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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점의 성과 및 재계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성 요인

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수집하였으며, 가설 검증에는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본부의 특성인 브랜드 명성과 교육훈련 지원은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맹점의 특성인 입지 요인은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장관리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맹점 성과는 재

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영자 경험은 입지 요인과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맹점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영자 경험의 부분적인 조절효과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과 및 재계약 의도를 제고하는 영향요인을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두 주체가 강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을 함께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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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비자의 니즈가 편의성과 브랜드 가치 선호로 옮겨가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 실

생활에 밀접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외식업 중에서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독립점 대비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결과(MNB), 2015.04.26.), 고무적인 성장률을 달성해 온 

산업이다. 최근에는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

기업들도 자사 유통망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진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창업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 유망 있는 업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업체의 가맹점 수는 ‘11년 3,095개에서 ‘17년 4월 말 기준 

3,544개 (해당업체 홈페이지 등록 매장 수)로 신규 가맹점 출

점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높은 성장 이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여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즉, 선도업체인 2개 업체

의 독과점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증가하였다(이진균 

외, 2013). 또한, 가맹점 포화로 인해 독립점 폐업률 증가뿐만 

아니라 같은 브랜드 점포 간의 내부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가맹점의 수익 악화와 존폐, 그리고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시장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판단된다.
그간 프랜차이즈 연구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맹점 간의 갈

등 증가와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주로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윤인철, 
2011; 조성호 외, 2013)에 집중해 왔다. 즉, 성과 달성을 위해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연구는 본부 지원을 주로 다룬 연구에 비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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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 간의 함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사업 형태이다(강병

오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가맹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성과 결정요인으로서 가맹점의 특성을 파악

한 연구는 대부분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 특성(서상윤·장재

남, 2012)과 입지 요인(Lusche & Moon, 1984; 최유나·정의철, 
2012)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매장관리 요인

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베이커리와 같이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응대하는 외식업에서는 가맹점사업

자의 매장관리 요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베이커리 산업의 매장 형태가 제과·제빵만 판매하던 단

일 전문점에서 카페 제품을 제공하는 복합매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매장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복합매장으로

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만 구매하고 점포를 떠나

는 것이 아니라 점포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맹점의 특성으로 

입지 요인뿐만 아니라 매장관리 요인을 함께 선정하였다. 또

한, 최고경영자 이론에 기초하여 가맹점 성과를 긍정적으로 

더욱 강화시킬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험자 경험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성과의 결과변수로 재계

약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의 지

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가맹점의 확보뿐만 아

니라 기존 가맹점의 유지가 중요하므로(윤지환, 2003; Chiou, 
et al., 2004; 이상헌 외, 2010), 재계약 의도는 매우 중요한 이

슈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베이커리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성과와 재계약 의도를 제고하는 영향요인을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두 주체가 

강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을 함께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가맹본부의 특성인 브랜드 

명성,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제품 지원과 가맹점의 특성인 

입지 및 매장관리가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가맹점 성과가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 

특성과 가맹점 성과 간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

영자 경험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Franchisors)가 가맹점사업자 (Franchisee) 

와의 합법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

로 판매하고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사업 형태로서 

(International Franchising Association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의 관계에서 서로 제공해야 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며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부

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

를 판매하고 본부에 브랜드 사용 및 각종 지원에 대한 대가

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서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영세한 소상공인 입장으로서 

독립적인 창업 대비 가맹금 납부 등의 비용적인 부담이 있지

만, 가맹본부로부터 브랜드 사용 허가, 교육훈련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

다(Chiou et al, 2004; 김종훈, 2007).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더 

많은 신규 가맹점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빠르게 성

장 및 확장시킬 수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는 기

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다.

2.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특성과 가맹점 성과

2.2.1 브랜드 명성

가맹본부의 브랜드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프랜차이즈 시

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경쟁력의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 짓게 할 뿐만 아

니라 예비 가맹점사업자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편입시키게 

하는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필요에 의

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

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선택하

여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생

성된 이미지는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잘 관리할 

경우 브랜드가 소비자들과의 강력한 의사소통수단이 되어 차

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박신자·이동일, 2013). 
이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 요소 이외에도 브랜드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구매행동 변화에 따라 일반 소매점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

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역시 생기게 된다(오세조 외, 2008). 
따라서 브랜드 명성이 높고 가치가 있는 가맹본부일수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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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가맹점 확보가 더 용이해지고 기존 가맹점과의 재계약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양숙경·김선배, 2011). 또한, 가맹점

의 성과가 높아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되

므로(박주영 외, 2009), 브랜드 명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학자들은 

가맹점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서 프랜차이즈 브랜

드의 영향력에 주목해 왔다.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한 장재남 외(2010)는 가맹점의 사업성과 및 

만족도에 대한 가맹본부 브랜드력의 유의한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진균 외(2013)

의 연구에서는 가맹본부 이미지, 본부 평판, 그리고 본부의 

브랜드 가치로 구성된 브랜드 이미지가 가맹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민수 외(2013)는 연구대상인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재

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가맹본부의 브랜드 인지도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프랜차이즈 산업

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실증 연구들은 모두 가맹본부의 브랜

드 관련 요인이 가맹점의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력

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2.2.2 교육훈련 지원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및 인도하는 가

맹점이 가맹본부의 브랜드 기준에 합당한 능력을 갖출 필요

가 있다. 훌륭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한

다(International Franchising Association 홈페이지, 2017).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는데,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표지 사용 허락, 경영 및 영업활

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그리고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영업표지의 사용은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에서 기본적인 사업 성립 조건이 되는 반면, 본부가 자율

적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지원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이

루어지는 서비스는 교육훈련이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교육

훈련은 일반적으로 영업 관련 교육, 기술 향상 교육 등과 같

은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수퍼바이저가 점포를 방문

하여 경영지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

다(지식경제부·대한상공회의소, 2008). 
이준재(2006)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질적으로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 및 지식을 가맹점에 제공하여 가맹점이 수익을 

올리는 지식 기반형 유통사업 모형이므로,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지원과 가맹점의 효과적인 습득이 

비즈니스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맹본

부의 경영 노하우 및 지식의 제공은 예비 가맹점사업자가 프

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김문정 외, 2015).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훈련을 중시하고 

활발히 교육훈련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가맹점의 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Larson, 2003). 예를 

들어, Lewis & Lambert(1991)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

는 지원 중에서 교육훈련이 가맹점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최재훈 외(2016) 역시 본부의 

교육훈련 지원이 가맹점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Stern & El-Ansary(1992)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초기 및 지속적 지원 서비스를 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 요인 중에서 경영자 교육 프로그

램 진행, 가맹점 종업원 교육, 운영지도, 경영자 및 종업원 재

교육 등의 교육훈련 지원이 가맹점 성과와 만족도 제고에 중

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사

업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장혁래 외(2013)의 연구에서 

가맹점 교육이 가맹점 재무성과와 본부-가맹점 간의 관계성과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3 제품 지원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가맹본부가 가

맹점에 지원하는 유형을 영업 지원과 물류 지원으로 구분한

다(김성수 외, 2009). 앞서 살펴본 교육훈련의 경우 영업 지원

에 해당되며, 물류 지원은 본부가 가맹점에게 제품의 원·부자

재, 식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제품 차원에서의 지원

을 의미한다. 물류 지원, 즉 제품 지원은 본 연구대상인 베이

커리 산업과 같이 특히 외식업에서 중요한데, 이는 본부가 식

자재를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따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실질

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하에

서는 가맹점 입장에서도 본부가 차별화된 재료, 다양한 제품 

구색, 우수한 품질의 제품 등을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조달받

을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성수 외, 2009).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속적으

로 제공하는 제품 관련 지원은 가맹점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

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Lewis & Lambert(1991)는 가

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구색 정도, 신제

품 제공 정도 등의 제품 관련 요인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창훈 외(2000)의 연구에서도 본부

의 안정된 상품공급과 물류지원이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석출·진정아(2008)의 

연구에서도 본부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요인이 가맹점

의 재무적 성과와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성,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제품 지원이 가맹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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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은 가맹점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성은 가맹점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지원은 가맹점  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제품 지원은 가맹점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프랜차이즈 가맹점 특성과 가맹점 성과

2.3.1 입지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이 운영된다. 따라서 가맹점의 성과

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의 특성을 고찰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맹점의 

성과 결정요인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기업가정신(서상윤·장재

남, 2012; 최명길 외, 2012), 신용 및 재무상태, 업무수행 능력

(서상윤·장재남, 2012), 과거 경영 경험(김석출·전정아, 2008), 
관련 비즈니스 경험(Ramírez-Hurtado et al., 2011) 등의 개인적

인 특성, 그리고 점포의 입지(강병오 외, 2009), 가격수준, 규

모, 종업원 임금(Lusch & Moon, 1984) 등의 물리적인 특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점포의 입지는 가맹점 성과에 중요

한 요소로 여러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외식업 프

랜차이즈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는 외식업이 

일정 지역이나 상권 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

업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므로 어떤 특정 지역에 외식업 점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지역 소비자들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김영애, 2005). 
한편,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점포의 위치가 한 번 정해지면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을 개시할 때 입

지 선정이 주의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성근·류진영, 
2008).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입지 결정 과정은 보통 

우연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원지영, 1999),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개입이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좋은 조건의 입지 선정이라는 

결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중한 개입에 따른 결과

가 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가맹점의 입지 요인이 가맹점 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왔다. Lusch & Moon(1984)
은 점포 입지, 높은 점포가격 수준, 점포 규모, 점포 형태 등

의 점포 특성이 가맹점 성과와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로 김석출·전정아(2008)의 연구에서는 입지가 

가맹점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병오 외(2009) 역시 가맹점주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상권 및 입지 요인

이 가맹점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이진균 외(2013)의 연구에서는 입지 (점포의 지리적 

위치, 점포주변의 인구 및 건물 밀집, 점포 주변의 유동인구)
가 가맹점의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매장관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직접 점

포에서 응대하는 매장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의 제반여건을 

관리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점포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과 만족도 제고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Falbe & Welsh(1998)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운영에 불성실하

거나 매장설비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것이 가맹점 실패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Frazer & Winzar(2004)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불성실이 가맹

점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처럼 매장관

리는 가맹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며, 특

히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

다(장기룡·정유경, 2007). 윤기호·한치록(2014) 역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리뉴얼, 이전 및 확장

의 차원에서 점포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리뉴얼, 이전 및 확장이 모두 가맹점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맹점의 환경 개선 요인

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지는 일단 결정되면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점포 이전에 앞서 사업 개시 단계에

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중한 입지 결정 과정을 거치

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전뿐만 아니라 매장환경 개선

을 위한 리뉴얼이나 확장의 경우에도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맹점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매장관리의 

영향력을 리뉴얼이나 이전, 확장의 차원보다는 가맹점사업자

가 기존 점포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매장관리 차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의 제품의 구색, 종업

원 배치, 영업장, 인테리어, 위생, 그리고 전반적인 매장관리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맹점 성과를 향상시킬 것인

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가맹점의 특성인 입지와 매

장관리가 가맹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

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특성은 가맹점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지는 가맹점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장관리는 가맹점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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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맹점 성과와 재계약 의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많은 점포가 새로 출점함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점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장재남 

외, 2010). 본부와 달리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점포 또는 업종의 창업을 위해 새로운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

비 등의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

서도 또 다른 창업을 위한 전환비용을 고려해볼 때 재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미래에 지속적

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의 의지를 의미하는 

재계약 의도는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양자 간 성장과 발전

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김기욱(2009)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재계약을 유지할 

것인가의 의지는 지난 계약 기간 중의 성과와 만족 상태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도 가맹점사

업자의 만족도나 성과가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

증적으로 규명해 왔다. 특히, Oliver(1999)는 재계약의 결정요

인은 단순한 만족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재

계약 결정에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실제 성과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관계를 입증하였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김석출·전정아(2008)의 연구에서도 

가맹점의 재무적 성과는 가맹본부와의 재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가맹점 성과가 가

맹점사업자의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프랜차이즈 가맹점 성과는 가맹점사업자의 재계약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가맹점사업자 경영자 경험의 조절효과

최고경영층 이론 (Upper-echelons theory)에 의하면 최고경영

자에게 경영자 경험은 그들의 인지, 가치, 기술, 그리고 지식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가 된다. 즉, 과거의 경영자로서의 

경험이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욱

이 관련 정보가 제한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경험

이나 사전 지식에 국한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자 경험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박종훈 외, 2014).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서상윤·장재남(2012)은 불확실성이 

높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하고 정확

한 의사결정과 시기적절한 시장 대응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

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맹

점의 성공요인으로 경영자 경험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선호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자격요건

을 연구한 Ramírez-Hurtado et al.(2011)은 선호요건으로 과거 

관련 비즈니스 경험, 경영 능력, 인간관계 능력, 기업가정신, 
성공욕구,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의지, 본부에 대한 충성도, 재
정수준, 그리고 인내심 등을 제시하였다. 

Gillis et al.(2011)은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영 경험이 가맹

점의 성과의 예측요인이자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선정할 

때 본부-가맹점 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실증 연구로는 김석출·전정아(2008)의 연구 결과에서 프랜차

이즈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자 경험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진균 외

(2013)의 연구에서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경

영자 경험, 업무수행능력, 프랜차이즈 교육 경험 등의 경영능

력이 가맹점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

영자 경험은 가맹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된다. 따라서 사업을 직접 개시하고 운영하며 최고경영진

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맹점사업자가 현재의 사업체와 

유사한 업종을 경영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맹점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긍정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특성 및 가맹점의 특성과 가맹점 

성과 간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자 경험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경영자 경험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영자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경험이 

없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4-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은 경영자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경

험이 없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4-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지원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영자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경험이 없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4-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제품 지원이 가맹점 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은 경영자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경

험이 없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가설 5: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특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영자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경험이 

없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5-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지가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은 경영자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경험이 없

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5-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장관리가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영자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경험이 

없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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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3.1 연구방법

3.1.1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

성이 가맹점의 성과 및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자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7개의 측정기준

에 따라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

맹본부의 특성인 브랜드 명성은 Chen & Dubinsky(2003), Rao 
& Monroe(1989)의 연구를 참고하여 6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제품 지원에 대한 설문문항은 

Hunt & Nevin(1976), Stern & El-Ansary(1992)의 연구를 참고하

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각각 6개, 4개 문항

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가맹점의 특성인 입지는 Lusch & Moon(1984)의 

연구를 토대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매장관리는 신건철 

외(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변

수 모두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성

과는 Day & Wensley(1988)의 연구를 참고하여 3개 문항으로, 
재계약 의도는 이창호 외(2006), Oliver(1999), Ganesan(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변수 모두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 출

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  수 조작적 정의 출  처

가맹
본부
특성

브랜드 
명성

브랜드를 제공하는 기업 및 브랜
드의 평판에 대한 지각

Chen &
Dubinsky(2003),

Rao &
Monroe(1989)

교육훈련 
지원

가맹본부의 경영자 경영관리 교육 
및 훈련 수행의 우수성 및 체계성

Hunt & Nevin(1976),
Stern

&El-Ansary(1992)

제품 
지원

가맹본부의 지속적 제품 개발, 제
공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 및 가격
의 적절성

Hunt & Nevin(1976),
Stern

&El-Ansary(1992)

가맹점
특성

입지

점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및 인도함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어떠한 경계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 

Lusch &
Moon(1984)

매장관리
고객, 제품, 종업원, 영업장, 인테
리어, 위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매장 관리 수준

신건철 외(2011)

가맹점 성과
타 프랜차이즈 대비 경영성과 및 
전년 대비 매출액·고용 증가 정도

Day &
Wensley(1988)

재계약 의도
가맹본부와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
지하려는 미래 행동에 대한 의지

이창호 외(2006),
Oliver(1999),

Ganesan(1994)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3.1.2 측정방법

본 연구는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데이터들이 표준화

되어 있으므로 평균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s α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검증에는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과 χ² 차이 검증

을 실시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3.2.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12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 82.4%),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26부를 제외한 386부의 설문을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2.2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인 가맹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맹점의 소재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권에 소재한 

가맹점이 133개(34.4%), 서울 소재 가맹점이 117개(30.3%)로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현재 점포에 대

한 성장단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무응답을 제외한 표본 

중 성장기로 응답한 사업자들이 101명(2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 아직 가맹점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5명 이하의 종사자 

규모를 가진 가맹점이 192개(2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6명에서 10명 이하의 종사자 규모를 가진 가맹점이 

106개(27.5%)로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N %

소재지

서울 117 30.3

경인 133 34.4

부산/대구 44 11.4

광주 49 12.7

대전 20 5.2

강원/제주 22 5.7

무응답 1 0.3

성장단계

도입기 48 12.4

성장기 101 26.2

성숙기 81 21.0

쇠퇴기 33 8.5

재도약기 14 3.6

무응답 109 28.2

종사자 수

5명 이하 192 49.7

6-10명 이하 106 27.5

11-15명 이하 18 4.7

16-30명 이하 2 0.5

무응답 68 17.6

계 386 100.0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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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3.3.1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타당성 검증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측정모델의 적합도 판정에

는 일반적으로 GFI, AGFI, CFI, TLI, 그리고 RMSEA가 사용

된다. GFI, AGFI, CFI, 그리고 TLI는 0.8~0.9 이상, RMSEA는 

0.03~0.08일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Bagozzi & Yi, 
1988; Bagozzi & Dholakia, 1999).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868), AGFI(.828), CFI(.953), TLI(.944), 그리고 

RMSEA(.078)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권장치를 충족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각 측정변인들에 대한 집중타

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집중타당성 검증에는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가 활용된다. C.R. 값은 0.7
이상이 이상적이며(Nunnally & Bernstein, 1994; Fornell & 
Larcker, 1981), AVE 값은 0.5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제시된다

(Bagozzi & Yi, 1988).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모

두 충족요건인 C.R. > 0.7, AVE >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변  수
측정
항목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C.R.
표준
적재치
(λ)

개념 
신뢰도
(C.R.)

가맹
본부
특성

브랜드
명성 

RP1 1.000 - - .906

.971
RP2 1.043 .031 34.075 .952

RP3 1.062 .029 36.501 .972

RP4 1.037 .031 33.462 .947

교육훈련
지원

TN1 1.000 - - .945

.966TN2 1.039 .023 45.120 .977

TN3 .977 .027 36.482 .930

제품
지원

PD1 1.000 - - .934

.931PD2 .993 .027 36.297 .952

PD3 .824 .034 24.024 .822

가맹점
특성

입지

LC1 1.000 - - .927

.889LC2 .979 .040 24.755 .860

LC3 .888 .045 19.687 .766

매장관리

MG1 1.000 - - .785

.878
MG2 1.063 .063 16.758 .818

MG3 1.149 .065 17.812 .874

MG4 .953 .065 14.643 .727

가맹점 성과

PM1 1.000 - - .807

.952PM2 1.202 .046 26.219 .993

PM3 1.209 .046 26.019 .987

재계약 의도

RC1 1.000 - - .944

.940
RC2 .992 .026 38.148 .949

RC3 .833 .037 22.524 .792

RC4 .867 .030 29.080 .876

chi-square/d.f. = 768.238/231,
GFI=.868, AGFI=.828, CFI=.953, TLI=.944, RMSEA=.078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값

(Ø²)보다 각 구성개념의 AVE 값이 클 때 확보되는 것으로

(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AVE > 
Ø²를 모두 충족하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상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3>

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초통계량, Pearson 상관관계 및 판별타

당성 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변  수 Mean S.E. 1 2 3 4 5 6 7

1. 브랜드 4.43 1.30 (.892) 　 　 　 　 　

2. 교육훈련 4.25 1.28 .679** (.904) 　 　 　 　

3. 제품 4.51 1.20 .716** .718** (.818) 　 　 　

4. 입지 4.58 1.20 .700** .629** .788** (.644) 　 　

5. 매장관리 5.51 .83 .149** .216** .194** .127* (.729) 　

6. 성과 4.07 1.26 .714** .668** .626** .633** .165** (.870)

7. 재계약 4.17 1.32 .738** .686** .682** .632** .143** .816** (.797)

<표 4>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주. ( )는 AVE값을 나타냄, ** p<0.01

3.3.2 신뢰성 검증

타당성이 확보된 요인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변수를 여러 문항으로 측

정할 경우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데, 사회과학분야에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6 이상으로 권고된다(Nunnally, 1967).
신뢰도분석 결과, 브랜드 명성(.971), 교육훈련(.965), 제품

(.923), 입지(.884), 매장관리(.877), 가맹점 성과(.947), 그리고 

재계약 의도(.93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요인으로 

집합된 측정 항목들의 Cronbach's α값이 모두 권장치를 상회

하여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연구가설 검증

3.4.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

부의 특성과 가맹점 성과 간의 관계를 상정한 가설 1과 가맹

점의 특성과 가맹점 성과 간의 관계를 상정한 가설 2를 검증

하였다. 이에 따른 최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통계량과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적합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GFI(.865), AGFI(.816), CFI(.956), 그리고 

TLI(.944)는 모두 권장치인 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077) 역시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맹본부의 특성

인 브랜드 명성이 가맹점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브랜드 명성은 성과에 유의수준 0.01에서 정(+)
의 영향(β=.355, t=5.56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지원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 1-2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훈련 

지원은 성과에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영향(β=.354, 
t=5.68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본부의 제품 지원이 가맹점 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 1-3 검증 결과, 제품 지원은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

맹본부의 특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가맹점의 특성인 입지 요인이 가맹점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 입지는 성과에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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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01에서 정(+)의 영향(β=.288, t=3.17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의 매장관리가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 2-2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 매장관리

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특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성과가 가맹점사업자의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가맹점 성과는 재계

약 의도에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영향(β=.798, t=16.296)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

표준
오차
(S.E.)

C.R. p값

H1-1
브랜드 명성 
→ 가맹점 성과 

.299 .355 .054 5.564 .000

H1-2
교육훈련 지원
→ 가맹점 성과 

.317 .354 .056 5.687 .000

H1-3
제품 지원
→ 가맹점 성과 

-.191 -.182 .099 -1.921 .055

H2-1
입지
→ 가맹점 성과 

.270 .288 .085 3.172 .002

H2-2
매장관리
→ 가맹점 성과 

.038 .025 .058 .657 .511

H3
가맹점 성과
→ 재계약 의도 

.962 .798 .059 16.296 .000

chi-square/d.f. = 727.697/220,
GFI=.865, AGFI=.816, CFI=.956, TLI=.944, RMSEA=.077

<표 5> 연구가설 검증 결과

3.4.2 조절효과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특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 그리고 가맹점 특성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이 경영자 경험이 없는 가맹점사업자보다 경험이 있는 

가맹점사업자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채택여부는 양

측검정의 유의수준 기준(α = 0.05, |t| > 1.965)을 적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조절변수인 경영자 경험이 비매트릭 변수

이므로 다중집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집

단 간 차이점을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Hair et al., 
2006), 변수 간 관계에 제약을 두지 않은 비제약모델과 변수 

간 관계에 제약을 둔 제약모델 간의 χ² 차이 검증을 통해 수

행된다. 분석 결과에서 χ² 차이에 대한 적합도가 존재할 경

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Matsuno & Mentzer, 
2000). 먼저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총 386개의 표본을 과거 경

영자 경험이 있는 집단(n=139)과 경험이 없는 집단(n=247)으
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두 집단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 경로계수를 free로 

둔 비제약모델(모델 1)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FI(.941), 
RMSEA(.064)로 나타나 두 집단이 데이터에 적합함을 확인하

였다. χ²값은 검정의 척도로 해석하지 않고 chi-square/d.f.= 
1130.97/440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모델 1에서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영자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영자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브랜

드 명성→가맹점 성과와 제품 지원→가맹점 성과의 2개 경로

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정(+)의 경로계수 값이 나타

났다. 경영자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제품 지원→가맹점 성

과와 매장관리→가맹점 성과의 2개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

에서 유의한 정(+)의 경로계수 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하

지 않은 경로는 조절효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설 

4-1, 가설 4-3, 그리고 가설 5-2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지원 및 입지와 가맹점 성과 간의 관계

에서 경영자 경험에 따라 경로계수 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두 집단 간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둔 

제약모델(모델 2; 교육훈련 지원→가맹점 성과, 모델 3; 입지

→가맹점 성과)을 분석하였다. 
모델 1과 모델 2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모델 1은 

모델 2보다 감소한 자유도의 크기를 상회할 만큼 χ²값이 충

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므로(△χ²=1.068), 모델 1보다 모델 3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교육훈련 지원이 가맹점 

<그림 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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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자 경험

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설 4-2는 기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델 1과 모델 3의 χ² 차이를 검증하였

으며, 분석 결과 모델 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χ

²=5.297 > χ².05(1)=3.84), 모델 1이 더 선호된다. 따라서 입지 

요인이 가맹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가맹점사업자

의 경영자 경험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종합하면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지원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

는 영향력은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영자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가맹점의 입지 요

인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경영자 경험이 없

는 집단보다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정(+)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자 경험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경  로
경험 有 집단 경험 無 집단 집단 간 차이

β C.R. β C.R. △χ² p값

H4-1
브랜드 명성
→ 가맹점 성과 

.125 1.192 .445 5.424** 4.255 .000

H4-2
교육훈련 지원
→ 가맹점 성과 

.423 4.011** .339 4.346** 1.068 .000

H5-1
입지 
→ 가맹점 성과 

.714 2.947** .177 1.814+ 5.297 .000

<표 6> 경영자 경험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주. + p<0.1, * p<0.05, ** p<0.0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

의 특성이 가맹점의 성과 및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자 경험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인식하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성과 교육훈련 지원은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크기는 각각 β

=.355, β=.354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가맹본부의 제

품 지원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통해 시장에서 브랜드 명성을 확고히 함과 동

시에 가맹점에 질 높은 교육훈련을 체계적인 시스템에 기반

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베이커리 산업의 경우 소비시장의 다양

화에 따라 본부의 브랜드 파워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기 때문이다(김민수 외, 2013). 더욱이 가맹점의 경영 능력 향

상을 위해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교육훈련 지원을 성실

히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

료 및 완제품 (반제품)을 지원해야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

스템이므로 본부의 제품 지원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기본

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제

품 지원은 이들에게 성과 향상에 대한 만족요인이기보다는 

불만족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유

의하지 않은 영향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가맹본부는 안정적인 식재 공급, 적정한 제품의 취급, 

소비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의 지속적 개발,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적절한 가격 설정 등과 같은 제품 지원 활동이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맹점의 특성인 입지 요인은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맹점의 매장관

리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지는 보증금, 권리금, 임대료, 그리고 인테리어비 등의 많

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영세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결정되면 이전이나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인석 외, 2016). 예를 들어 상권이 좋다

고 해서 반드시 입지조건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

적인 데이터와 전문성에 기초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 가맹점사업자는 하고자 하는 업종과 그에 

맞는 입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수집을 한 뒤 본사의 

전문적인 조언 하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

요가 있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비합

리적인 관행 및 횡포가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조인석 외, 
2016), 본사 차원에서도 전문 인력과 가맹점의 누적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상권분석 서비스를 가맹점에게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입지와 달리 매장관리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매장관리가 가맹점의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성과 결정변수들의 평균이 4.25~4.58 
(S.E.=1.20~1.32)에 분포한 반면, 매장관리는 평균 5.51 
(S.E.=0.83)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매장관리를 전반적으로 우수

하게 수행하고 있고 가맹점 간 격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의 제품 지원 요인과 마

찬가지로 매장관리가 시장에서 타 경쟁 점포 대비 낮은 수준

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맹점의 성과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관

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이커리 산

업 내에는 프랜차이즈 전체 산업 중에서 생존율이 높은 편인 

A업체와 A업체 대비 폐점률이 9배에 달하고 전체 산업 중에

서도 최하위권인 업체가 공존하고 있다(매일경제, 2015.02.09.). 
이와 같은 높은 폐점률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되어 신규 가맹점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장기적인 관계에서 함께 성

장하기 위해서는 본부가 신규 가맹점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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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가맹점의 성과 향상도 함께 고려하는 운영 방식으로 가

야한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분

석 결과와 같이 브랜드 명성, 교육훈련 및 입지 선정 지원 등

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의 입지 요인이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은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영자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 가맹점사업자가 창업하려

는 업종과 그에 맞는 입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토대로 본

부와 협의 하에 입지를 선정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경영 노하우나 지식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결국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성과 제고를 위해 예비 가맹

점사업자가 과거 경영자 경험이 있는가, 즉 그에 기반한 능력

과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험이 

없다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예비 창업자들 사이

에서 주요 창업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베이커리 프랜차이

즈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업종별로 가맹본부의 

지배구조와 가맹점사업자의 욕구 및 경영지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

는 성과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투입 대비 효

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즉,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베이커

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기존 가맹점 

관리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선택적 주의 사항을 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가맹점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가맹본

부와 가맹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동반성장이라는 사회

적 요구와 관련하여 그간 프랜차이즈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 본 연구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 역시 본부와 함께 성과 달성을 위해 입지 선정 

및 매장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랜차이즈 연구에서 잘 다루어

오지 않은 매장관리 요인을 가맹점 특성 변수로 살펴보고 실

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매장관리의 성과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매장용 부동산 기반의 

외식업이나 복합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베이커리 산업에서 매

장환경과 관련한 요인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

이 있다. 첫째, 다른 실증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횡단적 데이터

를 사용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 특성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평판 및 

지원 정책, 가맹점사업자의 입지 요인, 매장관리 수준 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연구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가맹점 특성으로서 입지 및 매장관리 요인

을 살펴보았음에도, 매장의 형태를 설문조사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표본의 매장 형태를 단일매장과 

복합매장으로 구분하여 성과에 대한 입지 및 매장관리 요인

의 상이한 영향력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연구에서는 가맹

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성을 상이하게 제시하여 특정 요

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일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

맹본부 및 가맹점의 특성을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통합된 특성 모델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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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Franchisors’ and Franchisees’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and Recontract Intention

in Bakery Franchi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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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ranchisors’ characteristics including brand reputation, training and product related support, 
franchisees’ characteristics including store location and management on the performance and recontract intention of franchisees in bakery 
franchise industry. Also, this study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EO experience of franchisees among the franchisors’ and 
franchisee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To empirically test these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from 386 respondents who are franchisees in the bakery franchise sector. In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SEM)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anchisors’ brand reputation, training support, and franchisees’ locational factor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franchisees positively. However, franchisors’ product related support and franchisees’ 
management of the store have not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formance. Second, the performance of franchisees has positive effect on 
the recontract inten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CEO experience is on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training support and the performa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good brand image and superior training system for franchisors 
to improve mutual ongoing growth. Also, franchisors should determine whether nascent franchisee entrepreneurs have CEO experiences to 
further improve performance. If they do not have related experiences, both opening and ongoing training supports of franchisors and the 
efforts of franchisees towards learning are requi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at both franchisors and franchisees should accurately 
analyze the conditions of possible locations and establish strategies to select beneficial location before starting a franchise business.

Keywords: Franchise, Brand Reputation, Franchisees, Store Location, Store Management, Performance, Recontract Intention, CE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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