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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프랜차이즈 
종사자의 채용관리가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평가관리(p<.05, β=1.887 )가 업무향상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경력관리(p<.05, β= 
1.715)는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향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업무향상과 채용관리(.441), 업무향상과 평가관리(.476)는 p<.01 유의 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재무성과와 채용관리(.375), 재무성과와 평가관리(.356), 재무성과와 경력관리(.371)는  p<.05 유의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채용관리, 경력관리, 평가관리가 업무향상, 재무성과에 대한 특성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특성요인의 효과성을 검증하
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프랜차이즈, 인적자원관리, 경영성과, 업무향상, 재무성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the performance of franchise 
restaurant workers. First, employment management of franchisee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evaluation management (p <.05, β= 1.887)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improvement, but did not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significantly. Third, career management (p <.05, β= 
1.715) was found to have an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but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job 
performance. Fourth, there was a somewhat higher correlation between job improvement and job management 
(.441), job improvement and evaluation management (.476), p <.01,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employment 
management (.375) (.356),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career management (.371)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p <.05 significance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on the 
performance of franchise restaurant workers, and finds out the importance of characteristics of factors such as 
recruitment management, career management, and evaluation management. Research has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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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역

량은더이상강조할필요가없을정도로기업의핵심자

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

은소비트렌드의변화속도가매우빠르고성장속도또

한 민감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하나의 분야로써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

비자의요구사항과욕구에대해지속적이고체계적인관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리체계로 인하여 가맹

점이성장할수있으며, 더불어프랜차이즈본사는내·외

적으로 우수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장

문석, 2017). 또한, 인적자원이라는개념자체가기업조직

의부가가치창출을위한단순한생산요소의하나로서의

인력내지는노동력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기업의전략

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담당

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화의 진행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환경은 무한경쟁이라고

할 만큼 거세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와

극심한 경쟁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사람관리를 통한 핵심

역량의강화가지속적인경쟁력을좌우하는가장중요한

요소로등장하게되었다(양동현, 2008). 그러나인적자원

은 계량화하여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사람에 한 사람을 더하면 두사람이 되지만 성과

를 내기 위한 기여도 측면에서는 한사람이 열사람 보다

뛰어난성과를보일수도있고경우에따라서는아예한

사람 몫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인적자원관리는 환경변

화에체계적으로검토하여미래를준비하는투자의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원종하, 2007).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

식하여그들이잠재능력을최대로발휘할수있도록조

직의분위기를최적으로조성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

함으로써개인목표를만족시킬뿐만아니라조직의목표

인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프랜차이즈요식업종사자의인적자원관리

유형에따른경영성과의향상방안을제시하고자실증적

연구결과를도출하고실무적인검증을해보고자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프랜차이즈요식업종사자의공정한채용관리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종사자의체계적인경력관리가경영성과에어떠

한 영향이 미치는가?

셋째, 종사자의 업무 평가관리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넷째,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프랜차이즈는 1870년대부터시작되어전세계에보급

된 프랜차이즈 판매 시스템을 계기로 일방이 타방에게

상호 상표 등의 운영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1979년 햄버거 전문점, 롯데리아가 롯데1

번가지하에점포를개설한것이시초가되고있으며, 현

재는 치킨부터 도시락, 문구,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업종에걸쳐폭넓게적용되고있다. 국내에있어서

외식산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국

민소득증대로 인한 문화활동의 향상과 꾸준히 잠재되어

왔던국내외식산업시장에자본과규모시스템차원에서

앞선외국의유명외식브랜드들이도입되면서부터이다.

특히과거에영세하고생계지향적인구조적한계를벗어

나최근에는패스트푸드(FF), 패밀리레스토랑(FR)등, 기

존의 음식점에는 없었던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고 외국

외식업체의 진출과 국내 대기업의 진출도 활발해 졌다

(곽근호, 2011).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두 개의 독립된 사업자가 동일

한 브랜드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동일한 판매방식

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두개의 독립된 사업

자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근본적으로 상

생과협업이필요하다(김영균, 2015). 이에공정거래위원

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점을인지하고, 2013년 8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개정 시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 체결의 권장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제15조의 4항을 신설하였다(이성희, 2016).

인사관리는개인, 조직의목표가성취될수있도록인

력의 확보부터 이직까지의 과정을 계획, 조직, 지휘, 조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Franchise Restaurant Employees on Business 
Performance

Industry Promotion Research❙ 9

정, 통제하는관리과정이다. 인적자원관리는조직의측면

에서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한 것으로 인적

자원을 존중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원동력이 되는 근로자의 능력을 기업의 목표에 맞추

어 확보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성과 복지를 존중함으

로써 개인능력의 육성개발은 물론 조직구성원으로서 커

뮤니케이션이잘이루어진원만한인간관계를유지할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근로환경

속에서기업에대하여최대의공헌을할수있는터전을

만들어개인이나집단으로서의최대의만족을얻어스스

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일하는 보람을 추구하게 하는

시스템이곧인적자원관리이다(권창심, 2010). 또한, 인사

관리의영역에서채용이라하면지원자가운데서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

단되는 인력을 고용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에수반하는인력의계획, 모집, 선발, 직급및직무의할

당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등의 제반 관리업무 절차를 채

용관리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활용함으로인력의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

록하여노동생산성을높일수있다(김현덕, 1998). 인적

자원관리는모든조직구성원을대상으로경영각분야에

서 성과달성에 발휘되는 필수기능이므로 조직체의 최고

경영층에서 하부의 일선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경영 각층

에서일하는모든실무관리자들의기본적인일반관리기

능이다. 즉, 경영의중요한과정이기때문에조직체의목

표를달성하고이에필요한성과를거주는것을가장중

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가 조직

체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능률과 생산성 고객 자

금자산의보전과비용통제등경영각기능분야에서강

조되고 있음은 물론 나이가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조직구성원의 적절한 자질과 은력 그리고 협조를 필

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관리는 생산성과 만족감 그리고 능력개발 등 3대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과 지향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경영관

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은다른 물질적

인 시설이나 환경보다는 다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여지고 있다(호원

혜, 2009).

경영성과에 있어 과거에는 재무적 성과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할때인적자원관리중심의경영의중요성으로재무

적 성과측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점차 비재무적 성과 측정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래차이즈 요식업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

적으로알아보고이를바탕으로설문조사를토대로경쟁

력있는인적자원관리로조직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검증을 제시

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란넓게보면자기사업을타인에게허용해

주는것으로일종의라이센싱(Licensing)이라고할수있

다. 보다구체적으로는프랜차이즈란법적으로독립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Franchisor)와 프랜차이즈 가맹사

업자(Franchisee)간의 관계에 기초한 마케팅 및 유통시

스템이다. 이때 상호, 상표, 기술을 가진 본부는 계약을

통해가맹점에게상호의사용권, 제품의판매권, 기술등

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보증금이나 로열티를 받

는 것을 말한다(장근일, 2016).

그러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하나의 상품으로 지

속적인성장과경영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 시장에서의

경쟁자 또한 많기 때문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하

나의브랜드가존속하기위해서는상품에대한지속적인

신규아이템공급과마케팅, 경쟁력 등을갖추어야한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성공과 실패는 가맹점에서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외식상품과 그에 따른 상품개발 요인이 중

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국내프랜차이

즈 시장은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 팽창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가맹 본사들이 여전히 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목하였다. 외식프랜차이즈종사자에게가맹본부는사

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공요인에서 시사하는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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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는지확인하고, 가맹점은성공요인이시사하는의

사결정에관한요인들을갖추고있는가맹본사를신중히

선택하며, 정부기관의정책담당자는성공요인에부합한

사업을진행하고있는프랜차이즈기업을적극적으로발

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문석, 20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

개서 등록 현황 발표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하

루 144개 문을 열고, 66개 가맹점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16년프랜차이즈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하

는추세로가맹본부수는지난해대비 9.2%증가한 4,268

개이고, 영업표지(브랜드) 수는지난해대비 8.9%증가한

5,273개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수는 외식업이 4,017개

(76.2%), 도소매업이 312개(5.9%), 서비스업이 944개

(17.9%)로서 외식업 부문 비중이 현저히 높았으며, 업종

별로는 외식업에서는 한식(1,261개), 도소매업에서는 의

류/패션(42개), 서비스업에서는 이미용(149개)로 나타났

다(소믈리에타임즈, 2017).

인적자원은고부가가치자원이기도하지만고리스크

의자원이되기도한다. 즉, 인적자원이부채가아니라자

산이될수있으려면인적자원에투자를신중히해야한

다는 것이다. 조직이 사람을 미션과 전략의 중심에 놓고

인적자원의기술적성질을잘이해하고단기적성과보다

는 장기적 성과 중심으로 잘 관리하면 인적자원은 레버

리지효과, 즉기대이상의효익을조직에안겨준다. 그러

나 투자조건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

지 못하고, 개발되지 못하고 비용, 효익측면에서 실패로

끝날 수 있다(원종하, 2007)고 하였다.

경영의 4대자원은 통상적으로 물적 자원(Meterial

Resource), 재무적자원(Financial Resource), 정보적 자

원(Information Resource), 그리고 인적 자원(Human

Resource)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모든 자원이중요하

지만, 특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물적

자원의 개발과 창출, 그리고 재무적 자원의 조달과 축적

은 인간 중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준우,

2013).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는두말할필요가없을정도이다. 인적자원은기업이경

쟁우위를달성하는데핵심적인요인이기때문이다. 특히,

채용관리는 조직의 인사관리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매

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그리므로, 기업은기업에필요

한 우수인재를 소싱하고 선발하며 유지하기 위한 채용

프로세스를전략적으로운영해야한다. 채용관리가제대

로되지않을경우우수인력을확보하지못하게될뿐만

아니라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도 입게 된다

(박준혁,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과

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계를분석하고자 [Fig. 1]과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 04월 04일부터 04월 13일까지설문지를배부하여

응답이누락된설문지 2부를제외한최종 43부를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문항은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5문항, 채

용관리 5문항, 경력관리 4문항, 평가관리 5문항, 업무향상

5문항, 재무성과 4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연구

단위들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분석을위해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자는프랜차이즈요식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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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다.

연령은 20대, 30대가 각 34.9%, 40대 20.9%, 50대이상

9.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37.2%, 대졸

32.6%이 많았으며, 결혼유무는 기혼 46.5%, 미혼 53.5%

이며, 근속년수는 1년미만 46.5%가가장많이나타났고,

직급은 평사원(대리급) 48.8%, 중간관리자(과.차장급)

30.2%, 관리자(부장급)이상 20.9%로 나타났다.

Spec. N %

연령

20대 15 34.9

30대 15 34.9

40대 9 20.9

50대 이상 4 9.3

학력

고졸이하 4 9.3

전문대졸 16 37.2

대졸 14 32.6

대학원(재학)졸 이상 9 20.9

결혼유무
기혼 20 46.5

미혼 23 53.5

근속년수

1년 미만 20 46.5

3면 미만 8 18.6

5년 미만 9 20.9

10년 미만 4 9.3

10년 이상 2 4.7

직급

평사원(대리급) 21 48.8

중간관리자(과.차장급) 13 30.2

관리자(부장급)이상 9 20.9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직각회전(Varimax)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같다. 변수를정제하여최종적으로 23개변

수를사용하여 5개요인이도출되었으며KMO 값은 .765

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검정결과 p<.001 수준에

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값이 채용관리

(.898)는신뢰수준이매우높게나타났고, 평가관리(.630),

경력관리 (.630), 재무성과 (.547), 업무향상(.632)은 양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s
채용
관리

평가
관리

경력
관리

재무
성과

업무
향상

Factor
1

채용관리2 .877 .236 .045 .180 .176

채용관리3 .827 .369 .183 .176 .073

채용관리1 .827 .119 .291 -.097 .182

Factor
2

평가관리3 .256 .898 .032 .100 .126

평가관리4 .497 .718 .136 .179 .221

Factor
3

경력관리1 .201 -.119 .865 .113 -.034

경력관리3 .100 .344 .781 -.045 .187

Factor
4

재무성과1 .017 .135 -.034 .909 -.073

재무성과3 .340 .037 .483 .601 .116

Factor
6

업무향상2 .188 .083 .039 -.190 .896

업무향상5 .173 .304 .151 .427 .693

Eigen Value 2.681 1.779 1.757 1.536 1.473

Cronbach’s Alpha .898 .873 .630 .547 .632

Variance(%) 24.376 40.546 56.522 70.485 83.872

KMO-Bartlett .765/235.446***

***p<.001, **p<.01, *p<.05

<Table 3> Factor and Reliability Ana21lysis

5.3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결과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평가관리와 채용관리 간의 상관계

수의값은 (.618), 경력관리와채용관리(.397), 업무향상과

채용관리(.441), 업무향상과평가관리(.476)은 p<.01 수준

의다소높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재무

성과와 채용관리(.375), 재무성과와 평가관리(.356), 재무

성과와경력관리(.371)은 p<.05 수준의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력관리와 평가관리(.247), 업무

향상과 경력관리(.243), 업무향상과 재무성과(.250)는 상

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ategories M SD
Correlation

채용
관리

평가
관리

경력
관리

재무
성과

업무
향상

채용관리 3.20 .591 1

평가관리 2.98 .876 .618** 1

경력관리 3.61 .722 .397** .247 1

재무성과 3.44 .647 .375* .356* .371* 1

업무향상 3.12 .489 .441** .476** .243 .250 1
*p<.05, **p<.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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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

와 같다. 업무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가관

리(p<.05, β =1.887 )로 나타났고,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경력관리(p<.05, β = 1.715)로 나타났다.

즉, 업무평가관리가업무능력향상에효과적임을알수

있으며 결정계수는 각 R²=.267로 26.7%의 설명력을 나

타내고있으며, 업무전문성을위해지속적인경력관리가

재무성과에긍정적으로반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결정계수는 각 R²=.224로 22.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채용관리, 경력관리는업무향상에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채용관리, 평가관리도

재무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프렌차이즈요식업종사자의인적자원관리중채용관

리가업무향상과재무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고

있으나, 조직에서 신규 채용시 개인의 능력을 서류상의

평가요소 외의 다른 능력도 채용 기준에 적절히 반영하

여 체계적인 채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선성 진단 결과 종속변인이 업무향상, 재무성과일

때 Durbin-Watson 값이 각각 1.637, 1.714로 모두 기준

을충족하여잔차의독립성이확인되었으며모든변수의

공차한계가 .555, .618, .84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VIF

채용관리

업무향상

.205 1.114

.267 4.727**
1.803

평가관리 .329 1.887* 1.617

경력관리 .081 .540 1.187

채용관리

재무성과

.147 .774

.224 3.750*
1.803

평가관리 .200 1.115 1.617

경력관리 .264 1.715* 1.187

*p<.05, **p<.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업무향상이 학력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에서 대졸 보다는 대학원(재학)졸 이상이 업무향

상에 p<.05 수준에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

으나, 재무성과는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Spec. M SD F
Post
Analysis

업무
향상

학력

고졸이하 2.50 .577

3.271*
a,b,c<d
(Dunnett)

전문대졸 3.18 .478

대졸 3.10 .400

대학원(재학)
졸 이상

3.33 .433

재무
성과

고졸이하 3.25 .288

1.049
a,b,c<d
(Scheffe)

전문대졸 3.28 .773

대졸 3.50 .518

대학원(재학)
졸 이상

3.72 .666

*p<.05

<Table 6> Group Differences of the respondents

6. 결론
프랜차이즈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프랜차이즈종사자의채용관리가경영성과에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관리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은평가관리

(p<.05, β =1.887 )가 업무향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나타났으나, 재무성과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

않았다.

셋째, 경력관리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은경력관리

(p<.05, β = 1.715)는 재무성과에영향을 미친것으로나

타났으나, 업무향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는 업무

향상과 채용관리(.441), 업무향상과 평가관리(.476)는

p<.01 유의수준의다소높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

타났고, 재무성과와 채용관리(.375), 재무성과와 평가관

리(.356), 재무성과와 경력관리(.371)는 p<.05 유의 수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학력에서대졸보다는대학원

(재학)졸이상이업무향상에 p<.05 유의수준에서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업무향상

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

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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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관리로조직구성원의잠재력을최대한활용

하는것이장기적인관점에서경영성과에긍정적인효과

임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종사자를 대

상으로조사하여일반화하기에제한점이있다는것이며,

향후연구에서는프랜차이즈요식업의지역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종사자 개인별 인적자원관리

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

하는 창업자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기여할수있는실증적연구가계속되어질필요가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프랜차이즈요식업종사자의인적자원관리

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채용관리,

경력관리, 평가관리가 업무향상, 재무성과에 대한 특성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특성요인의 효과성을 검증하

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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