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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페셜티 커피 속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Key Attributes of Specialty Coffee 
by Online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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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커피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인식과 가격대 품질보다 한단계 나아가 심리적 만족에 비중을 두는

커피문화의 변화로 고품질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피를 즐기는 방식이나 맛과 향 등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문화로서 기호에 맞는 커피를 제공받고자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커피의 품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페셜티 커피의 주요 속성을 분석

하고,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에 필요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 온라인 빅 데이

터 분석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여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영향의 정도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커피의 맛과 원두, 바리스타와 관련된 단어들이 스페셜티커피의 속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주요어 : 스페셜티 커피, 커피 트렌드, 빅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사회 연결망 분석

Abstract Social interest on high-quality specialty coffee is increased due to customers’ growing experience upon 
coffee and recent change of coffee culture, which is taking one step further from putting emphasis on not just 
price and quality but also psychological satisfaction. As a culture of drinking coffee and giving much value on 
its taste and flavor, a number of customers increasingly demand coffee which is probable to suit one’s taste. 
Likewise, the number of specialty coffee shops is increasing with growing qualities of their coffe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attributes of specialty coffee and to build a marketing system 
for specialty coffee shops. The text mining on domestic web portal sites by online big-data analysis is used to 
extract components of properties of specialty coffee and analyze the degree of how the elements affect th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words related to coffee taste, coffee beans and baristas were 
found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properties of specialty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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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문화의 발전으로 국

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동반성장하면서 문화생활

을 즐기고자 하는 인식과 함께 식음료 문화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커피소비에 있어서도 커피품

질 및 커피 트렌드의 변화 등, 인스턴트 제품의 소비가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커피전문점을 통한 커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은 세계 평균소비량을 웃도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2018년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커피로 확인되었다. 성인 1인당

커피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세계평균소비량인 132잔

의 약 2.7배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소비하고 있으며, 인

스턴트와 원두커피 26.9%, 커피전문점 커피 12.7% 등으

로 전체 39.6%의 성인이 커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커피 소비량이 39.6% 정도

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후 커피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2]. 커피 소비량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커피전문점 커피의 소비량 증가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 스페셜티 커피 소비량은 17%

로 다소 적은 소비량으로 보이지만 192억 달러에 달하

는 판매액으로 따지면 미국 커피 산업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3]. 국내의 경우 스페셜티커피협회

(SCA)의 등급분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스페셜티

커피(상위 7%의 원두로 만든 커피)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면서 커피프랜차이즈 전문 기업들인 스타벅스 리

저브, 탐앤탐스 블랙, 이디야 커피랩, 커피앳웍스 등의

서브 브랜드를 내세운 프리미엄 라인의 매장을 강화하

고 있다[4]. 커피시장이 세분(細分)되고 고급화된 만큼

고급커피로 인식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진 것이다[5]. 즉, 스페셜티 커피의 열풍은 소비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호에 맞는 커피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높아진 인식, 가격대 성능보다는 심리적 만족

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6]. 소비자

들의 소비패턴과 만족도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

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소비층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커피전문점을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302건,

국내학술지논문 292건,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은 17건으

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커피의 선호도에 맞추어 커피전

문점에 관한 연구는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스페셜티 커피가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스페셜

티 커피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과 이미지,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스페셜티 커피의 보급과 함께 스페셜티 커피전

문점에 필요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의 정의는 1978년 미국 국제

커피회의에서 에루나 크루첸(Erna Knutsen)이 처음으

로 사용하였다. 에루나 크루첸은 “특수한 환경적 조건

이 커피 원두를 독특하고 특별한 풍미를 가진 커피품종

으로 성장시킨다”라는 서술적 용어를 사용하여 스페셜

티 커피를 정의하였다[7]. 커피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스

페셜티 커피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여러 커피협회에서

커피를 평가하는 평가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스페셜티 커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스페셜티커피협회

(SCA)가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고품질 커피를 평

가하기 위한 과학적 테스트에 근거한 커피의 가치 및

가치의 범위 설정이 가능한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

며, 최고급 품질의 스페셜티 커피의 생산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의 일생을 통한 헌신에 의해 존재 할 수 있다

고 이야기 한다[8].

2. 커핑(Cupping)

커핑(Cupping)이란 커피 샘플의 맛과 향을 체계적으

로 평가하고 기록하여 커피의 특성과 품질의 정도를 파

악하는 것이며 이러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를 커퍼

(Cupper)라고 한다. 커퍼는 반복훈련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육성된다. 커핑을 진행함에 있어 커퍼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SCA의 커핑폼(Cupping

From)의 주요 항목으로는 ① Fragrance/Aroma(분쇄

커피 향 / 물을 부은 후 느껴지는 커피 향), ② Flavor

(입 안에 커피를 흡입 했을 때 느껴지는 맛과 향),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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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aste(커피를 삼킨 뒤에 느껴지는 맛과 향), ④

Acidity(신맛의 강도와 품질), ⑤ Body(지방의 함량과

농도), ⑥ Uniformity(5개의 샘플 컵의 맛과 향의 동일

성), ⑦ Balance(전체적으로 Flavor, Acidity, Body등의

균형), ⑧ Clean Cup(커피를 처음 마실 때부터 마지막

까지 부정적인 요소 유무 확인), ⑨ Sweetness(단맛의

강도와 품질), ⑩ Overall(커퍼의 주관적인 평가)으로,

총 10가지의 항목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고 향미 결점이

없어야 한다. Total Score는 95-100 Exemplary, 90-94

Outstanding, 85-89 Excellent, 80-84 Very Good, 75-79

Good, 70-74 Fair로 분류하며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커피만을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

운 과정을 거친 고품질의 커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9].

3. 빅 데이터(Big Data)

현재 빅 데이터의 시대라고 할 만큼 그 가치와 활용

성이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10].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SNS등의

발달로 방대한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가트너(Gartner, Inc)는 빅 데이

터를“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 자산”이라고 정의하였

으며,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는 "데

이터베이스 관리도구를 통해 보편적인 저장·관리·분석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로 정의

하였다[12]. 맨이카(Manyika)는 기존 데이터 프로그램

으로 저장,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초과한

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빅 데이터로 정의하면서 단순히

양적으로 방대한 규모와 크기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기

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 증가의 중요

한 가치 수단의 포괄적 가치로 정의하기도 한다[13]. 빅

데이터 분석은 오프라인 자료를 사용할 때 보다 많은

양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언어를 객관적으

로 제시하는 의미해석 자료로서 유용성이 강조된다. 수

시로 변하는 현재의 이슈로 즉각 활용 가능하며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14]. 빅 데이터의 발전으로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예측하여 개개인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여 표적마케팅,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졌으며 정치,

경제, 문화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15]. 반면, 커피산업

에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부족하며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커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주목

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을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을 위해 스페셜티 커피, 고급커피, 싱글오리진, 로스팅,

브루잉을 키워드로 최종 선정하였다. 고급커피는 스페

셜티 커피와 동일한 의미의 키워드이며, 주로 로스팅을

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스페셜티 커피 등급의 싱글오리

진 커피를 브루잉 추출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아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을 추출하기 위한 키워드로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들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수집

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인 네이버, 다

음,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선정하였으며, 스페셜티 커피

의 속성을 시즌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2019.01.01. ~ 2019.12.31.)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은 비구조화 DB 텍스트 집단을 자연

언어처리기술과 문서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정보

를 발견하는 과정을 뜻한다[16]. 즉, 데이터 정제 &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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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텍스트 마이닝의 본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데이터 수집, 저장이 가능하고 수집된 데이터 정제, 매

트릭스 데이터 생성, 시각화까지 가능한 텍스톰의 The

SCRM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5개의 키워드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부적

합한 데이터 정제과정을 통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

들은 한 단어로 통합하고 의미가 없는 단어들은 삭제하

였다. 최종 정제된 단어들을 활용하여 단어들의 동시출

현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을 도출하였다.

3.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사회 연결망 분석은 작게는 가족구성체부터 크게는

국가간 관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로 활용하는 네트

워크 이론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 이상의 노드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집합이다[17].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 도구인 UCINET6를 사용하여 스페셜

티 커피의 속성과 관련된 단어들 중 어떤 단어들이 주

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였으며 단어들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스페셜티 커피산업에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마

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선정된 단어들을 연결단어

의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기본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미연결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고 시각화 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1. 데이터 수집 결과

5개의 키워드로 데이터 수집 결과 총 40,466개의 단

어가 수집되었으며 단어별 수집 결과는 [그림2]와 같다.

수집 결과, 스페셜티 커피보다 고급커피가 더 많은 수

집량(收集量)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스페셜티 커피

보다 고급커피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로스팅이 고급커피와 비슷한 수집량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스페셜티 커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고급커피와 로스팅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데이터 수집 결과

Figure 2. Data collection results

2. 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문제 1.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인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수집된 데이터

동시출현 빈도분석(co-occurrence analysis)을 실시하였

으며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

위 단어 36개를 선정하였다. 동시출현 빈도분석결과 높

은 버즈량(buzz, 量)을 보여주는 단어들은 원두, 바리스

타, 맛 등으로 나타났으며 스타벅스, 블루보틀 같은 프

랜차이즈 매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을 나타내는 부산 또한 높은 버즈량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은 국외에서 수입되는 커피가 선적되는 항구도시

이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2019년

월드바리스타챔피언의 탄생으로 대회에 대한 관심 또

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많은 버즈량을 나타내

는 단어들 중 눈여겨 봐야할 점은 자격증, 학원, 브루잉

과정이다. 즉,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거나, 스페셜티 커

피전문점 창업에는 교육이 필수 항목이며, 전문적인 커

피교육을 받아야하는 직업군으로 분리되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동시출현 빈도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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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데이터의 주요 단어 빈도수

Table 1. Frequency of key words in all data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원두 4014 19 파스타 600

2 카페 3517 20 블루보틀 575

3 바리스타 2212 21 핸드드립 560

4 맛 2033 22 세계 545

5 스페셜티 1886 23 에스프레소 540

6 창업 1572 24 아메리카노 527

7 자격증 1443 25 싱글오리진 516

8 로스팅 1343 26 선물 490

9 가격 1065 27 프리미엄 490

10 부산 1016 28 오픈 488

11 브루잉 783 29 에티오피아 486

12 센서리 758 30 브랜드 479

13 베이커리 686 31 생두 475

14 스타벅스 680 32 이벤트 461

15 학원 665 33 시그니처 443

16 브루잉과정 663 34 리저브 428

17 디저트 658 35 분위기 417

18 대회 656 36 소비자 412

소비자들은 스페셜티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좋은 품질의 차별화된 커피 맛을 기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

(Barista)의 버즈량이 높은 것은 바리스타의 역량에 따

른 커피 맛의 변화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출현 빈도분석 결과,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은 맛과

향이 뛰어난 상위 커피를 바리스타가 추출한 커피음료

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출현 빈도분석을 반영한 네트

워크 데이터 삭제 전과 후의 시각화 결과는 [그림3],

[그림4] 와 같다.

그림 3. 동시출현 빈도분석 시각화 [데이터 삭제 전]

Figure 3. Simultaneous appearance frequency analysis

visualization [Before data deletion]

그림 4 동시출현 빈도분석 시각화 [데이터 삭제 후]

Figure 4. Simultaneous appearance frequency analysis

visualization [After data deletion]

연구문제 2. 스페셜티 커피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셜티 커피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연결단어의 연결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

은 네트워크상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

은 연결성을 가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노드의 연결

이 많을수록 연결정도 중심성은 높아진다. 빈도분석 상

위단어인 원두, 바리스타, 맛은 연결정도 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나 스페셜티 커피의 이미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데이터 연결정도 중심성

Table 2. Centrality of data connection accuracy

순

위
단어

연결정도

중심성

순

위
단어

연결정도

중심성

1 원두 1.764 19 파스타 0.158

2 카페 1.082 20 블루보틀 0.154

3 바리스타 0.657 21 핸드드립 0.154

4 맛 0.459 22 세계 0.148

5 스페셜티 0.438 23 에스프레소 0.139

6 창업 0.427 24 아메리카노 0.138

7 자격증 0.404 25 싱글오리진 0.135

8 로스팅 0.226 26 선물 0.130

9 가격 0.199 27 오픈 0.126

10 부산 0.198 28 에티오피아 0.124

11 센서리 0.176 29 브랜드 0.123

12 브루잉 0.176 30 생두 0.122

13 스타벅스 0.163 31 이벤트 0.122

14 베이커리 0.163 32 시그니처 0.120

15 브루잉과정 0.163 33 리저브 0.118

16 학원 0.163 34 분위기 0.118

17 디저트 0.162 35 소비자 0.117

18 대회 0.158 36 프리미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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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와 로스팅은 동시출현 빈도분석과 동일하게 높

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원두의 순위가 높은 것은 다양

한 종류의 커피 맛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원두를

구매하는 장소로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연결정도 중심성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는 프리미엄으로 동시출현 빈도 27번째

에 있었지만 연결정도 중심성은 36번째로 매우 낮은 순

위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가격에 여분을 더하여 가

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의 순위가 낮은 것은 기호에 맞

는 커피를 제공 받는다면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소

비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스페셜

티 커피의 이미지 형성에는 마음의 만족도를 뜻하는 새

로운 소비 트렌드인 가심비(價心比)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스페셜티커피의속성을형성하는요소들

의 연결망 구조(노드)의 특징은 무엇인가?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노드가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5]와 같다.

그림 5 CONCOR 분석 시각화

Figure 5. CONCOR analysis visualization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에 포함되는 분석이

며 상관관계 계수를 사용한 것으로 노드들의 연결 관계

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노드를 찾아 유사

성을 구분한다. 즉, 노드들의 관계가 명확한 네트워크에

서 의미 있는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결과

3개의 클러스터(cluster)가 형성되었으며 추출된 단어

중 유의미한 단어는 [표3]과 같다.

표 3. 추출 단어

Table 3 Extracted words

cluster 1
맛, 원두, 센서리, 싱글오리진, 에티오피아,

에스프레소, 핸드드립, 아메리카노

cluster 2 대회, 학원, 바리스타, 자격증

cluster 3 소비자, 브랜드, 가격, 분위기

cluster1의 추출 단어는 스페셜티 커피를 떠오르게

하는 핵심적인 단어들로 맛, 원두, 센서리, 로스팅 등으

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싱

글오리진, 등의 메뉴와 관련된 주요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cluster1은 일반적인 카페와는 달리 커피 맛과 향

을 더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luster2는 대회, 자격증, 학원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커피교육에 대한 관심은

창업, 취업 또는 스페셜티 커피 소비를 위한 학습목적

으로 보여지며, 바리스타 대회 준비를 위한 커피교육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cluster3은

소비자, 브랜드, 분위기, 가격 등의 단어를 포함하며 스

페셜티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속성을

설명해주는 단어들이 포함된다.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을

방문할 때는 커피 맛뿐만 아닌 브랜드, 분위기 등 물리

적 환경을 고려하여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을 방문한다

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Ⅴ. 결 론

본연구는네이버, 다음, 구글과페이스북의웹게시물

에나타난스페셜티커피와관련된정보로부터구조화된

형태의 정보를 추출하여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온라인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과

이미지,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들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스페셜티커피의속성에영향을미치

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스페셜티 커피와 관련된 정보

를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여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상

위 주요 단어들을 추출하여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커피 맛과

원두, 바리스타와 관련된 단어들의 동시출현 빈도가 특

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페셜티 커피의 속성은 다양

한 종류의 커피 맛과 커피 맛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메뉴그리고커피를추출하는바리스타들이스페셜

티커피의속성형성에직접적인연관성이있음을알수

있다.

둘째, 스페셜티 커피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요소들을파악하기위해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분석 결과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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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출현 빈도가 높았던 커피 맛과 원두, 바리스타와 관

련된 단어들이 유기적이며 상호간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스페셜티커피의이미지형성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은 고급

원두를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음료를 판매

함과동시에다양한종류의원두를판매할수있는파급

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CONCOR 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의 클러스터

는스페셜티커피의속성형성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

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향후스페셜티커피의핵심구

성요소는 3개의클러스터를바탕으로스페셜티커피전문

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메뉴 연구와 함

께브랜드화를통한스페셜티커피전문점의이미지를만

들어야 할 것이며,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은 음료소비 뿐

만 아니라 원두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형성될 것으로 보

여진다. 또한 스페셜티 커피전문점 창업이나 이미 경영

하고있는경영주들에게가시적으로물리적환경에대한

중요성을나타내고있으며, 스페셜티커피전문점을창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커피교육이 필수 항목이 될 것이

다. 향후 커피교육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교육보다는 전

문적인 교육이 확대될 것이며, 다양한 커피분야의 지식

을 습득한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바리스타들

과 커피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과 끊임

없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시사점은첫째, 온라인빅데이터를활용하

여스페셜티커피의속성분석에대한지침을제공할수

있으며, 비정형 빅 데이터들로부터 도출된 정보 데이터

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실시간 축

적되고 있는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페셜티

커피의정보를표본추출하여유의미한결과를도출하였

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 척도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결

과를도출하였으나본연구는빅데이터를먼저수집후

이를활용하여데이터를분류하고, 사회연결망분석을적

용하여 스페셜티커피의 속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텍스트 데이터들은 인지적 요소를 추출하였

기 때문에 정서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없

었던 점이다. 둘째, 키워드를 국문으로 수집한 데이터

만을 활용하였으므로 연구의 영역에 한계점이 보여진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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