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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복합문화공간인
베이커리카페 시장이 점차 커지며, 이러한 베이커리카페 이용자들은 체험을 통해 SNS나 구
전으로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곳을 찾아다니는 소비행동을 하고 있다(이나래 외,
2010). 베이커리의 주이용 고객은 여성들이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경제 참여도가
높아져 소비문화가 활발해지고 있다(파티시에. 2014).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싱글 족과 맞
벌이 부부의 증가로 편리함과 간편함을 찾는 소비가 고조되어, 브런치나 아침식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파티시에. 2014).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식사와 차를 동시에 즐기는 복합기능의
베이커리 카페가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베이커리는 외식시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
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커피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신선영·정라나, 2007). 최근
소비트렌드는 커피와 베이커리제품 둘 다 전문성을 가지고 차별화 된 제품을 판매하며, 고
급화된 인테리어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서비스 할 수 있는 베이커리카페
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식시장이 생겨나게 되었다(김수경,2014). 현대인들은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삶의 방식과 생활 의식의 변화에 따라 식생활도 변화하였다. 맛과
편리함, 먹는 즐거움을 충족시키고, 식생활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최홍식, 1999).
홍하영·홍완수·박대섭·김영식(2011)의 연구에서는 베이커리 카페란 베이커리 전문점과 커피
전문점의 문화적 공간으로 메뉴를 신속히 서비스하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또한 베이커리 시
장과 커피 시장의 대중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도심 속의 품격
있는 휴식공간의 매장을 지향하는 성향이 뚜렷해졌다(김혜정, 2003). 이것은 소위 베이커리
카페라는 기존의 베이커리만 전문적으로 취급 하는 것에서 벗어나 카페식의 산뜻한 인테리
어와 휴식 공간, 베이커리 제품과 커피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각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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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정재찬, 2005). 이러한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에 초
점을 맞추기 위해서 구체적인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한다
(Schewe, 1984). 최근 현대인의 취향을 반영한 테마형 베이커리 카페도 등장하게 되었다.
점점 커가는 베이커리 카페는 외식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월간식당,
2010), 소비자의 경쟁적 우위를 갖기 위해 구매행동에 대한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패턴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옥, 2003).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편리하며 다
양한 식문화를 즐기고, 차별화 된 공간을 선호하는 트렌드세터(Trend setter)들의 취향에 맞
춘 베이커리 카페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커리카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상품개발과 고객의 선택속성을 분석하고,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옥,
2003). 베이커리카페의 차별화 된 서비스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경험가치, 즉, 감성적으로 경
험하고 인지적으로 경험하여 서비스에 대한 경험가치이며, 이 경험가치는 구매 후의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주고 서비스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Bitner, 1992).
이러한 경험가치는 산업의 발전과 경쟁적 구조로 더욱 특별한 서비스 변화가 요구되며, 소
비자들의 높아진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좋은 환경 변화로 브랜드 정체성과 이미
지는 소비자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함성필, 2012). 이에 대하여 Ryu(2005)는
경험가치를 서비스산업에서 미적시설, 분위기, 조명, 서비스상품, 레이아웃이며, 사회적 요인
이 고객의 감정반응이 행동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고객의 경험가
치는 표현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구전에 의한 의사소통기능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한다(김향란, 2011). 베이커리카페의 경험가치는 고객들에게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고객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구매행동은 향후 잠재고객에게도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서현주·함성필, 2015). 현재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연구는 선
택속성이나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베이커리 카페에 관한 선행연구는 베이
커리 카페의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김은주·김천서·신용
경, 2006; 정광현·김석준, 2004; 정재찬, 2006; 정재찬·최미경 2006; 정유경·최연희·임현정,
2011; 홍완수·김영식,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커리카페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베이커리 카페의 선택속성을 파
악하고, 선택속성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커리카페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 경험가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
조적으로 규명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Schechter(1984)는 가치를 정성적이고 정량
적이며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모든 요인이라 정의하였으며, 가치는 주관적인 특징을 말하며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커리카페 이용객의 라이프스
타일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경험가치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베이커
리카페의 변화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마케팅전략을 알아보고, 베이커리카페 소비
자의 경험가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베이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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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의 이용발전과 소비행동을 파악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경영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과 가치관으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동,
사고 등 문화적·심리적 차이로 현재 살아가는 문화의 한 흐름으로 Asseal(1983)은 라이프스
타일을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생활, 흥미, 의견 등에 의해 구
체화되어지는 생활양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며, 새로운 개인 고유의 활동영역, 관심분야, 태도, 가치관 등에 의해 구체화
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성으로 연구되었으며,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과 서구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황상민·양진영·강영주,
2003). 또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행동이 외식서비스 관련 상품과 장소의 선
택속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Swinyard & Kenneth, 1986). Engel,
Blackwell & Miniard(1995)는 생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 소비자 행동
에 영향을 주며, 개인문화, 사회계급, 준거집단, 가족 등의 영향과 개인의 가치와 개성이라
정의하였다. Rokeach(2007)은 개성과 가치를 반영한 생활방식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징은 입맛이 서구화
되고,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편리하고 질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까다로운 기준
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한다(김옥경, 2010). 인간의 식생활은 생활양식의 일부이며, 문화 현
상이고(송혜숙, 2006), 여러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윤태환, 2006). 라
이프스타일과 외식에 관한 연구로는 생활 전반의 소비자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측정도구
를 개발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행동이 외식서비스 관련 상품과 레스토랑 선택속성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Swinyard & Kenneth, 1986; Assael, 2004;
Greitemeyer, 2009; Poortman & Liefbroer, 2010). 채서일(1992)은 체계적인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 간편함, 풍성함을 선택속성을 도출 하였으며, 송혜숙(2006)은 베이커리 이용
행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건강, 미각, 편의성, 안정, 충동구매와 알뜰구매, 유행분위기를
선택속성으로 베이커리 이용자들의 소비성향을 연구하였고, 서원석·백주아(2006)의 소비자
구매 행동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차이 연구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브랜드
의 인지도나 이미지에 의해 레스토랑을 선택 한다고 연구되었다.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은 식
생활에 영향을 주며,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라이프스타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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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선행연구들은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형태로 분류했다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베이커리 카페의 이용고객의 선택속성 및 구매행동이 중요 시사점으
로 나타났다.

2. 경험가치
경험가치의 대표적인 이론은 Holbrook & Hirschman(1982)의 정의로 경험가치는 제품
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서비스 등에 대한 선호라고 하였으며, Zeihmal(1988)은 소비
환경 내에서 소비자들의 목표 또는 목적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제품 속성 및 서
비스와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였다. 경험가치(Experiential Value)의 대표적인
이론은 Holbrook(1994)의 정의로 경험가치는 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서비스 등의
활동에 기반을 두어 발생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라고 정의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이
러한 가치가 외재적 또는 내재적 효익을 제공한다고 하였다(Babin & Darden, 1995;
Holbrook, 1994; Batra & Ahtola, 1991; Crowley, Spangenberg, and Hughes, 1992; Mani
and Oliver, 1993). 이러한 연구에 의한 경험가치의 정의는 ‘소비 환경 내에서 소비자들의
목표 또는 목적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제품 속성 및 서비스 수행에 대한 소
비자의 지각된 상대적 선호도’ 라고 할 수 있다(Charla, Mathwick, Malhotra & Rigdon,
2001; Holbrook & Confman, 1985; Woodfruff, 1997; Gardial, 1994; Zeihmal, 1998). 소비의
경험가치에 대한 대표적 학자인 Holbrook(1994)은 경험적 측면에서 외재적·내재적 차원의
가치와 활동적·반응적 차원의 가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외재적 가치소비란 소비경험에
서의 제품과 소비자의 거래관계로 얻어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반면에 내재적 가치는 소비행
동에서 생겨나는 즐거움, 재미 등의 내면적으로 느껴지는 가치를 말한다. Holbrook(2006)은
고객가치를 상호작용적, 관계주의적 선호경험이라고 정의하였고, 고객가치차원을 경제적 가
치(economic valu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 이타적 가치
(altruistic value)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제품이나 소비경험이 소비자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말하며,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 자신의 소비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를 말한다. 또한 쾌
락적 가치는 소비경험 속에서 오직 즐거움 그 자체가 목적으로써 나타나는 가치를 말하며,
이타적 가치는 자신의 소비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Schechter(1984)는 경험가치는 완벽한 쇼핑경험을 얻기 위한 양적·질적, 객관적·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가치는 모든 선택요소들을 적절하게 달성하게 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즉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경험가치를 인지하
기 때문에 서비스분야에서의 경험가치는 기업의 중요한 핵심요소임 밝혀냈다. 박철(2002)은
경험가치를 성취경험가치, 재미경험가치, 생생함 경험가치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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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2010)는 경험가치를 소비자가 소비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혜택과 감정에 다차원적으로
접근 및 소비가치와 소비자 만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3. 구매행동
구매행동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 의사결정
행동이라 하였다(Engel, Blackwell & Kollat, 1982). Swinyard & Struman(1986)은 라이프스
타일과 구매행동에 소비자의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상태간의 차이를 지각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문제나 환경에서 구매 욕구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구매행동은 계획적인 구매와 비계
획적인 구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매의사 결정시 다양한 의사결정을 따른다(Assael,
1983). 구매행동은 구매유형, 구매목적, 구매정보 원천, 고객지각 가치, 고객만족 등의 변수
들을 통해 예측 가능 하고, 업종별, 점포형태별, 고객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광현, 2004; 정광현·김석준, 2004; 김은주·김천서·신윤경, 2006; 함성필, 2011). 특히 고객
과 접점 서비스가 많은 산업에서는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가 된
다(Lovelock & Wirtz, 2004). 류시현·김성옥·석승연(2011)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따른 베이커
리 선택속성의 중요도의 연구에서는 베이커리의 품질, 직원 서비스, 환경 및 이미지, 가격
및 판매 촉진, 입지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구매행동은 외식시장의 변화와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라이프스타일, 경험가치, 구매행동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1.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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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1) 라이프스타일과 경험가치의 관계
라이프스타일이 경험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승수연(2004)의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에서 건강중시, 서구적 간편성 선호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은 쾌락적, 인지적, 서비스
경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선희(2014)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과의 관계, 고객가치와의 관계를 건강지향, 외식간편지향이 인지적 경험가치에 영향을 미친
다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도출하고, 경험가치
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건강추
구, 미각추구, 브랜드추구, 간편추구의 4차원으로 세분화하고, 각 차원별 베이커리카페 이용
객의 라이프스타일이 감성적 경험가치, 인지적 경험가치, 서비스 경험가치로 3차원으로 서
분화 시켰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경험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 하였다.
다.

가설1. 베이커리카페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은 경험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2) 라이프스타일과 구매행동의 관계

라이프스타일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운승(1989)는 라이프스타일에서
구매행동의 다양한 요소로 나누지만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
는 활동, 태도 및 개인적 특성을 군집으로 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
가 나타났다. 정정희·황정현·이수범(2012)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여가지향, 사교 지
향성이 레스토랑의 선택속성의 음식의 품질, 분위기, 편리성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류시현·김성옥·석승연(2011)의 연구에서는 베이커리 제품품질 요인과 입지가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태숙 외 (2015)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구매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다.

가설2. 베이커리카페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은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3) 경험가치와 구매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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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가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Eighmey(1997)은 경험가치는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문식·김상희(2002)는 소비자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특징이나
절차에 따라 구매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태숙(2016)은 베이커리카페 이용객의
경험가치가 고객만족이나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설3. 베이커리카페 이용객의 경험가치는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방법
변수의 측정도구, 척도종류 및 조작적 정의는 <표1>와 같다.
<표 1> 조작적 정의

변수명
건강추구
미식유행
추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추구
간편추구
경험
가치

구매
행동

감성적
경험가치
인지적
경험가치
서비스
경험가치
이용형태
구매동기

측정도구 및 척
도종류
4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3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4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2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5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5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4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5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3문항 및
7점 리커트척도

조작적 정의
제품선택에 건강을 중요시 하여 영양, 칼로리,
비만, 식재료 등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유형
제품선택 시 맛을 추구하며, 유행에 민감하고,
소문난 맛집을 추구하는 유형
제품선택에 있어서 브랜드를 중요시 하고, 브랜
드를 추구하는 유형
편리성을 고려하여 식사시간을 아끼거나 간편한
메뉴를 선호하며, 짧은 식사시간을 추구하는 유
형
베이커리카페 이용 시 제품이용 뿐만 아니라 이
용객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경험에 대한 가치
베이커리카페 이용 시 제품의 맛, 형태와 물리
적 환경 등의 인지한 경험에 대한 가치
베이커리카페 이용 시 직원의 서비스,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경험가치
베이커리카페 이용 시 구매나 선호하는 형태
베이커리카페 이용 시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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