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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이미지의 구성요소,

차원성과 척도

박진서*․채명수**

요 약

슈퍼마켓, 식료품점, 백화점, 의류점, 호텔 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점포 이미지 연구에

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개념

화와 측정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다양한 점포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

의 명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점포 이미지에 대한구

성요소들도 학자들마다 그 대상과 상황, 그리고 연구 목적에 맞게 제각각 설정되어 연구되

어 왔다. 또한 레스토랑 산업내의 다양한 레스토랑 범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나누어 연구한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레스토랑 이미지라는 큰 범주를 설명할 수 있

는 구성요소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많은 문헌 연구조사와, 전문가들과

실무진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레스토랑 이미지의 한 분야인 커피전문점 이미지의 개념을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커피 전문점 이미지는 분위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의 5가지

다구성 요소로 구성된 단일 차원임을 밝혀냈으며, 개발된 측정항목들은 Churchill의 방법에

따라 주성분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주축 요인

분석과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차원성을 검증하였다.

Ⅰ. 서론1)

학문적관점에서, Martineau(1958)가소

매점포나 할인매장이 기능적이고 심리적

인 속성들로 이루어진 개성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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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 이래로 점포 이미지는 소매

업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점포 이미지를 

점포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점포에 대한 전반적

인 태도라 정의하고(Doyle and Fenwick, 

1974-1975; James et al., 1976; Steenk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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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del, 1991), 이러한정의를바탕으로 

주로슈퍼마켓(Hansen and Deutscher, 1977-

1978; Theodoridis and Chatzipanagiotou, 

2009), 백화점(Hansen and Deutscher, 1977-

1978; Kasulis and Lusch, 1981), 패션점

포(Kopp et al., 1989; Marks, 1976), 식료

품점(Chowdhury et al., 1998; Doyle and 

Fenwick, 1974-1975), 레코드점포(Malhotra, 

1983) 남성의류매장(James et al., 1976), 

호텔(김홍길, 2009)를 대상으로 연구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점포에 대한 연구에

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의 명확하고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화를 도출하

지 못하였고, 점포 이미지에 대한 구성요

소들도 학자들마다 그 대상과 상황, 그리

고 연구 목적에 맞게 제각각 설정되어

있다. 소매 산업에서 커피 전문점 이미지

가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구성요소와 측정에 관련된 개

념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커피전문점이미지는소매점포이미지

의 한 특정한 종류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감정적이고 사실적인 소비자의 인식

으로부터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

지의 속성들은 전통적으로 소매업 연구에

다루고 있는 슈퍼마켓, 식료품점, 백화점, 

의류 매장의 일반적인 이미지의 차원과는

다르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 이미지가 유

형적/긍정적이거나 무형적/심리적인 긍정

적또는부정적인식을필연적으로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점포 이미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풀서비스 레스토

랑, 페스트푸드 레스토랑, 푸드코트, 직장

이나 병원, 학원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 

이동식 간이식당, 델리형태의 카운터, 자

동판매기를 포함하는 테이크아웃식당, 바, 

커피전문점들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Glanz and Hoelscher, 2004) 레스토랑은

산업 내에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레스

토랑 범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나누어 연구한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전적으로 커피 전문점이란 커

피를 주력으로 한 가벼운 스낵형의 식사

와 음료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의 한 형태

로 정의할 수 있다(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2010). 커피전문점

의유․무형적상품이점포를통하여이루

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커피전문점 이미

지와 레스토랑 이미지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이점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레스토랑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식업체 브랜드 이

미지에 대한 결정변수 대한 연구들(김홍

길, 2009)과 외식업체 브랜드 이미지를 선

행변수로 보고 소비자의 태도, 즉 구매의

도, 만족, 재방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

구(기명옥, 이동일, 2008; 김광수, 유지은, 

2007; 전지영, 이애주, 2008)들이 있다.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레스토랑 이미

지의 결정변수로 제품 관점인 브랜드와

서비스 관점인 서비스 품질 등을연결한

연구들(기명옥, 이동일, 2008), 레스토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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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단일차원 개념으로 보고측정한연

구들(강정수, 이수진, 2008; 김광수, 유지은, 

2007; 김홍길, 2009)이 있다. 이러한 일련

의 연구들은 레스토랑 이미지의구성요소

들과결정변수들의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한 연구들이 많았고, 종합

적으로 레스토랑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

어있는가를명확히한연구들은많지않았

다. 마케팅 전략적 관점에서, 포지셔닝은

이미지의 창출과 확인을 요구함으로, 소

비자들이 커피 전문점을 어떻게 다양한

이미지의 속성들로 인지하는가는 각 레스

토랑 범주에서의포지셔닝전략이나재포

지셔닝전략에 매우 유용하다(Cullen and 

Rogers, 1988)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커피

전문점이 전략적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

해고객이어떤속성들에의하여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

관리자의 주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의 개념

적 문헌들을 바탕으로 점포 이미지의 한

분야인 커피 전문점 이미지를 통해 레스

토랑 이미지의 한 범주를 개념적으로 규

명하고, 둘째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있는

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커피 전문점 이

미지를 심리측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이론적 틀과 실무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측정 항목

개발은 Churchill(1979)이 제안한 7단계

의 척도 개발 절차와 Nunnally(1967)와

Gerbing and Anderson(198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개발 절차를 체계적

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에서는 대량의 문헌 조사 방법을 통하여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들에 대한 탐색적 조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개별 심층 면접과 전문가 집단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심층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조사와 정성 조사

방법을 통해 발견한 커피 전문점 이미지

의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이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단어 및 어휘를 추출하였다. 최

종적으로 추출된 단어들과 어휘를 사용

하여이미지와구성요소개념측정을위한

적합한 문장으로 조합하여 다양한 지표

문항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앞서 추출된

문항들을 정제하는 작업을 위해 Churchill

(1979)의 제안에 따라 요인 분석과 신뢰

성 분석을 실시한 후, DeVellis(2003)이

제안한 반분법에의한신뢰성분석과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Gerbing and Anderson(1988)이 제안한 확

인적 요인 분석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배경과가설설정

1. 점포 이미지 관련 연구들

점포 이미지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는 

마케팅분야와소매업분야에서 3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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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주목을받아온분야이다(James et al., 

1976; Lindquist, 1974-1975; Marks, 1976). 

Martineau(1958)가 소매 점포나 할인 매

장이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Arons(1961)이 점포가 대중에게 표현하는

개성을 점포 이미지이라고 주장한 이래로

점포 이미지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점포 이미지의 연구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점포 이미지는 소비자에 의해

서 지각되는 개념(Oxenfeldt, 1974)이고, 

둘째, 점포 이미지는 유형적 또는 기능적

이고 무형적 또는 심리적 차원의 개념

(Mazursky and Jacoby, 1986; Oxenfeldt, 

1974)이다. 셋째, 점포이미지는정적개념

이아닌시간이지나감에따라서형성되는

동적인 개념(Jain and Etgar, 1976, Pathak 

et al., 1974)이다. 넷째, 점포 이미지는 다

차원 개념이거나 다구성 요소를 가진 단

일차원인 복합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점포 이미지를 다차원개념이거나 다

구성 요소의 개념으로 본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Linquist(1974)는 1974

년 당시까지의 학자들이 연구한 점포 이

미지를 내용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이미지의 속성을 아홉 가지 차원 즉, 상

품, 서비스, 고객, 물리적 시설, 편리함, 

프로모션, 점포 분위기, 기업의 요인들, 

사후거래 만족으로 개념화하였다. Doyle 

and Fenwick(1974)는 식료품점 체인을

MDS로 표현하기 위해 점포 이미지에 대

한 속성을 제품, 가격, 구색, 스타일, 장

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

며, Bearden(1977)는 쇼핑센터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쇼핑센터 이미지를 일곱

가지의 차원, 가격, 상품의 품질, 구색, 

분위기, 장소, 주차시설, 친절한 종업원을 

구성요소로서개념화하고있다. Mazursky 

and Jacoby(1986)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초로 객관적 현실이주관

적현실이되어가는점포이미지의 형성과

정을 제시하였다. Ghosh(1990)는 소매업

이미지가 장소, 상품, 점포 분위기, 고객

서비스, 가격, 광고, 인적 판매와 판매 인

센티브 프로그램의 여덟 개의 마케팅믹

스로구성되어있다고주장했다. 소매업 이

미지와 관련해서, Chowdhury et al.(1998)

는 종업원의 서비스, 제품의 품질, 제품

의 선택, 분위기, 편리함과 가격/가치의

여섯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Change 

and Tu(2005)는 대만의 하이퍼마켓을 대

상으로 점포 이미지와 만족, 충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하이퍼마

켓의 점포 이미지를 시설, 점포 서비스, 

점포활동, 편리함의네가지 변수가 만족

과 충성도의 결정계수로 보고 연구하였

다. 국내에서는 이상건(2005)은 레스토랑

의 점포 이미지를 인적 서비스, 위생, 맛

과가격, 시설및분위기의네 가지차원으

로, 신종국과 공혜경(2005)은 상품구색, 

공간배치, 가격, 품질, 분위기, 전반적 이

미지의 여섯 가지 차원, 강수진과 이수진

(2008)는 위생, 시설 및 분위기, 메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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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및 음료, 서비스인지, 서비스 반응, 직

원의 태도 및 용모의 일곱 가지 차원으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2. 레스토랑이미지의구성요소들

본 연구는 레스토랑의 한 형태인 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 전문점

의 이미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이미

지의 요소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76년

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외 저널에서 점

포 이미지와 레스토랑 이미지와 관련된

다수의 문헌 연구들을 찾아내었다. 관련

저널들은 주로 Journal of retailing과 외

식경영연구였으며, 그 밖에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Consumer Marke-

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Jour-

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마케팅과학연구, 호텔관광연구, 호텔경

영학연구 등이었다. 그 중에서 레스토랑

이미지의 구성요소를 밝힌 총 53개의

연구들에서 학자들이 중복되어 언급한

요소들의 빈도수를 측정하였고, 총 빈도

수의 비율이 적어도 10%가 넘는 분위

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의 5가지

의 구성요소를 레스토랑 이미지의 하위

구성요소라고 가정하였다.

1.1 점포 분위기

점포분위기는주로소비자들이느끼는 

특정한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Lindquist, 

1974-1975). Mehrabian and Russell(1974)

의 연구에 따르면 분위기는 크게 쾌적

함, 각성, 우세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

면, 색감, 음악, 혼잡성 등이 고객들의

점포 분위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분위기 요소들은 그 점포를 다시 방문할

것인지, 시간을 얼마나 보낼 것인지, 얼

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rewal et al., 

2003). 또한 Baker et al.(2002)는 분위기

를 디자인, 조명, 레이아웃과 같은 물리

적 특성, 음악과 향기와 같은 주변특성, 

고객의 특징, 종업원의 친절성 같은 사

회적 특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점포

분위기가 고객이 인지하는 점포 이미지

의 여러 차원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 학자들이 있는데 Baker et al.(2002)

는 물리적 디자인 인식과 같은 점포 환

경요인들이가격, 품질, 종업원의서비스 

품질과 같은 소비자 인식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Ailawadi 

and Keller(2004)는 브랜드 관점에서 보

면, 점포 내의 분위기는 독특한 점포 이

미지를 형성하고, 차별화를 시켜주는 매

우 중요한 잠재요소라고 언급하고, 특히

쾌적한 점포 분위기는 상당한 쾌락적 효

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자주 방문하

게 하게 만들고, 오래 머물게 하며, 더

많이 구매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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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척도들은 Kunkel 

and Berry(1968), Lindquist(1974-1975), 

Hansen and Deutscher(1977), James et al.

(1976), Theodoridis and Chatzipanagiotou 

(2009)이 있으며, 이들이 사용한 척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총 12개의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1.2 편리함

편리함은학자마다각기점포의편리함

(Jain and Etgar, 1976-1977), 지리적 위치

(Hawkins et al., 1976-1977; Louviere and 

Johnson, 1990; Ghosh, 1990), 주차시설

(Bearden, 1977), 다르게 표현하여 연구

에 사용하였지만, Lindquist(1974-1975)가 

이를 종합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점포

에 대한 편리함을 일반적인 편리함, 위치

적 편리함, 그리고 주차의 편리함이라고

정의하고 연구하였다. 이러한 편리함을

이미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본 연구

자들은 Fisk(1961-1962), Lindquist(1974-

1975), Hawkins et al.(1976-1977), Jain 

and Etgar(1976-77), Louviere and Johnson

(1990), Ghosh(1990), Chowdhury et al.

(1998), Chang and Tu(2005), Kim and Jin

(2001), 이상건, 윤유식(2007), Theodoridis 

and Chatzipanagiotou(2009)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Lindquist(1974-1975)의 연

구를기반으로하여편리함을정의내리고, 

Theodoridis and Chatzipanagiotou(2009)

가 사용한 총 10개의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1.3 품질

Brown(1969)이 점포의 군집이나 개별

점포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지각된 품질은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

질로 한정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일반적

으로 ‘제공된 서비스 수준이 고객의 기

대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척도라 할 수 

있으며, 고객의 기대에 일치되도록 일관

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Lewis and Booms, 1981). 또한 ‘특정

서비스의 우수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

의 전반적인 판단 또는 태도’로 정의하

고 있으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기대수준과 지각된 성과의 차이로 측정

하였다(Parasuraman et al., 1988). 이러

한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하는 것은 레

스토랑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레스토랑 경영자가 전략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Hart and Casserly, 1985). Swinyard and 

Struman(1985)도 레스토랑 서비스 연구

에서 음식의 품질의 일관성을 중요한 레

스토랑의 속성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품질은 레스토랑 이미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

들은 Kunkel and Berry(1968), Oxenfeldt

(1974-1975), Hawkins et al.(1976-1977), 

James et al.(1976), Jain and Etgar(1976-

1977), Bearden(1977), Hart and Cass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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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Mazursky and Jacoby(1986), Louviere 

and Johnson(1990), Chowdhury et al.(1998), 

신종국과 공혜경(2005)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척

도를 근간으로 총 5개의 항목을 7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1.4 가격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가

격을 소비자의 성격이나 제품, 점포, 구매 

상황에관계없이반드시고려한다. 초창기 

가격 연구는 가격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들 사이에의 차이점(Brown, 1969)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그 이후의 학

자들은 소비자들이 점포내의 실제 가격

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Dickson and 

Sawyer, 1990), 점포 내의 제품의 통상적

인 가격으로 인지하면서 상대적인 용어

로써 가격의 고/저를 평가한다. 즉, 소비

자는 실제가격을 정확히 기억해 낼 수는

없어도 상대적인 가격 정보를 알고 있음

으로써 제품을 상대적으로 고/저가격을

평가한다(Monroe and Lee, 1999)고 주장

하였다. 그 후 Desai and Talukdar(2003)

이 소비자가 어떻게 점포가격 이미지를

형성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제품-가

격 현저성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격이 높고, 자주 구매되는 제

품일수록 현저성이 높아지고, 그 현저성

이 점포가격 이미지를 더욱더 높여준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가격은

이미지와 점포 선택의 중요한 구성요소

라고볼수있으며, 가격을이미지의구성

요로로본대표적인연구자들은 Fisk(1961-

1962), Kunkel and Berry(1968), Hawkins 

et al.(1976-1977), James et al.(1976), Jain 

and Etgar(1976-77), Ghosh(1990), Louviere 

and Johnson(1990), Chowdhury et al.(1998), 

Ailawadi and Keller(2004), 신종국, 공혜경

(2005), Kim and Jin(2001), 이상건(2005), 

이수진(2007), Theodoridis and Chatzi-

panagiotou(2009), 강정수, 이수진(2008)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총

여덟 개의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1.5 종업원 서비스

다수의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한 Lind-

quist(1974-1975)는 점포 이미지에 영향

을 주는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 종업원

의 서비스, 셀프서비스의 존재, 제품 반

환의 용이성, 배달 기일, 신용 정책이라

정의하였다. Hawkins et al.(1976-1977)

는 서비스를 빠른 서비스와 느린 서비

스로 구분하였으며, Kunkel and Berry

(1968), Hansen and Deutscher(1977-1978)

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하거나, 친절한

종업원의 태도나 종업원의 판매 지식, 종

업원의 수, 좋은 서비스와 나쁜 서비스를

종업원의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서비스

를 이미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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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Fisk(1961-1962), Kunkel and 

Berry(1968), Lindquist(1974-1975), Hawkins 

et al.(1976-77), James et al.(1976), Jain 

and Etgar(1976-1977), Ghosh(1990), Louviere 

and Johnson(1990), Chowdhury et al.(1998), 

Chang and Tu(2005) 등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레스토랑 점포 이미지에 관련

된 일반 서비스와 종업원의 서비스 속성

들을 고려하여 Kunkel and Berry(1968), 

Hansen and Deutscher(1977-1978)의 연

구를 바탕으로 총 3개의 항목을 7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Ⅲ. 제안된 구성요소들의
검증

1. 항목 도출과 내용 타당성

Churchill(1979)의 일곱 단계의 척도

개발 절차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 이미

지의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레스토

랑 이미지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기반으

로 항목들을 만들고, 커피 전문점 점장

들과 커피 전문점 본사의 매장 담당자들

의 의견을 참조하여, 총 55개의 항목들

을 만든 후, 5명의 경영학 교수를 포함

한 15명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

항목들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구성요소들의 정의를 설명한 후, 55개의

각 항목들이 적절하게 구성요소를 설명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히 설명

한 항목들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로 나누

어 달라고 요청한 후, 적절하다고 한 사

람이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이 넘지 않은

7개의 항목들은 제거하였다. 그 후에 다

시 새로운 3명의 경영학 교수들에게 항

목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표현하

는항목으로 3명 모두적절하다고 언급한 

43개 항목들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예비조사와 자료수집

자료수집에 앞서, 커피 전문점 이미지

의 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테스트하

고, 항목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

해, 33명의 MBA 학위소지자들과두명의

매장 담당 부서의 팀장급이상을 대상으

로 43개의 항목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참가대상자들

은 7점 척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표시

해 주었고, 신뢰도 측정에서 항목-전체

상관관계의 계수가 0.3 이하인 항목들은

제거하였다. 또한 분위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의 척도에 대한 α계수는 각

각 0.717, 0.731, 0.804, 0.850, 0.930였다. 

이러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

문지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2015년 11

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는 연구자와 외부 조사 기관을 통해

서울에 있는 상위 7개의 국내 대형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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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척도 신뢰도 및 관련 통계

항목

수

개발용부표본(n = 204) 입증용부표본(n = 204) 총표본(n = 408)

α 평균 S.D. ITC. α 평균 S.D. ITC. α 평균 S.D. ITC.
분위기 4 0.78 3.54 1.00 0.61 0.80 3.51 1.04 0.66 0.79 3.53 1.02 0.64
편리함 4 0.72 3.59 0.97 0.54 0.75 3.56 1.01 0.58 0.73 3.58 0.72 0.56
품질 3 0.82 3.23 0.87 0.74 0.83 3.18 0.90 0.76 0.83 3.21 0.75 0.75
가격 3 0.83 4.22 1.21 0.80 0.79 4.24 1.15 0.76 0.81 4.23 1.18 0.78
서비스 2 0.92 2.84 0.97 0.85 0.94 2.81 0.95 0.89 0.93 2.82 0.93 0.87

SD = Standard deviation, ITC = Item-to-total correlation(항목-전체상관관계).

차이즈커피전문점(Starbucks, The Coffee 

Bean & Tea Leaf, Caffe Pascucci, TOM 

N TOMS Coffee, HOLLYS Coffee, Angel-

in-us, Caffe bene)의주변에서수집하였다.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응답자들은 총

408명이었으며, 설문대상자들에게, 이 연

구는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며, 그목적을충분히설명하였다. 또한응

답자들이 설문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커피 전문점 테라스나 실내에서 하도

록 하였다.

3. 척도의 정제, 안정화, 탐색적
요인 분석

커피 전문점 이미지를 위한 측정 척도

의정제하기위해서는, 표본을두개의부 

표본들로 나누어야 한다(DeVellis, 2003). 

우선 응답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반

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개발용, 나머지

그룹은 입증용으로 사용하였다. 각 구성

요소에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항목들을 

제거하였다. 연구 모델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16개의 항목들이 사용되었다(<표 2> 

참조). 16개의 항목들로 정화된 후, 최종

적으로 사용된 측정 척도의 안정화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해 부 표본들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표 1> 참조).

<표 1>에서 보이는 것 같이 모든 부표

본들 안에 5가지 하위 척도들의 α계수는

선험적 연구에서 용인 되는 0.6 이상이

며, Nunnally(1978)가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한 0.7 이상이

다. 두 부표본의 각 하위 척도들의 평균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문항의 총합평균과 문항별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전체 상

관관계는 모두 0.5 이상으로 양호하며, 

이는 각각 하위 척도들이 단일 차원의

잠재요소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Gerbing and Anderson, 1988; Nunnally, 

1978).

부가적으로, 제시된 요인들 간의 중복

성 및 척도의 정제를 위하여 많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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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회전 후 최종 결과표)

항목
측정

(내가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은)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1 2 3 4 5
분위기 1
분위기 2
분위기 3
분위기 4

홀내부가 항상 청결하다.
주변이 항상 청결하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편안함을 느낀다.

0.36
0.37
0.33

-0.01

0.61
0.65
0.74
0.84

0.28
0.23
0.08
0.10

-0.14
-0.13
0.04

-0.03

-0.14
-0.01
0.01
0.14

편리함 1
편리함 2
편리함 3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쉽다.
주문 후 커피가 신속히 나온다.

0.66
0.61
0.79

0.16
0.36
0.04

0.03
0.19
0.08

0.05
-0.12
-0.15

0.14
0.14

-0.10

편리함 4 승강기, 무선인터넷 등의 부가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0.69 0.30 0.18 -0.05 0.05

품질 1
품질 2
품질 3

타 점포에 비해 품질이 좋다.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다.
높은 품질의 커피를 판매한다.

0.12
0.13
0.11

0.17
0.12
0.15

0.84
0.78
0.88

-0.03
-0.02
-0.07

0.00
0.22
0.05

가격 1
가격 2
가격 3

타 점포에 비해 가격이 싸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다(R).
지불한 돈에 대한 가치가 있다(R).

-0.13
0.11

-0.21

0.01
-0.13
-0.03

0.02
-0.11
-0.03

0.88
0.79
0.91

-0.04
0.03

-0.07
서비스 1 전반적으로 종업원이 친절하다. 0.07 0.05 0.12 -0.06 0.94

서비스 2 불평, 불만이 발생할 때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0.05 0.02 0.09 -0.01 0.95

고유값 2.41 2.37 2.33 2.31 1.95
분산비율(%) 15.08 14.82 14.58 14.44 12.15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0.75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 = 3069.8(d.f. = 120, p < 0.000)

R = Reverse item.

하는 탐색적 요인 분석도 실시하였다. 

Churchill(1979)이 개념적으로 더 많은 차

원이 생기는 경향을 막기 위해서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정제를 하라는 권

고에 따라, 하위 척도들을 모두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

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 방

식은 직각 회전 방식을 하나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반복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본 연구가 탐

색적 분석 단계이므로 요인의 수를 지정

하지 않고 요인 추출의 기준은 고유값이

1 이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표준 요인 부하량이 0.4 이하이거나, 내

용상 어울리지 않는 차원에 들어간 항목

이나, 두 차원 이상에 높은 요인 적재치

를 보이고 있는 항목들은 제거하였다. 변

인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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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는 0.9 이상이면 가장 좋은 수준

이며, 0.8 이상이면 매우 좋은 수준, 0.7 

이상이면 적당한 수준, 그리고 0.6 이상

이면 보통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Kaiser, 1974). 본 연구의 KMO는 0.754

로 적절한 수준이었고, 변수간의 상관관

계 행렬이 단위 행렬인지를 나타내 주는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는 χ2 = 3069.8

(d.f. = 120, p < 0.000)으로 단위 행렬이

아니었다. 또한 잔영 행렬로 개별 Mea-

sure of Sampling Adequacy(MSA)를 확

인한결과, 모두 0.5 이상을넘어요인분석

에 적합한 것을 나타났다(<부록 1> 참조). 

DeVellis(2003)의 방법과 주성분 요인 분

석의 결과 정제된 항목들은 다르지 않

았으며, 항목과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2>로 정리하였다. 

4. 차원성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단일 차원 검

증을 위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위한 하

위 척도을 모두 포함하는 항목들을 주축

분석하였다. 이는 주축 분석이 변수군에

서 공통 변량을 설명하는 최소한의 요인

수를 결정하는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Churchill(1979)의 권고에 따라, 주

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하위척도들을

모두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 Hair et al.

(2006)의 요인 분석 절차에 따라, 주축

분석을 통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하였

다. KMO,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개별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등

의 모든 결과 값들 주요인 분석과 동일

하였으며 모든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이는 주

축 분해를 통해 하나의 요인으로 모든 항

목들이 적재되는 것은 단일 차원임을 나

타내는 것(Hair et al., 2006)이다. 

5. 집중 타당성

집중 타당성은 하나의 잠재변수에 대

한 두 개의 측정 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련된 것이라 하는데, 커피 전문

점 이미지의 척도에 관련된 집중 타당성

은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의 척도 간 단

순 상관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Churchill, 1979). 상관계수 결과값들(<부

록 1>)을 살펴보면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는

0.341에서 0.780로 나타났으며, 모든 상

관계수의 값들은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집중 타당성을 나타내는 자기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는 품질 3을 제외하

고 0.489에서 0.804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위기는 0.804에서 0.607, 편리

함은 0.768에서 0.662, 품질은 세 번째 항

목을 제외하면 0.792에서 0.753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가격은 0.656에서 0.489

였으며, 서비스는 0.766으로 나타나 전반

적으로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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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별 타당성

판별 타당성은 한 잠재 변수가 실제로

다른 잠재 변수와 얼마나 많이 다른가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치

와 같은 변수나 개념을 측정하지 않은

측정치 사이에 낮은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Churchill, 1979). 본 연구에서

이미지와는 다른 잠재 변수로 사용되고, 

주로 이미지의 결과변수로 취급되는, 즉, 

판별 타당성이 검증된 ‘만족’이라는 잠재 

변수(Theodoridis and Chatzipanagiotou, 

2009)를 도입하여 요인 분석을 통해 비

교하였다. 각각 이미지 구성 요소들과 만

족에 대한 하위 척도들은 결합점수로 변

환한 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을 통해 이미지와 만족은 <표 3>에서 보

이는 것과 같이 각각 독립적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3> 판별타당성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요인 요인

1 2
분위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

0.81
0.80
0.70
0.40
0.34

-0.19
-0.03
-0.02
0.24
-0.09

만족 0.06 0.96
고유값 2.05 1.01
분산비율(%) 34.1 16.8

Kaiser-Meyer-Olkin = 0.66
Bartlett χ2 = 288.98(d.f. = 15, p < 0.000)

7. 2차 확인적 요인 분석

다항목 측정 모델이 적용된 단일차원

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관성을 평

가하고(Gerbing and Anderson, 1988), 분

위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의 다섯

가지 잠재 요소가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

면서도 커피 전문점 이미지라는 하나의

고차원 요인의 하위 차원들로 묶이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확인적 요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χ2 = 343.69(d.f. = 101, p < 0.000), GFI = 

0.910, AGFI = 0.878, CFI = 0.919, NFI = 

0.890, IFI = 0.920, RMSEA = 0.077로 양

호한 수준으로 수용할만한 수치였다(<표

4> 참조). 표본의 수와 모델의 복잡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GFI와 AGFI는 일반적

으로 0.9이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절대 적합 지수의 단점을 보완한

증분 적합 지수들(CFI, NFI, IFI)도 대체

로 0.9 이상이면 적합도를 인정하고 있다

(Hair et al., 2006; Bagozzi and Yi, 1988). 

Browne and Cudeck(1992)에따르면, RMSEA

는 0.05 이하이면 우수, 0.08 이하이면 바

람직, 0.1 이상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표 4> 참조)은

이러한 한계 적합치를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잠재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

하였다. 모든 항목들의 1차 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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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차 확인적 요인분석

<표 4>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차 요인
1차 요인 2차 확인적 요인 분석

AVE CR
이름 추정치 t값 항목 추정치 t값

커피전문점

이미지

분위기 0.88

분위기 1 0.75

0.58 0.90
분위기 2 0.75 13.8
분위기 3 0.70 12.7
분위기 4 0.58 10.6

편리함 0.93 7.2

편리함 1 0.51

0.55 0.74
편리함 2 0.73 9.1
편리함 3 0.58 8.0
편리함 4 0.73 9.1

품질 0.53 7.5
품질 1 0.77

0.77 0.80품질 2 0.72 13.9
품질 3 0.89 15.4

가격 -0.30 -5.2
가격 1 0.83

0.80 0.96가격 2 0.61 13.3
가격 3 0.98 27.7

서비스 0.20 3.4
서비스 1 0.97

0.95 0.93
서비스 2 0.89 35.3

적합도
χ2 = 343.69(d.f. = 101, p < 0.000), GFI = 0.910, AGFI = 0.878, 
CFI = 0.919, NFI = 0.890, IFI = 0.920, RMSEA = 0.077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mposit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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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위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

분위기 1.00
편리함 0.58 1.00
품질 0.41 0.34 1.00
가격 -0.17 -0.20 -0.13 1.00
서비스 0.09 0.14 0.21 -0.07* 1.00

*0.1에서 유의하고 나머지 모든 상관관계는 0.00에서 유의.

<표 6> 각 잠재요인의 AVE 값과 상관계수의 제곱값

잠재요인 AVE ↔ 잠재요인 AVE r r2 타당성여부

분위기 0.58 편리함 0.55 0.58 0.336 ○

분위기 0.58 품질 0.77 0.41 0.168 ○

분위기 0.58 가격 0.80 -0.17 0.029 ○

분위기 0.58 서비스 0.95 0.09 0.008 ○

편리함 0.55 품질 0.77 0.34 0.116 ○

편리함 0.55 가격 0.80 -0.2 0.040 ○

편리함 0.55 서비스 0.95 0.14 0.020 ○

품질 0.77 가격 0.80 -0.13 0.017 ○

품질 0.77 서비스 0.95 0.21 0.044 ○

가격 0.80 서비스 0.95 -0.07 0.005 ○

추정치, 즉 표준 요인 부하량은 0.5를 상

회함으로 양호하다(Hair et al., 2006)고

판단할수있으며, 이모든경우에있어서 

t값이 모두 2를 상회함으로 신뢰도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각잠재변수의 AVE 값은 0.55~

0.9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AVE 값이

0.5 이상이면집중타당성을갖는다(Hair et 

al., 2006)고 볼 수 있음으로 모든 측정 항

목들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표 5> 참조), 

두 잠재 변수를 대상으로 각 잠재 변수에 

대한 AVE 값과 비교한 결과(<표 6> 참

조), 잠재 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각 AVE 값들이 크게 나와서 모든 잠재

변수는 판별 타당성이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2차 요인의 1차 요인에

대한 추정치, 즉, γ(감마)값들과 그 t값은 

각각0.88(1로 고정), 0.93(7.2), 0.53(7.5), 

-0.30(-5.2), 0.20(3.4)으로 모두 통계적으



글로벌경영연구 커피전문점 이미지의 구성요소, 차원성과 척도 8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확인

적 요인 분석의 전체 적합도 지수는 수

용할만하고 각각의 설문 문항들의 표준

요인 부하량과 t값들도 문제가 없으며, 2

차 요인의 1차 요인에 γ(감마)값들과 t

값들도 문제가 없으므로 레스토랑 이미

지에 대한 하위차원의 확인에 대한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레스토랑은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는

분위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라는

5가지 하위 차원을 가지만, 이러한 하위

차원은 레스토랑 이미지이라는 고차원의

하위 차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레스토랑 이미지의 본질적이고 기본

적인 구성 개념은 이 5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아직까지 커피 전문점 이미지가 무엇

인가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합의된 명확

한 정의가 없고, 소비자에 의해서 지각

되는 개념인 커피 전문점 이미지는 슈퍼

마켓, 식료품점, 백화점, 의류매장의 일

반적인 소매점 이미지의 개념과는 구분

되어진 연구가 많지 않았다. 또한 커피

전문점 이미지가 다차원개념인지, 다구

성 요소를 가진 단일 차원인 복합적인

개념인지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태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소비자에 의해서 지각되고 유형적

또는 기능적이고 무형적 또는 심리적 차

원의 개념으로써의 레스토랑 이미지의

한 범주인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차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커피 전문점 이미지는 분위기, 편리

함, 품질, 가격, 서비스라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는 커피

전문점 매니저가 단순히 품질이나 서비

스를 향상시킴으로 커피 전문점 이미지

를 향상시킬 수 없고, 다섯 가지 구성요

소를 동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주요인 요인 분석에서 다섯 가지 요

인으로 구분되었던 다섯 개의 요인들은

주축 요인 분석에서는 하나의 차원으로

도 추출되었고, 2차 확인적 요인 분석에

서도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1차 요인들로 확인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분위기, 편리함, 품

질, 가격, 서비스 모두 레스토랑 이미지

의 하위 구성개념의 내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인 특징

을 가지면서 동시에 커피 전문점 이미지

라는 고차원 요인을 설명하는 하위 개념

들이다. 이 요인들은 커피 전문점 이미

지라고 명명하고 향후 연구에서 레스토

랑 범주에 있는 이미지의 차원들과 비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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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와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커피 전문점 이미지를

개념적으로 규명하고, 그 구성요소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

본 후, 커피 전문점 이미지를 심리측정

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를 개발

하여 이론적 틀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첫째, 레스토랑 이미지

의 한 범주인 커피 전문점 이미지를 표

현해주는 구성요소들을 위한 척도를 개

발하였다. 레스토랑 이미지를 측정하려

는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슈퍼마켓, 

식료품점, 백화, 패션의류점포 이미지들

에서 차용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한 연구들은 레스토랑 이미지라는 관점

보다는 그 각각의 점포에 맞는 관점이라

서 사용하기에 제한적이고 신뢰성이 검

증되지 않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스토랑 이미지 관점에서 소비자의 인

식론적 관점을 고려하여 커피 전문점 이

미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둘째, 커피 전

문점 이미지를 구성 요소들을 명확히 하

였다. 척도를 개발하고 확인해 본 결과

분위기, 편리함, 품질, 가격, 서비스의 다

섯 가지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구성요소

가 확인되었으며, 이미지는 다섯 가지 하

위 구성요소를 가진 차원으로 규명하였

다. 지금까지의 레스토랑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은 슈퍼마켓, 식료품점, 백화, 패

션 의류 점포 이미지들과 구분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사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

서는 레스토랑 이미지의 한 범주인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차원들과 그 구성 요소

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커피 전문점 이

미지를 구성요소의 차원성을 검증하였다. 

레스토랑 이미지는 다차원 개념이 아닌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단일 차원으

로 규명하였다. 이는 커피 전문점이 하

나의 구성요소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강

화하거나 구축할 수 없고 다섯 가지 구

성요소들이 부분의 합보다 큰 하나의 이

미지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포 이미지는 점포와 관련된 객

관적인 각 차원들의 합이라기보다는 소

비자가 점포로서 지각하는 여러 가지 차

원들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May(1974-1975)나 Marks(1976)의 연구

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시간적 제약과 자료 수집의 용이성

으로 인해 주로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설문을 받았다. 폭넓은 항목 창출

을 위해 경영학 교수, MBA 학위소지자, 

매장 담당 실무진으로 설문 작성의 자문

을 받아 응답자를 구성하였으나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했다. 둘째,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기는 했지만 전문 연구

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항목 제거

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초기에 상품 구

색, 분위기, 편리함, 고객, 품질, 가격, 광

고, 서비스의 여덟 가지의 구성요소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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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문가의 소견이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상품 구색, 고객, 광고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제거되었다. 이는 커

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미 표

준화된 상품 구색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

해이미지와의관계가약화된것으로사료

되고, 상징성을 나타내는 고객(Lindquist, 

1974-1975)은 소득 수준이 높아진 국내

소비자들이 커피 전문점에서는 상징적

편익이 많이 희석된 것으로 사료된다. 광

고의 항목들이 전문들의 소견에 따라 임

의로 제거된 이유는 국내 커피 전문점은

거의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

째,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차원과 그 구

성요소를 명확히 하였으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

한 Jain and Etgar(1976)와 Pathak et al. 

(1974)가 주장한 동적인 개념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와 항목 개발 과정의 기준을 달리하여

커피 전문점 이미지와 레스토랑 이미지

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넓은 층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고 항목 개발의 과정에서 본

연구와 다른 기준을 사용해서 얻어진 항

목들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비교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만일 결과가

일치한다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게 됨으로 커피 전문점 이미지의 구성요

소의 개념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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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mponents, Dimensions, and

Measure for Coffee Shop Image

Jinseo Park*․Myung-Su Chae**

Abstract

This paper not only seeks to develop conceptualizations of coffee shop image by ex-
tensive literature on store image and an empirical study, but address the measurement 
issues related to the study of coffee shop image. The phenomenon that customers are 
motivated by the store image makes it more important in marketers’view. In retailing 
industry, many studies are known regarding of the image of store such as super-
markets, groceries, department stores, and clothing store. However, the image of res-
taurant is not same in comparing with that of individual retail store which is treated 
in retailing industry. In addition, they have many things in common between the restau-
rant image and the store image because the restaurant image inevitably includes tangi-
ble or intangible and positive or negative perceptions of customers. With a basis of 
customers’perceptions, academicians have dealt the store image with supermarket, gro-
ceries, department store, fashion store, record store, clothing store, and Hotel in aca-
demic area. Up to now, the findings of many studies related to restaurant image have 
been limited. Based on this foundation, our objectives are to identity a part of restau-
rant image, specifically, image of coffee shop, defined as a restaurant that serves cheap 
meals or a place in a large shop or a hotel that serves meals and non-alcoholic drinks, 
to discuss how the restaurant image is formed, and to test the construction and psycho-
metric assessment if measure of coffee shop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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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관관계계수값과 Anti-image Correlation
Correlations

분위기1 분위기2 분위기3 분위기4 편리함1 편리함2 편리함3 편리함4 품질1 품질2 품질3 가격1 가격2 가격3 서비스1 서비스2
분위기1 1.00
분위기2 0.79 1.00
분위기3 0.80 0.73 1.00
분위기4 0.61 0.68 0.70 1.00
편리함1 0.66 0.66 0.68 0.57 1.00
편리함2 0.78 0.76 0.71 0.60 0.70 1.00
편리함3 0.68 0.67 0.64 0.49 0.66 0.66 1.00
편리함4 0.79 0.78 0.77 0.58 0.66 0.77 0.76 1.00
품질1 0.66 0.66 0.61 0.048 0.53 0.62 0.53 0.64 1.00
품질2 0.61 0.61 0.57 0.53 0.54 0.61 0.51 0.62 0.75 1.00
품질3 0.66 0.66 0.59 0.55 0.53 0.61 0.55 0.63 0.79 0.79 1.00
가격1 0.42 0.44 0.40 0.36 0.40 0.39 0.34 0.41 0.39 0.47 0.40 1.00
가격2 0.41 0.49 0.42 0.37 0.43 0.44 0.42 0.47 0.51 0.53 0.48 0.60 1.00
가격3 0.62 0.64 0.60 0.54 0.58 0.57 0.53 0.63 0.72 0.70 0.65 0.49 0.66 1.00
서비스1 0.65 0.58 0.65 0.66 0.58 0.61 0.53 0.57 0.52 0.59 0.58 0.37 0.47 0.54 1.00
서비스2 0.59 0.56 0.61 0.57 0.63 0.64 0.54 0.59 0.53 0.56 0.55 0.37 0.48 0.50 0.77 1.00

Anti-image Correlation
가격1 0.61 0.00 -0.74 -0.06 0.14 -0.12 -0.11 0.05 -0.02 -0.03 0.22 -0.12 -0.04 -0.03 -0.04 0.03
가격2 0.00 0.76 -0.40 0.05 -0.05 0.08 -0.07 -0.12 0.05 -0.14 0.05 0.04 0.01 0.08 0.05 -0.06
가격3 -0.74 -0.40 0.63 0.01 -0.09 0.09 0.11 0.08 0.07 0.09 -0.17 0.10 -0.01 -0.01 0.05 -0.02
품질1 -0.06 0.05 0.01 0.83 -0.17 -0.47 0.11 -0.11 -0.02 -0.02 -0.02 -0.07 -0.06 0.04 0.02 -0.01
품질2 0.14 -0.05 -0.09 -0.17 0.81 -0.43 -0.20 0.07 0.06 -0.05 0.01 -0.06 0.06 -0.08 -0.04 -0.06
품질3 -0.12 0.08 0.09 -0.47 -0.43 0.77 0.04 -0.03 -0.02 0.00 -0.15 0.05 0.02 -0.02 -0.05 0.04
편리1 -0.11 -0.07 0.11 0.11 -0.20 0.04 0.75 -0.29 -0.27 0.04 0.05 0.10 -0.19 -0.07 -0.04 0.03
편리2 0.05 -0.12 0.08 -0.11 0.07 -0.03 -0.29 0.88 -0.02 -0.18 -0.16 -0.19 0.05 -0.08 0.02 -0.08
편리3 -0.02 0.05 0.07 -0.02 0.06 -0.02 -0.27 -0.02 0.84 0.29 -0.05 -0.09 -0.04 0.12 -0.04 0.09
편리4 -0.03 -0.14 0.09 -0.02 -0.05 0.00 0.04 -0.18 -0.29 0.86 -0.09 -0.20 -0.20 0.12 -0.08 0.04
분위기1 0.22 0.05 -0.17 -0.02 0.01 -0.15 0.05 -0.16 -0.05 -0.09 0.84 -0.28 -0.30 0.01 -0.09 0.15
분위기2 -0.12 0.04 0.10 -0.07 -0.06 0.05 0.10 -0.19 -0.09 -0.20 -0.28 0.85 -0.02 -0.27 0.13 -0.12
분위기3 -0.04 0.01 -0.01 -0.06 0.06 0.02 -0.19 0.05 -0.04 -0.20 -0.30 -0.02 0.82 -0.38 0.11 -0.11
분위기4 -0.03 0.08 -0.01 0.04 -0.08 -0.02 -0.07 -0.08 0.12 0.12 0.01 -0.27 -0.38 0.78 -0.17 0.13
서비스1 -0.04 0.05 0.05 0.02 -0.04 -0.05 -0.04 0.02 -0.04 -0.08 -0.09 0.13 0.11 -0.17 0.55 -0.86
서비스2 0.03 -0.06 -0.02 -0.01 -0.06 0.04 0.03 -0.08 0.09 0.04 0.15 -0.12 -0.11 0.13 -0.86 0.52

대각선음영부분 = Measures of Sampling Adequ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