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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최근 10여 년간 급성장해 온 커피전문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전 창업교육이 커피전문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을 통

해 점포의 업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입지를 선정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지, 혁신경영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였고, 궁극적으로 점포 

수익성으로 귀결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은 점포의 업종특성인 맛과 품질, 가격적절성, 메뉴다양성, 점포분위기 등과 점포의 입지특성인 적합성과 접근성, 그

리고 점포의 혁신경영인 배달영업과 SNS마케팅 활용 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수익성에 미치는 영

향은 업종특성 중 맛과 품질과 가격적절성, 입지특성 중 적합성, 혁신경영 중 SNS마케팅 활용 요인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가맹본부 및 정부정책의 유용한 자료로

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가맹본부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배달영업이 배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점포의 업종경쟁력, 점포의 입지경쟁력, 점포의 배달영업, 점포의 SNS마케팅, 점포 수익성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역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다. 

림스치킨, 롯데리아 등이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대 들어서 

KFC, 피자헛, 맥도날드 등 외국계 브랜드와 파리바게트, 투다

리 등 국내 브랜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후 ‘88서울올림

픽’을 거치면서 프랜차이즈 붐이 일기 시작하여 놀부보쌈, 원

할머니보쌈, 한솥도시락, BBQ치킨, 김가네김밥 등 많은 국내 

브랜드가 나타났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쉴 새 

없이 급성장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4631개, 브

랜드 수는 5741개, 가맹점 수는 24만8090개, 매출액은 119.7조 

원으로 국내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도 급성장을 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의

하면 2021년 9월 1일 현재 브랜드 수가 8388개로 크게 증가

했다. 가맹점 수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8년에 비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 속에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 또한 

많이 노정돼 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 중 하나는 가맹점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

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폐점률은 2017년 10.4%, 

2018년 10.6%, 2019년 10.9%로 매년 소폭 높아지는 추세이며, 

코로나 이후 폐점률은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은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본질이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가

맹점이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명 ‘복제사업’이라고 일

컬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은 프랜차

이즈 비즈니스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은 유행하는 업종에 많은 가맹

본부가 브랜드를 출시한 경우에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프랜

차이즈 시스템의 차별화 없이 브랜드가 난립하면 과당경쟁을 

하게 되고 유행이 지나가면 업종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

이 반복돼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각각의 업종마다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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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공은 가맹점 수익성이 

필요조건이고, 다수의 가맹점이 실패하는 프랜차이즈는 존재

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맹점 수익성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것이다. 

가맹점 수익성과 관련 특히 주목되는 업종 중 하나는 최근 

10여 년간 급성장해와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다. 

국내 원두커피 시장은 1999년 스타벅스가 서울 이화여대 앞

에서 1호점을 개설한 이후 커피빈, 할리스 등 몇몇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던 것이 2008년 카페베네의 등장 이후 아메리카

노 등 원두커피 붐이 일기 시작하여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

스, 파스쿠찌 등 대기업 브랜드와 탐앤탐스 등 중소기업 브랜

드가 대거 진출하면서 고급 원두커피 시장을 확장시켜 나갔

다. 2010년대 고급 원두커피 시장의 팽창 속에 틈새시장을 비

집고 중저가 원두커피인 이디야커피와 커피베이 등이 성장했

고, 저가 원두커피는 최근 몇 년간 선도 브랜드인 빽다방을 

필두로 메가엠지씨커피, 컴포즈커피, 더벤티 등이 커피전문점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커피전문점은 외식업 중 

비교적 점포운영이 쉽다는 장점과 남 보기 좋은 업종을 선호

하는 한국인 국민성과 더불어 시장에 진입하는 창업자들이 

최근 10년이 넘도록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향후 커피전문점도 그동안 유행하는 업종들에서 나타났

던 다산다사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장의 경고

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점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포의 특성이 차별화 되어 있어야 한다. 우

선 업종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점포 창업의 

특성상 상권 및 입지도 좋아야 하며, 영업 및 서비스 전략 또

한 경쟁력 요인이 있으면 유리하다. 또한, 점포를 인지하는 

신규 고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객이 

경쟁력 있는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규 고객을 유인할 수 있

는 마케팅 전략이 수반되어야, 고객의 반복적인 구매가 활성

화되면서 점포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

즈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 인식되는 점포의 특성인 업종특성과 

입지특성,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중 근자에 중요시되고 

있는 혁신경영특성을 살펴본다. 외식업인 커피전문점 업종특

성으로는 맛과 품질, 가격 적절성, 메뉴 다양성, 점포 분위기 

등을 들 수 있고, 입지특성은 주변 상권이 커피 잠재수요자가 

충분한가의 적합성과 점포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경영특성으로는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배달영업과 SNS홍보마케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포의 특성이 점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점포의 특성에 창업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자영업 창업 시

장이 이미 과당경쟁에 빠져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일자리 절대 부족의 시대에 창업이 은퇴자와 여

성, 청년 실업자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초보자인 이들에게 창업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창업교육이 점포 수

익성에 미치는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당

위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창업교육은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

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고 창업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교육이 점포의 혁신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차별화로, 

창업교육이 성공적인 점포의 변화를 이끄는 기회를 점주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 및 목적으로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

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된 500여 개 커피 프랜차이

즈 중에서 가맹점이 50개 이상 되는 30개의 브랜드를 선정하

여, 각 브랜드마다 약 20개의 가맹점씩, 총 6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한다. 그리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

업교육을 강화하고, 점포의 혁신경영을 함양하기 위한 가맹본

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정부와 학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프랜차이즈의 의의

2.1.1.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발전과정

프랜차이즈(franchise)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비와 로열티, 기

술이전료 등을 지불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상품, 기술, 

교육, 영업방식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노하우를 제공

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Shane, 2005). ‘프랜차이즈(franchise)’라

는 단어는 ‘자유를 주다(to free)’라는 의미의 고대 프랑스어인 

‘franc', 또는 'francher'에서 유래된 것으로 가맹본부(franchisor)

가 가맹점(franchisee)에게 계약을 통해 일정한 사업권한을 부

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19C 중

반 독일과 미국에서 태동해서 서서히 발전하다가 1950년대 

미국에서 KFC, 맥도날드, 피자헛 등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렸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자본주

의 경제가 득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갔다. 한국 역

시 1980년대 미국의 선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

들이 다수 유입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국내 브랜

드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프랜차이즈 양적 팽창 시대를 열었

다. 그 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늘어난 실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뛰어들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

는 계기가 됐고, 그 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질적으로 보

다 성숙한 프랜차이즈산업 시대로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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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프랜차이즈 선도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아 한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

고 있다. 2019년에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 프랜차이

즈 가맹본부 수가 약 3.5배에 이르며(산업통상자원부, 2019),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명목 GDP의 약3% 해당하는 

수치보다 높다(Cherry, 2018). 

2.1.2. 프랜차이즈 사업(franchise business)의

가맹점 수익성의 중요성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의 수익성은 동일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성장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맹점 수익성이 높으면 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맹본부도 로열티 및 물

류수익의 증가, 가맹점 확산 등으로 이익을 보게 돼 브랜드 

발전에 재투자도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 수익성 증가는 건

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돼 거시적으로 국가경제 측면

에서 본다면 자영업의 건실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 원리인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

자 간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맹점 수

익성을 어떻게 제고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2.2. 창업자의 창업교육

교육훈련은 조직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 효율성

을 증가시키는데 있다(Stricker et al., 1990). 즉,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는 창업교육을 통해 점포의 효율성이 증대된

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점포의 

효율성 증가를 통해 상호 이윤극대화에 도움을 주게 되므로 

교육훈련은 생산성 증대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요인

이다(윤애은, 2015). 

이처럼 창업교육은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제고시켜 창업성공

률을 높여준다. 창업교육에는 크게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모두 창업자의 점포운영 능력을 함양시켜 주

는 요소다. 창업교육을 통해 점포 창업자는 업종과 입지를 선

정하는 안목을 키우고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과적인 영

업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특히, 창업자가 독립적

으로 창업하지 않고, 가맹점 창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

로 가맹본부의 창업교육 능력이라는 점은 가맹점 창업자의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처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고 초보창업

자의 진입이 많은 업종의 경우는 가맹점 창업자의 교육 효과

성이 높은 것이 점포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성

을 높여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서비스 전략에 대한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근자에 한국인들이 

편의성을 점점 더 중요시 여기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

고,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발달하고 있어 배달영업 매출

이 점포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

으며,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SNS마케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

다는 측면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춘화 외(2013)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창업스킬 즉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박영수·고재윤(2011)은 창업교육은 업종별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박원순(2015)과 

이상헌(2014)은 창업교육이 상품 지식을 높인다고 했고, 윤애

은(2015)은 창업교육으로 제품관련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로 창업교육이 커피전문점의 업종특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박원순(2015), 장재남(2010), 이오준(2011) 등은 가맹본부의 

창업교육과 지원에 의한 상권 및 입지선정, 점포개발이 중요

하다고 하였고, 박원순(2015)은 가맹점의 창업교육 내용 중 

SNS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춘화 외(2013)는 창업

교육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창

업교육으로 커피도 배달한다는 혁신적 사고를 가질 수 있고, 

SNS홍보마케팅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창업교

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된다. 이론교육은 강의실

에서 강사의 강연을 통해 아이템의 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점포입지 및 상권분석, 법률 및 

회계 관련 지식, 인력관리, 창업가로서의 자세, 기업가정신 등

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사례 등을 배우고 상호 토론을 한다

(김춘화 외, 2013). 즉, 창업교육 기관이나 가맹본부에서 커피

전문점 업종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 분석, 고객관리 및 서비스 

마인드, 원가관리, 변화와 혁신전략, 매출의 다각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실습교육은 이론교육과 함께 일반적으로 창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교육법으로, 교사의 시범법이 가장 대표

적이다(김춘화 외, 2013). 시범법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반응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

범을 보이고 학생이 이를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커피전문점 

실습교육은 커피전문점 창업자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로 점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모든 

것을 연습한다. 가맹본부 실습장에서 점포의 시설장비와 똑같

은 시설 장비를 갖추고 반복된 실습을 통해 손에 익을 정도

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실습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실습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직접 직영 점포나 가맹 

점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실무까지 마쳐야 실습교육의 효과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지 않고 창업교육 단독 변수

로 측정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창업교육 기관에서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창업 피교육자 

역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함께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일

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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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커피전문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맹점 매출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가장 일

반적으로 드는 것은 업종특성과 입지특성, 그리고 영업 및 마

케팅 전략이다. 업종의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고객의 방문

이 증가할 것이고, 점포 주변의 상권이 커피 잠재수요자가 많

고, 점포입지가 접근하기 편리하면 많은 고객의 방문으로 이

어질 것이다. 또한, 점포의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역시 가맹점 

매출에 미치는 요소인데 특히, 최근에는 점포도 혁신경영을 

해야 경쟁이 치열한 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의 혁신경영으로 최근에 부

상되는 중요한 요소로 SNS홍보마케팅과 배달영업을 들 수 있

다. 점포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SNS를 통한 홍보마

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모바일 시대에 자영업의 중

요한 성공 요인이다. 배달영업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는 영업방법으로 이제 커피도 배달해 먹는 시대가 되

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포의 혁신경영은 기존

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이고 그러한 가맹점주는 얼리어답터가 되는 것이다. 

2.3.1. 커피전문점의 업종특성

커피전문점의 업종특성으로 백다혜(2016)는 메뉴의 맛과 품

질, 메뉴의 다양성, 가격 적절성, 점포 분위기 등을 들었다. 

백다혜(2016)의 업종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이론 및 선

행연구를 살펴본다. 

2.3.1.1. 맛과 품질

업종특성 중 커피의 맛과 품질을 고객의 선택속성으로 본 

연구는 노행의(2016), 전진주(2013), 정정임(2011), 최성임 외

(2010), 고재윤·서혜진(2009), 변광인 외(2009), 은혜원(2008), 

정영우(2006)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모두 

커피원두의 맛과 향, 신선도가 고객 유인의 요인이 된다고 하

였다. 국내 커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커피원두의 수급이 원활

해졌고, 이러한 커피원두 유통의 발달로 과거 일명 ‘다방커

피’라 불리었던 믹스커피 대신 커피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즐

기는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커피 맛과 

품질이 업종특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2.3.1.2. 메뉴의 다양성

업종특성 중 커피 메뉴의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노행의

(2016), 전진주(2013), 변광인 외(2009), 은혜원(2008) 등이 있

고, 메뉴의 다양성이 고객 선택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다만, 전진주(2013)는 음료 메뉴 외의 다양성은 고

객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백다혜 

2016).

이제 커피전문점은 단순히 커피 및 음료만 판매하지 않고, 

디저트, 베이커리, 샌드위치, 토스트 등 다양한 먹을거리도 판

매하는 카페로 변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뉴의 다양성

은 고객의 선택 속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2.3.1.3. 가격의 적절성

업종특성 중 가격의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진주(2013), 

변광인 외(2009), 고재윤·서혜진(2009), 은혜원(2008) 등의 연구

가 있고, 이들 연구는 가격의 적절성이 고객의 선택속성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ristensen & Raynor(2003)은 저서 ‘혁

신기업의 딜레마’에서 시장의 가치 기준이 기능, 신뢰감, 사용 

편의성, 가격으로 옮겨간다고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가격의 

적절성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2.3.1.4. 점포 분위기

업종특성 중 점포분위기를 고객의 선택속성으로 한 선행연

구는 전진주(2013), 변광인 외(2009), 김홍범 외(2009), 은혜원

(2008), 정영우(2006) 등이 있다. 커피는 단순히 식음료에만 국

한되지 않고, 문화생활로 간주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커

피전문점들이 경쟁 수단으로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서비스

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듯이(김일호, 2013), 점포 디자인 및 

인테리어 등 점포 분위기는 고객의 점포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2.3.2. 커피전문점의 입지특성

점포의 입지특성이란 점포가 위치한 곳의 주변 상권을 배경

으로 하는 잠재고객의 수, 접근성과 가시성 등이 점포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특성이다. 즉, 업종 경

쟁력이나 브랜드 경쟁력, 그리고 점포의 마케팅 및 서비스 경

쟁력 등 점포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점포

입지만으로 점포매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할 때의 장단점

을 일컫는다. 이러한 점포 입지특성은 업종과 입지의 궁합, 

업종에 따른 점포규모의 결정, 창업비용의 문제 등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초보창업자의 경우 고객을 점

포까지 유인하는 창업 노하우가 부족해 점포입지에 따라 점

포매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점포 입지특성이 

창업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배홍철(2012)에 의하면 입지는 상권(market area)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권이란 시장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 활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소비자의 공간선호의 범위를 말한

다. 상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모여 있는 상가 전체에 고객이 

오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어떤 사

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존재해 있는 시간

적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즉, 상권은 상행위의 영향이 미치

는 범위로서 주 고객층이 거주하는 공간을 표현한 권역을 나

타내는 면의 개념이라면, 입지는 점포가 위치한 장소로서 그 

면내에 개별 점포가 위치한 특정의 점의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최유정(2013)은 점포창업이 입지 의존성이 높다고 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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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매출은 점포가 위치하는 입지의 특성에 따라 즉, 입지의 접

근성, 가시성(인지성), 위치성, 군집성 등을 비롯해, 도로, 상

권규모, 상권의 질, 교통과 통행량, 유동인구 등에 따라서 정

해진다(배홍철, 2012)고 했다. 백다혜(2016)는 커피전문점 입지

특성으로 적합성, 접근성, 가시성을 제시했다. 적합성은 넬슨

의 소매입지이론과 이상윤의 상권분석론에 따르면 인구수, 소

득, 소비지출내역, 교통량, 유동인구, 연령 및 직업 등이 업종

에 적합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백다혜 2016). 접근성은 교

통의 편의성, 횡단보도 및 도로여건, 주차 공간, 그리고 대형

마트, 병원, 학교 등 2차 방문지와의 근접성을 제시했고, 가시

성은 점포가 매장규모, 전면너비, 간판시선, 점포가 보이는 정

도 등 점포가 가시적으로 고객의 시선을 끄는 정도라고 했다

(백다혜, 201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백다혜

(2016)의 연구를 기본으로 커피전문점의 입지특성을 적합성, 

접근성, 가시성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다만 백다혜(2016)의 연구가 적합성, 접근성, 가시

성을 각각의 변수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들 세 가지 변수

에 대한 설문문항 중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상관관계가 

높아 적합성과 접근성 두 가지 변수로만 구별한다. 적합성은 

주변 상권이 커피에 대한 잠재 수요층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나타내며, 접근성은 점포에 대한 접근 편의성으로 가시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2.3.3. 커피전문점의 혁신경영

조지프 슘페터에 의하면 ‘혁신(innovation)’을 일상적인 활동

에서 벗어나 인적 물적 요소를 새롭게 결합하여 완전히 다른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시장 내 경쟁자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하고 도전하는 자세와 행동력을 말한다. 이러한 혁신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상 가맹점은 독자적인 점포운영 형태

보다 가맹본부의 관리와 지도하에 점포운영을 하는 것이 점

포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면 충돌하고 모

순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창업환경이 변화무쌍하

고, 트렌드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다는 점, 1코노미 개

성 시대에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본

다면 점포의 혁신경영의 발휘는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

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맹본부 또한 과거처럼 가맹점에 

단순화와 동일성만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빠른 변화에 가

맹본부와 함께 가맹점도 대응해나가길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의 혁신경영은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점포의 혁신경영은 트렌드에 맞게 남보다 먼저 시

도하는 진취성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점포 경쟁력을 높

여나가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온리(only)' 시대

를 맞아 점포 마케팅도 SNS활동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특

히 배달영업은 일종의 문화사업이라는 커피업종과는 모순되

는 측면이 있는데, 커피 배달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배

달영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점포 혁신경영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2.3.3.1. 배달영업

혁신경영특성 중 최근 떠오르는 요소는 배달영업이다. 점포

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점포 영업전략, 

즉 영업방법도 들 수 있는데, 구매력에 의한 원가율, 고객 서

비스 만족도가 일반적인 영업전략이라면, 홀 및 테이크아웃 

매출과 배달영업 매출은 매출 다각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특히 1인 가구의 급증과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현상으

로 외부와의 접촉이 줄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이 

크게 늘어나 배달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 배달영업 매출이 점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봄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스타벅스 등 커피배달을 시작하는 브랜드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커피산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기회로 배달사업의 활성화를 드는 연구도 나

타나고 있다(송은영·김광진, 2020). 이러한 배달영업 확산은 

배달기사의 부족 등 배달비용 증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늘어난 매출이 배달비용 등 원가상승 부분을 제외하고도 점

포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향

후 커피전문점 점포 창업자들의 영업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달

영업 매출이 점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연

구의 독창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2.3.3.2. SNS홍보마케팅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공통의 특정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

비스이다(곽비송, 2013).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NS를 통

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하여 정보가 실시

간으로 공유되고 유통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문성식, 2014). 과거 미디어 환경에서

는 기업이나 고객이 서로 단방향 소통이었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는 기업과 고객이 쌍방향 소통을 하고, 새로운 미디

어인 SNS가 기반이 되고,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시공간적 한계가 없어지

고 있다(전재용, 2017). SNS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발

전, 2018년 이후 5G 상용화 등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SNS 이용률이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며, 모

바일 인터넷 이용률, 모바일 SNS 이용률, 모바일 쇼핑 이용률

까지도 높아지며 새로운 SNS 플랫폼에서의 유통과 쇼핑시장

이 형성 되고 있다(윤성임, 2018). 즉, SNS를 통해 정보를 교

환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기능은 

물론 금융, 쇼핑까지 가능한 토탈 플랫폼으로 발전, 진화하면

서 우리 삶에 끼치는 SNS의 영향력도 더 커져가고 있다.

SNS 활용은 스마트폰 보급률,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률, 모

바일 쇼핑과 아주 밀접하다. SNS는 소수의 고객이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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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다수의 고객

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김상범·김홍근, 2018), 언제 어디서

나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환경은 소상공

인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좋은 온라인 마케팅 기회이

므로 SNS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전재용, 

2017). 

이러한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은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 점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전단지를 돌리거나 상가책자 등에 광고를 하는 방

식은 그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커피전문점도 점포가 

입지한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

팅을 실시하는 것이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2.4. 가맹점 수익성

점포의 수익성은 점포매출 및 영업이익, 투자금액 대비 수

익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 등 점포의 재무적 성과를 

말한다.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료로는 매출액 증가율, 투

자수익률, 시장점유율, 현금유동성, 자본수익률, 총자산증가율 

등을 제시했고(김춘화 외, 2013), 재무적 성과 측정치로 매출

액, 수익성 등이 주로 활용된다고 했다(박상익, 2009).

창업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익성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데, OECD통계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영업 

비중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6번째로 높

았으며, OECD중 경제 수준이 높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

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영업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점포의 

수익성에 민감한 생계형 창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창업자가 과거처럼 수익성에 절대적 

가치를 두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

의 강도가 낮은 업종이나 남 보기에 좋은 업종, 즉 커피전문

점 같은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동일한 커피전

문점이라면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선호할 것이다. 

이처럼 점포의 수익성은 가맹점 창업자의 중요한 선택기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맹점 창업자의 창업교육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 점포의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포의 업종특성과 

입지특성, 혁신경영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업종특성을 맛과 

품질, 메뉴 다양성, 가격 적절성, 점포 분위기 등 4개 변수로 

한다. 그리고 입지특성에 대해 적합성과 접근성의 2개 변수로 

하며, 혁신경영은 배달영업과 SNS마케팅활용의 2개 변수로 

한다. 종속변수는 점포의 수익성으로 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 점포의 수익성

맛과품질

점포 업종 특성

가격적절성

점포분위기

메뉴다양성

적 합 성

점포 입지 특성

접 근 성

배달영업

혁신경영

SNS마케팅활용

<그림 1> 연구의 모형

3.2. 가설설정

3.2.1.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이 점포의

업종특성에 미치는 영향

윤애은(2015)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교육인 브

랜드교육, 제품관련교육, 점포운영관련교육, 경영정책설명 등

의 교육요인은 가맹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

민 외, 2007)고 했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사후관

리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우호적이며 만족스러운 관계

로 발전할 수 있고 교육지도를 통한 상호 정보교환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운영능력을 키운다(황춘기·안치언, 2005). 

커피전문점은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맛과 품질, 가격, 메뉴 다양성, 점포 분위기 등에 차별화 요소

가 없다면 점포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메뉴 개발 전문가와 점포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 

및 청결 마인드 교육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업종특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1: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맛과 품질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가격적절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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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메뉴다양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점포분위기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이 가맹점

포의 입지특성에 미치는 영향

점포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업종과 입지의 조화, 업종

에 적합한 점포 영업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업종과 궁합이 맞는 입지특성을 갖춘 점포

를 선정하는 안목을 길러주고, 업종과 입지에 적합한 영업 전

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단편적으로 업종에 대한 

교육을 잘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입지특성을 잘못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업종과 입지특성에 맞지 않는 영업 

및 마케팅 전략도 무의미해진다. 권용석(2020)의 연구에서는 

성공한 가맹점주 모두 창업준비 단계에서 입지의 중요성은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인지하지만 입지 선정 능력이 부족하

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창업 단계에서 창업교육은 필요하

다고 강조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은 입지특성이 중요하다. 백

다혜(2016)는 입지특성이 점포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노승인(2018)은 입지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Fost & Mitchell(1992), 정진우

(2008), 장혁래 외(2013), 박원순(2015) 등은 가맹본부가 가맹

점포의 입지특성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컨설팅이 점포의 입지

특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입지특성에 대한 교육은 이론적

인 설명이나 컨설팅뿐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습교

육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 2: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입지특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1: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입지특성 중 적합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입지특성 중 접근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이 가맹점

포의 혁신경영에 미치는 영향

김춘화 외(2013)는 창업교육은 창업스킬을 체계적으로 교육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혁신성과 도

전정신을 심어준다. 창업교육을 통해 시대와 트렌드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 점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세워

야 점포의 내부 역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마

케팅 시대, O2O 시대에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광고홍

보와 배달영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창업교육의 내용으로 부상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혁신경영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배달영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SNS마케팅 활용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4. 가맹점포의 업종특성이 점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이태원(2005), 정영우(2006), 전진주(2013), 노행의

(2016), 백다혜(2016) 등의 연구에 따라 점포의 업종특성을 점

포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본다(백다혜, 2016). 

노행의(2016)는 커피 맛, 커피 향기, 메뉴 다양성이 고객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고 하였으며, 고객만족은 매출과 

연결될 수 있다. 백다혜(2016)는 커피전문점의 업종특성 중 

메뉴의 다양성, 점포분위기, 가격적절성이 점포의 수익성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메뉴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고 했다. 업종특성 중 각각의 요인이 점포의 수익

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창업자가 커

피전문점의 업태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러한 논리를 근거로 가설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4: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의 업종특성은 점포의 수

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맛과 품질은 점포의 수익

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가격적절성은 점포의 수익

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메뉴다양성은 점포의 수익

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4: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중 점포분위기는 점포의 수익

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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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가맹점포의 입지특성이 점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가맹점포 입지선정을 잘못하면 매출이 부진해지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상권분석과 입지선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장재남 

2010). 가맹점주 역시 상권과 업종에 맞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점포의 수익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입지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박원순(2015)은 상권분석과 입

지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의 재개발, 건물의 재건축 및 위법성, 

허가취득유무, 정화조, 전기증설, 간판설치 등의 문제와 해당 

건물의 부동산 권리분석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

다고 했다. 이러한 분석 없이 가맹점을 개설하면 실패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권의 크기와 입지는 가맹점 성과에 큰 

영향을 주며,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포 입지에 신중해야한다

(강병오 외, 2009). 백다혜(2016)는 입지특성을 적합성, 접근성, 

가시성으로 나누고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점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논거를 통해 본 연구는 입지특성 중 적합성과 접

근성 요인이 점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가설 5: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의 입지특성은 점포의 수

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가맹점포의 입지특성 중 적합성은 점포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2: 가맹점포의 입지특성 중 접근성은 점포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가맹점포의 혁신경영이 점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커피전문점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홀 

판매, 테이크아웃 판매, 배달영업이 그것이다. 최근에 전 업종

에서 배달이 강화되면서 배달영업이 점포의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 정도

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커피전

문점도 배달영업을 시작하는 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배달과 점포 수익성의 상관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배달

이 매출의 다각화 전략이라면, SNS마케팅 활용은 새로운 광

고홍보 방법이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다양한 SNS 방법이 

등장하면서 이제 SNS를 통한 마케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의 혁신경영은 점포의 수

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1: 가맹점포의 혁신경영 중 배달영업은 점포의 수익성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2: 가맹점포의 혁신경영 중 SNS마케팅 활용은 점포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가맹점의 창업교육은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제반 교육뿐 아니라 가맹점이 해당 커피전문점 창

업을 하기 전에 공공 및 민간 창업 교육기관에서 받은 창업

교육 전부를 포괄한다. 또한 창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으로 구분하지 않고, 강의실이나 현장에서 창업 이론과 마음

자세, 실무능력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점포의 업종특

성은 ‘맛과 품질’, ‘가격 적절성’, ‘메뉴 다양성’, ‘점포 분위기’ 

등으로 커피전문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요인

으로 선정하였다. 소비자는 커피전문점을 선택할 때 이 네 가

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다. 점포의 입지특성은 적합성과 접근성으로 구분한다. 적합

성은 점포 주변 상권이 응답자의 커피전문점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많은가에 대한 것이다. 인구밀도, 유동성, 소득수준 등

에 따라 점포 주변의 잠재 수요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적

합성에 따라 커피가격, 점포 분위기, 홀 위주 매장인지 테이

크아웃 위주 매장인지가 달라질 것이다. 접근성은 교통의 편

의성, 역세권, 주차공간 등 커피전문점을 방문하기가 얼마나 

편리한지를 의미한다. 혁신경영은 ‘배달영업’과 ‘SNS마케팅’ 

두 가지 변수로 선정하는데 이는 최근 커피전문점의 혁신적 

영업 및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

이다. 코로나19 이후 커피도 배달 주문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SNS를 통한 광고홍보활동은 자영업 점포의 마

케팅 전략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점포의 수익성은 재

무적 성과인 매출액, 투자수익률, 순이익 등으로 측정한다. 창

업자가 경쟁점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성이

다.

이와 같은 모든 변수는 설문문항에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을 측정하였다. 변수 각각의 측정 항목은 1점(매우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사이의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변수명 조작적 정의 출처

창업교육

가맹점 창업전에 창업교육기관이나 

가맹점 계약 후에 가맹본부에서 받았던 

창업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Garavan &

O'Cinneide (1994),

Hostager &

Decker(1999)

손영훈(2012),

김춘화 외(2013)

점포 

업종 

특성

맛과 품질
커피 및 음료와 디저트 등 각각의 

먹을거리의 맛과 품질에 대한 점주 인식 고재윤·서혜진

(2009),

백다혜(2016)
가격  

적절성

맛과 품질, 서비스 대비 고객의 

가격만족에 대한 점주 인식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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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조사방법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된 

500여 개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맹점이 50개 이상 되는 

30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각 브랜드마다 약 20개의 가맹점

씩, 총 6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총 망라하여 조사하였으며, 

점포를 직접 창업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며, 점장이나 매

니저 혹은 창업자 가족 등은 설문조사에서 배제하였다. 2021

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설문지를 배포해 회수하였다. 회

수된 535개의 설문지중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46개를 제외하고 총 489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Ⅴ. 실증 분석 결과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과 같

다. 성별은 남성이 35.4%(173명), 여성이 64.6%(316명)으로 여

성이 더 많았고, 연령은 40대가 32.5%(159명)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소재지역은 서울이 46.4%(227명)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경상북도가 각각 14.9%(73명)로 나

타났다. 창업을 한 경력은 ‘창업 후 3-5년 이하’가 24.5%(120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창업 후 1-3년 이하’가 

23.1%(113명), ‘창업 후 5-7년 이하’가 21.5%(105명) 순으로 나

타났다. 매장 규모는 ‘20평 이상-50평 미만’이 37.8%(18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평 이상-20평 

미만’이 31.1%(152명), ‘10평 미만’이 28.0%(137명), ‘50평 이상

-100평 미만’이 3.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는 ‘1

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이 46.2%(22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이 29.2%(143명)로 

나타났다. 가맹점포를 선택한 동기는 ‘수익성’이 52.6%(257명)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가 33.5%(164명), ‘과거 직업과의 연관성’이 

7.2%(35명), ‘산업의 안정성’이 4.7%(23명), ‘고객 서비스성’이 

2.0%(10명) 순으로 나타났다.

5.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창업교육, 점포 업종특성, 점포 입지

특성, 혁신경영, 점포수익성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

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2259.557(p=0.000, 

df=1122), RMR=0.03, GFI=0.836, NFI=0.863, IFI=0.926,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73 35.4

여성 316 64.6

연령

20대 91 18.6

30대 111 22.7

40대 159 32.5

50대 96 19.6

60대 이상 32 6.5

소재지역

서울 227 46.4

경기 73 14.9

강원도 24 4.9

충청북도 7 1.4

충청남도 15 3.1

경상북도 73 14.9

경상남도 15 3.1

전라북도 2 0.4

전라남도 46 9.4

제주도 7 1.4

업력

창업 후 1년 미만 97 19.8

창업 후 1-3년 이하 113 23.1

창업 후 3-5년 이하 120 24.5

창업 후 5-7년 이하 105 21.5

창업 후 7년 이상 54 11.0

매장규모

10평 미만 137 28.0

10평 이상-20평 미만 152 31.1

20평 이상-50평 미만 185 37.8

50평 이상-100평 미만 15 3.1

매출규모

1천만 원 미만 114 23.3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226 46.2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143 29.2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6 1.2

선택동기

수익성 257 52.6

고객 서비스성 10 2.0

고급스런 브랜드 이미지 164 33.5

산업의 안정성 23 4.7

과거 직업과의 연관성 35 7.2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메뉴 

다양성

커피 및 음료 외에 메뉴의 다양성 및 

차별화, 신메뉴 출시의 빈도

점포 

분위기

인테리어 및 아웃테리어 디자인, 편안함 

등 콘셉트의 차별화

점포입

지특성

적합성
점포 주변 상권에 잠재고객이 많고, 소득 

및 소비 수준과 유동인구에 대한 점주 인식
전진주(2013),

백다혜(2016)

접근성
도보 및 교통의 편리성, 근린생활시설과의 

인접성, 주차의 편의성에 대한 점주 인식

혁신 

경영

배달 영업

배달주문이 편리하고 배달이 신속 

정확한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의 

적정성에 대한 점주 인식 박민서·

배현주(2020),

윤성임(2018)SNS

마케팅 

활용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SNS마케팅이 

고객과의 소통과 점포 이미지 및 

인지도를 높이는지에 대한 점주 인식

점포의 

수익성

비슷한 규모의 경쟁점포와 비교하여 

점포의 매출, 순이익률, 투자금 대비 

수익률 등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점주 인식

백다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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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0.919, CFI=0.926, RMSEA=0.046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

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표 3>). 

창업교육, 점포 업종특성, 점포 입지특성, 혁신경영, 점포수

익성의 CR(개념신뢰도, 기준치 0.7)과 AVE(평균분산추출지수, 

기준치 0.5) 신뢰도 값은 각각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4>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80에서 0.832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p) df RMR GFI NFI IFI TLI CFI RMSEA

2259.557

(p=0.000)
1122 .030 .836 .863 .926 .919 .926 .046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p<.001

5.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따라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피어슨 상

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표 5>).

한편 상관계수가 0.90이상일 경우 두 개의 변수가 거의 같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에 관한 

상관관계행렬의 경우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왜도 및 첨도가 ±5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Path S.Tβ S.E. t-value
개념

신뢰도
AVE

창업교육

→ 창업교육1 .608 Fix -

.944 .629

→ 창업교육2 .594 .065 14.596***

→ 창업교육3 .581 .084 10.889***

→ 창업교육4 .604 .082 11.232***

→ 창업교육5 .778 .092 13.530***

→ 창업교육6 .708 .088 12.66***

→ 창업교육7 .761 .090 13.319***

12.966***.091.732창업교육8→

13.341***.088.762창업교육9→

13.298***.089.759창업교육10→

점

포

및

업

종 

특

성

맛과 

품질

→ 맛과품질1 .680 Fix -

.931 .731

→ 맛과품질2 .667 .063 16.528***

→ 맛과품질3 .788 .083 15.373***

→ 맛과품질4 .775 .081 15.158***

→ 맛과품질5 .832 .081 16.077***

가격

적절성

→ 가격적절성1 .680 Fix -

.916 .685

→ 가격적절성2 .797 .086 15.543***

→ 가격적절성3 .819 .083 15.903***

→ 가격적절성4 .767 .084 15.054***

→ 가격적절성5 .763 .089 14.987***

메뉴

다양성

→ 메뉴다양성1 .688 Fix -

.908 .712
→ 메뉴다양성2 .787 .075 15.398***

→ 메뉴다양성3 .791 .077 15.45***

→ 메뉴다양성4 .823 .076 15.959***

점포

분위기

→ 점포분위기1 .583 Fix -

.888 .614

→ 점포분위기2 .625 .096 10.989***

→ 점포분위기3 .651 .093 11.285***

→ 점포분위기4 .639 .094 11.142***

→ 점포분위기5 .580 .095 10.398***

점

포

입

적합성

→ 적합성1 .777 Fix -

.897 .685→ 적합성2 .686 .059 15.331***

→ 적합성3 .759 .055 17.233***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

지

특

성

→ 적합성4 .771 .057 17.546***

접근성

→ 접근성1 .736 Fix -

.906 .707
→ 접근성2 .819 .064 17.557***

→ 접근성3 .772 .064 16.487***

→ 접근성4 .742 .065 15.798***

혁

신

경

영

배달영업

→ 배달영업1 .670 Fix -

.937 .751

→ 배달영업2 .818 .079 15.717***

→ 배달영업3 .759 .078 14.765***

→ 배달영업4 .822 .080 15.766***

→ 배달영업5 .771 .082 14.969***

SNS

마케팅

활용

→ SNS활용1 .749 Fix -

.926 .715

→ SNS활용2 .776 .064 17.243***

→ SNS활용3 .750 .060 16.614***

→ SNS활용4 .782 .061 17.402***

→ SNS활용5 .781 .059 17.368***

점포

수익성

→ 점포수익성1 .821 Fix -

.920 .792→ 점포수익성2 .832 .052 20.343***

→ 점포수익성3 .804 .048 19.523***

1 2 3 4 5 6 7 8 9 10

1 1

2 .566** 1

3 .424** .379** 1

4 .500** .513** .538** 1

5 .676** .593** .526** .482** 1

6 .567** .563** .243** .434** .542** 1

7 .551** .560** .204** .447** .531** .755** 1

8 .589** .640** .503** .527** .623** .486** .453** 1

9 .555** .674** .337** .568** .565** .600** .638** .573** 1

10 .496** .612** .177** .401** .507** .585** .588** .498** .681**

평균 3.66 3.61 3.19 3.45 3.59 3.83 3.84 3.52 3.64 3.79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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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1. 창업교육

점포 업종 특성: 2. 맛과 품질, 3. 가격적절성, 4. 메뉴다양성, 5. 점포분위기

점포 입지 특성: 6. 적합성, 7. 접근성

혁신 경영: 8. 배달영업, 9. SNS마케팅 활용

10. 점포의 수익성

5.4.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2937.406(p=0.000, 

df=1151), RMR=0.041, GFI=0.783, NFI=0.822, IFI=0.884, TLI= 

0.876, CFI=0.883, RMSEA=0.056 등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

합도 지수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p) df RMR GFI NFI IFI TLI CFI RMSEA

2937.406

(p=0.000)
1151 .041 .783 .822 .884 .876 .883 .056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

포의 업종특성인 맛과 품질(β=0.783, t=10.939, p<0.001), 가격

적절성(β=0.552, t=8.978, p<0.001), 메뉴다양성(β=0.674, 

t=10.175, p<0.001), 점포분위기(β=0.919, t=10.653, p<0.001)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

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가맹점포의 

입지특성인 적합성(β=0.759, t=11.530, p<0.001)과 접근성(β

=0.746, t=10.853, p<0.001), 가맹점포의 혁신경영인 배달영업

(β=0.756, t=10.690, p<0.001), SNS마케팅 활용(β=0.779, 

t=11.562, p<0.001)에도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의 업종특성, 입지특성, 혁신경영이 

점포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의 업종특성 중 맛과 품질(β=0.202, t=3.231, p<0.001), 가

격적절성(β=0.206, t=4.553, p<0.001) 요인과 입지특성인 적합

성(β=0.174, t=2.854, p<0.01) 요인, 혁신경영인 SNS마케팅 활

용(β=0.491, t=7.480, p<0.001) 요인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p<.0

<그림 2> 연구 결과

Ⅵ. 결론

6.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창업교육이 

커피전문점의 업종특성, 입지특성, 혁신경영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고, 업종특성, 입지특성, 혁신경영이 점포의 수익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가설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사전 창업교육은 점포의 업종

특성 하위변수인 맛과 품질, 가격적절성, 메뉴다양성, 점포분

위기 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결과로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커피전문점과 같은 외식업의 경우 

무엇보다 업종 경쟁력이 있어야 점포 매출에 유리하다는 결

과를 도출한 것을 보더라도 맛과 품질, 가격, 메뉴, 인테리어

표준

편차
.545 .563 .665 .649 .532 .627 .651 .570 .621 .647

왜도 .273 .352 .092 .064 .360 -.180 .075 .193 -.010 -.156

첨도 -.002 .138 .444 .507 .016 .101 -.534 -.039 .077 .532

가설 Path S.T β S.E. C.R. P Sig.

1-1

창업교육요인

→ 맛과 품질 .783 .069 10.939*** .000 Sig

1-2 → 가격적설정 .552 .067 8.978*** .000 Sig

1-3 → 메뉴다양성 .674 .077 10.175*** .000 Sig

<표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1-4 → 점포분위기 .919 .085 10.653*** .000 Sig

2-1 → 적합성 .759 .086 11.530*** .000 Sig

2-2 → 접근성 .746 .082 10.853*** .000 Sig

3-1 → 배달영업 .756 .070 10.690*** .000 Sig

3-2 → SNS마케팅활용 .779 .082 11.562*** .000 Sig

4-1 맛과 품질 →

점포의수익성

.202 .082 3.231** .001 Sig

4-2 가격적설정 → .206 .053 4.553*** .000 Sig

4-3 메뉴다양성 → .044 .056 .859 .391 No Sig

4-4 점포분위기 → .084 .137 .799 .424 No Sig

5-1 적합성 → .174 .060 2.854** .004 Sig

5-2 접근성 → .096 .063 1.639 .101 No Sig

6-1 배달영업 → .048 .074 0.837 .403 No Sig

6-2 SNS마케팅활용 → .491 .069 7.480*** .000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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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창업교육은 점포의 입지특성 하위변수인 적합성과 접

근성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상

권 및 입지 전문가가 아니고서 좋은 점포입지를 고르기 쉽지 

않다. 부동산이나 가맹본부의 점포 담당자에게 휘둘리지 않게 

사전 창업교육을 통해서 점포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점포입지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꾸지도 

못한다. 게다가 커피전문점은 입지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이 팽배하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통해 상권과 입지를 보는 안

목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창업교육은 가맹점포 혁신경영인 배달영업과 SNS마케

팅 활용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 커피를 배달한다

는 것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는 괴리된 개념이다. 이제 점

포도 시시각각 변화는 트렌드에 맞게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

다는 생각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고취될 수 있다. SNS마케팅 

역시 전단지나 상가책자처럼 전통적인 점포 광고홍보 방법과

는 달리 스마트폰 시대에 부상하는 광고홍보 방법이다. 이러

한 SNS마케팅을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이론 및 실무교육을 체

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그 교육의 효과성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

업교육을 통하여 SNS마케팅 활용이 점포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창업교육을 현 시

대의 특성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

다.

넷째, 점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결과를 살펴보

면, 업종특성 중 맛과 품질, 가격적절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메뉴다양성과 점포분위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점포 내 판매보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영업으로 인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점포 내를 직접 방문할 수 있어야 점

포의 디자인 및 인테리어 분위기가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고, 

또한 커피 및 음료 외의 다양한 디저트 및 먹을거리 메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맛과 품질, 가격적절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맛과 품질뿐 아니라 가격만족도도 높아

야 하는 고객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점포의 입지특성 중 적합성은 점포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접근성은 기각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두 요인 모두 가설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

았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달주문이 증가한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점

포를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주변 상권에 잠재

고객 수요가 많은 점에 영향을 받는 적합성은 점포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굳이 배달주문에 필요 없는 접근

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또한 근자

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탐색하고 점포를 미

리 정하고 방문하는 목적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점포의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요인으로 추측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섯째, 혁신경영 중 SNS마케팅 활용은 점포 수익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달영업은 점포 수익

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다. 이는 SNS마케팅 활용

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스마트한 경영을 하는 점포는 큰 비용

을 들이지 않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반

면 배달영업은 매출은 증가하나 배달비용 부담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를 증명해주는 부분으로 이

해된다. 점점 증가하는 배달대행비용과 배달앱 광고비 및 수

수료는 자영업자들에는 마치 계륵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

다. 배달주문 증가로 불가피 배달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

작 순이익은 오르지 않는 현상을 잘 대변하는 결과라 할 것

이다.

6.2. 연구의 공헌

본 연구의 공헌은 이론적 공헌과 실무적 공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론적 공헌으로는 첫째, 선행연구들은 점포의 수익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

었지만 본 연구는 점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업종특성과 입지특성, 혁신경영으로 나눠 그 각각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고, 이러한 점포 수익성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전 영향 요인

으로 창업교육 변수를 넣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

수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업종특성을 맛과 품질, 가격적절성, 메뉴다양성, 점포

분위기 등으로 세분했고, 입지특성도 적합성과 접근성으로 나

누고, 혁신경영도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배달영업과 SNS마케

팅 활용으로 세분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한 

단계 심화시킨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배달영업이 실제로 

점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 검증한 것은 완전히 차별

화된 연구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 대상 점포를 전국에 걸쳐 수집하였으

며, 커피전문점도 총 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공헌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이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 시장에서 점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향후 자영업 발전을 위해 시의적절한 연구 공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데다가 창업수요가 줄어

들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전문

점 창업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은 실무 종사자들에게 매우 유

익한 연구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창업시장은 배달영업이 상수를 넘어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배달영업이 대세라고 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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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인한 점포 수익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배달비용 증

가와 배달기사 부족으로 인한 배달 대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

상된다. 향후 가맹본부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들

의 실질적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배달의 증가는 자영업 발

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이번 연구가 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 최근 미국의 몇몇 주정부의 정책처럼 배달료 및 

광고료를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우

리나라도 향후 배달비용 증가를 차단하고 배달기사 수급 문

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 및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국내 창업

시장은 궁극적으로 과당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점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80년

대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풍부해 직장에 다니기 싫으면 ‘그만

두고 장사나 하지’란 말이 유행했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창업시장으로의 진입을 줄일 수 있어야 자영업자 비율을 선

진국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당분간은 생계형 창업자가 끊임없이 창업시

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 대책으로 정부의 사전 창업교육이 실질적이고 광범위

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실무 및 현장교육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창업 전

에 창업교육과 특히 창업 현장에서의 체험의 기회를 통해 실

효적인 창업역량을 키워서 창업의 성공적인 성과가 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자금 지원

이나 실패 후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는 창업 경쟁력을 높이

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창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

야 할 것이다.

   

6.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설문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창업교육 기간이나 점포 수익

성 등은 실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방법일 것이다. 

향후 그러한 실측치를 사용한 더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지기

를 기대한다.

둘째, 독립변수인 창업교육을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

분하지 않고 단일변수로 한 점은 다소 미흡하다. 향후 이론과 

실무 교육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예비가맹점주를 위한 창업교

육과 정부, 민간교육기관, 대학 등 일반창업교육기관에서 실

시하는 창업교육은 그 교육목적이나 교육대상, 강사구성 또는 

이론 및 실무의 비중 등이 다를 것이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창업교육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은 미흡하다. 향후 창업교육

의 효과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

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결과변수로 재무적 성과인 점포 수익성만 본 것도 한

계가 있다. 커피전문점의 성패는 단순히 수익성만 아닐 것이

다. 창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이 창

직이 되어 고용하고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일자

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여성이나 전업주부가 커피전

문점 창업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향후 연구에서는 점포의 비재무적 성과도 분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점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더 많다. 특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과 관리는 점포 수익성에 절

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맹본부가 

점포에 공급하는 물류의 원가율, 로열티, 광고․홍보 지원 등의 

요소도 변수로 하여 분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은 고가, 중가, 저가 브랜드가 

공존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가격 포지션 각

각에 적합한 설문문항으로 보다 정교한 점포 수익성 영향 요

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본 연구의 독창성인 배달영업은 현재 외식업, 판매

업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배달영업이 점포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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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Mediated Effect of Store Competitiveness

Characteristics Between Startup Education and Franchise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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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ompetition in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is more heated than ever, we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ofitability of the 

coffee franchise industry, which has grown rapidly over the last decade, and explored what effect preparatory startup education has on 

the profitability of coffee franchise store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ed into whether preparatory startup education can increase store 

competitiveness, provide insight into store location selection, generate innovative management,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store 

profitability. To test these hypotheses, we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preparatory startup educ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1)business characteristics: taste, quality, price 

affordability, menu diversity, store ambiance, 2)location characteristics: suitability, and 3)innovation management: accessibility, delivery 

service, and SNS marketing. The factors with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tore profitability were taste, quality, and price 

affordability with regard to business characteristics, suitability in terms of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SNS marketing in respect to 

innovation management.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profitability of coffee franchise stores, which are facing 

excessive competition, and its findings will be useful for coffee franchise head offices as well as government when making relevant 

policy decisions.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deliver a message to franchise head office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they shoul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to coffee franchise stores such that delivery services can lead to substantial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even when delivery costs are considered.

Keywords: startup education, industry competitiveness of the store, location competitiveness of the store, delivery service of the store,

         SNS marketing of the store, store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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