 충
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유쾌한 감정, 만족감, 도취감 등이
다(Yang, 2000). 또한 신체활동에서 경험되는 긍정적인 인지
적-정서적 상태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불안, 억압, 공포가 제
거되는 최상의 행복과 충족의 순간을 나타내며, 한정된 자
극에 대한 개인적 자아의 실현이나 주의집중, 성취감으로
인한 시간감각의 상실이라 표현하였다(Meslow, 1968). Jeon 
(1991)은심리적행복감은개인의심리상태를측정해주는자
료로생활에대한주관적평가로정의하였다. Jeny와 Varghese 
(2013)는 삶의 경험과 함께 행복감, 유용성, 만족, 성취감, 소
속감의 주관적 느낌과 고통, 불만족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
로 개념화 하였다. Kim CW(2015)는 심리적 행복감이란 일
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에 의미와 성

취, 책임감 및 목적 등을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2014)

은 외식기업 이용객의 정신적 웰니스, 여가만족, 심리적 행
복감, 삶의 질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적 웰니스가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 여가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행복감과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2013)은 외국인 객실승무원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인
객실승무원의 여가 만족도는 심리적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외국인 승무원의 심리적 행
복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

났다. Kim CW(2015)는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이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에서, 여가만족의 신체적 요인이 심리적 행복감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 중
신체적 요인과 사회적요인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신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행복감 중 자신
감은 삶의 질(가족관계, 사회관계, 여가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행복감 중 즐거움은 삶의 질
(가족관계, 사회관계, 여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2.4. 삶의 질

삶의질이란인간에게주어진궁극적인삶의목표이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고, 학습하며, 여가를 즐기는
모든 행동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Kim CW, 2015). 
삶의질에대한관점은크게세가지로분류된다. 첫째, 객

관적인 삶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다(Ha, 1996; Slotij, 
Seully, Hirshberg, & Hayes, 1973). 둘째는 주관적, 심리적 만
족감으로 규정하는 관점으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주관적만족감을삶의질로본다(Ying, 1992). 셋째, 
주관적측면과객관적측면을포괄하여정의함으로써앞의두

입장을 절충하는 관점이다(Mackyie, Jessen, & Jarvis, 2002). 
Diener(1994)는삶의질은개인의주어진상황에대한생각

과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수준이나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정도가 삶의 질
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은 객관
적 조건에 대하여 평가한주관적 조건이라 할수 있으며, 개
인이평가한 주관적의식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개인의삶
에 대하여 각각 다른 목표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

인이자신의삶을어떻게생각하는지가삶의질을평가하고이

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5; Seo, 2008; Seo, 
2009).
또한 Ryff(1989)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의

삶의 질을 자아 수용,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등 6개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Ryff 
(1989)에의해개발된심리적웰빙척도는지금까지많은연구
자들이이용하고있다(Lindfors, Bemtsson, & Lundlberg, 2006). 
삶의 질이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시각, 목적, 차원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개념으로, 삶의 질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
다 차이를 보이는데, Ferrans와 Powers(1985)는 개인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영적 등에서
만족과 불만족의 느낌이 지각되는 주관적 안녕 상태라하였

다. 이러한 삶의 질은 지역사회의 수용과 욕구의 실질적 만
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생활수준으로서 복지에 대한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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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Hur, 2006; Lee, 2005), Iso-Ahola 
(1980)는 삶의 질이 높은 사람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행복, 
만족, 심리적 안녕감을 제시하였다(Jang & Yoon, 2010).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과 Yoon(2010)

은 외식업체 이용 고객의 생활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만족은 삶의 질 중 개인적 성장, 자
율성, 자아수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Jang(2013)은외식기업의이용고객의디톡스라이프, 
푸드 테라피, 생활만족,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디톡스 라
이프와 관련하여 푸드 테라피는 삶의 질에도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톡스 라이프와 푸
드 테라피로 인한 생활만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CW(2015)는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이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만족 중 신체적 요
인은 삶의 질(가족관계, 사회관계, 여가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 중 사회적 요인은 삶
의 질(사회관계, 여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여가만족 중환경적요인은 삶의질(가족관계, 사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외식소비성향과디저

트카페만족, 심리적행복감, 삶의질간의관계에어떤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디저트카페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

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
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가설 1: 외식소비성향이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외식향유형은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건강추구형은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분위기추구형은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경제가치추구형은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신속편의추구형은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외식소비성향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외식향유형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건강추구형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분위기추구형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경제가치추구형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신속편의추구형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디저트카페만족은심리적행복감에유의한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디저트 카페 만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 심리적 행복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디저트카페를 이용
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
venience sampling)을사용하여 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
으며, 설문지는 25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연구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한 자료 243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가설검증을위해수집된자료는통계패키지인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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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외식소비성향

본연구에서외식소비성향을외식업체의메뉴나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면서 느끼는 심리행동성향으로 정의하고, 
회식향유형, 건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경제가치추구형, 신
속편의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Ma(2013), Lee, 
Kim과 Park(2006)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
정․보완하여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3.3.2. 디저트카페 만족 

본 연구에서 만족은디저트카페를이용하고난후의 고객

의 기대와 실제 경험사이에 발생하는감정으로고객의 기대

와 소비경험의 종합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하며, 측정항목은
Oliver(1981), Son(2014), Ko(2016), Kim, Han과 Yang(2017)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총 3문
항을 사용하였다. 

3.3.3. 심리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심리적행복감은개인이선택한행복의 기준

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이며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측정항목은 Kim CW(2015), Jang(2014), Lim(2013)
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3.3.4.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 혹은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개인의 느낌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으로
정의하고, 측정항목은 Kim(2017), Kim CW(2015), Jang(2014)
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연구의표본의특성은대학생 243명을대상으로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04명(42.8%), 
여자가 139명(57.2%)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9～24세가
177명(79 %), 25～29세가 66명(21.0%)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모두 72.975(%), 74.461(%), 84.142(%), 78.725 

(%)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공통성과 요인 적재값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척도인 외식소비성향
은 F1: 경제가치추구형, F2: 건강추구형, F3: 외식향유형, 
F4: 분위기추구형, F5: 신속편의추구형의 5개 요인으로 도
출되었으며, 디저트카페 만족, 심리적 행복감, 삶의 질은 단
일차원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집중판별타당성이 있으며, 
신뢰성 검증은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모두 0.7 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4.3. 가설 검증

각구성개념들간에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구성개념들간
관계가 양의 방향성을보이고 있어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요

인들 간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4.3.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종속변수인 디
저트카페 만족에 대한 전체설명력(R2)는 12.3%이며, 회귀식
에 대한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는 F 통계량값은 6.629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소비성향 중 건강추구형(β
=.249)과 신속편의추구형(β=.205)만이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가치추구
형, 외식향유형, 분위기추구형은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와 가
설 1-5만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4.3.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심
리적 웰빙에 대한 전체설명력(R2)는 32.7%이며, 회귀식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 통계량 값은 23.056이며, 유
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것으로 볼 수있다. 외식소비성향중 분위기추구형(β= 
.394), 외식향유형(β=.394), 경제가치추구형(β=.394) 순으
로 심리적 행복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건강추구형과 신속편의추구형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가설 2-3, 가설 2-4만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2는 부분채
택되었다.

4.3.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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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Commu-
naility

Eigen 
value

Variences
(%)

Cronbach's 
α

Eating out 
consumption 
propensity 

KMO=.810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

Total
variances
(72.975%)

Economic 
value

pursuit
type

I tend to select a place which has a lot of affiliate program 
benefits when eating out.   .855 .805

3.447 20.278 .861
I tend to prefer a place that offers  a lot of free side menu 

when eating out. .839 .775

I tend to spend my time searching for magazines or 
internet sites to get coupons. .769 .648

I tend to use the limited eating out expense for a month. .739 .714

Health 
pursuit

type

I tend to visit eating out places that use fresh ingredients 
rather than frozen food. .836 .737

2.528 14.871 .781
I am willing to purchase healthy foods even though it is 

little expensive. .763 .654

I tend to consider healthy foods when eating out. .712 .711

I tend to consider healthy foods when eating out. .535 .678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It is a joy to eating out for me. .851 .775

2.431 14.298 .837I think eating out is one of my spare time. .848 .761

I eat out to change my feeling. .820 .735

Atmo-
sphere 
pursuit

type

I think atmosphere is important when I choose an eating 
out place. .891 .847

2.063 12.137 .776I select a luxurious atmosphere place when eating out. .701 .762

I select a luxurious atmosphere place when eating out 
even though it is little expensive. .466 .649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I like ordering and paying done quickly and conveniently 
when eating out. .814 .743

1.937 11.392 .728I don't like waiting to eat out. .804 .765

I prefer ordering delivery service on the phone or the 
internet. .589 .648

Dessert cafe satisfaction

KMO=.720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

I am satisfied with visiting  the dessert cafe. .872 .760

2.234 74.461 .827I am satisfied with the dessert cafe overall. .870 .758

I am happy to use the dessert cafe. .846 .716

Psychological well-being

KMO=.865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

The dessert cafe experience is very pleasure. .932 .868

3.366 84.142 .935
Experience using a dessert cafe makes me feel happy. .926 .858

Dessert cafe experience makes me feel better. .917 .841

Experience of dessert cafe makes me forget about the 
complicated problems of daily life. .894 .799

Quality of Life

KMO=.723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

I am having a pleasant and satisfying life using a dessert cafe. .909 .827

2.362 78.725 .865I am happy to experience other food culture and customs 
while using dessert cafe. .896 .803

I could afford to use the dessert cafe. .856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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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matrix

Variable 1 2 3 4 5 6 7 8

Economic value pursuit type 1

Health pursuit type .405** 1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266** .206** 1

Atmosphere pursuit type .493** .613** .341** 1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507** .255** .347** .454** 1

Dessert cafe satisfaction .173** .290** .148** .234** .259** 1

Psychological well-being .419** .363** .389** .484** .333** .319** 1

Quality of life .406** .317** .348** .504** .346** .451** .493** 1

** p<.01.

Table 3. Regression result between eating out consumption propensity and dessert cafe satisfa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error(S.E.)

Standardized 
coefficient(Beta) t-value p-value

(Constant) 2.482 .269 9.231 .000

Economic value pursuit type -.026 .050 -.039 -.516 .606

Health pursuit type .205 .065 .249 3.108** .002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036 .063 .038 .568 .570

Atmosphere pursuit type -.004 .072 -.005 -.058 .954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164 .060 .205 2.722** .007

R2=.123, adj R2=.104, df 1=5, df 2=237, F=6.629, sig.F=.000

** p<.01.

Table 4. Regression result between eating out consumption propens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error(S.E.)

Standardized 
coefficient(Beta) t-value p-value

(Constant) .642 .298 2.157 .032

Economic value pursuit type .157 .055 .191 2.851** .005

Health pursuit type .079 .071 .076 1.111 .268

Eating out enjoyment pursuit type .275 .070 .228 3.920*** .000

Atmosphere pursuit type .268 .079 .255 3.367** .001

Quick & convenience pursuit type .022 .067 .022  .334 .738

R2=.327,  adj R2=.313, df 1=5, df 2=237, F=23.056, sig.F=.000

** p<.01, *** p<.001.

리적 행복감에 대한 전체설명력(R2)은 10.2%이며, 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 통계량 값은 27.234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저트카페 만족(β=.319)은 심
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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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result between dessert ca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error(S.E.)

Standardized 
coefficient(Beta) t-value p-value

Constant 1.890 .296 6.389 .000

Dessert cafe satisfaction   .403 .077 .319 5.219*** .000

R2=.102, adj R2=.098, df 1=2, df 2=241, F=27.234, sig.F=.000

*** p<.001.

Table 6. Regression result among dessert ca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error(S.E.)

Standardized 
coefficient(Beta) t-value p-value

Constant .208 .203 1.026 .000

Dessert cafe satisfaction  .286 .052 .246 5.557*** .000

Psychological well-being .592 .041 .643 14.507*** .000

R2=.576, adj R2=.572, df 1=2, df 2=240, F=162.893, sig.F=.000

*** p<.001.

4.3.4. 가설 4, 가설 5의 검증

가설 4와 가설 5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종속
변수인 삶의 질에 대한 전체설명력(R2)는 57.6%이며, 회귀식
에대한 통계적 유의성을검증하는 F 통계량값은 162.893이
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행복감(β=.643)이 디
저트카페 만족(β=.246)에 비해 더욱 크게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외식소비성향과 디저트카페 만족, 심리적
행복감, 삶의 질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
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통해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검증 결과, 외식소비성향 중건강추구형과

신속편의추구형만이 디저트카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저트카페의 메뉴들이 건강지
향적이기 보다는 달콤한 맛을 내는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추구형 소비자들은 영양정보나 칼로리 등

을 중시하며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지향적인 메뉴를 선택함

으로써 디저트카페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여학생(57.2%)이 남학생(42.8%)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
이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민감한 여대생들의 특성을 반

영한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외식 시 기다려서먹는것을싫
어하고 가능하면 빨리배달이 되고 계산도 신속하고 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신속편의추구형 소비자들일수록 디저트카페

만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속편의추구형 또한 대
학생들의 대표적인 외식소비성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저트카페의 운영자는 디저트카페의 주 고객층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많은 대학생을 포함한젊은 여성들이

므로, 계절 재료와 같은 신선한 재료 또는 유기농 식재료를
통한 원료의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디저트가 맛
있지만 건강지향적이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차별

화된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제품 전략

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층들은 신속성을 중시하
므로 직원들이 디저트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

원들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경제가치추구형, 외식향유형, 분위기추구형은 디저

트카페만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디저트카페 만족은 디저트카페 이용 시개인의 기대를

충족한 상태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대생들이 중요시 여기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신속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켰는지가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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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으므로, 쿠폰이나 제휴혜택을 통한 저렴한 가격
에 의한 외식소비형태인 경제가치추구형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자주 외식을 즐기는 외식향유형, 외식 시 분위기가 중
요한 분위기추구형은 디저트카페 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와 가설 1-5만 채택되었으므로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2의 검증 결과, 외식소비성향 중 분위기추구

형, 외식향유형, 경제가치추구형순으로 심리적 행복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시 고급스
럽고 분위기가좋은 곳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위기 추구형이

나 외식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전환을 위해 외식을

하는 외식향유형과 정해진 외식비용, 무료 쿠폰, 제휴혜택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식을 즐기는 경제가치

추구형이 디저트카페 이용 시 경험과함께 행복감이나 즐거

움, 걱정이나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상태인 심
리적 행복감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서 즐겁고 만족한 정도인 디저

트카페 만족과는 달리,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가
치를 느끼면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

는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미치는 외식소비성향은

분위기추구형이다. 특히 여대생들이 디저트카페 선택 시 고
급스럽고 분위기가 좋은 곳을 중요시 하며, 이렇게 분위기
좋은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일

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큼의 심리적 행복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식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분전환을 위해
외식하는 것을 즐기는 외식향유형 소비자들일수록 디저트

카페를 이용하면서 심리적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여진다. 그
러나 대학생들은 외식을 좋아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외식 시 비용 부담이 많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착한

가격의디저트카페를찾고할인쿠폰이나제휴혜택이많은곳

을 이용함으로써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저트카페 운영자는 디저트카페의 주고객층이

여성이므로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조명이나 음악, 
갤러리 같은 분위기의 내부 인테리어등의 고유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고객들이 심리적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구전활동을 통해 신규고객 창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식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이용하고 싶지
만 비용이 부담이 되는여대생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이벤

트 당첨이나 무료 사이드 메뉴, 할인 쿠폰등의다양한 판매
촉진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부담 없이 자주 이용할 수있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반면, 건강추구형과 신속편의추구형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추
구형과 신속편의추구형이 디저트카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이채택된 것과는달리, 건강을 중시하는건
강추구형 소비자와 신속한 제공을 중시하는 신속편의추구

형 소비자는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편

안한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1, 가설 2-3, 가설 2-4만 채택되었으므로 가

설 2는 부분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3의 검증 결과, 디저트카페 만족은 심리적 행

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저
트카페 이용 시 소비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즐겁고 만족하여

디저트카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디저트카페를 이용

하면서 즐거움, 행복감, 편안함을 넘어 자신의일상생활에서
복잡한 문제까지도 잊어버리는 심리적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저트카페 운영자는 고객의 만
족도 뿐 만 아니라 고객이 심리적 행복감이 향상될 수 있도

록 차별화된 물리적 환경이나 직원들의 신속하면서도 친절

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4와가설 5의 검증 결과, 심리적 행복감

이 디저트카페 만족에 비해 더욱 크게 삶의 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저트카페 이용 시 전
반적인 만족에 비해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서 즐거움이나

행복감, 편안함보다 정신적인 안녕감을 느낄 수 있는 심리
적 행복감이 고객들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인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저트카페 운영자는 고객들이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면서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정신
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디저트카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저트카페에서의
다양한 식문화의 경험을 통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디저트카페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유한

디저트메뉴와 독특한 플레이팅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디저

트카페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구매를 통한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구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디저트카페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였으므

로, 향후에는 전국의 대학생들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과
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표본이
남학생에비해 여학생의 분포가높은 편이므로 결론이전반

적으로 여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향후 연
구에서는 디저트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여성이므로,  
연령별로고객층을 좀더 확장하여 여성고객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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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실무자들에게 더욱 구체

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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