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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consumer behavior of coffee product according to monthly income

in franchised coffee shop's consumer in Korea. A total of 293 questionnaires were used out of the 330 that had been

distributed for analysis; those that lacked reliability were excluded. Frequenc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hypotheses of the study.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mer behavior with regard to seeking health, eco-friendly products, product brand, and product taste as

well as preferred coffee menu and coffee consumption expenditures. High income consumers rather than low income

groups showed much higher score for concerning health, concerning diet, concerning calorie, concerning instant,

concerning caffeine and concerning nature, organic in coffee consumer behavior. In amount spent on purchasing coffee

products according to income, low income consumers rather than high income groups had much higher financial expense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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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식문화의 서구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한국인의 주

식인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커피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 전체 소비지출 중 주식인 쌀

의 소비지출이 최근 5년간 약 15% 감소한 반면, 커피 소비

지출은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onghyup Economic

Research Laboratory 2013; Chosun Ilbo 2013.09). 이처럼

오늘날의 커피는 단순한 기호음료를 넘어 생필품이라 여겨

질 정도로 보편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소비되어지고

있다(Park 등 2012).

커피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20%가량 성장하여 2007년 1조

5580억원에서 2012년 말 기준 4조1300억원으로 2.5배 커졌

고, 커피수입량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여 91천톤에서

130천톤으로 143% 증가하였다(Customs 2012; Dong-A

Daily News 2013.03). 또한 커피수입량 중 2008년 76%를

차지하던 생두 수입의 비중은 2012년 64.5%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원두 수입의 비중은 11.2%에서 15.4%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인스턴트커피가 중심이던 국내 커피시장은 원

두커피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커피전문점을 통한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원두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Customs 2011; Customs 2013). 또한 커피전문

점도 1999년 스타벅스 1호점을 시작으로 해외브랜드(스타벅

스, 커피빈 등)에 의해 성장이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중후

반부터는 국내브랜드(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

스 등)가 점유율을 높이며 성장을 주도하였다(KB Financial

Management Laboratory 2011). 이러한 커피전문점의 점유율

은 2007년 28%에서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여 37%까지 올랐

으며, 2006년 1,500개에 불과했던 점포수가 2012년 말

15,000개로 약 10배의 양적 증가를 보였다(Joongang Ilbo

2013.04). 또한 대표적인 6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스타벅

스, 카페베네, 커피빈, 할리스, 탐앤탐스, 커핀그루나루)의 매

출은 2012년 말 기준 8937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늘어났

다(Korea Economic Daily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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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커피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커피전문점은 포화상태임에도 출점 경쟁으로 인해 시

장집중화가 이어졌다(Kim & Kim 2011). 이에 공정거래위원

회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 시행하

여 성장세가 둔화된 듯 보였으나 해외브랜드와 중소브랜드

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경쟁심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MK Business News 2013.10). 또한 소비자의 소득수

준 확대로 커피의 수요와 소비량이 증가하여, 커피전문점시

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더불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

화될 것으로 보인다(KB Financial Management Laboratory

2011). 

이처럼 치열한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시장세분화를 통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Park

& Chu 2013).

빠르게 성장하는 커피시장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어가는 소

비자를 세분화하고 소비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

피소비에 관한 선택속성, 선호도,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등의

다양한 측면의 분석들이 있지만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 분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분석이며, 그 중에서도 실제 소비행동

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요인이다(Park & Heo 2012). 소득은 소비지출의 근원이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

다(Kim & Park 2005; Bryant, 1990).

소득은 지불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소비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2009). 또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제

한된 소득 내에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소

득수준에 비례하여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지출은 소득의 함

수라고도 한다(Kim & Mo 2008). 이에 따라 커피 소비행동

연구에서도 소득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이러한 소득요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커피에 관한 선

행연구들은 커피전문점의 선택속성(Ko & Seo 2009; Kim

등 2010; Lee & Lee 2011; Woo & Yoon 2011; Khil

2012; Kim 등 2012; Koh & Kim 2012; Kim 2013a), 서

비스품질과 고객만족(Shin & Chung 2007; Kim & Han

2011; Seo & Lee 2011; Jin & Ryu 2012; Kim 등 2013;

Kim 2013b;), 물리적환경(Park & Jeon 2011; Kim & Park

2012; Lee & Seo 2012; Oh & Kim 2013), 브랜드 이미지,

충성도(Chae 등 2011; Moon 2011; Ha & Kim 2013;

Kim & Ko 2011), 소비행동(Chae 2011; Park 등 2012) 등

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측면

에 관한 커피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또한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소득요인은 일반적 인구통계학적 분석

의 여러 요인들 중 한 부분으로만 분석되었고, 소득요인에

따른 소비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커피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피소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소비자의 소득에 따른 프랜차이

즈 커피전문점 이용고객의 커피 소비행동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그에 따른 상품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 방안과 실무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소득에 따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커피 소비행동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의 커피 프

랜차이점 중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C, A, H, T 등의 점

포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

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문헌조사 분석을 통

해 관련 논문, 문헌 및 간행물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재작성 하였으며 사전에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

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재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지상의

미비한 점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2013년 10월 02

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총 35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320부로 회수율은 91.4%였

으며, 이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

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93부(88.8%)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관련 논문 및 문헌, 간행물 등을 참

고하여(Kim 등 2010; Park 등 2012; Oh & Kim 2012)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크게 6개의 부

분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문항, 커피

전문점 이용행동 특성 7문항, 커피관련 건강추구 소비행동

특성 7문항, 커피 구매행동 특성 8문항, 커피 소비지출행동

특성 2문항, 커피전문점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커피 메뉴 6

종에 대한 음용빈도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월

평균소득 등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명목척도와 서열척

도로 측정하였다. 이 때 월평균 소득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

한 질문은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세, 주민

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응답해주세요’로 하였다. 둘째, 커

피전문점 이용행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들(Chae

2011; Kim 등 2010; Ko & Kim 2012)을 참조하여 커피전

문점 방문횟수, 커피음용 비용, 커피종류별 적정 가격대, 맛

과 향 평가 가능여부, 비용 부담감 등의 7문항에 대해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커피관련 건강추구 소비행동 특성

을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의 최종적 실천행동과 구매결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내외적 행동으로 정의하여 Kim

등(2010), Park 등(2012), Ko & Kim(2012), Kim 등(2013)

의 연구를 참조하여 ‘건강 고려’, ‘다이어트 고려’,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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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인스턴트식품 고려’, ‘카페인 고려’, ‘환경호르몬 고

려’, ‘자연, 유기농 제품 고려’ 등의 7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넷째,

커피제품의 구매행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Ha(2010), Moon

(2011), Oh & Kim(2012)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커피 용기

의 친환경성과 재활용성 고려해 구매’, ‘원재료의 유기농 여

부 고려해 구매’,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 제품 구매’, ‘커피

맛 고려해 구매’, ‘커피의 맛과 향 평가 가능한 제품 구매’,

‘칼로리 보다 맛 우선해 구매’, ‘메뉴 가격보다 브랜드 우선

시해 구매’, ‘나의 이미지 고려해 특정브랜드 구매’ 등의 8문

항을 구성해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커피제품에 대한 소비지출행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해 ‘전체 외식비 중 커피에 대해 소비하는 지출 정도’, ‘커피

소비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등의 2문항에 대해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여섯째, 커피전문

점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커피 메뉴 6종에 대한 음용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

치노(에스프레소에 우유첨가 베리에이션커피)’, ‘카페모카, 마

키아토(에스프레소에 우유, 크림첨가 베리에이션커피)’, ‘더

치, 디카페인커피’, ‘핸드드립커피’ 등 6항목에 대한 음용빈

도를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21.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특성과 프랜차이즈 커피전

문점의 커피 소비행동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소득에 따른 커피제품 소비행동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test, ANOVA검증과 사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응답자 총 293명 중 성별은 남성 37.9%, 여

성 62.1%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44.4%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은 30대 36.5%. 40대 9.5%, 50대 5.5%, 10대

3.1%, 60대 이상 1.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

인 월 소득은 201~300만원이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이어 300만원 이상이 25.3%, 101~200만원

20.8%, 100만원 이하 18.8%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커피전문점 이용행동 특성

조사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커피전문점 이용행동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일주일 평균 커피전문점 방문횟수는 1회 이상~2

회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 이상~3회 미

만 방문이 24.6%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Kim & Choi(2014)의 대학생

의 커피전문점 방문빈도는 1주일에 2~3회가 2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주일에 1회 21.6%로 보고하였다. 한편

Choi 등(2011)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커피전문점 방

문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대조적이

었다. 일주일평균 커피음용비용은 10,001~20,000원 미만이

35.8%, 10,000원 이하가 32.1%, 20,001~30,000원 미만 21.5%

순으로 나타났다. 커피메뉴의 적정가격대에 있어서는 에스프

레소·아메리카노는 2,500~3,000원 미만 64.2%, 카페라떼 ·카

페모카 ·마키아토 등 베리에이션메뉴는 3,000~3,500원 미만

43.7%, 핸드드립 ·더치커피 등은 4,500~5,000원이 적절하다

고한 응답자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카

페라떼 ·카페모카 ·마키아토 등 베리에이션메뉴와 핸드드립

·더치커피 등의 적정가격대 견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는 200만원 이하의 상

대적인 저소득집단이 201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보다 2,500

~3,000원 미만의 낮은 가격대를 적정가격대라고 응답하였다

(p<0.05). 커피 맛과 향의 평가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이

다’가 5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가능하다’ 19.1%,

‘가능하다’ 13.3%, ‘전혀 불가능하다’ 7.8%, ‘충분히 가능하

다’ 1.4%의 순이었고 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커피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39.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담되지 않는

다.’ 23.2%, ‘부담된다.’ 17.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7.1%, ‘매우 부담된다.’ 2.7% 순이었다. 소득별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300만원 이상 31.1%, 201~300만원 13.6%,

101~200만원 13.1%, 100만원 이하 9.1%) 혹은 ‘부담되지

않는다.’(300만원 이상 33.8%, 201~300만원 26.2%, 101~

200만원 14.8%, 100만원 이하 12.7%)는 응답은 소득이 높

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111(37.9)

Female 182(62.1)

Age

10s 9(3.1)

20s 130(44.4)

30s 107(36.5)

40s 28(9.5)

50s 16(5.5)

Over 60s 3(1.0)

Monthly Income

(1,000 Won)

Less than 1,000 55(18.8)

1,010-2,000 61(20.8)

2,010-3,000 103(35.1)

More than 3,010 74(25.3)

Total 2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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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에 따른 커피관련 건강추구 소비행동 분석

조사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내 커

피관련 건강추구 소비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건강 고려’

(3.10점)가 평균 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자연,

유기농 제품 고려’(3.02점), ‘다이어트 고려’(3.01점), ‘인스턴

트식품 고려’(3.00점), ‘환경호르몬 고려’(2.89점), ‘칼로리 고

려’(2.82점) 등의 순이었으며, ‘카페인 고려’가 2.63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건강 고려’, ‘다이어

트 고려’, ‘칼로리 고려’, ‘인스턴트식품 고려’, ‘카페인 고려’,

‘환경호르몬 고려’, ‘자연, 유기농 제품 고려’ 등의 7가지 항

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

행동은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201~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201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집

단이 건강을 고려한 커피 소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p<0.01). ‘비만 고려’(p<0.01), ‘칼로리 고려’(p<0.01)

소비행동 또한 3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1

~300만원,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

목들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인스턴트 고려 항목 역시 300

<Table 2> Coffee shop’s visi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income

Variable Group

Average Monthly Income (Won/Unit: 1,000)

Total
χ
2-value

(p-value)
Less than 

1,000

(n=55)

1,010-2,000

(n=61)

2,010-3,000

(n=103)

More than 

3,000

(n=74)

Frequency of visiting 

franchised coffee shops

(per week)

Between 1-2 24(43.6) 24(39.3) 30(29.1) 27(36.5) 105(35.8)

10.918

Between 2-3 16(29.1) 14(23.0) 28(27.2) 14(18.9) 72(24.6)

Between 3-4 6(10.9)  6(9.8) 13(12.6)  7(9.5) 32(10.9)

Between 4-5  6(10.9)  9(14.8) 15(14.6) 10(13.5) 40(13.7)

Above 5  3(5.5)  8(13.1) 17(16.5) 16(21.6) 44(15.0)

Expense for purchasing coffee 

(per week) (Won)

Less than 10,000 24(43.6) 20(32.8) 27(26.2) 23(31.1) 94(32.1)

14.231

Between 10,001-20,000  23(41.8)  20(32.8)  37(35.9) 25(33.8) 105(35.8)

Between 20,001-30,000 4(7.3) 15(24.6) 29(28.2) 15(20.3) 63(21.5)

Between 30,001-40,000  2(3.6)  4(6.6)  5(4.9)  6(8.1) 17(5.8)

Over 40,001 2(3.6)  2(3.3)  5(4.9)  5(6.8) 14(4.8)

Reasonable price for 

Americano,

Espresso perceived

(Won)

Under 2,500-3,000  40(72.7)  46(75.4)  55(53.4) 47(63.5) 188(64.2)

19.990*
Under 3,001-3,500  9(16.4) 12(19.7) 40(38.8) 21(28.4) 82(28.0)

Under 3,501-4,000  6(10.9)  3(4.9)  8(7.8)  4(5.4) 21(7.2)

Under 4,001-4,500 0(0.0) 0(0.0) 0(0.0) 2(2.7) 2(0.7)

Reasonable price for

Cafe latte, Cafe mocha, 

Macchiato perceived

Under 2,500-3,000 15(27.3) 15(24.6) 17(16.5) 19(25.7) 66(22.5)

12.263
Under 3,001-3,500  23(41.8)  28(45.9)  45(43.7) 32(43.2) 128(43.7)

Under 3,501-4,000 12(21.8) 15(24.6) 34(33.0) 16(21.6) 77(26.3)

Under 4,001-4,500  5(9.1)  3(4.9)  6(5.8)  4(5.4) 18(6.1)

Reasonable price for

Hand-drip coffee perceived

(Won) 5

Under 4,500-5,000  26(47.3)  35(57.4)  52(50.5) 39(52.5) 152(51.9)

11.904

Under 5,001-5,500 19(34.5) 10(16.4) 23(22.3) 18(24.3) 70(23.9)

Under 5,501-6,000  8(14.5) 11(18.0) 23(22.3) 13(17.6) 55(18.8)

Under 6,001-6,500  2(3.6)  5(8.2)  4(3.9)  2(2.7) 13(4.4)

Under 6,501-7,000 0(0.0) 0(0.0) 1(1.0) 2(2.7) 3(1.0)

Availability of examining taste 

and flavor of coffee 

Very low  6(10.9)  3(4.9)  11(10.7)  3(4.1)  23(7.8)

19.967

Low 13(23.6) 11(18.0) 25(24.3)  7(9.5) 56(19.1)

Moderate 30(54.5) 37(60.7) 51(49.5) 53(71.6) 171(58.4)

High  6(10.9) 10(16.4) 15(14.6)  8(10.8) 39(13.3)

Very high 0(0.0)  0(0.0) 1(1.0) 3(4.1) 4(1.4)

Financial burden of coffee 

price 

Very low  5(9.1)  8(13.1)  14(13.6) 23(31.1) 50(17.1)

55.288***

Low  7(12.7)  9(14.8) 27(26.2) 25(33.8) 68(23.2)

Moderate 22(40.0) 30(49.2) 44(42.7) 20(27.0) 116(39.6)

High 20(36.4)  8(13.1) 17(16.5)  6(8.1) 51(17.4)

Very high 1(1.8) 6(9.8) 1(1.0) 0(0.0) 8(2.7)

Total 55(100.0) 61(100.0) 103(100.0) 74(100.0) 293(100.0)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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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201~300만원,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201만원이상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인스턴트커피 보다 원두

커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p<0.001). 카페인 고려 항

목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201만원이상의 소득이 높은 집

단이 커피지만 카페인을 고려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환경호르몬(p<0.01)을 고려하고 자연,

유기농 제품을 고려하는 항목(p<0.001)에서도 월 소득 300

만원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201~300만원과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

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커피 소비에 있어서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 소득에 따른 커피 구매행동 분석

조사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커피 구매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는 ‘칼로리 보다 맛 우선 구매’가 평균 3.41점으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은 ‘메뉴 가격보다 브랜드 우선시 구매’(2.88

점), ‘커피 맛 고려해 구매’(2.83점), ‘커피의 맛과 향 평가

가능한 제품 구매’(2.81점), ‘나의 이미지 고려해 특정브랜드

구매’(2.79점),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 제품 구매’(2.77점), ‘원

재료의 유기농 여부 고려해 구매’(2.71점) 등의 순이었으며,

‘커피 용기의 친환경성과 재활용성 고려해 구매’가 2.65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커피 용기의 친

환경성과 재활용성 고려해 구매’, ‘원재료의 유기농 여부 고

려해 구매’,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 제품 구매’, ‘커피 맛 고

려해 구매’, ‘커피의 맛과 향 평가 가능한 제품 구매’, ‘메뉴

가격보다 브랜드 우선시해 구매’, ‘나의 이미지 고려해 특정

브랜드 구매’의 7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p<0.05), ‘칼로리 보다 맛 우선 구매’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커피 용기의 친환경성과 재활

용성 고려해 구매’(p<0.01),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 제품 구

매’(p<0.01)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은 201~300만원,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순

으로 나타났다. ‘원재료의 유기농 여부 고려해 구매’(p<0.001)

에서 또한 결과가 같은 순서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커

피의 친환경성, 유기농 원재료,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소비

<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s in behavior regarding health according to income

Analyzed consumption behaviour for

coffee products

Average Monthly Income (Won/Unit: 1,000)

Less than 1,000

(n=55)

1,010-2,000

(n=61)

2,010-3,000

(n=103)

More than 

3,000

(n=74)

Total F-value

Concerning health 3.02±0.82c 2.79±1.00c 3.11±0.93b 3.42±0.89a 3.10±0.94 5.501**

Concerning diet b2.95±0.95bc 2.66±1.08c b3.04±0.90ab 3.30±0.99a 3.01±0.99 4.987**

Concerning calorie 2.64±1.18b 2.54±1.19b 2.81±0.89b 3.19±1.02a 2.82±1.07 5.103**

Concerning instant b2.73±0.93bc 2.57±1.10c 3.01±1.11b 3.55±1.08a 3.00±1.12 11.093***

Concerning caffeine b2.36±1.01bc 2.30±1.09c 2.68±0.98b 3.04±1.14a 2.63±1.08 7.094***

Concerning Endocrine hormone 2.76±1.02b 2.61±1.13b 2.84±1.03b 3.28±1.05a 2.89±1.08 5.241**

Concerning nature, organic 2.69±0.86b 2.77±0.97b 3.00±0.90b 3.50±1.00a 3.02±0.98 10.302***

**p<0.01, ***p<0.001, 1)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s in behavior regarding eco-friendly products, brand and taste according to income

Analyzed consumption behaviour for coffee products

Average Monthly Income (Won/Unit: 1,000)

Less than 

1,000

(n=55)

1,010-2,000

(n=61)

2,010-3,000

(n=103)

More than 

3,000

(n=74)

Total F-value

Consideration of eco-friendly, recycled container 2.73±1.16a 2.28±0.92b 2.68±0.92a 2.86±1.09a 2.65±1.03 3.982**

Consideration of organic ingredient used b2.55±1.02bc 2.31±0.81c b2.80±0.91ab 3.03±1.09a 2.71±0.99 7.033***

Consideration of buying eco-friendly products even if more expensive b2.73±1.01ab 2.41±0.94b 2.93±0.89a 2.86±1.01a 2.77±0.97 4.172**

Consideration of taste of coffee 2.53±1.10b 2.70±1.15b b2.87±1.05ab 3.09±1.06a 2.83±1.10 3.221*

More weight on taste than calories 3.49±1.07b 3.33±1.12b 3.45±0.97b 3.38±1.04b 3.41±1.04 2.223

Availability of examining taste and flavor of coffee 2.65±0.82b b2.89±0.73ab 2.71±0.88b 3.01±0.73a 2.81±0.81 2.987*

Considered well-recognized brands than price of menu 2.62±1.05b b2.70±0.96ab 3.02±0.90a 3.03±1.01a 2.88±0.98 3.303*

To consider my image in public, use specific brands 2.51±0.98b b2.69±0.85ab 2.89±0.89a 2.93±1.00a 2.79±0.93 2.947*

*p<0.05, **p<0.01, ***p<0.001, 1)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2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9, No. 6 (2014)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커피 맛 고려해 구매’(p<0.05),

‘커피의 맛과 향 평가 가능한 제품 구매’(p<0.05), ‘메뉴 가

격보다 브랜드 우선시 구매’(p<0.05), ‘나의 이미지 고려해

특정브랜드 구매’(p<0.05) 등의 항목에서도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점수가 가장 높아 고소득자들이 특히 맛과 향

을 중시하고, 검증된 브랜드를 이용하며, 본인의 이미지나 가

치를 고려한 특정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소득에 따른 커피 소비지출행동 분석

조사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커피 소비지출행동 특성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전

체외식비 중 커피에 대해 소비하는 지출 정도는 월 소득 100

만원 이하에서 2.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201~300만원(2.11점), 101~200만원(1.97점), 300만원 이상

(1.74점)으로 나타나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낮은 집단이 외

식비 중 커피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다음으로 커피 소비지출에 대

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100만원 이하가 3.09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01~200만원(2.92점), 201~300만원

(2.66점), 300만원 이상(2.1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p<0.001)

소득이 높을수록 커피에 지출하는 비용의 부담을 적게 느끼

는 것으로 보여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커피 소비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커피는

일상에서 매일 소비되어지는 기호상품임을 고려할 때 소득

이 낮아도 커피는 줄일 수 없는 기호식품으로 판단되어진다.

6. 소득에 따른 커피메뉴 음용빈도 분석

커피전문점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커피 메뉴 6종에 대한

음용빈도를 조사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아메리카

노’가 3.32점으로 가장 높은 음용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카페라테, 카푸치노(에스프레소에 우유첨가 베리에이션커피)’

(3.11점), ‘카페모카, 마키아토(에스프레소에 우유, 크림첨가

베리에이션커피)’(2.84점), ‘핸드드립커피’(2.21점) 순으로 높

은 음용빈도를 보인 반면에 ‘더치, 디카페인커피’(2.13점)와

‘에스프레소’(1.92점)의 음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득에 따른 커피메뉴 음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에스

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에스프레소에 우

유첨가 베리에이션커피)’, ‘카페모카, 마키아토(에스프레소에

우유, 크림첨가 베리에이션커피)’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 ‘더치, 디카페인커피’, ‘핸드드립커피’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커피 메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

프레소(p<0.05), 아메리카노(p<0.01), 카페라테 및 카푸치노

등의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첨가한 베리에이션 커피(p<0.05)

<Table 5> Analysis of Differences in Amount Spent on Purchasing Coffee Products According to Income

Coffee products spent

Average Monthly Income (Won/Unit: 1,000)

Less than 

1,000

(n=55)

1,010-2,000

(n=61)

2,010-3,000

(n=103)

More than 

3,000

(n=74)

Total F-value

Expense on purchasing coffee products 

among the total expense of eating-out 
2.31±1.00a 1.97±1.17ab 2.11±1.09ab 1.74±0.99b 2.02±1.08 3.275*

Financial burden of expense on purchasing 

coffee products
3.09±0.97a 2.92±1.10ab 2.66±0.95bb 2.11±0.95c 2.66±1.04 12.691***

*p<0.05, ***p<0.001, 1)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Analysis of Differences in Preferred Type of Coffee Preparation According to Income 

Preferred coffee menu

Average Monthly Income (Won/Unit: 1,000)

Less than 

1,000

(n=55)

1,010-2,000

(n=61)

2,010-3,000

(n=103)

More than 

3,000

(n=74)

Total F-value

Espresso 1.64±0.95b 1.85±0.85ab 1.93±1.04ab 2.16±1.03a 1.92±1.00 3.105*

Americano 2.80±1.52b 3.38±1.19a 3.38±1.32a 3.58±1.18a 3.32±1.32 4.029**

Espresso includes milk (Cafe latte, Cappuccino) 2.80±1.27b 3.34±1.20ab 2.95±1.22ab 3.38±1.12a 3.11±1.22 3.844*

Espresso includes milk and syrup (Cafe Mocha, 

Macchiato)
3.16±1.30a 3.00±1.17a 2.80±1.21ab 2.53±0.98b 2.84±1.18 3.623*

Dutch, Decaffeine 1.82±1.04 2.20±1.11 2.19±1.03 2.23±0.90 2.13±1.02 2.183

Hand Drip 2.00±1.20 2.13±0.99 2.30±1.09 2.30±1.04 2.21±1.08 1.203

*p<0.05, **p<0.01, 1)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b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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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은 201~300만원, 101~200만원, 100만원 이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시럽, 크림 등이 첨

가된 카페모카 및 마키아토 등(p<0.05)의 메뉴는 100만원 이

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01~200만원, 201~

300만원, 3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소득이 낮을수록 단맛이 강하고 칼로리가 높은 커피를 즐기

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더치나 디카페인커피, 핸드

드립커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 마키아토 등의 메뉴에 비해 음용 빈도가 낮은 것

으로 보아 이들 커피메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듯 보

인다. 따라서 맛과 특징,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 스페셜티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메뉴로 확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커피시장의 급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가속되는 시점에 커피소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

득에 따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이용고객의 커피 소비행동

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그에 따른 커피 상품개발 및 전략

적 마케팅 방안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커피시장의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커피전문점 이용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커피전문점 이용목적은 ‘약속 ·모임의 장소’가 25.6%,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저녁(17~19시)이 20.8%, 주로 동행

하는 사람으로는 친구가 39.3%, 커피와 커피전문점에 관한

정보는 친구 ·가족 ·동료로부터 얻는다는 응답이 42.8%, 주

로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가 20.6%, 즐

겨 마시는 커피메뉴로는 아메리카노가 24.9%, 부재료 첨가

여부에서 첨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8%, 선호하는 사이

드 메뉴로는 머핀, 베이글, 와플 등이 25.0%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둘째, 소득에 따른 커피제품의 건강추구 소비행동을 분석

한 결과 ‘건강 고려’, ‘비만 고려’, ‘칼로리 고려’, ‘인스턴트

식품 고려’, ‘카페인 고려’, ‘환경호르몬 고려’, ‘자연, 유기농

식품 주로이용’의 7가지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

석결과 전반적으로 201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건

강을 추구하는 소비행동이 더욱 높게 나타나 고소득자가 비

만과 칼로리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인스턴트커피 보

다 원두커피를 주로 즐겨 마시며, 건강에 유익할 정도의 적

절한 카페인 섭취를 위해 카페인 양을 조절하여 커피를 음

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건강에 관련한

커피의 효능 등의 정보를 부각시키고, 건강을 고려한 한약재

또는 유기농식품 등을 이용한 커피메뉴, 혹은 비만과 칼로리

를 고려한 열량이 낮은 시럽이나 시럽을 대체할 저 당분 원

료 등을 이용한 새로운 커피메뉴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하

겠다. 또한 표적 고객층에 카페인 함량이 낮은 커피,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커피메뉴의 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건강추구에 대한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에 따른 커피 구매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만원 이상의 상대적인 소득이 높을수록 커피의 원

재료, 원산지를 등을 고려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에 유의한 행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피 선택 시

커피의 맛에 비중을 두고,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커피의 맛

과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한 검증된 특정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커피 구매 시 커피의 맛

과 원재료를 고려하는 소비행동 등 커피에 대한 지식이나 관

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은 소비자의

지식과 관심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차별화된 브랜드

의 이미지, 개성을 활용한 마케팅전략을 통해 경쟁우위를 차

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소득에 따른 커피 소비지출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외식비 중 커피소비지출정도

가 높게 나타나 외식비용과 커피 소비비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일반적 소비행동특성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비자

들이 생각하는 커피메뉴의 적정가격대는 대부분의 커피전문

점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메뉴의 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나타나, 많은 소비자들이 커피 가격이 비싸다고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커피가 일상생활에

서 매일 소비되어지는 상품임을 고려할 때 가격 또한 중요

한 구매 요소이며, 가격우위로 브랜드 경쟁력을 이어나가는

것 또한 경쟁우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소득에 따른 6종의 커피메뉴 음용빈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메리카노가 가장 대중화 되어 있으

며, 소득이 낮을수록 단맛이 강하고 칼로리가 높은 메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치커피, 디카페인커피, 핸

드드립커피 등의 메뉴에서는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는 주당 커피 메뉴 선택 중 아메리카노, 까페

라떼 등의 일반화된 커피에 비해 더치커피, 디카페인커피, 핸

드드립커피 등은 아직은 대중화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커피메뉴 선택 시 습관적으로 아

메리카노, 카페라테를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 특징, 효능 등의 정보를 전달할 마케팅홍보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커피전문점들은

다양한 홍보와 테스팅을 실시하여 더치, 디카페인, 핸드드립,

스페셜티 등 고객에게 메뉴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새로운 커

피의 맛,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커피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1인당 연간커피 소비량이 미국

4.24 kg, 일본 3.29 kg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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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17 kg임을 비교해 볼 때 국내커피시장의 성장, 발전 가

능성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커피시장은 더욱 심화

된 시장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진다(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2; Joongang Ilbo 2013.04). 따라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지속적으

로 분석, 파악하여 전략적 마케팅수립과 실행을 통해 생존과

성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소비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

득요인에 따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커피 소비행동을 분

석하여 전략적 마케팅 방안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는 것에 의의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갖는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의 소비행동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월 소득 201~300

만원의 표본이 편중되어 고소득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지 않아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커피소비

에 관련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기에 한

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른 분포의 소득층과 더욱 세

분화, 다양한 소비행동의 척도로 연구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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