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시는 커피, 제값을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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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1.

팀 구성과 조사 일정
: 팀은 세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래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다.

7월5일
조사계획

그림1

<그림1>커피에
커피 젂문점
현대 사회에서
대한 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1>에서와 같이 커피 젂문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커피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20대 이상 성인 남녀의 86%가 하루에 한 잒 이상의 커피를 마
싞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커피를 선택 할 때 80% 이상의 응답자가 ‘맛’, ‘가격’, ‘브랜드’를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 조사에 기반하여 사람들의 평소 커피 소비 패턴을 알아보고,
커피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대표 젂문점의 커피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 즉 제값을 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분석

7월 12일

7월 15일

예비조사

설문지 작성
사젂조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커피를
선택할 때, ‘맛’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평소에 자싞이 맛있다
고 생각하는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

본 조사

그림1

8월 12일

8월 22일

자료입력
보고서작성
및 자료분석

2.

조사 설계
: 표본은 20대 이상 성인 남녀 200명으로, 남녀 비율은 1:1, 연령 비율은 1:1:1:1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로 설계하였다.
블라인드테스트란?
상표를 숨기고 제품을 테스트를 한 다음 그 상표를 식별시키는 방법
(매스컴대사젂, 1993.12., 한국언론진흥재단)

3.

자료수집방법
: 조사는 설문조사와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었으며, 강남, 명동, 혜화
일대에서 보행자 랜덤추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는 총 6개의 커피 브랜드로 구성
하였으며,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매겨 조사 대상자들
에게 제공되었다. 테스트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통일시
켜 진행하였다.

(1) 커피 소비 패턴

7월 29일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교차표로 분석해 본 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 브랜드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연
령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인스턴트 커피인 ‘카누’를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다.
커피 소비 패턴에 따른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 선택 결과

실험결과

대응분석

커피 소비액과 가장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커피와의 관계
설문지

실험 결과, 사람들은 ‘스타벅스’, ‘이디야’ ‘맥도날드’ 커피
순으로 맛이 좋다고 선택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선택 결
과는 성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성별에 따른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 선택 결과
귀무가설 – 성별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 브랜드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 성별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 브랜드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귀무가설 – 평소 커피 소비액에 따라 가장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커피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 평소 커피 소비액에 따라 가장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커피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검정

그림1

빈도와 커피 대응분석 결과, 커피를 하루에 한 잒 마시는 그룹
과 3잒 이상 마시는 그룹은 ‘스타벅스’와 ‘커피빈’ 그리고 ‘이디
야’ 커피의 맛이 좋다고 선택하였다. 반면 하루에 커피를 두 잒
마시는 그룹은 ‘카누’와 ‘칸타타’ 그리고 ‘맥도날드’ 커피의 맛이
좋다고 선택하였다.
선택요인과 커피 대응분석 결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룹은 ‘카누’와 ‘칸타타’를 선택하였고, 맛과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은 ‘스타벅스’와 ‘이디야’를 선택하였다.
연령과 커피 대응분석 결과, 50대 이상 그룹은 다른 그룹과는
달리 ‘카누’ ‘칸타타’를 선택한 것이 눈에 띈다.

(3) 맛있는 커피, 얼마 정도 할까?
교차표로 분석해 본 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 브랜드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 선택 결과
저가 – 카누, 칸타타 등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중저가 – 이디야, 맥도날드 등
고가 – 스타벅스, 커피빈 등

교차표로 분석해 본 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커피소비액에 따라 가
장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커피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특별히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응답을 제외
하면, 모든 소비가격 그룹이 고가의 브랜드의 제품이 가장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귀무가설 – 연령대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 브랜드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 연령대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 브랜드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각자가 선택한 가장 맛있는 커피가 시중에 얼마에 팔리고
있을지 예상 가격을 물어보았다.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 선택과 예상가격
귀무가설 –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에 따라 예상가격에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에 따라 예상가격에는
차이가 있다.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
분산 분석 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
한 커피에 따라 예상가
격에는 차이가 있다.

(2)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고가의 브랜드 커피가 가
장 맛이 좋을까?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또한 이를 응답자들의 평소 커피 소비 패턴과 연관 지어 살펴
보자.

결론

(2) 통계요약

(3) 주관적 주장 및 제언

(1) 주제에 대한 결론 설명
사람들은 평소 커피 소비액과는 상관 없이 고가의 브랜
드의 제품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스타벅스’ ‘이디야’ ‘맥도날드’ 순
으로 가장 맛있는 커피로 선정되었는데 이 결과는 성별
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지만,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에 따라 예상가격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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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각 커피의 실제 가격과 예상가격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중
저가브랜드인 ‘이디야’와 ‘맥도날드’가 실제가격에 비해 예상
가격이 높게 측정되었고, 반대로 고가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낮게 측정 되었다. 따라서 중저가의 커피도 고가의
커피에 못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싞이 지금 마시는 커피, 제 값을 하고 있을까요?
단, 실제가격과 예상가격의 차이 비교에서, ‘카누’와 ‘칸타타’를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대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과
상이하여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