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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랜차이즈 기업의 생산 략이 가맹 의 조리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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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production strategies operated by fran-
chisor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on the franchisees' culinary competence and subsequently fran-
chisees' satisfaction with performance and recontract inten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wo franchised enterprises which used mass-purchasing and mass-producing before distributing to 
each franchisee for the production strategies were participated and eventually 287 franchisees 
responded to this surve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showed the validity and internal con-
sistency for the survey questionnaire. LISREL(8.72) was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production strategy, culinary competences, franchisee satisfaction, and recontract intention of the 
franchisees. The results present that the franchisees' satisfaction with the management system, qua-
lity of distribution, and quality of foods influenced on differentiation performance and supply per-
formance of franchisees. On cost performance, only satisfaction with the food cost had an impact. The 
higher franchisee satisfaction with the franchisees' operations was, the higher recontract intention was 
in the franchise business. The results suggest the critical points for improving foodservice supplying 
system as well.

Key words : production strategy, culinary competences, franchisor, franchisee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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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속한 경제 발 과 식생활의 서구화, 가치

의 변화,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국민 소득 증

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 생활

양식의 변화는 식생활 반에 큰 향을 미치면

서 식품이나 음식의 소비 형태나 양상을 크게 변

화시키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실시한 2005 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랜차이즈 체 매출은 

61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비 7.9%를 유

함으로써 국가의 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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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총 매출액이 평균 478억원으로 3년 의 

117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높은 신장세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랜차이즈 주력 업종

은 외식업이 42.5%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

고, 랜차이즈 산업의 총 가맹본부 수는 2,211
개, 가맹  수 28만개，종사자 수 약 83만명으로 

추산된다(www.gs1kr.org). 
국내 외식 랜차이징은 지역의 토속음식 는 

통음식을 규격화  표 화하여 랜차이즈화 

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음식 의 치열한 경쟁, 
임 료 상승, 인력 공 의 어려움, 짧아진 메뉴의 

수명 주기, 낮은 생산성 등의 향으로 랜차이

즈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Simon 1994). 외
식 랜차이즈징은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Jones 
1990), 다양한 원식자재의 공 , 식자재의 물류시

스템, 생산과 장의 용이성(James 1989), 식품가공

기술의 발 , 포장기술의 발 (Senauer & Elaine 
& Kinset 1991) 등은 외식 랜차이즈의 특성상 

앙본부에서 식재료를 량으로 구매하여 노

하우의 핵심이 되는 각종 소스류, 육수류, 양념

류 등의 생산과 육류 가공으로 모든 가맹 에서 

동일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격화  표

화의 공정 리로서의 생산기지이며, 물류공 센타

(Bowersox 1992)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

다.
랜차이즈의 생산 략(Swamidass & Newell 

1987)에서 앙본부의 역할은 노하우 개발, 맛의 

균질화, 식재료의 원가 조 , 식품 생, 물류 수

송, 조리교육 등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필

요로 하는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신창

훈․김을성․김철민 2000).
지 까지 유통 경로 구성원으로서 랜차이즈 

가맹  성과에 한 연구는 부분 거시 경제  

는 마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앙본부의 

가맹  생산 략에 한 연구는 미미한 수 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외식 랜차이즈 기

업의 본부 생산 략이 가맹 의 조리 역량과 가

맹  운  만족도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향

을 실증 으로 규명하여 체계 인 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 을 둔다.

Ⅱ. 외식 랜차이즈 기업의 

생산 략에 한 연구

1. 외식 랜차이즈의 생산 략 성과 측정

일반 으로 식재료의 흐름은 각각의 업체에 맞

는 스피 인 개념의 설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컨셉(concept)에 맞는 정한 메뉴를 계획하

게 되고, 계획한 메뉴에 따라 식재료의 구매, 검
수, 운반  장, 출고의 과정을 거쳐 식재료를 

처리, 조리  가공하여 가맹 에 배송하면 가

맹 에서는 간단한 조리나 재가열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의 생

산 운 으로 요약된다(Pickworth 1988).
먼  주메뉴를 계획하고 메뉴 생산에 맞는 주

방 이아웃, 설비  장비, 인력, 수익률, 계  음

식, 부가 메뉴, 잔반 처리 등을 통하여 메뉴를 계

획하고 분석함으로써 최종 으로 메뉴 가격을 결

정하는 하부 차를 거치게 된다(조성호 2007). 
식재료의 구매는 시장 상황을 측하여 우수한 

상품을 렴하고 지속 으로 조달 받는 것이 안

정 인 사업 운 에 기반(조규호․ 달  2003)
이 되기 때문에 가격, 제품 품질, 감각 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통일 으로 식자재를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황춘기․안치언 2005). 
외식 랜차이즈의 생산 략과 련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면 메뉴의 다양성과 구색은 지속

인 상품 공 으로 가맹  성과와 상호 력 인 

계를 유지하는 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Khan 
1991). 식재료의 개발, 상품, 교육  훈련, 연구개

발, 정보 제공 등의 변수로 분석하 으며, 차별화된 

새로운 상품, 한 가격의 공 , 상품의 한 구

색, 조건 변경에 따른 제공 방법, 상품 공 의 정 

시간 등이 경쟁력의 원천이다(박주  2002).
가맹  주방의 생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다 포

화는 직  생산과 매가 이루어지는 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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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 생산과 매가 분리되어 운 되는 성 

포 운  등 두가지 형태로 운 되고 있다. 이러

한 두 가지 운  형태에 한 분석으로써 식재료

의 원가 감, 메뉴 개발, 균일한 맛, 구매 감, 
숙련된 조리 인력, 차별화 경쟁, 신규 투자 자 , 
반조리, 완  조리, 인건비 감, 시설 투자비 

감, 메뉴 노하우, 메뉴 리, 신메뉴 개발, 완제

품 배송, 유통과정, 재가열로 인한 맛과 질 등에 

하여 장단 을 비교 분석하 다(김두라․정보

석 2002). 
외식 랜차이즈 기업의 본부에 한 가맹 의 

만족에 한 분석에서 교육, 본부의 상품 공  능력 

등에 의하여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으며(Yavas & 
Habib 1987), 본부가 가맹 에 제공하는 제품의 

질, 제품의 구색, 신제품 제공 등과 같은 변수들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Lewis & Lambert 1991). 
한, 본부가 가맹 에 제공하는 연구변수  

이아웃, 설비  배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Stern 
& El Ansary 1992). 

선진국에서는 인건비의 격한 상승과 숙련된 

조리사의 부족, 낮은 생산성  고객에게 공 되

는 식품의 온도와 품질에 있어서 비효율 인 운

반과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생산 략이 연구되어 1960년  이후 변형된 생

산 략이 소개되었다. 새로운 생산 략은 조리

과정과 음식의 소비가 시간 으로 연속되어지는 

기존의 통 인 형태가 아닌, 시간 으로 조리

과정과 소비를 분리시키고, 한 장소에 있어서

도 조리하는 장소와 식사하는 장소를 거리 으로 

분리시켜 공 하는 경우를 말한다(나정기 1998). 
생산 략은 통  생산 략, 앙공 식 생

산 략, 비 장식 생산시스템, 조합식 생산 

략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Unklesbay 
1997). 이  비 장식 생산 략은 식품을 조

리한 후 냉장 는 냉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장

하고, 서비스를 할 때 재가열 처리하는 형태로 쿡

칠 시스템 냉동 장 시스템(cook freeze system)
에 비해 에 지의 효율이나 음식의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Nettles 1993; 
Kinton 1989).  

2. 조리 역량 

외식 랜차이즈 기업은 앙공 센터(Central 
kitchen)에서 가맹 으로 공 하는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다. 기기와 장비, 포장기술의 발 으로 

생산공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재료의 량 구

매, 량 생산, 조리기기의 화와 조리공정의 

표 화  규격화 등으로 목할 만한 발 을 가

져왔다(Jones 1988). 이러한 생산 략은 조리-보
온-보 (Cook-Hot-Hold), 조리-냉동(Cook-Freeze), 
단기 장 조리냉동(Short Shelf-Life Cook-Chill Sy-
stem)과 장기 장 조리냉장(Long Shelf-Life Cook- 
CHill System)으로 분류하고 있다(Rodgers 2005). 외
식 랜차이즈의 생산 략은 가맹 이 증가하거

나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고 하 다

(Miey & Williams 2002). Greathouse(1987)는 외

식기업의 생산 략에 한 조사에서 조리 기술 

요인으로 정규 직원, 조리원의 기술 수 , 주방의 

규모, 메뉴와 조리 시간, 구성원의 요인으로 스

토랑의 규모, 음식 생산량 등을 요인으로 분석하

다. Pickworth et al.(1988)는 외식 랜차이즈 

기업의 주방 계획, 주방 배치, 메뉴, 식품 생산 등

의 요인으로 분석하 다.
Nettles & Gregrie & Canter(1997)는 통 인 

생산 략의 요인으로 스토랑의 운 , 식재료 

원가, 주방의 설비 배치, 식품의 품질, 물류 공 , 
조리 기술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으며, 
식품의 온도와 질감은 생산 략과 상 계가 있

으나 독립 운  스토랑과 비교하여 최상의 품질

을 유지하지는 않는다고 하 다(Armstrong 1999). 
외식 랜차이즈의 생산 략은 식품의 장, 식
품의 품질, 메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 장 

조리냉장(Long Shelf-Life Cook-CHill System) 시
스템은 수요 측이 불가능한 외식 랜차이즈의 

가맹  운 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합하다. 나정기(1998)는 주방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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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조리 인력과 조리기술의 숙련 정도, 주방

공간, 주방의 기기  장비, 단 주방에서 앙주

방으로 환하면 생산활동을 최소화됨을 주장하

다. 장미향․최웅(2002)은 외식 랜차이즈의 

조리생산 활동에서 조리사의 능력, 조리생산 과

정 의 조리원의 이동, 조리원의 교체, 식품 

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 연

구를 종합해 볼 때 외식 랜차이즈 기업에서의 

생산 략은 주방의 식재료 구매, 생산 공정, 작
업 동선, 메뉴 납기, 주방기기의 배치, 메뉴 략, 
인원의 재 소 재치 등 인 ․물 자원을 효율

으로 배분하여 기업 략에 부합하는 하  

략이라고 할 수 있다(강석우 2007).

3. 외식 랜차이즈 기업의 가맹  만족과 

재계약 의도 성과

만족은 상 방의 행동에 한 력이나 동의로

써 정의되어지는데, Gaski & Nevin(1985)은 만족

이란 앙본부의 가맹 에 한 만족할만한 지원

의 정도로써 해석되어진다. Oliva & Oliver & Mac-
Millan(1992)은 만족과 재구매 행동의 계에 

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이들의 계가 정(+)
의 계가 있으며, 이들 계는 단순한 선형 계

가 아닌 비선형 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만족이 

상 의 일정 수 을 넘으면 재구매 행동이 증가하

며, 만족이 하 의 일정 수 보다 낮아지면 재구

매 행동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만족이 

상 와 하 의 일정 수  사이에 있으면 만족과 

재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만족

과 재구매 의도 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는데(Halstead & Page 1992), 이러한 요인들

로 제시된 개념들 에서 요한 요인으로 애호

의 기간 정도를 들 수 있다. 애호의 기간 정도가 

증가할수록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은 

감소한다는 것이다(Rust & Zahorik 1993). 다시 

말하면 만족의 정도가 낮더라도 애호의 기간 정

도가 높을 경우 재구매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다. 고객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도입하여 고객 만족이 재구매 의

도에 미치는 향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

다(Geva & Goldman 1990). 만족은 이미 실행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반 하기 때문에 고

객 만족 측정시 만족 수가 높게 측정될 수 있는 

반면, 재구매는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

하기 때문에 다음 번 구매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박정은․이성호․채서일 1998). 즉, 고객 만족

과 재구매 의도는 다른 선행요인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그 련성이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이면 랜차이즈 시

스템에서 앙본부의 역할 수행은 가맹 의 만족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논리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경로구성원의 수행과 만족간의 계

가 직 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이러한 계

가 이지 못한 이유는 인지가 유통경로의 

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를테면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앙본부에 한 

가맹 의 만족은 가맹 이 앙본부에 갖는 신뢰 

는 불신의 정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만약 가

맹 이 자신의 업무 수행 성과에 만족한다면 어

느 정도 신뢰가 앙본부에 주어질 것이다. 랜

차이즈 앙본부 생산 략에 한 만족과 재계

약 의도는 가맹 이 본부에 해 갖는 업무 성과

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가설설정

선행 연구와 련 자료를 종합하여 외식 랜

차이즈 기업 생산 략의 체계 인 운  방안을 

한 연구모형을 본부 생산 략, 가맹  조리 역

량, 가맹  운  만족도, 재계약 의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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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도.

1) 앙본부 생산 략 만족도와 가맹  조리 

역량과의 계

생산 략은 일차 으로 투자 수익률과 성장에 

향을 미쳐 경 성과에 기여하게 되며, 마  

능력과의 련성 정도에 따라 시장 유율 확 에 

향을 미치게 된다(White 1996). 외식 랜차이

즈 기업에서 본부가 가맹 에게 공 하는 활동 

 원자재 공 은 요한 부분이며, 원자재의 공

은 안정 으로 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황
춘기․안치언 2005). 

Doutt(1984), Yavas & habib(1987), Stern & 
EL-Ansary(1988) 등의 연구에서 본부지원은 

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업무 수행 성과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회 제공, 서비스 제공, 정
보 제공, 고 등을 업지원으로 보고 업지원

을 변수로 분석하 다. Lusche & Moon(1984)은 

포입지, 높은 포 가격 수 , 제품 구색 수 , 
고비 지출, 포 형태 포의 법 인 소유권 형

태, 임  수 , 포 규모는 가맹 의 성과와 계

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 다.
윤지환 등(2005)은 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의 계에서 개   서비스 지원 요

인으로 인테리어, 시설 배치, 운  매뉴얼 지원 등

을 사용하 으며, 지속 인 서비스 지원 요인으

로는 신상품 개발,  행사의 계획  지원, 주
문 반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부 공 은 제품과 서비스, 마  활동, 경
 리  측면 등에서 본부가 가맹 을 얼마나 

공 해 주느냐에 따라 가맹 의 조리 역량이 달

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H1: 앙본부 생산 략에 한 인식의 정도는 

가맹 의 조리 역량(차별화 성과)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a: 조리 품질은 차별화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b: 경  시스템은 차별화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c: 물류 품질은 차별화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d: 식료 원가는 차별화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e: 식품 생은 차별화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앙본부 생산 략에 한 인식의 정도는 

가맹 의 조리 역량(공  성과)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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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a: 조리 품질은 공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b: 경  시스템은 공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c: 물류 품질은 공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d: 식료 원가는 공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e: 식품 생은 공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앙본부 생산 략에 한 인식의 정도는 

가맹 의 조리 역량(비용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a: 조리 품질은 비용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b: 경  시스템은 비용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c: 물류 품질은 비용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d: 식료 원가는 비용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e: 식품 생은 비용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가맹  조리 역량과 가맹  운  만족도 

 재계약 의도와의 계 

가맹 이 가지는 재계약 의도는 단순히 가맹

의 만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

 자체의 매출액, 본부와의 친 한 계 등과 같

은 성과나 계만족에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성

과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신창훈 등 2000). 
Lewis & Lambert(1999)의 연구에서는 재계약

의 결정요인은 단순한 만족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 고, Ganesan(1994)은 기

업간(business to business)의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에 한 연구에서 재계약에 향을 주

는 선행요인으로 불확실한 시장 환경, 정기 인 

재투자, 명성, 업성과, 상호만족 등이 요한 

요인임을 증명하 다.
이창호 등(2006)은 가맹 의 만족과 재계약 의

도에 한 조사에서 만족요인으로 경 지도, 
업활동, 제품정보의 변수를 사용했으며, 계의 

질 요인으로는 신뢰, 커뮤니 이션, 수익률 등의 

변수를 사용하 는데, 모두 재계약 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

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 다.

H4: 가맹 의 조리 역량은 가맹  운  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a: 차별화 성과는 가맹  운 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b: 공  성과는 가맹  운 의 만족도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c: 비용 성과는 가맹  운 의 만족도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가맹 의 조리 역량은 재계약 의도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a: 차별화 성과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b: 공  성과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c: 비용 성과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가맹  운  만족도와 재계약 의도와의 

계

만족과 재구매의 계에 한 분석결과들을 살

펴보면, 이들의 계가 정(+)의 계에 있으며, 이
들 계는 단순한 선형 계가 아닌 비선형 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만족이 상 의 일정 수 을 넘

으면 재구매 행동이 증가하며, 만족이 하 의 일

정 수 보다 낮아지면 재구매 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만족이 상 와 하 의 일정 수  사

이에 있으면 만족은 재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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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Oliver & MacMillan 1992).
본부나 가맹  모두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원

하는 것은 만족할만한 성과일 것이다. 만족할만

한 성과를 얻지 못할 때 계약 계에서 이탈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본부와 가맹 의 행동보다 더 

요한 것이 지각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각성과

란 객 인 성과와 달리 성과에 한 만족 정도

를 말한다. 그 기 때문에 고객 만족 이론이나 서

비스품질이론으로 지각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기 불일치패러다임(Oliver 1997)에 의하면 기

한 성과와 실제 얻은 성과를 비교하여 넘치면 

만족하고 모자라면 불만족한다는 것이다. 만족은 

이미 실행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반 하

기 때문에 고객 만족 측정시 만족 수가 높게 측

정될 수 있는 반면, 재구매는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 하기 때문에 다음번 구매에서는 동일

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박정은․이성호․채서일 1998). 즉, 만족과 

재계약 의도는 다른 선행요인에 의해 향을 받

기 때문에 그 련성이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6: 가맹  운  만족도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랜차이즈 기업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식 랜차이즈 기업  

소스류, 육수류, 양념류  육류 가공품 등을 공

하는 (주)놀부, (주)제 시스 2개사의 외식기업을 

선정하 다. 이들 기업은 앙본부에서 식재료를 

량 구매, 량 생산하여 식재료 원가를 감시

키고 일차 인 식품의 해요소를 제거하여 가맹

에 공 하는 국내 외식 랜차이즈 기업이다. 
조사 상자는 앙본부가 생산한 식품의 공 과 

함께 조리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외식 랜차

이즈 가맹   보 과 돌솥밥순두부, 부 개와 

철 구이, 놀부집항아리 갈비, 솥뚜껑삼겹살, 유

황오리진흙구이, 시골상차림, 순 국밥, 놀부갈비 

등 8개 외식 랜드와 BBQ, 닭익는 마을, 유나인, 
BHC, 찹스, 오션스타 등 6개 외식 랜드의 가맹

을 조사 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을 한 설문지의 구성 항목은 

앙본부 생산 략의 선행 연구(Swamidass 1987; 
Schroeder 1986; 윤지환 2003; 조규호 2003), 신
창훈 2000) 등의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35문항을, 
가맹 의 조리 역량(Doutt 1984; Yavas & Habib 
1987; Stern & EL-Ansary 1988; 윤지환 2005; 이수

범 2006) 등의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21문항을, 가
맹  운  만족도와 재계약 의도(이창호 2006; 이
행순 2006; 윤지환 2005; 배일  2005)에서 사용

된 설문과 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자의 연구목

에 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작성하

으며 5개 부분 총 70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설
문지 항목은 리커트(Likert) 5  척도를 기 으로 

측정하 다.

4. 조사도구의 개발

자료의 수집을 하여 2006년 8월 1일부터 10
월 15일까지 조사 상 가맹 의 주  장들

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연구자

의 가맹  직  방문, 우편 발송, 사  교육된 

문 조사 요원의 방문, 가맹본부의 슈퍼바이  등

의 방문에 의한 직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

하 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 으며, 그 

 302부(50.3%)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성실하게 응답되지 않은 24부를 제외한 278부
(46.3%)에 하여 SPSS 12.0, LISREL(8.72)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 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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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부터 얻어진 278명의 가맹 주들의 인

구통계학  특성을 요약하면〈표 1〉과 같다. 남
성 가맹 주(158명, 56.8%)가 여성(120명, 43.2%)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190명, 68.3 
%)이 포의 소유주 다.

그 외에도 포의 주메뉴와 주요 식재료 종류, 
식재료의 지원 형태 등에 한 정보도 수집하

으며, 주로 냉장식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주메뉴에서 완제품만을 납품받는 경우는 상

으로 었으나, 찬류의 경우는 완제품만 공 받

는 경우가 주메뉴의 경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

가설 검정에 앞서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검증하기 하여 SPSS 12.0을 이용한 탐

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LISREL(8.72)를 이용한 일련의 확인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1) 생산 략과 가맹  조리 역량에 한 확

인  요인분석

앙본부 생산 략 만족도 요인과 가맹  조

리 역량의 매개요인에 속한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표 2, 3〉과 같이 탐색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표 1> 표본의 일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

여

158(56.8)
120(43.2)

업소의 주메뉴
돼지고기

닭고기

152(54.7)
126(45.3)

직

소유주

소유주 겸 장

고용된 장

기타

190(68.3)
 57(20.5)
 29(10.4)
  2( 0.7)

주메뉴 

식재료의 종류

냉장식품

냉동식품

공산품

임가공품

기타

229(82.3)
 41(14.7)
  2( 0.7)
  5( 1.8)
  1( 0.4)

주메뉴 식재료의

지원 형태

완제품

반제품

완제품과 원식자재

반제품과 원식자재

 46(16.5)
 68(24.5)
 54(19.4)
110(39.6)

찬류 식재료의

지원 형태

완제품

반제품

완제품과 원식자재

반제품과 원식자재

 90(32.4)
 49(17.6)
 28(10.1)
111(39.9)

2) 확인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확인  요인분석 모형들의 합도 지수를 정리

해 보면〈표 4〉와 같은데, 물류 품질 구성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성개념에서는 RMR이 권장

기 치(0.05 이하)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 GFI(Goodness-of-fit-index, 합도지수), 

AGFI(Adjusted GFI, 수정 합도지수)와 련하

여 일부 구성개념들의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

났으나, NFI(Normed fit index, 표 합도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 합도지수) 등의 

수치가 합도 단 권장기 치(0.90 이상)를 충

족하고 있어서 단일차원성 검증에 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Schumacker & Lomax 1996).

3) 별타당성 검증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차원성과 집 타

당성이 입증된 각 구성개념들에 해서 서로 상

이한 개념들인지를 검하기 해 별타당성 분

석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두 구성개념들 각

각의 평균 분산추출값이 두 구성개념들간 상

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면 두 구성개념에 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별타당성의 확인을 한 각 구성개념들의 평

균분산추출값(표 5)과 구성개념들간의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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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산 략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Factor loading t값 분산추출값

조리 품질

(α=0.920)

조리 교육 내용 0.814 -

0.597

조리 교육 정도 0.812 15.518

조리 직무 매뉴얼 0.771 16.257

조리 기술 교육 0.768 15.969

조리 정보 제공 0.724 14.450

방문 조리 교육 0.701 15.038

식자재 공  능력 0.436 12.539

식품 개선 의지 0.419 11.520

경  시스템

(α=0.887)

식품 신뢰성 0.765 -

0.498

식품 신선도 0.764 11.644

식품 표 화 0.748 10.980

식품 규격화 0.722  11.001

식품 경쟁력 0.621 11.790

맛의 일 성 0.506 10.117

식품 노하우 0.483 11.729

식품 차별화 0.473 11.939

물류 품질

(α=0.898)

물류 배송 신속 0.814  -

0.509

배송 식자재 신선도 0.672 11.752

주문 차 간편성 0.646 11.956

물류 배송 신뢰도 0.644 11.011

주문 배송 정확성 0.640 12.031

소량 주문 용이성 0.631 11.881

긴  주문 신속성 0.583 11.566

반품 교환 용이성 0.536 10.851

품 시 처 능력 0.508 10.439

식료 원가

(α=0.832)

신메뉴 도입 속도 0.712  -

0.448

메뉴 다양성 0.664  8.075

메뉴 개발 연구 0.542  8.609

차별 식자재 0.529  9.123

체 식료 원가 0.520  8.709

식재료 가격 0.429  8.844

식품 생

(α=0.724)

처리 상태 0.647 -

0.468식품 장 기간 0.602  9.053

식품 해 요소 0.573 10.549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비교되는 두 구성개념들

의 분산추출값이 이들의 상 계수제곱값에 비해 

모두 낮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95% 신뢰구간에서 두 구성개념간 상

계의 값이 1이 아닐 경우에도 별 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역시〈표 5〉의 자료를 통해 본 연구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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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맹  조리 역량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Factor loading t값 분산추출값

차별화 성과

(α=0.901)

식자재 신선도 0.834 -

0.541

식자재 생 0.794 14.052

온도 배송 0.693 11.854

맛의 노하우 0.677 13.796

포장 편리성 0.564 12.985

맛 차별화 0.513 13.203

식자재 사용 편리성 0.509 12.840

조리교육 0.490 11.839

공  성과

(α=0.867)

문인력 불필요성 0.759 -

0.491

식자재 경쟁력 0.655 10.641

조리 기술 습득 0.650  10.836

조리 간소화 0.592   8.818

반조리 식품 맛 0.571  9.189

조리시간 만족 0.539 10.028

맛의 일 성 0.536 10.930

비용 성과

(α=0.822)

기 설비 자 0.827 -

0.482

구매 감 0.674  9.110

식자재 가격경쟁력 0.655  10.635

축산물 가공경쟁력 0.649 10.300

인력 인건비 0.610  9.319

모형 합도 χ2=3860.484, df=1448, p=0.000, RMR=0.065, GFI=0.668, AGFI=0.634, NFI=0.944, CFI=0.964

<표 4> 각 구성개념별 모형의 합도 지수

구성개념 χ2 df p RMR GFI AGFI NFI CFI
최  

항목

최종

항목

조리 품질(ξ

) 200.2 20 0.000 0.050 0.847 0.725 0.931 0.938 8 8

경  시스템(ξ

) 248.4 20 0.000 0.081 0.817 0.670 0.886 0.852 8 8

물류 품질(ξ

) 217.6 27 0.000 0.065 0.851 0.752 0.921 0.930 9 9

식료 원가(ξ

)  44.9  9 0.000 0.047 0.949 0.880 0.952 0.961 6 6

식품 생(ξ

)   0.000  0 1.000 0.000 1.000 1.000 1.000 1.000 3 3

차별화 성과(η

) 205.7 20 0.000 0.064 0.843 0.718 0.908 0.916 8 8

공  성과(η

)  18.4 14 0.190 0.025 0.981 0.963 0.987 0.997 7 7

비용 성과(η

)  43.3  5 0.000 0.053 0.941 0.823 0.932 0.938 5 5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구성개념들 간에 별 타당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모형의 분석과 가설검증

1)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

본 연구의 앙본부 생산 략 만족도의 설명

변수 5개인 외생변수와 매개변수인 가맹  조리 

역량의 구성개념인 차별화 성과, 공  성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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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본부 생 략과 가맹  조리 역량의 상 계행렬 분석결과

구성

개념

조리

품질

경

시스템

물류

품질

식료

원가

식품

생

차별화

성과

공

성과

비용

성과
만족도 

재계약

의도

조리

품질
1.000 

경

시스템

0.576 
1.000 

(0.332) 

물류

품질

0.603 0.593 
1.000 

(0.363) (0.351) 

식료

원가

0.716 0.607 0.688 
1.000 

(0.512) (0.369) (0.474) 

식품

생

0.561 0.657 0.567 0.584 
1.000 

(0.315) (0.431) (0.321) (0.341) 

차별화

성과

0.662 0.709 0.701 0.654 0.590 
1.000 

(0.438) (0.502) (0.492) (0.428) (0.348) 

공

성과 

0.595 0.660 0.629 0.557 0.552 0.806 
1.000 

(0.354) (0.435) (0.396) (0.311) (0.305) (0.649) 

비용

성과

0.614 0.558 0.594 0.689 0.527 0.662 0.621 
1.000 

(0.377) (0.311) (0.352) (0.474) (0.277) (0.438) (0.386) 

만족도 
0.628 0.599 0.559 0.638 0.567 0.664 0.538 0.571 

1.000 
(0.395) (0.358) (0.312) (0.407) (0.321) (0.441) (0.289) (0.326) 

재계약

의도 

0.550 0.494 0.395 0.483 0.468 0.572 0.594 0.418 0.579 
1.000 

(0.302) (0.244) (0.156) (0.233) (0.219) (0.327) (0.353) (0.175) (0.335) 

주) 각 셀 안의 값은 상 계수를 의미하며, ( )안의 값은 상 계수의 제곱값임.

성과와 결과변수인 만족도와 재계약 의도에 한 

내생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공분산 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

다.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한 LISREL 분석결과 χ2=187.127 (df=13, p=0.000)
으로 나타난 가운데, GFI(0.881)와 AGFI(0.496)
가 권고지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NFI(0.960)  CFI(0.963) 등의 합도지수

가 권고지수를 상회하고 있어 본 연구의 특성상 

탐색 인 면을 고려할 때 변수들간의 계를 추

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검증을 한〈그림 2〉의 구조모형 분석 결

과에서 향 요인인 앙본부 생산 략 만족도

와 매개요인인 가맹  조리 역량간의 계를 살

펴보면 가맹  조리 역량의 차별화 성과에 해 

조리 품질, 경  시스템, 물류 품질이 향 요인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료 

원가와 식품 생은 제외되었으며, 공  성과에

는 조리 품질, 경  시스템, 물류 품질이 유의 인 

향을 미치며, 식료 원가와 식품 생은 비유의

인 것으로 밝 졌다. 
한, 가맹  조리 역량 요인인 비용 성과에 

해서는 조리 품질, 경  시스템, 물류 품질, 식료 

원가가 유의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식품 생

은 유의 인 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가맹  조리 역량 요인과 만족도와

의 계에서는 차별화 성과, 비용 성과가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  성

과는 만족도에 비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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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187.127, df=13, p=0.000, RMR=0.065, RMSEA=0.081
GFI=0.881, AGFI=0.496, NFI=0.960, CFI=0.963

<그림 2> 연구 모형의 LISREL 분석결과.

맹  운  성과와 재계약 의도와의 계에서는 

공  성과가 유의 으로 나타난 반면, 차별화 성

과와 비용 성과 비유의 으로 밝 졌으며, 만족

도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국내 외식 랜차이즈시스템의 앙본부 생산 

략 만족도와 가맹  조리 역량  가맹  운  

만족도와 재계약 의도에서 설정한 체 22개 가

설에 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표 6〉과 같다. 
체 22개 연구가설 에 t값의 값이 1.645 

미만으로 나타난 8개를 제외한 14개 가설이 채택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시사

본 연구는 국내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 생산 략이 가맹 의 조리 역량과 가맹  

운  만족도  재계약 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를 가맹  표본을 상으로 실증분석하 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한 사실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향 

요인인 본부 생산 략 요인의 조리 품질, 경  시

스템, 물류 품질이 높을수록 가맹  조리 역량 요

인인 차별화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료 원가와 식품 생은 

차별화 성과에 유의 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본부 생산 략 요인의 조리 품질, 경  시

스템, 물류 품질이 높을수록 가맹  조리 역량 요인

인 공  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료 원

가와 식품 생은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부 생산 략 요인의 조리 

품질, 경  시스템, 물류 품질, 식료 원가가 높을수

록 가맹  조리 역량 요인인 비용 성과에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품 생은 비용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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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체 연구모형의 모수추정 결과 

가설 경로 추정치 표 오차 t값 표 부하량 결과

H1a(+) 조리 품질 → 차별화 성과(η

) 0.219 0.053 4.095 0.219 채택

H1b(+) 경  시스템 → 차별화 성과(η

) 0.344 0.052 6.640 0.344 채택

H1c(+) 물류 품질 → 차별화 성과(η

) 0.306 0.052 5.857 0.306 채택

H1d(+) 식료 원가 → 차별화 성과(η

) 0.059 0.059 1.001 0.059 기각

H1e(+) 식품 생 → 차별화 성과(η

) 0.034 0.050 0.671 0.034 기각

H2a(+)  조리 품질 → 공  성과(η

) 0.217 0.061 3.536 0.217 채택

H2b(+) 경  시스템 → 공  성과(η

) 0.351 0.060 5.886 0.351 채택

H2c(+) 물류 품질 → 공  성과(η

) 0.284 0.060 4.722 0.284 채택

H2d(+) 식료 원가 → 공  성과(η

) －0.045 0.067 －0.666 －0.045 기각

H2e(+) 식품 생 → 공  성과(η

) 0.064 0.058 1.111 0.064 기각

H3a(+) 조리 품질 → 비용 성과(η

) 0.164 0.063 2.626 0.164 채택

H3b(+) 경  시스템 → 비용 성과(η

) 0.115 0.061 1.899 0.115 채택

H3c(+) 물류 품질 → 비용 성과(η

) 0.134 0.061 2.191 0.134 채택

H3d(+) 식료 원가 → 비용 성과(η

) 0.370 0.069 5.397 0.370 채택

H3e(+) 식품 생 → 비용 성과(η

) 0.067 0.059 1.136 0.067 기각

H4a(+) 차별화 성과 → 만족도(η

) 0.546 0.060 9.156 0.549 채택

H4b(+) 공  성과 → 만족도(η

) －0.052 0.057 －0.922 －0.053 기각

H4c(+) 비용 성과 → 만족도(η

) 0.242 0.055 4.395 0.243 채택

H5a(+) 차별화 성과 → 재계약 의도(η

) 0.057 0.070 0.824 0.059 기각

H5b(+) 공  성과 → 재계약 의도(η

) 0.396 0.058 6.826 0.405 채택

H5c(+) 비용 성과 → 재계약 의도(η

) －0.079 0.058 －1.356 －0.081 기각

H6(+) 만족도 → 재계약 의도(η

) 0.373 0.062 6.027 0.379 채택

모형의

측력

차별화 성과(dif)의 R2=0.661
공  성과(sup)의 R2=0.550
비용 성과(cos)의 R2=0.535

만족도(sat)의 R2=0.467
재계약 의도(rec)의 R2=0.427

넷째, 가맹  조리 역량 요인인 차별화 성과와 

비용 성과가 높을수록 만족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  성과는 만족도

에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섯째, 가맹  조리 역량 요인인 공  성과가 높을

수록 재계약 의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차별화 성과와 비용 성과는 재계

약 의도에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 요인인 만족도와 재계약 의도와의 계

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계약 의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외식 랜차이즈 기업

의 본부 생산 략에 한 가맹  조리 역량과 가

맹  운  만족도  재계약 의도에 한 연구로

써 앙본부의 생산 략에서 가맹  조리 역량

에 한 세부 인 지원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서 커다란 실무  시사 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국내 외식기업이 가맹 의 조리업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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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조리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며, 지속 인 가맹 의 조

리교육이 사후 리로써 필요하다는 지 이다. 이
는 본부에서 생산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

맹 의 조리업무에 지속 인 조리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의 업무 성과가 향상되고 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부에서의 량 구매에 의한 물류 확보

와 식자재의 원활한 공 도 강화해야할 사항이다. 
가맹 에서는 항상 측이 불가능한 업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  추가 주문, 물류배

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 식품이나 

식자재가 앙본부에서 생산되어 거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가맹 으로 배송되는 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무엇보다도 요하다.
셋째, 본부 생산 략의 식료 원가 요인이 가맹

 조리 역량의 비용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가맹 의 인건비, 개
시 설비 투자 자 , 구매 비용 등이 가맹  운

에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앙

본부에서는 가맹 에 한 비용 성과 요인을 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앙본부 생산 략의 식품 생 요인이 

가맹  조리 역량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가맹 에서 식품 생

에 한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앙본부에서는 가맹 에 한 

지속 인 식품 생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

한다.
본부 생산 략 만족도의 설문 상을 국내 외

식기업의 가맹 들로 한정하 는데, 국내 외식기

업은 다국  외식기업에 비해 시스템의 구축이 

아직은 미미한 수 임을 감안할 때 체 인 외

식 랜차이즈 기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국  랜차이

즈 기업으로 확 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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