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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변화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쇼핑 행동에 따라 패션

브랜드의 점포 또한 변화하면서 체험마케팅을 활용한 복합문화공

간으로서의 패션 브랜드 점포가 활성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

품 구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즐김에 따라 나타난 문

화 소비는 새로운 쇼핑공간에 대한 필요를 나타내게 되었다. 기존

의 쇼핑공간에서 차별화하여 의류와 잡화를 취급하던 판매 공간에

서 나아가 식음료 매장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점포를

선보이고 있다. 패션 기업들은 평 효율을 중시하던 기존의 체계에

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감각 그리고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

고자 한다. 그러나 식음료 매장과 결합한 형태의 점포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경험적인 마케팅을 실행하고자 하는 브랜드

들과 소비자의 필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계 연

구가 미미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

랜드의 점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Schmitt의 체험 마케

팅 이론적 관점으로 다차원 구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의 소비자 경험을 깊

이있게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면담 대상은 질적 연구 시 주로 사용되는 의도적 표집 방

법을 사용하여 최근 6개월 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방

문하여 식음료를 구매하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자로 한정하여

연구 대상자를 수집하여,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하였다. 한 사람당

최소 30분 이상의 면담을 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면담을 요청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사자료를 바탕으로 개념을 도출하고 코딩한 결과 총 7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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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추출되었고 이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17개의 범주가 추출

되었다. 해당 범주들을 상위범주로 유목화하여 정리한 결과 총 5

개의 차원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은 감각(SENSE), 감정

(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계(RELATE)와 같은 다차

원적 구조로, 첫째 감각적 차원은 ‘기대되는 맛’, ‘인상깊은 볼거리’,

‘독특한 감각’으로 총 3가지 범주가 도출되어 연구 참여자들이 카

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서 오감을 활용한 경험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장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감각들을 활용하여

해당 공간에서의 경험을 느끼고 표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

각과 시각, 촉각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 차원으로는 감정 차원으로 이는 ‘흥미로운 호기심’, ‘소

속감’, ‘부담없는 편안함’, ‘특별한 해방감’의 4개 범주로 도출되어

소비자의 정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다. 카페의 존재와

경험은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여 해당 브랜

드에 대한 소속감이나 흥미로움을 느끼게 하고 다른 매장에서 느

낄 수 없는 자유로움과 해방감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

을 주었다.

세 번째로는 인지적 차원으로 ‘복합문화공간’, ‘브랜드 이미지

고양’, ‘브랜드 정체성 이해’로 총 3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이

는 소비자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을 통해 인지적으

로 반응하는 것으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해도, 브랜드 정체성

과 관련된 경험을 통한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기업들

이 의도한 바와 같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복합문화공

간으로 인지하며 내부의 콘텐츠를 향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행동적 차원으로 ‘사용과 채택’, ‘구매확대’, ‘재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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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총 3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의 경험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 구매 고려 대상으로 간주되

거나 해당 브랜드에 대해 구매의사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잠재고

객이 되는 등의 소비자 행동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방문의사

상승과 저해요인을 보이며 기업들이 재방문의도를 이끌어 내기 위

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계적 차원으로 ‘과시욕구’, ‘유대감’, ‘유행

추구성’, ‘자율성’의 총 4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모두 개

인적 차원을 넘어서 타인과 사회적 집단을 고려한 소비자의 관계

적 행동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소비자 경험

이 Schmitt의 체험 마케팅 이론에서 제시한 5개 차원 구조로 설명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카페가 있는 패션 브

랜드 점포를 가진 기업뿐만 아니라 런칭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실무적 시사점을 남겼다.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런

칭 시 고려해야 할 부분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

소, 재방문의사를 상승시키고 재방문 저해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

는 방안 등 마케터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어 :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복합문화공간, 체험마케팅,

브랜드 경험

학 번 : 20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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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최근 변화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쇼핑 행동에 따라 패션브랜드

의 점포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선한 경험이 소비의 대

상으로 등장해 점포 환경을 통해 전달되는 총체적 커뮤니케이션과 경험

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장주연, 전재훈, 2018). 특히나 오프라인 시

장이 몰락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의 예견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소비 트

렌드가 경험에 집중됨에 따라 더 다양한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

되었다(황진주, 임은혁, 2020). 또한, 경험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Alexander,

2019). 패션 리테일 매장은 소비자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히 특정한 패

션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패션과 생활 문화, 패션과 연관

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즐기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김주희, 2014).

이러한 쇼핑의 엔터테인먼트 추세와 문화 소비는 새로운 쇼핑 공간의 필

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Baudrillard, 1983). 소비자들의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

으며, 의류와 함께 생활 소품을 판매하거나 카페나 서점, 갤러리 등 소비

자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패션 복합문화 쇼핑공간이 유통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유정영, 정혜정, 오경화, 2021). 혁신적이고 가

치있는 경험이 중시되면서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을 애용하는 계기가 되

었다(Alexander, 2019). 앞으로도 오프라인 채널은 체험과 소통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McKinsey & Company, 2020).

이에 패션 유통 기업들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쇼핑공간과 차별화된

공간을 제시하여 판매 공간과 문화적 공간이 결합한 패션 복합 문화 유

통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정현, 2018). 의류와 잡화 등을 주로 취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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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들도 식음료(F&B) 매장이 함께 있는 복합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디올의 카페 디올 바이 피에르 에르메, 메종키츠네의 카페 키츠네,

A.P.C.의 카페 A.P.C.를 비롯하여 아르켓의 카페 아르켓, IWC의 Big

pilot bar 등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카페가 있는 점포를 런칭하고 있다.

단독 매장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등 유통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평 효율을 중시하던 기존 유통 체계에서 벗어나 새

로운 경험과 감각을 선사하고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

는 브랜드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한 감각적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쇼핑

공간은 단순히 진열의 공간을 넘어서 소비자의 체험을 통해 상품이나 브

랜드에 몰입할 수 있는 매혹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Zarantonello,

Schmitt, Brakus, 2007).

변화한 패션 리테일 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한 브랜드 경험(김준환, 이항, 2011)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패션 복합 스토어(김주희, 2014; 유정영 외, 2021)라

는 개념 아래 플래그쉽 스토어(Dolbec, Chebat, 2013; 황진주, 임은형,

2020; 김지선, 한상필, 2009), 컨버전스 숍(엄경희, 표재연, 2014), 브랜드

뮤지엄(정정희, 임은혁, 2018), 라이프 스타일 숍(우승현, 황진숙, 2016)

등 폭 넓은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식음 공간에 관련된 연구는 공

간 구성 특성이나 분석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식음료 공간과 결

합한 형태의 점포가 소비자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

다. 이처럼 경험적인 유통을 실행하는 유통업자들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관한 학계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Khan, Rahman

2016; Manlow, Nobbs, 2013).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식음료 매장

특히 카페를 포함한 점포를 런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는 카페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이

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포가 소비자에게 어

떠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의 점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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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탐색할 것이다. 또한, 이를 Schmitt의 체험 마케팅적 관점을 중심

으로 다차원 구조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점

포 형태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

다. 분석된 자료를 통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형태로의 점포로서의 역할

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기업의 의도대

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통해 기업이 마케팅 장치로서의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향후 마케팅 실무자들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의 점포

를 런칭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떠한 요소를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제공하는 식음료의 품질은 어느 정도로

신경 써야 할지 등과 같은 전략과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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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들이 카페를 포함한 점포를 지속적으로 런칭하

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방문이 소비자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chmitt의 체험마케팅 이론에서 제기한 5개 체험 차원을 중심으로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의 다차원적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자

한다.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런칭하는 F&B를 포함한 점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카페(cafe)를 포함한 점포이다. 이러한 카페를 포

함한 패션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관심과 방문 또한 증대하였는

데 이러한 점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소비자의 감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경험의

질적 내용을 밝힌다.

둘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소비자의 감정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소비자는 F&B 서비스와 패션 제품 판매를 제공하는

점포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서적 경

험의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소비자의 인식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카페의 경험이 브랜드 이미지, 정체성, 지각된 품질 등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넷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소비자의 행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한다. 이러한 경험은 소비자의 재방문의도와 구매의도를 상승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소비자 간의 관계 경험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패션 점포에서의 경험을 통해 소비자 간 어떤 영

향을 주고받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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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슈미트의 체험 5개 요인 외에 카페가 있는 패션 점포에서 소

비자가 경험하는 고유의 차원이 있을지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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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Schmitt의 체험

마케팅을 이론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구조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와 연구의 목적을 밝혀 논

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패션 브랜드 점포, 체험마케팅, 브랜드 경

험과 같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수립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 방법에 대해 설

명한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과 조사의 설계, 면담자 선정, 반구조화 질문

지 내용 등을 제시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제시한

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며 연

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또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기존 패션 브랜드 점포에 휴식과 체

험 등 다양한 요소를 제공하는 점포이다. 이러한 점포는 소비자에게 복

합문화공간으로 인식되어 다목적성 공간의 특징을 띈다. 본 절에서는 패

션 브랜드 점포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점포에

대해 탐구하며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패션 브랜드 점포의 개념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점포는 브랜드 정체성과 이미지 그

리고 제품 가치 전달 및 판매 촉진, 리테일 공간 체험이라는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고은주, 이미아, 이미영, 2012). Schmitt(1999)는

체험 제공자로서 상업적 공간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상업적인 공간, 즉,

브랜드 점포과 같은 공간이 브랜드에 대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

적인 환경이라고 주장하면서,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점포

방문 고객들에게 독특한 체험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이경렬, 백지희,

박기대, 2010). 점포 환경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제품 정보전달 및 구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판매 공간으로써 여겨지며 기

본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 경험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감각적 체험을 통해 점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

대화하고 있다(고은주, 이미아, 이미영 2012). 브랜드 점포는 고객이 브랜

드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단순하게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을 넘어서 매

장 내 다른 방문자들과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재미와 즐거움과

같은 감성적인 체험을 느끼게 한다(이경렬, 백지희, 박기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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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가진 다양한 기능적, 경험적 특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쾌락적,

실용적 쇼핑 가치를 전달하기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채널의 특성에 의해

쇼핑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Blazquez, 2014). 또한, 패션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감각적 체험이 쇼핑 채널 선택과 제품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며, 이 단계에서 경험적 정보전달의 어려움은 온라인을 통한

패션 쇼핑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왔다(Blazquez, 2014; 장주연, 전재훈,

2018)

공간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와 브랜드가 직접적이면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이 증가하게 된다(김지

선, 한상필, 2009). 패션 브랜드의 공간은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수납공

간만 있는 것을 넘어서 일관된 개념을 암시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이 브랜드에 몰입하게 한다(정정희, 임은혁, 2018). 브랜드

를 소비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소비하고 구매하는 행동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

는 총체적인 경험을 누리는 것이다(김지선, 한상필, 2009). 강한 물리적

환경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품 평가와 그리고 감각적 자극을 통해 감정

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들이 쾌락적 패션 제품을 쇼핑할 때

오프라인 점포를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Blazquez, 2014).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 커뮤니케이션은 체험

을 강조하며 고객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지선, 한상필,

2009). 특히,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온라인 점포와 달리 소비자의 직접적

인 참여를 통해 감각적, 감정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진화,

김정희, 2015). 이러한 체험은 온라인 점포와의 차별성을 둘 뿐만 아니라

패션 상품을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기대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기억에 남을 만한 쇼핑 경험이라 할 수 있겠다.



- 9 -

2.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점포

이성보다는 감성을, 상품의 기능이나 효율보다는 브랜드와 이미지와

가치를 중시하며 소비행위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감성적인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이 소비의 대상

이 되고 있다(정정희, 임은혁, 2018).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자는 그들

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만이 아닌 브랜드가 제공하는 감성을 통해 그

공간을 인지한다(이연지, 사영재, 김경숙, 이정교, 2015). 이러한 소비자들

의 변화를 반영하여 패션 리테일 매장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감성과 문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김주

희, 2014), 최근 소비자들이 문화적 체험과 경험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소비공간에서도 소비자의 개인적인 문화적 욕구 및 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 복합문화 쇼핑 공간이 중요한 유통채널로 제안되고 있다(심혜

정, 박명선, 2019). 즉, 브랜드 가치로 소비자의 감각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고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

는 새로운 유통형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Keller, 2009)

전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가 기반인 문화 소비 공간으로서의 유통

매장이 확산되고 있으며(서구원, 민형철, 2009; Wakefield, Baker, 1998),

그러한 매장은 쇼핑, 문화, 외식 등의 소비행위를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

게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기억에 남을만한 체험을 제공해주는 문화 공

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Ecram, 2007). 이에 소비자들은 쇼핑을 하나의

놀이로 즐기게 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여가생활을 이와 함께 즐

기게 되었다(이진화, 김정희, 2015). 이러한 공간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소

비자에게 전달하려는 기업의 정체성을 기호와 상징의 의미화를 통해 이

미지화되어 전달되며 이는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한다(박

소영, 윤상영, 2012).

특히 패션 리테일 점포 내의 복합 문화 공간은 판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쇼핑센터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첫째,

점포 구성이 판매시설과 식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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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즐거움을 위해 어매니티에 대한 투자, 셋째 이러한 판매시설과 식

음 공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구성요소들이 같은 공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김중희, 김국선, 이정민, 2015). 또한,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은 상업

공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마케팅적 성격을 지닌 전략적인 공간으로써 작

용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이나 상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감성적이

고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주로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샵이나 대형 쇼핑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식음 공간이 포함된 패션

브랜드 점포 또한, 복합 문화 공간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주며 복

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식음 공간이 포함된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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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브랜드의 식음공간

전통적인 유통 산업들이 브랜딩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입 흐름을 다각

화하며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식음료 사업으로 확장

했다(Chen, Kim, Schuckert, 2021). 소비자들은 그들이 관여할만한 기억

에 남는 쇼핑 경험을 찾고 있고, 만약 기업들이 그들의 레스토랑이나 카

페 등 경험적 요소를 강조한다면, 고객이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증가

시키고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Atwal, Williams, 2009; Pine, Gilmore,

1998).

이미 다수의 패션 브랜드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식음 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

품 이외의 형태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전달하고 있다(조

은지, 장동련, 2018).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에서 차별점을 갖기 위해 각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주요 목표를 매출 창출보다는 고객 충성

도 강화에 주력하게 되며 자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공간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이은정, 2021). 이에 점포들은 고객

의 유입을 견인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장 내 엔터테인먼트

적인 요소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 등을 도입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복합 문화 공간 중 하나의 형태인 브랜드의 식음 공간은

식음료를 넘어 공간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웨어, 인테리어, 음악 등을 포함

해 해당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린 공간 연출을 통해 브랜드를 충분히 경

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이은정, 2021). 이는 브랜드가 제품 판매

목적을 넘어 공간을 창조하여 효율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이

다(조은지, 장동련, 2018).

이은정(2021)의 패션 브랜드의 복합문화공간 특성 연구에 따르면 이러

한 패션브랜드의 식음 공간 등장에는 여러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첫째

로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변화하며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지 않는 소비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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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공간을 즐기게 하기 위해 식음

료를 판매하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어, 그 결과 다수의 패션 브랜드들이 자체 식음 공간을 보유하게 되었다

(조은지, 장동련, 2018). 또한, 패션 브랜드들의 토털 브랜드화가 그 배경

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패션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패션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며 토털 브랜드화를 꾀하

고 있는데 그중 한 요소로 식음 공간의 인수, 확장이 자리매김하게 되었

다. 마지막으로 식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이 패션 브랜드의 점

포 내 식음 공간 구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고 사

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식음 공간을 활용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패션 브랜드 역시 고객을 점포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장

내 식음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조은지, 장동련,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 문화 공간의 형태로 식음 공간과 연계된

패션 브랜드 매장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중 카페 형태에 집중하고자 한

다. 그 이유는 과거 믹스커피로 대표되는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넘어 커

피의 소비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기호 음료로

서 현대인들에게 소비되고 있다(김태희, 채선주, 김철원, 2013). 과거에는

커피를 단순한 후식 음료로 여기던 소비자들이 변화하여 특정 브랜드 혹

은 커피 전문점을 선택하거나 스페셜티 커피를 선택하는 등 커피 소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상 여가의 플랫

폼으로 자리 잡은 SNS 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SNS를 통해 자

신을 표현하는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커피숍은 새로움과 특별함을

상징하는 일종의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지영, 2021). 또한, 많은 패

션 브랜드들이 식음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된 식음 공간은 카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카페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의

미 있고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복합문화 공간 중에서도 식음

공간, 그중에서도 카페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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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체험마케팅

체험은 소비자의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으로 상품, 서비스, 물리

적 환경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Boswijk et

al., 2005; Holbrook&Hiarschman, 1982; Meyer&Schwager, 2007; 이진화,

김정희, 2015). 이러한 체험마케팅은 학자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절에서는 체험마케팅의 개념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중심적 관점이

되는 Schmitt의 체험마케팅 이론에 대해 탐구하며 브랜드 경험에 대한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체험마케팅의 개념

과거의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성능, 기능성 등에 근거해 상품을 선택하

는 것에 반해 현대의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소비자의 감각과 라이프스타일과 적합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고 사용하기를 원하게 되었다(김준환, 이항, 2011). 고객 체험은 제

품과 서비스 그리고 쇼핑과 소비의 측면에서 다양하지만 다양한 브랜드

관련 자극물에 대한 주관적, 내적인 소비 반응으로서의 브랜드 체험

(Brakus, Schmitt, Zarantonello, 2009)은 총체적인 체험으로 개념화되고

있다(박경애, 김은영, 2016). 소비자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시도는 마케팅

과 소비자 행동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소비자의 경험적 요인을 강조

하는 체험마케팅이 있다. 오늘날 체험에 대한 정의는 마케팅, 심리학, 등

학문과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체험이 이와 같

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체험이라는 개념이 여러 요소를 포함함

은 물론 개인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며 체험이란 단어에는 직접적 상

호작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리적 변화 등 포괄적인 요소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이경렬, 백지희, 박기대, 2010). Pine and

Gilmore(1998/2001)와 Schmitt(1999/2001)은 경제 전반에 걸친 마케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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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앞으로 체험적 요소가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경애, 김은영, 2016).

체험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 소비자 행동 및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 분야와 학자에 따라 체험에 대한 견해는 다

양하다. 초기 마케팅 분야에서는 정보처리적 견해로서 경험적 견해

(Holbrook., Hirschman, 1982)가 제시되며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포괄

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Holbrook and Hirshman(1986)은 소비 경험에

서의 일반적 요소로 TEAV모델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생각(Thoughts),

감정(Emotions), 활동(Activities), 가치(Value)로 분류된다(김태연, 2018).

또한, 소비 과정에서의 상상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감각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및 소비하는 과정

을 체험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Holbrook and Hirshman(1982)의 연구

이후로 찾아볼 수 있다(이진화, 김정희, 2015). 정보경제학적 견해

(Nelson, 1970)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파악 시기에 따라 제품이나

속성을 분류하였다. 또한, 경제 발전단계에 따른 제품 진화과정에서의 즐

거움의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 경제적 견해(Pine, Gilmore, 1998)가 있는

데, 이들은 체험을 미학적, 교육적, 오락적, 현실도피 체험 등 4가지로 구

분하기도 하였다(박경애, 김은영, 2016). Pine and Gilmore(2002)는 체험

마케팅을 기업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나 경험이

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천예림, 최우림, 박민정, 유정민, 2019). 모든 소비자 반응을 경

험으로 강조하며 총체적 체험을 강조하는 Schmitt(1999)의 견해 등이 있

다(이경렬, 백지희, 박기대, 2010; 김준환, 이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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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mitt의 체험마케팅

체험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관점에 따라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나

Schmitt(1999)의 견해는 다른 관점들과 달리 체험을 여러 유형의 한가지

로 보지 않고, 이들을 포함하는 총체적 체험(holistic experience)으로 보

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Schmitt(1999)의 견해를 중심으로 체험을 분석하

였다.

Schmitt(1999)의 체험마케팅 이론에 의하면 체험은 현대 소비자가 어

떤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며 이

러한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다각적인 소비 경험을 제공하려는 통합

적 마케팅 노력으로(안광호, 한선진, 정찬진, 2018), 제품의 특징과는 무

관하게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마케팅과 차별화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이진화,

김정희, 2015). Schmitt(1999)는 체험마케팅의 효과로 소비자가 브랜드와

친밀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속하고자 하는 사회와의 유대감을 느끼게 된

다는 것을 언급하였다(문희강, 윤초롱, 박지은, 이유리, 2008). 또한, 체험

제공자(experiential provider)로서의 상업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브랜드 점포와 같은 상업적 공간이 브랜드에 대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

는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주장하였다(이경렬, 백지희, 박기대, 2010).

Schmitt(1999)는 마케팅 관점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전과 후에 받는 자극을 체험이라 정

의하면서 이를 5가지 전략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로 제안하였다, Schmitt(1999)에 의하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체험마케팅의 전략적 체험 모듈에는 감각, 감정,

인지, 행동, 관계의 5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감각적 체험(SENSE)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자극함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

하도록 하여 아름다움과 흥분감, 만족감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는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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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김국선, 이정민, 2015; Schmitt, 1999). Schmitt(1999)는 가치 증진을

위한 차별화로써 감각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감각적 체험의 핵

심은 인지적 일관성과 감각적 다양성임을 강조하였다.

감정적 체험(FEEL)은 감정적 체험 수단을 통해 기분에서 감정까지,

소비자가 감동, 애착 친밀 등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 특별하거나 호의

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으로(Schmitt, 1999; 우예슬. 김

개천, 2012) 사람들의 감정에 소구하여 감성적 체험을 창출하는 것을 이

르며 이는 점포 분위기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김준한, 이항,

2011). 감정적 체험은 소비자 내면의 느낌과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는 제

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Schmitt, 1999).

인지적 체험(THINK)은 이성적 마케팅 요소로서 생각을 유도하는 것

으로 브랜드나 상품의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창조적인 인지력

과 문제해결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다(정정호, 민여진, 2013, Schmitt, 1999). 인지적 체험은 소비자들이 창조

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브랜드나 기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

려는 것을 일컫는다.

행동적 체험(ACT)은 브랜드를 신체적 경험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그러한 경험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고객들의 삶을 풍요롭

게 한다(Schmitt, 1999). 이는 개인의 소비 활동과 주변 환경의 연관성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신체적 체험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

호작용을 경험시키며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행동은 종종 동기 부여적이고, 영감을 부여하며

감정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때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롤 모델

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Schmitt, 1999).

관계적(RELATE) 체험은 감각적, 감정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마케

팅의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관계적 마케팅 요소는 개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넘어 개인과 그의 사적인 관계 밖에 있는 무언가와의 관

계로까지 확장된다(Schmitt, 1999). 다시 말해, 사회적 정체성을 소비자

개개인에게 부여하여 커뮤니티, 집단 소속감 등 사회 집단과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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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장기적인 관계 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김중희, 김국선,

이정민, 2015, Schmitt, 1999). 관계적 체험에는 추상적인 집단인 사회,

문화와 같은 사회적 집단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사회적 집단이나 범주, 사회적 영향이나 사회적 자

아, 브랜드 커뮤니티 등도 포함된다(유정영, 정혜정, 오경화, 2021).



- 18 -

3. 브랜드 경험

Brakus와 연구자(2009)들은 브랜드 경험을 ‘브랜드 관련 경험 속성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 반응뿐만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브랜드 쇼핑과 상

호작용하고 소비할 때 발생하는 내부 소비자 반응(신뢰성, 감정 및 인

지)’으로 정의했다. 소비자는 브랜드의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

받게 되는데, 이는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브랜

드 사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총체적 경험을 형성하기 때

문에 마케팅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진다(조정식, 남진영,

황장성, 2012). 소비자들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브랜드와 쌓아가고

(Fournier, 1998), 브랜드는 물질적인 측면이 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경험을 창조하는 마케팅 툴을 사용한다(Holt, 2002). 소비자는 단순히 그

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브랜드를

사는 것이다(Schmitt, 2015). 또한, 소비자들은 그들이 가져보지 못한 새

로운 물건을 사는 대신에,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해본 적 없던 경험을 욕

망한다(Yuan, Wu, 2008). 즉,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는 행위

가 아닌 경험에 초점에 맞춘 소비를 하고자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들 또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경험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Williams(2006)는 경험적 마케팅이

사회와 고객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접근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

했다. 나아가 브랜드 경험은 물질주의와 경험주의 사이에서의 상품과 소

비자의 행복과 같은 요소들 차원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Schmitt, 2015). 경험적 마케팅의 주요 포인트는 제품의 본질을 추출한

다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구매 결정을 돕는 무형

의, 물리적, 그리고 상호적인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다(Williams, 2006).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적극적인 참여와 브랜드 경험을 통해 브랜드

를 인식하며 아이덴티티를 지각하게 된다(이상은, 2015). 리테일링 환경

에서의 가치 지각 발생에 있어서의 매장 경험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최고

의 경험을 창조해 주는 것이다(Kerin, Jain, Howard, 1992).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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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은 구매 의지의 증가, 고객 점유율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및 행

동적 쇼핑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가 쇼핑 경험에서 인

지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Babin, Attaway, 2000; Babin, Darden,

Griffin, 1994; Baker, Grewal, Parasuraman, 2009). 이처럼 패션 브랜드

점포에서 제공하는 환경은 브랜드 경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의 가치 인식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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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

드 점포 경험의 다차원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문제

앞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의 5

가지 차원을 분류,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패션 브랜드 점포,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체험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정리

하여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Schmitt의 체험마케팅 이

론과 브랜드 경험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개념을 바탕으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경험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면접을 바탕으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을 다차원적 구조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소비자의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의 다차원

적 구조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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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경험한 소비자의 경험을

Schmitt의 체험 마케팅 이론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구조로 분석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현상학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은 다양하나, 참여자 중심의 시각에 근거하

며 그에 따라 실재 세계를 자연주의적이며 총체적이고 맥락 중심적이며

역동적이고 개별적이며 사례 중심적이고 연역적이며 서술적으로 발견하

고자 하며 이러한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접근, 근거이론

적 접근, 문화기술지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한다(김분한, 김

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그중 현상학적 접근은 판단과 지각의 모든 복합성을 가진 인간에 의

해 경험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경험의 개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description)을 통해 접근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경

험에 기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으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연구 방법(Omery, 1983)이기에 이를 선택하여 연구에 활용하

였다.

현상학은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상학(phenomenology)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Omery,1983). 현상학적 방법은 철학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몇 개의 학파

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학파로는 Husserl, Heidegger, Sartre 등이 있다

(Cohen, 1987; Van manen, 1990).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연구이며 그 본

질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Van Ma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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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간 경

험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기술적(descriptive)이며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다. 현상학적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

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료 분석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박미은, 신

희정, 이미림, 2012). 현상학적 연구 과정은 현상 확인, 연구 구조화, 자

료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며, 자료수집 후 자료 분

석의 방법은 Colaizzi, Giorgi, Van kaam, Van Manen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Giorgi에 의해 제시된 현상학적 분석을 사용하고자 하

는데, 이는 해당 분석 방법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보다는 기

술을 더 강조하므로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Giorgi의 분

석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

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미정, 박승민, 2015).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도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

조적 진술로 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Giorgi, 2004). Giorgi의 방법

은 총 다섯 단계로 다음과 같다.

Giorgi의 분석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있었다. 첫 번째 단

계는, 연구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을 기술과 녹음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

는 것이다. 둘째로는 응답한 내용의 반복적 읽기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

는 것이다. 이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를 도출하는 단계로, 연구참여

자의 언어로 기술된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분류하고 병합한

다. 다음으로는, 앞선 분류와 병합을 통해 도출된 의미들을 학술적인 언

어로 변형하여 연구 참여자를 통해 기술된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

보고 해석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연구자가 기술적이고 해석적이

며 반성적으로 이를 분석하고 내용을 기술하는 단계로 이는 내용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중요함이 반영된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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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1) 면담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의 표집 방법은 질적 연구 시 주로 사용되는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의 적절성과 충분성의 기준

이 충족되어야 한다(Crewell, 1998; 박미은, 신희정, 이미림, 2012). 적절

성은 연구 주제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충분성은 연구 현상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

명을 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적절성 기준 충족을 위하여, 최근 6개월 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방문하여 식음료를 구매하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자로 한정하여 연구 대상자를 수집하였다. 그 이유는 경험의 특성상 시

간이 지난 경험을 떠올리며 응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

하였다. 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적 조건을 두어 제한하였고,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의 특성은 식음공간과 함께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단순

한 방문을 제외하고 이를 경험해 본 자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충분성

을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 사람당 최소 30분 이상의 면담시간을 확

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1:1 면담 8회, 2:1면담 1회를 통해 집중적이

고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1차 면담에서 충분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추가 면담을 요청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잠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면담을 진행하며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여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었

다고 판단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표집을 종료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표집 결과 여성 9명, 남성 1명, 20대 8명, 30대 2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연구의 한계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인터뷰 참가자들의 거주지는 카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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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브랜드 점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서울이었고 참여자당 최소 1곳

에서 최대 4곳의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드 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방문한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드 점포로는 카페디올, 카페키츠네, 카

페아르켓, 올모스트앳홈, 누데이크, 맨메이드도산 등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추출된 연구 참여자 10명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참여자

번호 가명 성별 나이(만) 직업

1 A 여 33 회사원

2 B 여 27 대학원생

3 C 여 28 회사원

4 D 여 26 대학원생

5 E 여 29 회사원

6 F 남 30 강사

7 G 여 25 대학원생

8 H 여 25 대학원생

9 I 여 27 대학원생

10 J 여 28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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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내용 및 절차

반구조화 면담 진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소요시간

과 응답 내용의 활용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해당 연구에 동의한 연구 참

여자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였다. 면담 장소는 사적인 공간을 제외한 공

적 장소로서, 카페나 라운지 등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진행 전 다시 한번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동의

서뿐만 아니라 구두로 연구 참여자가 면담 도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더

이상 면담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

며 수집된 응답 내용을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동의서 단계를 거치며 녹취 및 전사 자료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 녹취를

진행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선행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개념을 토대로 구성한 반

구조화(semi-structured) 질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질문지를 뼈대로

면담을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로부터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보다 풍성하고 정

확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

화하며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참여자의 경험과 그에 대한 심

리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

답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통하여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면담은 대면으

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 1명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60분이 소요되

었으며, 이 면담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적

인 질문이 필요할 경우에만 메일과 문자로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

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였으며 연구자의 실명 또한 표기하지 않고 알파벳

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술되는 각 인용문에는 이러한 연구 참여

자별 알파벳이 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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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과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IRB No. 2204/002-012) 반구조화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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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10명 모두 녹취 및 전사 자료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녹음 자료를 기반으로 대화 내용을 모두 전사하는 작

업을 진행하였다.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는 보안화된 저장소에 보관되어

연구책임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관리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질적 연구 방

법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메시지에서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며 타당한 추론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자료의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5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맥락을

읽고 의미 단위로 나누고 학문적 용어화를 시키고 구조 통합으로 이어지

는 일련의 단계 구분은 Colaizzi의 유목화 정리보다 연구자의 해석학적

과정이 더 짙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2]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전체 맥락의 인식

의미 단위로 구분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

구조적 통합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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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

본 절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분석한 반구조화면접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고 Giorgi의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되고 범주화된 소비자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범주화된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 통

합을 하였고 이를 해석하였다.

1.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총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 면접을 진행

하였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고 이를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면담 결과를 전체적인 맥락에

서 인식하고 의미 단위로 구분해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학문

적 용어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최종 범주는 Schmitt의 체험 마케팅 이론

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감각, 감정, 인지, 행동, 관계 총 5가지로 구조

적 통합되었다.

전체 연구자료를 개념화한 결과 총 75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는데, 이를

유사한 개념들로 정리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총 17개의 범주가 추출

되었다. 해당 범주들을 상위범주로 유목화하여 정리한 결과 총 5개의 체

험마케팅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코딩의 예시는 [표3], 범주화의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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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코딩 예시

　 진술 코딩 범주화 체험마케팅

D

좀 친밀하게 느껴지는건 있
었어요.근데 이것도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좋았던 경
험에서 그게 더 컸어요. 왜
냐하면 특히 이제 올모스트
홈이라는 카페를 갔을 때는
에피그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라서 이름만
알고 어떤 옷이 백화점에
있더라 그정도만 알았는데
이제 그 카페에가니까 뭔가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약
간 아이덴티티같은 설명도
좀 적혀있고 물건들도 조금
걸려있고, 근데 그 물건을
진짜 막 팔겠다라는 거라기
보다는 카페랑 어울릴만한
거를 몇개만 그냥 갖다놓기
도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됐고 그냥
옷만 보여주는 것보다 공간
으로서 분위기를 설명하는
게 어쩔 때는 더 브랜드 이
미지를 더 잘 알려줄 수 있
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갔을 때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통한
브랜드
정보 전달,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이해

브랜드
정체성
이해

인지

친밀함, 소속감 감정

J

누데이크는 뭔가 정기적으
로 갈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하우스도산에서 젠틀몬스터
에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바
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AS+F라는 작가들이랑 콜
라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
니랑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콜라보를 계속하면
서 뭔가 인테리어가 바뀌어
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가
야되는데 그 밑에 누데이크
가 있으니까 누데이크도 가
야돼요. 그래서 재방문하고
카페를 재방문하게 되는 이

변화하는
인테리어,
새로움

흥미로움 감정

변화하는
인테리어,
다시 찾고
싶은 공간

재방문의
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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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그런것 같아요. 인테
리어가 계속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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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 범주화

코딩 범주화 체험마케팅

맛있음, 좋음 품질의 음식, 현지의 맛,
평범한 식음료, 맛이 없는 음료 기대되는 맛

감각
기억에 남는 인테리어, 변화하는
인테리어, 예쁜음식, 인상깊은
인테리어 트렌디한 인테리어, 힙한
구경거리

인상깊은 볼거리

특별한 소재사용 독특한감각
재밌음, 좋은 경험, 즐거움, 행복함,
호기심 흥미로운 호기심

감정

고객이 된 기분, 친밀함, 안정감,
환영받는느낌 소속감

구매 압박 완화, 매장 진입 장벽 약화,
자유로움, 접근가능성 향상, 브랜드의
일상화, 접근가능성 향상

부담없는 편안함

리프레시, 스트레스 해소, 일상과 다른
경험, 여유, 휴식 특별한 해방감

다목적성공간, 콘텐츠 향유, 공간과
식음료 소비, 브랜드 공간 소비,
식음료 소비

복합문화공간

인지

상징성있는 오브제, 식음료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전달, 인테리어,
브랜드에 대한 호감, 카페와 브랜드의
융화, 분위기를 통한 브랜드 전달

브랜드 이미지
고양

기억에 각인, 브랜드 정체성에 맞춘
식음료, 서비스 방법, 식음료 제공
방식, 정체성이 드러난 인테리어,
브랜드에 대한 정보습득, 인테리어를
통한 브랜드 정보 전달

브랜드 정체성
이해

고객 유입 통로, 브랜드 확장,
브랜드에 대한 호감, 긍정적인 경험,
제품 구매 욕구 생성

사용과채택

행동
대체제 인식, 상징성 있는 오브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구매 욕구, 체류 구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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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증가로 제품 구경

긍정적인 기억, 특별함, 새로움, 좋은
품질의 음식, 카페의 굿즈, 카페의
존재,호기심,관리가 안되는 환경,
새로움의 부재, 환경에 대한 개선
부재

재방문의사

SNS게시, 구전, 상징성 있는 오브제,
인증샷 촬영, 핫플레이스 방문 과시욕구

관계SNS를 통한 정보공유, 구전 유대감

방문욕구 자극하는 SNS 유행추구성

종업원 부담 완화, 자유로운 구경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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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 분석

1) 감각

감각이란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으로 이루어진 오감을 통해 느

껴지는 요소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감각적 체험으로는 ‘기대

되는 맛’, ‘인상깊은 볼거리’, ‘독특한 감각’으로 총 3가지 범주가 도출되

었다.

① 기대되는 맛

연구 참여자들은 ‘맛’과 관련된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패션 브랜드 이

미지에서 오는 기대감이 맛에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맛에 대한 평

가는 브랜드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기대감은 브랜드 이미지에

서 기인한 것으로 브랜드가 고가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식될수록

식음료에도 그러한 기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맛은 미각적 요소

와 관련 있는 것으로 맛이 좋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반영한 음식을 제

공할 때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카페가 있는 패

션 브랜드의 점포에 방문 시 본 점포의 정체성은 패션 브랜드임을 감안

하여 맛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맛은 연구 참여자들이 브랜

드 경험에 있어 만족감을 느끼거나 불만족감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

다. 그러나 패션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카페라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맛

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브랜드 수준에 맞는 품

질을 기대하였으나 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품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맛이 상품의 지각된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연상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하여 패션 브랜드에서 카페를 런칭할 때 브랜드 이미지와 걸맞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패션 브랜드 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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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맞는 수준의 식음료의 품질을 설정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특히 브랜드만의 특색있는 식음료, 고품질의 식음료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연

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데이크같은 경우는 이런 디저트들이 너무 맛있고 예쁘

게 생겼잖아요. 작품같이.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거 같고…조금

더 후해요…제가 여기에 주고 싶은 점수가. (참여자 C)

맛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이미지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 F)

근데 다만 뭔가 카페를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안하고 갔지만, 그래도 살짝 아쉬운 감이... 커피가 더

맛있었으면 훨씬 만족도가 이제 좋은 뭔가 경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H)

이게 이 커피도 좀 퀄리티가…그 브랜드 퀄리티만큼의 비슷한

퀄리티를 좀 제공해야 좀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츠네는 좀 하이 퀄리티 패션 제품을 제공하는 매장

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나 이런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별로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카페 키츠네는 좀 부정적으

로 다가왔고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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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상 깊은 볼거리

연구 참여자들은 인테리어와 음식의 모양, 볼 만한 오브제 등을 언급

하며 시각적 요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가장 먼저 패션 브랜드

점포의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언급을 통해 브랜드 경험에 있어

시각적 자극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특별한 외관과 인테리어는 소비자

의 기억에 각인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으며 기념

할만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예쁜 식음료의 모양 혹은 브랜드의 상징성을

반영한 식음료의 특성에 만족감을 드러낸 연구참여자도 있었으나 시각적

차원에서는 기억에 남을만한 인상 깊고 트렌디한 인테리어에 대해 언급

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시각적 자극이 소비자에게 영감을 주

는 특별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일반 패션 브랜드 카페와 분류

되는 차별점임을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트렌디한 힙한 장소로 인식하여 특별한 의

미를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의 시각적 자극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브랜드 정체성이 드러나는 VMD와 인테리어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징성이 있는 소품 혹은 브랜드의 소품을 활용한 볼

거리는 소비자에게 깊이 각인되고 점포의 상징성으로 대표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하나의 콘텐츠로 작용하여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하는 요인, 구전을 일으키는 요인이되므

로 소비자의 시각적 요소를 자극하는 것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

포에서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여우 쿠키랑 거기 입구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어떤 상징이었어

요. 그 카페의… (참여자 B)

대신 전시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기억에 딱 하나

씩 포인트로 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영미 같은 경우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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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미 옷을 입은 마네킹이 꽃에 파묻혀 있었거든요? 그냥 이

하반신만 나오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각인이 되어있고….

작년 일이었는데…. 아직도 각인되어있고.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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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특한 감각

연구 참여자 중 기억에 각인된 ‘느낌’에 대해 언급한 참여자가 있었는

데 이는 단순히 기억에 각인되었다는 시각적 차원을 넘어서 ‘촉각’으로

대변되는 독특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한 기억에 남을만한 소재

가 사용된 인테리어는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를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게 하거나 구전 행위를 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온라인 점

포와 구별되는 오프라인 점포의 특성인 촉각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으

로 소비자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연구참

여자의 응답처럼 브랜드와 연관성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독특함을 선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촉각적 감각을 패브릭이 사용되는 가구뿐만 아니라 음

료의 코스터, 인테리어 오브제, 식음료의 식감 등에 사용하여 독특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게 우영미 같은 경우는 의자가 엄청 엔틱했어요. 엄청 엔틱

하기도하고 그 소재가 옷 만들고 남은 그런 천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사진찍기 좋았다. 원

래 이런 데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증샷 만들려고 하는거….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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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감각적 차원 범주

코딩 범주화 체험마케팅

맛있음, 좋음 품질의 음식, 현지의 맛,
평범한 식음료, 맛이 없는 음료 기대되는 맛

감각
기억에 남는 인테리어, 변화하는
인테리어, 예쁜음식, 인상깊은
인테리어 트렌디한 인테리어, 힙한
구경거리

인상깊은 볼거리

특별한 소재사용 독특한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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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감정은 기분에서 감정까지, 소비자가 감동, 애착 친밀 등 기업이나 브

랜드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감정적 체험으로는 ‘흥미

로운 호기심’, ‘소속감’, ‘부담없는 편안함’, ‘특별함 해방감’으로 4개의 범

주가 도출되었다.

① 흥미로운 호기심

카페가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인식되면서 재미, 즐거움, 호기심

을 주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는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드 점포에 머무

는 동안 흥미로움을 느끼며 해당 장소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를

벗어나 이후 경험 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

다. 특히 한두 가지의 패션 브랜드 점포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추후

다른 브랜드의 카페가 있는 점포를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었다.

앞선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서 겪은 즐거움, 재미 등을 통한

흥미로움이 다른 브랜드 카페에서도 느끼길 기대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

미지가 주는 호기심에 방문 의지를 드러내었다. 많은 연구 참여자가 일

반 패션 브랜드 점포와 카페가 있는 점포에 대해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

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의 유, 무에서 기인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소비자의 즐거움과 재미와 흥미로움

을 느끼게 하고 호기심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흥미로운 호기심은 처음 방문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

드 점포나 기존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떄

문에 기존 카페가 있는 점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브

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가볼 의향 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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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 있는 카페를 처음 가봤는

데 흥미로웠어요.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가서 이미지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즐거웠던 것 같아요. ……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뭐 어쨌든 방문

목적이 있어서 갔지만, 또 이제 좋은 경험, 하나의 좋은 경험, 이

것도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가서 좀 즐거웠던 것 같고 뭔

가 특이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H)

네. 메뉴도 그렇고 그 맛에 대한 평도 그렇고 만약에 실내라

면 저는 그 야외분위기가 좋았던 거긴 한데 다른 지점에서 다른

위치에서 실내를 또 어떻게 꾸몄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해

서 가볼 것 같아요. (참여자 G)

그런 과거에 좀 좋았던 콜라보 이미지가…확실히 있어서 커피

전문점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할까? 이런 확실히 그런 호기심은

가져지는데…. 근데 이렇게 좀 완전 명품 브랜드는 궁금하기는

해요.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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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감

해당 브랜드의 카페에서의 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브랜드와의 친

밀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소속감을 느끼게 하였다. 카페가 있

는 패션 브랜드 점포의 인테리어, 식음료, 서비스 등을 통해 브랜드에 대

해 더 깊은 경험을 하였고 이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브랜드와 가까워

졌다는 정서를 느끼게 하였다. 기존 패션 점포 방문 시 느끼지 못했던

브랜드 이미지나 정체성을 카페 경험을 통해 느끼면서 본인과 더 가까운

브랜드라고 인식하여 심리적으로 친밀감,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영

향으로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보다 더 가깝다는 정서를 느끼거나 타

브랜드보다 카페를 경험한 브랜드를 더 친밀하게 느꼈다. 또한, 주변인들

에게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이는 카페에서 보낸 시간과 쌓은 사회적 관계가 느끼게하는 정서

적 차원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브랜드의 점포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카페가 환영해주

는 느낌을 주어 소속감을 느끼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다른 매장과

달리 쉴 곳이 있어 안정감을 느끼고 카페를 통해 따듯한 느낌을 직접적

으로 느끼면서 해당 브랜드 매장에 머무를만한 곳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또한, 브랜드 카페 경험 시 제공되는 식

기를 사용하면서 해당 브랜드에 고객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브랜드 경험을 통해 브

랜드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면서 더 밀접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경험함

으로써 타 브랜드나 점포에 비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껴 친밀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브랜드에 소속된 듯한 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확실히 좀 친밀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이 브랜드의 제품

을 그렇게까지 막 관심을 갖고 찾아보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고

그냥 들어만 본 느낌이 강했는데 그리고 가격대가 좀 높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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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어…실제로 그 제품을 어쨌

든 만져봤고 그 색깔도 다양하게…이 브랜드가 내는 색깔이 뭔

지도 직접 한번 확인해본 덕분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또 어디 가서 보면 나 여기 카

페 가봤어 이런 식으로 좀 아는 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

도의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참여자 G)

그래도 카페를 갔다 왔으니까. 조금 더 다른 매장보다는 좀 친

밀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앉아서 먹고

떠들었던 어떤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좀 더 그런 심리적인 친근

감? 친밀함? 이런 게 좀 더 들어요. (참여자 A)

1층에 약간 그런 분위기를 잘 형성을 해서 뭔가 카페가 있으

면 조금 더 따듯하고 뭔가 웰커밍한 느낌인 것 같아요..……방문

하고는 조금 접근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카페를 통

해서 가서 그래도 앉아있을 공간도 있고 뭔가 그런 공간적인 부

분에서도 좀 안정성을 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

고 있다. 뭔가 그런 브랜드 측에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

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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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담없는 편안함

많은 연구참여자 응답의 공통점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방

문 시에는 구매압박이나 접근성의 완화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카페의 존재는 지나칠 수 있는 매장에 입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

다. 특히 일반 점포와 카페가 있는 점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할 때 모

든 참여자가 일반 점포에서는 구매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과 부담

감을 느끼며 브랜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일반 점포의 주된 목적인 상품 구매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

당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상품을 자유롭게 구경하며 브랜드에 대해

알아가고 경험을 쌓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점포의 목적이 상품 구매가 아니라고 인식되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었

다. 또한, 카페가 있는 패션 매장에 방문하는 것은 상품 구매 목적이아니

라 음료 구입과 같은 부가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접근성 또한 향

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매장에 방문했으니 해당 매장에 있는 상품

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워크인을 어려워하거나 사고자하는 물건

이 없을 때는 매장 입장을 꺼려하는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가의 브랜드의 경우 다

른 가격대의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접근 자

체가 어려웠으나 이를 카페가 완화해줌을 알 수 있었다. 카페가 있음으

로써 접근이 쉬워지고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을 통해 브랜

드 접근성 완화에 카페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가격대에 상관없이 브랜드들이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카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근함과 아까 말했던 진입 장벽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감

이 좀 덜했는데…카페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매장은 조금은 심

리적인 부담감이 있죠. 왜냐하면, 그냥 바로 가서 옷을 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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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일

단 느끼고 가는 거잖아요.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에 내가 그냥 옷만 입고 나오기에는 어쨌든…. 모든 매장은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근데 그런 거를 카페가 좀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A)

옷을 안 사도…. 아주 당당하게 둘러보고 오래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왜냐하면 만약 오프라인 상점이나 이런 데 구

경을 하라고 만들어 높은 거긴 하지만 막상 빈손으로 나가면 괜

히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완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카페 자체가. (참여자

G)

접근성을 조금 낮춰주는 것 같아요. 소비자 고객층들을?… 사

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매장에 들어가는 걸 망설이고

막 이러진 않지만, 패션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거나 뭔가 매장

에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하지 않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겉에서만 보거나 근데 카페가 좀 워크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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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한 해방감

특별함과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고 싶을 때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방문하고자 한다는 응답을 통해 카페가 있는 패션 패션 브랜드

점포가 일반 점포나 일반 카페와는 다르게 인지되고 이들이 줄 수 없는

감정적 효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상에서의 환

기가 필요하거나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필요할 때 카페가 있는 패션 브

랜드 점포 방문이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고가브랜드와 브랜드의 정체성이 분명한 브랜드 점

포에 방문 의지가 높았는데, 이는 특별한 날, 평소와는 다른 소비 행동을

하고자 할 때 평소에는 소비하지 않는 고가의 브랜드 혹은 특별한 정체

성을 가진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해방감을 느끼고 일시적인 일탈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쇼핑 경험과는 다른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드 점포에서의 경험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

소하고자 하였다. 특별한 해방감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 점포의

독특한 차별성으로 작용하여 해당 점포를 방문하게 되는 이유로도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해방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

른 점포나 일반 카페와는 다른 특색있는 요소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요소는 식음료, 인테리어,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제공할 때 브랜드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삶이 지쳤을 때…많이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때. 뭔가 좀 특별

한 경험을 하고 싶을 때. …… 소위 말하면 힙한 것도 와서 구경

도 해보고 싶고 마인드도 바꾸고 싶고 그럴 때마다 오는 것 같

아요. (참여자 C)

그리고 누가 막 우리 돈 쓰러 가자 약간 오늘 너무 화나는 날

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풀자 그러면은 평범한 경험을 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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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잖아요. 뭔가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특별한 것이 뭐

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당

시에 디올카페를 가야 된다. 그래 거기서 뭐 특별한 외출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거기에 가야 된다 추천도 많이 했고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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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감정적 차원 범주

코딩 범주화 체험마케팅
재밌음, 좋은 경험, 즐거움, 행복함,
호기심 흥미로운 호기심

감정

고객이 된 기분, 친밀함, 안정감,
환영받는느낌 소속감

구매 압박 완화, 매장 진입 장벽 약화,
자유로움, 접근가능성 향상, 브랜드의
일상화, 접근가능성 향상

부담없는 편안함

리프레시, 스트레스 해소, 일상과 다른
경험, 여유, 휴식 특별한 해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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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

인지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사고를 하도록 유도해 브랜드나 기업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지적

체험으로는 ‘복합문화공간’, ‘ 브랜드 이미지 고양’ ‘브랜드 정체성 이해’

로 총 3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① 복합문화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상업공간이나 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 매장으로 인식하거나 카페처럼 사회적 활동만

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다목적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으

로 인지하고 있었다. 상품 구경을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VMD와 인

테리어 또한 전시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브랜드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 또한 하나의 콘텐츠로 인지하여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

포가 제품 판매 혹은 식음료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인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에서 카페가 포함된 매장을 계획한

다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카페에서의 소비를 브랜드 소비로 인식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는

데, 이는 카페에서 물리적인 형태인 식음료를 직접적으로 소비했다는 사

실보다는 브랜드의 공간을 소비했다는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소비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복

합문화공간으로 인식되며 다목적성 공간의 성격을 띔에 따라 소비자들의

방문 목적 또한 다양해졌으므로 매장 구성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목적이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만남의 장

소의 어떤 느낌이 크다면, 거기는 카페랑 브랜드가 같이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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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니까…. 우리의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그 안의 약간 콘텐

츠를 소비하러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카페에서 만

나자 하면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 건데 그런데 가자 하면 약간

갤러리보듯이 그 물건들도 구경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앉아있어

도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어느 정도 이렇게 눈 요기도 하고 입 요기도 같이하면 참 좋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크닉같은데도 전시회장이 있고 위

에 레스토랑까지 있고 밑에 카페도 있잖아요? (참여자 C)

뭔가 복합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옷을 보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거나 약간 환기할 수

있는 (참여자 H)

좀 확실히 볼거리가 많아서 그냥 먹고 쉬고 딱 끝나는 게 아

니라 카페에서 다른 카페랑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옷도 구경하고 아니면 그 매장이나 브랜드 특유의 분위기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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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브랜드 이미지 고양

카페가 있는 브랜드 점포의 체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브랜드 이

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이 도출되었다. 이는 카페가 주는 소비자

를 배려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편안한 느낌을 해당 브랜드가 소비자

에게 제공했다고 느껴 브랜드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호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카페에서 섭취한 식음료의 품질이 좋았을

때, 주사업분야가 아닌 카페에서의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상품에 대한 지각된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카

페의 품질이 나쁘다고 해서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을 나쁘다고 인식하지

는 않았지만, 카페의 품질이 좋았을 경우에는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을

좋다고 인식한 응답이 많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패션 브랜드 카페에 대

한 맛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좋지 않은 품

질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연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브랜드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품

질의 식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한, 많은 참여자가 해당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많은 정보나 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

데, 카페가 있는 점포를 경험함으로써 해당 브랜드 이미지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카페

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브랜드 이미지 고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을 확인하였다.

아까 올모스트홈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 카페는 이제 음료

랑 그 음료를 주는 이 잔이나 디저트 같은데 되게 잘 나온단 말

이에요. 그래서 에피그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은 없었는데 아무 감정이 없었고…옷도 별로 그냥 평범하다 이

렇게 생각을 했는데…그걸 보고 나니까 왠지 파는 옷도 뭔가 되

게 정성스러울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10CC에 있는

카페랑 그다음에 에피그램에서하는 올모스트홈 카페 거기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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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가 뭔가 그 브랜드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었고, 이

카페 때문에 브랜드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참여자 D)

그냥 카페…그냥 저 메종 키츠네 갔던 것처럼 카페 한번 가볼

까라는 생각으로 갔어도…덕분에 이제 브랜드 옷들을 직접 만져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완전 뭔가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거

니까 언제가서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만한 브랜드로 마음속

에는 좀 나름대로 자리가 잡힌것 같아서 저는 이게 있으면 좋다

고 생각해요. (참여자 G)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배려하는 느낌? 좀 그런 서비스적

인 면에서 조금 그 카페를 지어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히

려 아르켓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참여자 I)

근데 아르켓 이미지 자체가 좀 깔끔하고 뭔가 정제된 뭔가 그

런 분위긴데…또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머물고 싶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편

안한…접근성이 좋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참

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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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브랜드 정체성 이해

카페 경험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는데, 이는 카페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장 체류 시간이 증가하여

제품을 직접 경험한 것이 브랜드 이해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식

음료의 특징이나 서비스로도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였는

데, 브랜드의 특정한 식음료와 플레이팅, 서비스는 그 브랜드의 지향점을

보여주며 정체성을 강조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도

왔다. 특히, 식음료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이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식음료가 브랜드의

핵심 가치 및 정체성과 연결되었을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주요 상품군이라 할 수 있는 패션 제품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식음료와 서비스를 통해 핵삼 가치를 전달받았으

며 이는 카페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가 브랜드가 추

구하는 핵심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인테

리어나 전시 등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방향성을 드러내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그러한 활동과 브랜드의 정체성

을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 정체

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을 통한 전달을 넘어 소

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음료와 서비스, 플레이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메뉴 구성을 올모스트홈 이런 데는 되게 한국적으로 뭔가 좀

오가닉한 느낌으로 주고 텐CC 이런 데나 시리즈 이런 데는 좀

그래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보여주는 거…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런 데는 해외브랜드를 다루는데 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이국적

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뭘 파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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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랜드가 뭘 지향하는지가 좀 더 잘 보이니까. 사실 엄청

엄청 럭셔리한 카페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인테리어

자체도 다 우드톤이었고 이래서 그냥 뭔가 옷도 캐주얼하고 편

하게 일상 속에서 입을수 있는 옷이고…또 이렇게 커피도 팔고

있으니까 그냥 이브랜드가 일상성이나 캐주얼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것 같아요 (참여자 B)

옷만 보면 소재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보면 약간 뭐 그냥 그

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음식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약간 이

런 거에 환경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되게…먹으면서

이제 와닿아서 그 부분이 이미지에는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

을 끼쳤던 것 같아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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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인지적 차원 범주

코딩 범주화 체험마케팅
다목적성공간, 콘텐츠 향유, 공간과
식음료 소비, 브랜드 공간 소비,
식음료 소비

복합문화공간

인지

상징성있는 오브제, 식음료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전달, 인테리어,
브랜드에 대한 호감, 카페와 브랜드의
융화, 분위기를 통한 브랜드 전달

브랜드 이미지
고양

기억에 각인, 브랜드 정체성에 맞춘
식음료, 서비스 방법, 식음료 제공
방식, 정체성이 드러난 인테리어,
브랜드에 대한 정보습득, 인테리어를
통한 브랜드 정보 전달

브랜드 정체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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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

행동은 개인의 소비 활동과 주변의 연관성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상호

작용을 경험시키며 이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행동적 체험은 ‘사용과 채택’, ‘구매 확대’, ‘재방문의사’로 총 3가

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① 사용과 채택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이 고객 유입의 통로가 되며 브랜

드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추후 제품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함을 확인하였다. 구매 의사가 없어 해당

브랜드의 점포를 지나치거나 방문하지 않을 소비자들이 카페라는 요소를

통해 점포를 방문하였는데, 방문 이유는 좋은 접근성, 브랜드 카페 체험

등 다양한 이유였다. 그러나 많은 참여자가 방문 후 카페 경험을 통해

해당 브랜드 상품을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면서 구매 욕구가 생성되

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카페라는 매개를 통한 브랜드 경험이 구매욕구

를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페 경험 이전에는 브랜드에 대해 알고

있고 상품들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지만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 욕구가

전혀 없었던 연구참여자가 경험 이후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며 잠재적인 고객이 됨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카페가 브

랜드로 소비자를 유입하고 해당 카페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브랜드 제품

을 자주 접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 욕구를 느끼

고 잠재 고객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는 카페가 브랜드 경험의 통

로가 되며 더 쉽고 편안하게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달된 브랜드와 브랜드 경험은 소비자의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용과 채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잠재고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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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러 가는 것보다 카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접근성

에서 너무 쉽고 유입시키기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일단 한 번

그렇게 발을 들인 다음에 그게 사게끔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

식인 것 같아서. (참여자 D)

가기 전에는 카페 디올은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진짜 카페 디올만 체험하러 간거거든요. 근데 갔다 온 이후

에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카페 경험 그래

서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 디올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내가 고객이 되었어요. 원래

디올의 잠재적인 고객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내 꿈의 백은 디올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도 이런 디올을

가져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

자 A)

왜냐하면, 어쨌든 그 브랜드만의 소품들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종류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구매 욕구도 생

기고 그러더라구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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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매 확대

기존에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었던 브랜드의 고객인 연구참여

자들이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매 의사가 없

거나 해당 제품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상품들을 카페가 있는 점포 경험을

통해 인식하여 이를 구매 고려 대상에 올려놓아 구매 고민을 하는 응답

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본 브랜드 제품이 아닌 브랜드가 라인 확장과 같

은 형식을 통해 판매하는 카페의 상품들이 주요 구매 고려 대상이 되었

다. 카페의 상품이라고 하여 컵이나 접시, 원두 등과 같이 커피 관련 물

품으로 상품을 한정 짓지 않고 패션 브랜드라는 특성을 살려, 가방이나

티셔츠, 모자 등을 판매하고 나아가 스몰레더굿즈나 핸드폰 케이스 등

잡화을 판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 폭을 더 넓혀주었다. 이러한

상품 판매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자극하

고 브랜드 상품 구매 고려시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인식을 주었다. 이를

통해 해당 브랜드에서 상징성이 있는 소품이나 브랜드만의 소품을 카페

에서 활용한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고려가 이루어짐을 도출하였다.

만약 카페가 있는 점포를 오픈할 때, 본 브랜드와 정체성은 이어지지만

카페만의 독특성을 가진 굿즈들을 판매한다면 이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

택지를 주며 자연스러운 라인 확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도 수입 흐름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키츠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나중에 티셔츠 같은 거 사

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냥 카페 키츠네의 라인을 사거나 해도

되겠다는 뭔가, 선택지가 넓어진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좋은 기회였던 거 같아요. (참여자 B)

카페 키츠네는 굿즈를 파는걸 디스플레이를 되게 잘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걸 사고 싶게 하더라고요.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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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이 있는 소품 같은 게 만약에 있다. 카페나 그런 데서

브랜드만의 소품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이거 한번

사볼까 이런 구매 결정…구매 의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좀 카페에서 휴식하면서 그 브랜드 제품들을 한번 사볼

까 구매해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

면서 식음료를 접하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카페가 있는 매

장이. (참여자 E)

그 브랜드의 좀 매니아들은 그 브랜드 굿즈 사는 것도 좋아하

잖아요. 그러면 카페는 카페로고가 박힌 텀블러도 팔 수도 있고

컵을 팔 수도 있으니까…그런 부수적인 것까지 구입하는데 도움

이… (참여자 F)



- 59 -

③ 재방문의사

카페 경험은 재방문의사를 상승 혹은 저해시켰는데, 이는 카페 경험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컸으나 여러번 재방문으

로 인해 오히려 재방문의사가 저하되는 모습도 보였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카페 경험의 긍, 부정이었는데, 이러한 카페 경험은 맛, 즐길 거

리, 편안함,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결정되었다. 먼저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점포의 경우 시기에 따라 변화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재방문 의사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기대

감을 내비치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통해 감각적 차원 경험뿐만아니라

행동적 차원 경험을 위해서도 점포의 인테리어, VMD 혹은 점포 고유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식음료의 맛이 좋고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재방문 의

사를 표명하기도 하였고 해당 패션 브랜드 카페에서만 파는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종합했을 때 카

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다른 점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재방문의

사 상승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재방문의

사 저해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응답은 카페의 음료

의 맛이 없고, 개선되는 모습이 없어 재방문해야만 할 요인을 찾지 못했

다는 것이다. 감가상각되는 인테리어나 소품을 일정한 품질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며, 고객이 기대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서비

스나 품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방문 상승, 저해 요소

는 같은 요인은 카페가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으로 다가왔느냐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누데이크는 뭔가 정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하우스

도산에서 젠틀몬스터에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AS+F라는 작가들이랑 콜라보를



- 60 -

했는데 이번에는 제니랑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콜라보를 계

속하면서 뭔가 인테리어가 바뀌어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가야

되는데 그 밑에 누데이크가 있으니까 누데이크도 가야돼요. 그래

서 재방문하고 카페를 재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계속 바뀌어서. (참여자 J )

거기에 앉아있을 때 더 뭔가 편안한 기분도 들고 특히 거기

음료도 맛있었고요. 파는 것도 다 맛있었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

요.(참여자 D)

디올카페는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인테리어

나 이런 것들이…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방문해보니까 느끼는

게…더 이상은 안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게 사람이 한번 두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 이게…그…카페 같은

경우에는…고가 정책을 펼치면 그걸 좀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좀 깨끗함. 새 옷 같은 느낌. 반짝거림. 근데 사실 좀 한 몇 년이

지나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갔던 서비스랑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서비스가 달랐거

든요.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이 마이너스로 많이 작

용을 해서 만약에 그걸 유지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거에 맞게 좀 테이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이 있

어야 되는데 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 가고 싶은 마음

이……. (참여자 A)

그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 가격만큼의 서비스나 품질, 커피 품

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방문한

이유가 당연히 옷도 볼 수 있지만 좀 카페의 역할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고.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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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행동적 차원 범주

코딩 범주화 체험마케팅
고객 유입 통로, 브랜드 확장,
브랜드에 대한 호감, 긍정적인 경험,
제품 구매 욕구 생성

사용과채택

행동

대체제 인식, 상징성 있는 오브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구매 욕구, 체류
시간 증가로 제품 구경

구매확대

긍정적인 기억, 특별함, 새로움, 좋은
품질의 음식, 카페의 굿즈, 카페의
존재,호기심,관리가 안되는 환경,
새로움의 부재, 환경에 대한 개선
부재

재방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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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

관계는 소비자 개개인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해 사회 집단과 연결

시켜 장기적인 관계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의 관계적

체험은 ‘과시욕구’, ‘유대감’, ‘유행추구성’, ‘자율성’으로 총 4가지의 범주

가 도출되었다.

① 과시욕구

SNS에 게시하여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인증샷을 촬영하고자 하는 욖

구가 방문 이유 및 방문 과정의 만족감에 있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타

인에게 차별화되고 특별한 장소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브랜드의 식기를 활용하고 브랜드의 상징

성이 드러나거나 이미지와 적합한 식음료 제공되는 것, 상징성 있는 인

테리어나 브랜드 외관 등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식음료

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 인테리어나 소품에도 사용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식음료나 서비스를 경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진을 찍고 특별하고 재밌는 경험을 했음을 주변에 알리고 자랑하

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이러한 과시는 SNS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SNS의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었다. 자신의 SNS계정에 사진

을 올리거나, 스토리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여 자

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타인의 반응을

빠르고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스토리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그룹 대화방을 통

해 해당 경험을 과시하기도 하였고, 주변인들과 대화를 통한 전통적 구

전도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굉장히 비쌌지만, 라떼가 한 잔에 3만 원이었으니까요. 근데

좀 놀라긴 했는데 나오는 식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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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을 파우더 처리해서 이렇게 디올을 볼 수 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SNS에 올릴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재밌는 체험할 수 있는

…아무튼 어떤 디올에 걸맞는 수준의 어떤 샴페인을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실망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근데 이거 맛있다 이게 아니라 사실 다른 경험에 대해 자랑을

하려고 공유한 게 컸어요. …… 갔다 왔다고 친한 친구들한테는

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공유를 했었고 그

냥 압구정, 가로수길에 있었으니까 거기 가는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갔다 올 만하다고 얘기를 다 했었어요. (참여자 B)

저 인스타그램에 병나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랑을 해야 되

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런 좀 카페 얘기 같은 것도 많

이 하고…왜냐하면 워낙 요새 트렌드니까. 이런 거 경험했을 때

어땠다 이런 얘기 잘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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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대감

다른 사람들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쌓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다녀

온 경험에 대해 주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쌓고자 하

였다. 이는 구전으로 전해져 친구들끼리의 모임에서 이야기 소재가 되기

도 하였다. 특히 과시욕구 범주화에 해당하는 진술에서 사용했던 SNS를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그 목적과 상호작용은 달랐다. 사진을 게시하고 점

포 경험을 전시하려는 과시욕구와 다르게 유대감 범주화에서는 게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시글을 올릴 때, 동행인을 태그하거

나 점포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경험

공유에서 그치지 않고 장소에 대한 정보나 점포에 대한 이용 정보를 공

유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카

페 방문의 목적이나 게시 목적이 카페 자체를 전시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를 통해 주변인과 소통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점포가 하나의 사회적 유대감을 쌓는 장치 역할을 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혹은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으니까 좀 그냥 카페에 갔다

왔다보다는 내가 어느 브랜드의 어떤 카페를 갔는데 이렇더라라

는 어떤 그런 이야깃거리가 생기잖아요. (참여자 A)

가서 또 여기 왔다 이러고 소셜미디어 포스팅도 또 하고 사람

들이랑 갔다 왔던 거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옷을…이제 대체로 아르켓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이 약간 카페 나도 가보고 싶었는데 어땠

어?이런 약간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참여

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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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행추구성

타인과 다른 사회집단이 하는 행위에 함께 편승하고자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드 점포에 방문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SNS를 통한

지속된 노출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인들이 많이 방문하거나 SNS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카페의 경우

이를 ‘핫 플레이스’라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장소에 자신도 방

문하길 원하며 그러한 유행에 합류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방

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SNS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공유하는 모습

을 보였는데, 앞선 범주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과시와 유대감과는

다른 자신 또한 이러한 유행하는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장소를 방문

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다시 돌아오는 반응을 통해 해당 장

송가 핫 플레이스임을 다시금 느끼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어 유행추구성이

단순한 방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 관계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SNS를 통해 정

보를 수집함은 물론 방문하고자 하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의 점포에

대한 후기를 읽고 일련의 판단 후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유명

한 장소일수록 SNS에 후기나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행의 정

도를 지각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주변 사람 혹은 사회

집단의 유행에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방문하는 이유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제 가기 전에 검색해본 결과 반응들이 좋은 것 같더라

구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보고 가고 싶기도 했고 실은 인스타에

올라온 디올 카페 사진들을 보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 거라서. (참여자 A)

사실 이게 생겼다는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그때 제일 먼저 보

고 갔기 때문에…스토리로도 올리고 포스팅도 올렸어요. 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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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게 핫플이었어요 .(참여자 B)

워낙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찾아오니까…… 또 핫플을 가셨네

요 이런느낌. 약간 그리고 이거는 패션 브랜드는 아닌데 최근에

을지로에 되게 유명한 케이크집이 있어요. 거기 갔을 떄는 반응

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냥 나도 가봐야겠다 이런 분위기인거죠.

이것도 약간 누데이크랑 느낌 비슷한데, 저도 누데이크 같은 경

우에도 제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됐는데 그거를 추천해서

보다 보니까 계속 가고 싶어 지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니까 눈에. (참여자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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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율성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서는 소비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카페의 존재로 인한 자유로움이

바탕이 되었다. 카페가 없는 일반 매장에서는 종업원의 존재가 부담으로

다가와 종업원의 존재가 신경쓰이거나 구매 압박으로 다가와 종업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카페가 있는 매장에서는 종업원의

개입이 비교적 적다고 느끼고 구매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져 종업원

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상품을 탐색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자율성의 보장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하

고 종업원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켰다.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은 소비

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종업원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만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직원분들이 계시긴 한데 전체적으로 일대일 서비스도 아니고

좀 더 자유로워서 구경하기가 훨씬 편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게 아무래도 카페가 같이 있어서 뭔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같이 좀 있는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백화점은 서비

스를 좋게 해야 되는 측면일수도있지만, 이제 직원분들이 아무래

도 계속 따라다니시니까 좀 구경하는게…잘 안 사는데…좀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이렇게 있어 부담스러워요 (참여자 B)

요새는 그래도 덜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옷 사러가면 사

람이 따라붙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와서 입어보세요. 아직도

백화점은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매장에 그 카페가 있다면 뭔가

를 사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줄어서 더 가고 싶고 자연스럽게

더 제품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참여자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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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관계적 차원 범주

[표10] 연구 결과 요약

기대되는 맛

인상깊은 볼거리

독특한감각

감각
흥미로운 호기심

소속감

부담없는 편안함

특별한 해방감

감정

복합문화공간

브랜드이미지고양

브랜드정체성이해

인지

사용과채택

구매확대

재방문의사

행동
과시욕구

유대감

유행추구성

자율성

관계

코딩 범주화 체험마케팅

SNS게시, 구전, 상징성 있는 오브제,
인증샷 촬영, 핫플레이스 방문 과시욕구

관계SNS를 통한 정보공유, 구전 유대감

방문욕구 자극하는 SNS 유행추구성

종업원 부담 완화, 자유로운 구경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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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온라인 매장과의 경쟁에서 차별점을 두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

프라인 매장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중 체험마케팅이

많은 산업에서 활용되었는데, 최근 패션 기업들에서는 체험마케팅을 활

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패션 브랜드 점포가 활성화되고 있다. 소비

자들은 복합문화공간에서 갤러리, 카페, 서점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즐기고 있다. 특히 패션 기업들은 기존의 쇼핑공간과 차별화하여 의류와

잡화들을 주로 취급하던 기존의 유통 체계에서 벗어나 식음료(F&B)매장

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단순히 쉬어

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을 통해 소비자에게 감각적 체험

을 제시한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 형식의 패션 브랜드 점포가 많이 런

칭되고 추가적으로 런칭을 밝힌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 실정이지만, 식음

료 매장과 결합한 형태의 점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매장 경험을 통해 소비자 행동과 심리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의

경험을 5가지 차원으로 분류,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방문하여 식음료를 구매하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자로 한정하

여 10명의 연구대상자를 수집하였다. 이들과 반구조화 면접을 통해 수집

한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딩과 범주화를 통해 분석된 다차원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감각

(SENSE), 감정(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계(RELATE)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 감각적인 차원으로는 ‘기대되는 맛, ‘인상깊은 볼거리’,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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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으로 총 3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주로 미각, 시각, 촉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서 오감

을 활용한 경험을 함을 도출하였다. 맛에 대한 평가는 브랜드마다 다르

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패션 브랜드 카페에 대한 맛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기대 이하

의 식음료를 제공한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와 연상에 대해 부정적인 영

향을 받았다. 이를 통해 패션 브랜드의 카페에서의 품질 또한 소비자가

기대하는 평균치의 수준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테리어와 식음료의 모양, 건물의 외관 등이 연구참여자들에게 강한 인

상으로 남았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장소를 인상 깊고 트

렌디하며 힙한 장소로 언급하였으며 이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

로 촉각의 경우 패션 브랜드라는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촉각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나아가 인

테리어나 가구 등에서 생소한 소재, 새로운 소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의 기억에 남아 해당 브랜드 연상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감정적인 차원으로는 ‘흥미로운 호기심’, ‘소속감’, ‘부담없는

편안함’, ‘특별한 해방감’으로 4개 범주로 도출되었다. 먼저 카페의 존재

는 소비자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여 매장 방문이나 상

품 구경 시 종업원이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카페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인식되면

서 흥미로움을 느꼈는데,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서 경험하는 것을 재미

있고, 즐겁게 느끼고 이러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호기

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는 일반 패션 브랜드 점

포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구분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음

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해당 브랜드에서 카페 경험을 하면서 브랜드와

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의

식음료와 서비스 그리고 인테리어를 통해 기존 패션 점포에서 느끼지 못

했던 경험을 하며 브랜드를 본인과 더 가까운 브랜드라고 인식하게 됨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카페에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고 소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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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브랜드의 고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참가자의 응답도 있

을 만큼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연구참여

자가 공통적으로 응답한 것 중 하나가 심리적 부담 완화로 카페가 존재

함으로 있어 구매압박이 완화되고 접근 가능성이 향상된다는 것이었다.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상품 구매가 목적이 아닌 해당 공간에

서 시간을 보내고 콘텐츠를 향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다른 형태의 매장

에 비해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상품을 구경하며 심리적 부담이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특별함과 기억에 남는, 일상과는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카페가 있

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상을 환기시키

고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인지적 차원으로 ‘복합문화공간’, ‘브랜드 이미지 고양’, ‘브

랜드 정체성 이해’로 총 3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기업들의 의도대로

소비자들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상품 구경을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며 인테리어나 플레이팅

을 보는 것을 시각적 자극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방문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이러한 브랜드 공간에서의 소비를 브랜드를 소비했다고 인식함

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카페에서의 상품구매와 같은 직접적인 소비보다

는 추상적으로 공간을 소비했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떠올릴 때 호감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카페의 존재가 고객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였다고 소비자가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가 있는 패

션 브랜드 점포를 경험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브랜드

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카페로 인해 매

장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브랜드의

감성을 느낀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공

되는 식음료나 플레이팅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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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상승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정체성이 효과

적으로 전달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브랜드의 핵심가치나 정체성이 브랜

드의 식음료, 인테리어 등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체험함으로써 전달되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소

비자들의 브랜드 인지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행동적 차원으로 ‘사용과 채택’, ‘구매확대’, ‘재방문의사’와 같

이 총 3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기존에 브랜드의 고객이 아니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의 잠재고객이 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카페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접근용이성으로 인해 카페 상품을 편안한 마

음으로 접함으로써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욕구가 상승함이 도출되었

다. 또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경험을 통해 기존에는 구매의사가 없

거나 해당 제품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소비자의 소

비 대상으로 떠오르게 됨이 구매 확대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재방문의

사의 경우 상승과 저해 요인으로 나뉘었는데 이는 새로움과 호기심 그리

고 품질과 연관이 있었다. 맛에 만족하거나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관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호기심은 해당 브랜드의 카페가 있는 점포를 지속적으

로 방문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으나 반대로 새로움이 부재하고 맛에 불만

족한 경우에는 재방문의사가 급격히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계적 차원으로는 이는 ‘과시욕구’, ‘유대감’, ‘유

행추구성’, ‘자율성’과 같이 총 4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과시욕구는

SNS와 구전과 큰 연관이 있었는데,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방

문한 것을 특별하다거나 유행에 맞는 경험이라 판단하여 주변 사람이나

사회집단에게 이를 과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

증샷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관계적 요소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범주였다. 유대감은 다른 사람들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쌓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경험

에 대해 상호작용하거나 이를 주제로 사회적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방문

경험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타인과 다른 사회집단이 하는 행위

에 편승하고자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드 점포에 방문하는 모습 또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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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SNS를 통한 지속적인 노출이 그들의 방문 욕구를 자극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SNS에 자주 노출되고 언급됨으로써 해당 브랜드

가 일명 ‘핫 플레이스’로 인식되며 이를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과의 관계에서의 자율성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카페가 없는 일반 점포에 비해 종업원 의식 정도가 낮고 매장 내에서 소

비자가 자율성을 더 확보하고 행동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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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업계의 식음료(F&B)확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서의 경험을

Schimitt의 체험마케팅을 기반으로 5가지 차원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통

해 학문적, 실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을 Schmitt의 체험 마

케팅을 중심으로 5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75개의 개념을

추출하여, 이를 범주화한 결과 총 17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를 상위

범주로 유목화하여 정리한 결과 Schmitt의 체험마케팅의 5가지 차원으

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가 주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갤러리, 카페, 서점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복

합문화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패션산업도 이러한 유통형태를 취하고 있

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승하고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를 띤 매장을 활성화시키고 런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복합문화공간의

형태에서 대표적인 모습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의 경험에 대한 소비자 경험이 총

체적인 경험을 강조한 Schmitt(1999)의 체험마케팅 이론을 지지하며 감

각(SENSE), 감정(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계(RELATE)로

구조화되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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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소비자에게

다목적성의 성격을 띤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맛, 시각적 자극, 독특한 감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감각적으로 전해지며 편안함, 흥미로움, 소속감, 해방감 등의 감정을 통

해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나 이해도, 정

체성에도 영향을 주며 해당 브랜드를 사용 및 채택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재방문을 하

거나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방문은 소비자로 하여금 사

회적 관계에서 과시하거나 유대감을 쌓거나 타인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

추고자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런칭할 때 식음료의 맛

과 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패션 브랜드의 카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맛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이

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재방문의사가 감소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품질

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젠틀몬스터의 특이한 모

양의 디저트나 하우스오브디올의 피에르에르메 디저트 제공, 올모스트앳

홈의 오가닉한 느낌의 식음료 등 브랜드의 정체성이 드러난 식음료에 대

한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식음료 개발에 있어 브랜드 정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자들이 다목적성의 공간으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를 유

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별한 전시 외에도 점포의 VMD, 인테리

어, 상품 구색이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되므로 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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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시도할 때에는 브랜드의 정체성, 이미지에 걸맞은지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콘텐츠

에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미지는 물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에도 영향

을 미침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재방문의사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재방문의사 상승요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 특별함 등이었으

나 새로움을 언급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재방문의사 저해 요인

으로 새로움의 부재, 환경에 대한 개선 부재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았다.

재방문의사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재방문의사 상승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새로움을 부여하거나 기존 환경이 감가 상각되어 가치가 줄어드는

모습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객 유인을 위해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SNS에 경험을 공

유하고 구전할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속

해있다고 믿는 집단이나 가까운 타인의 정보를 더 신뢰한다. 상징성 있

는 오브제, 인증샷을 찍을만한 식음료 등의 개발과 전시를 통해 소비자

로 하여금 SNS에 게시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보는 이의 방문 욕구를 자

극할만한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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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서 어떤 감각, 감정, 인지, 행동, 관계적 요소를 느꼈는지를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집된 표본은 2030 여성과 남성이었으나, 여성 9명, 남성 1

명으로 여성에 더 편중되어 있어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일반성

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균형있는 성별과 다양한 연령의 패션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수에 비해

본 연구에서 언급된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적은 수에 불과하

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대

부분은 고가 브랜드의 브랜드 점포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를 런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격대의 편중됨 없이 폭넓은 브랜드

들의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통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대한 경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변수 검증을 통

해 확인하기보다는 탐색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

념과 범주가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양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는 양적 검증을 통해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경험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기반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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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Fashion Store Experience as a

cultural complex place for F&B

A Ram Cho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ashion brand stores are also being activated as a complex cultural space

using experiential marketing as stores of fashion brands have also changed

according to the recently changed consumer lifestyle and shopping behavior.

Cultural consumption, which emerged as consumers enjoyed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purchasing products, showed a need for new shopping space.

It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existing shopping space and introduces stores

as a complex cultural space with food and beverage stores, as well as sales

spaces where clothes and other goods are handled. Fashion companies want

to convey new experiences, senses, and values to consumers, away from the

existing system that values flat efficiency. However, research on stores

combined with food and beverage stores is insignificant, and academic

research on them is insignificant despite the increase in brands who want to

conduct empirical marketing and the increase in consumer need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from Schmi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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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tial marketing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effect of fashion brands

stores with cafes on consumer behavior.

This study attempted to approach qualitative research to deeply

understand the consumer experience of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In

this study, the study subjects were collect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visiting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within the past

six months, purchasing food and beverage, and spending time in space using

the intentional sampling method mainly used for qualitative research. Each

person had at least 30 minutes of interviews, and if necessary, additional

interviews were requested to collect research data.

As a result of deriving and coding concepts based on transcription data,

75 concepts were extracted, and 17 categories were extracted in the process

of categorizing them. As a result of nominating the categories into upper

categories and organizing them,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five dimen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five elements of

experiential marketing: sensory (SENSE), emotion (FEEL), cognitive

(THINK), behavior (ACT), and relationship (RELATE). First taste evaluation

as a sensory dimension. A total of three categories were derived as

’anticipated taste’, ‘impressive diverse sights’ and ‘feels imprinted on

memory’, confirming that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using their five

senses in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These were the most intuitive

and basic senses to feel and express experiences in the space, and in this

study, the responses to taste and visual touch were mainly focused.

The second dimension is an emotional dimension, which was derived into

four categories: ‘interesting curiosity’, ‘feeling of belonging’, ’comfort without

burden’ and ‘special liberation’, which turned out to be closely related to

consumer sentiment. The existence and experience of cafes made consumers

feel positive emotions, made them feel a sense of belonging or interest in a

brand and made them feel disconnected from their daily lives, such as

freedom and deviation that cannot be felt in other stores.

Third, 'complex cultural space' as a cognitive experience dimension. A

total of three categories were derived as 'brand consumption', 'br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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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and 'brand identity understanding', which were mainly

recognized by consumers through the experience of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In addition, as companies expected,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were found to be considered complex cultural spaces and enjoyed

internal content.

Fourth, in terms of the behavioral experience dimension, a total of three

categories were derived: 'use and adoption', 'buy expansion', and 'revisit

intention', 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products of the brand were considered for purchase or consumers who had

no intention of purchasing the brand became potential customers. In addition,

it showed the factors of rising and decreasing willingness to revisit and

showed the matters that companies should consider to derive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fifth dimension was a relational experience dimension, which derives

four categories of 'exaggeration desire', 'bonding', 'pursuit of trend',

'autonomy' all of which were recognized as relational behavior of consumers

considering others and social groups beyond the individual level.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onsumer experience of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could be explained by the five-dimensional structure suggested

by Schmitt's experiential marketing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left many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with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and

companies with launching plans. It has come up with various measures that

marketers can use, including what to consider when launching fashion brand

stores with cafes, factors to satisfy consumers' needs, and ways to increase

their willingness to revisit and reduce the obstacles to revisit.

keywords : Fashion brand store with cafe, cultural complex

place, experiential marketing, brand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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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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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성인용) 

연구 과제명 : 카페(cafe)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쇼핑 만족과 

행동의도,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조아람(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석사과

정)

이 연구는 카페(cafe)가 있는 패션 브랜드의 점포가 쇼핑 만족과 행동의도 

그리고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카페가 있

는 패션 점포를 방문하고 식음료를 구매 및 취식해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조아람연구원(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

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

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의 점포가 소비자의 쇼핑 만

족과 행동의도(eWOM,재방문의도)와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서 식음료를 구매 및 취식한 20명의 사

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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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이 연구는 반구조화면접법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최소1명에서 최대3명 

정도 한팀을 이루어 1회당 약 60분 정도 연구 책임자와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구참여자가 비대면을 희망할 경우 원격 화상 플랫폼

(ZOOM)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

이며, 연구참여자가 대면을 희망할 경우 연구참여자가 희망하면 면접시

간과 장소를 정해, 연구책임자가 해당 장소에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면접은 공식적으로 한 사람당 한 차례씩 이루어질 

계획이며, 이후 분석과정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

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문자, 전화를 통해 질문을 드릴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 면담은 최대 한 차례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1) 귀하는 본 면접 진행 전,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참여 방법 등과 관

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연구 설명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또한 귀하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본 

설문에 응하게 됩니다.

3) 귀하가 방문했던 카페가 있는 패션브랜드 점포와 관련된 질문에 응답

하게 될 것이며 면접에는 약 60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4) 모든 과정은 녹음, 녹화(비대면일 경우)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익명화

되어 보안화된 컴퓨터에 저장될 것입니다.

5) 연구자와 편안하게 면접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모든 질문에 대한 응

답이 끝나면 면접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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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60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

료는 즉시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작성한 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면접 시 수집된 개인

의 응답 내용은 코딩과정에서 응답자별로 숫자 등 코드 형태로 저장되어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것입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의 용도로

만 사용될 것입니다. 실험 참여에는 면접에 약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만약 면접 도중 더 이상 면접에 응답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면접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하시는 경우 모아진 자료

는 즉시 폐기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쇼핑 만족과 

행동의도 그리고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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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조아람(        )입니다. 연구 참

여자가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연구 참

여 동의를 발송하고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신 받을 것입니다. 대

면방식을 선택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성하는 자가 문진표와 방문

기록지에 이름, 전화번호가 수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

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대면/비대면 면담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및 동의서 작성 

관련하여 수집된 이후 수집 목적 달성이후 폐기될 것입니다. 대면 면담

의 경우 자가 문진표, 방문기록지에 수집될 것이며 비대면 면담의 경우 

동의서를 받기 위해 문자 혹은 이메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집될 것

입니다. 이 모든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달성 이후 폐기됩니다. 계좌번

호는 연구에 참여해주신 소정의 사례로 교통비가 포함된 10,000원을 지

급하기 위해 수집되며 이 또한 수집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됩니다. 이

러한 개인정보는 조아람, 추호정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암호가 걸려

있는 연구책임자의 컴퓨터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녹음, 녹화 파일은 

전사 후 즉시 폐기 될 것이며, 전사기록지는 익명화 되어 작성되어 보

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

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

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

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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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교통비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10,000원이 지급될 것

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조아람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

일: irb@snu.ac.kr

mailto: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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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카페(cafe)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가 쇼핑 만족과 행동

의도,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조아람(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녹화(비대면일 경우))가 진행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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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 면접 질문지
연령: 만 세

최종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가계 기준):

1. 귀하가 경험해본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는 무엇입니까?

2. 귀하가 카페가 있는 패션 브랜드 점포에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쇼핑 만족>

3. 패션 브랜드의 이름을 가진 카페가 다른 카페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브랜드의 상징성이 있는 카페의 내부 환경은 쇼핑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주었습니까?

5. 카페에 있는 스태프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다른 말로 그들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브랜드의 특성을 지니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카페의 식음료의 품질이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에 끼치는 영향>

6. 카페에서 제공된 식음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격,품질 등)

7. 카페에서 제공된 식음료에서 브랜드의 특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8. 식음료를 접하기 전 후, 브랜드 품질에 대한 생각차이가 있습니까?

<eWOM의도>

9. 해당 패션 브랜드의 카페에서 느낀 경험을 주변인에게 말한적이 있습

니까?

10. 해당 패션 브랜드의 카페에서 경험한 것을 SNS에 공유한 적이 있습

니까? (공유했다면 어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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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의도>

11. 해당 패션 브랜드의 카페에 재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해당브랜드의 카페가 없는 점포를 방문해보셨습니까?

13. 두점포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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