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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형적인 특성과 시계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대표상품의 매출을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아이스 컵(Ice cup)’의 경우 3월부터 매출이 증가하여 여름인 7∼8월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매출이 떨어지는 계절성 패턴을 구현하였다. 한편 담배의 경우, 여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겨울에 낮은 매출을 기록
하는 계절성을 나타냈으며, 미래 예측치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기존 연구에는 분석
되지 않았던 편의점 재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매출상품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 예측치를 제시하
였다.
주제어 : 편의점, 시스템 다이내믹스, 재무성과, 계절성, 예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the sales of convenience store flagship products with 
nonlinear characteristics and time serie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ales of ‘Ice Cup’ 
began to increase from March, reached the highest value in summer, especially July and August, and 
then decreased, revealing a seasonal pattern. Cigarettes showed a seasonal pattern of higher sales in 
summer and lower sales in winter and was predicted to decrease in sales in the future. This study 
provides an academic implication in that it focused on the top-selling products that affected an 
increase in financial performance in a specific convenience store, a method that has been hardly 
adopted by the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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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편의점은 유통업종에 속하는 소매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점은 CVS(Convenience Store)로 표현하
며, 의미상 편리함을 제공하는 장소를 뜻한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편의점 정의에 의하면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 소매 점포” 혹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
시간 동안 문을 여는 잡화점”이라고 정의했다. 편의점의 
크기는 법적으로는 16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우리나
라의 편의점은 평균 99 제곱미터(약 30평)로 일본의 편
의점보다 대체로 작은 편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점은 1989년 최초로 세븐일레
븐 1호점 개점 이후 현재까지 점포수가 비약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 2011년 전국 편의점 모든 프렌차이즈 점포수
가 2만개 이상을 돌파, 총 매출액은 10조를 돌파했다. 
2020년 현재에는 4만개 이상의 점포가 출점했고 총 매
출액도 25조 이상이 되었다[2]. 편의점이 이렇게 증가하
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편의
점 창업비용이 2000만 원 안팎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비
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편리성과 실속성을 추구하고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
이 많아진 현실을 감안하면 편의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편의점 강국 일본의 경우 편의점은 소비자의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잘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편
리함을 제공하여 급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 사회가 변함
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 전자레인지에 3분 내외
로 데워 먹는 도시락을 판매하고, 저녁 늦게 현금이 필요
한 사람들을 위해 현금인출기(ATM)를 설치했다[3].

이러한 국내외 편의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에 대한 연구는 편의점 플랫폼 분석[4], 편의점 입지 요인 
파악[5, 6], 편의점 소비자들의 속성 파악 관련 연구[7, 
8]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편의점의 상위매출 상품 예측
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편의점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즉 매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매출을 결정하
는 요인으로 크게 가맹점의 뛰어난 재무성과, 본부의 영
업지원, 주위 점포 간 경쟁특성, 고객특성, 입지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들 수 있다[9]. 본 연구는 이러한 요
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편의점 상위 매출
상품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편의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출 상위상품의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와 같은 계절성을 갖는 등의 

상품별 판매 싸이클이 다른 상품매출 특성을 갖고 있다. 
매출을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에는 ARIMA, 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자료의 수요를 예
측할 때는 ARIMA 모형의 예측력이 좋지만, 비선형적 특
성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지수평활법의 경우, 주관적
인 판단에 의존해 결정하는 평활상수에 따라 영향을 받
고 시계열의 확률적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형적인 특
성과 시계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대표상품의 매
출을 예측하는데 있으며, 연구방법은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채택했다.

2. 편의점 현황
2.1 국내 편의점 역사

한국에서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
로 나타난 것은 대만보다 10년 뒤, 일본보다는 20년이나 
늦은 1989년으로, 1989년 5월 당시 미국계였던 세븐일
레븐 1호점이 서울 송파구 88서울올림픽선수촌에 출점
했다. 그리고 그해 7월, 샤니계열의 태인유통이 미국의 
컴버랜드 팜스와 제휴하여 ‘로손’ 1호점을 광화문에 출점
했고, 10월에는 한양유통 계열의 CIRCLE K 코리아가 
미국 CIRCLE K와 제휴하여 원효로에 1호점을 개점하여 
국내에 본격적인 편의점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 후에 출
점한 체인점으로는, 훼미리마트, 미니 스톱, 러브 엠, 바
이더웨이, LG25 등을 들 수 있다[10].

1990년대 중반인 1995년부터 3년간 1,646개의 점포
가 새로 출점되었으나 폐점된 점포도 1,027개에 달했다. 
출점수 대비 폐점수 비율이 62.4%로 신⋅구 점포의 신
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영효율을 높이
기 위해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직의 슬림화 등 구
조조정도 진행하면서 흑자기반 조성에 주력했고, 체인본
부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위탁가맹점도 크게 늘려가기 
시작했다. 1997년도에 국내도입 8년 만에 편의점 2,000
호점을 돌파하였고 업계 총 매출규모도 1조원을 돌파하
면서 국내 소매업의 시장점유율 1%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록 1997년도에 편의점 시장에 뒤늦게 진출하였던 ‘진
로베스토아’가 부도가 나면서 점포규모의 성장률이 낮아
졌지만 이 시기는 국내 편의점업계로는 상당히 의미있는 
시기였다[11].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1년에 1,180개의 신규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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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설되면서 전년대비 점포수는 36.9%, 매출액은 
45.8%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태 중 최
고의 성장률이었다. 폐점 수 또한 1993년도 이후로 가장 
적었으며(136개), 출점수 대비 폐점수 비율도 11.5%로 
낮았다. 점포규모가 크게 늘었고 고객수도 많이 늘어나 
점포당 매출수준도 11.4% 상승했다. 한⋅일 월드컵이 열
린 2002년에는 신규 출점수가 1,983개로 편의점 시장의 
고도성장이 계속 이어졌다.

2.2 국내 편의점의 현황 및 전망
2007년에 1만 점포를 돌파한 이후 4년만인 2011년

에 2만 점포를 돌파하였다. 다시 5년만인 2016년에는 3
만점, 편의점 협회 ‘비회원사’로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마트 24’까지 포함한다면 2018년 3월에 4만점을 돌
파했다. 그리고 2018 연말기준 4만 2258개로, 인구 
1226명당 1개꼴로 ‘편의점 왕국’인 일본보다 2배 가까이 
소비자 주변에 밀집해 있다. 2018년 말 기준 주요 5대 
프랜차이즈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
톱의 현황은 Table 1, 2와 같다.

Sortation End of 2018
Number of franchise convenience stores 38,451

Number of new exits 3,667
Average area per convenience store(Pyeong) 22.1

Total sales of franchise convenience 
stores(hundred million) 240,820

Source) Korea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 industry

Table 1. Convenience store industry status 

Brand logo Brand name Number of franchise 
stores(2019.3)

CU 13,237

GS25 13,229

Seven-Eleven 9583

Emart24 3803 

Mini
stop 2556

Table 2. Major franchise

하지만 매년마다 각 프랜차이즈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
지만, 그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8년 상반기 
394개 증가했던 CU는 2019년 상반기에 360개 늘어나
는데 그쳤고, GS25 역시 343개에서 263개로 줄었다. 전
년 대비 증가 점포가 각각 8.6%, 23.3% 감소했다. 그 뒤
를 이은 프랜차이즈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데, 세븐일레
븐은 2018년 상반기 270개에 비해 2019년 상반기 182
개로 증가폭이 32.5%나 축소되었고, 이마트24 역시 584
개에서 371로 36.5% 감소하였다.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3.1 편의점 관련 선행연구

이가하 외 1인(2017)은 국내 편의점의 플랫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편
의점 플랫폼 사례조사 및 다양한 연령대별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편의점은 이용자들
에게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연령별로 살펴
볼 때, 특히 20∼30대에 비중이 치우치고 있었고, 고령
층을 위한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함이 드러
났다[4].

현병언 외 1인(2003)은 물류시설 확보, 인력양성, 노
하우 축적 등 물류관리가 필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저
자는 편의점의 물류기능 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
고 있다고 강조하였다[12].

황규성 외 1인(2014)은 부산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점의 주요 입지요인을 파악하여 입지요인과 매출, 이
익과 같은 편의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저자
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정도를 파악했다. 
분석결과, 배후인구가 많은 곳에 편의점 매출과 수익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장 면적이 늘어날 경우 가시성이 좋
아져 매출이 증가했다. 또한 주변에 경쟁 점포 등 경쟁요
인이 높을수록 매출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5].

Kuo 외 2인(1999)은 Fuzzy-AHP를 이용하여 편의점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최적의 입지를 평가했다. 분
석 대상은 대만 카오슝 시에 위치한 7-ELEVEN 체인점 
138개를 대상으로 하였다[6]. 

Andreti 외 3인(2013)은 SPSS 통계 분석을 통하여 
편의점 고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가격, 장
소, 프로모션 및 서비스 품질 등 주요 요인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고객들은 제공되는 가격, 일종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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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좋을 때 편의점에 자주 방
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Bianchi(2009)는 편의점의 독특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남미적 관점에서 편의
점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400명의 
소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매장 접
근성, 주차시설 및 운영시간 등이 편의점의 대표적인 특
성이며, 이러한 편의점의 속성 때문에 고객의 편의점 방
문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8].

편의점 3사(CU, GS25, 세븐일레븐)의 2019년도 판
매량 순위를 살펴보면 컵얼음(Icecup)의 판매약진이 두
드러졌다. CU의 경우, “델라페 컵얼음”이 판매량 1순위
를 차지하였으며, GS25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유어스아
이스컵’과 ‘컵얼음’이 각각 2위에 위치했다[21]. 특히 
GS25는 얼음컵 매출이 전년대비 26% 증가하고 기온이 
1도 오를 때 마다 얼음컵이 약 3만개씩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얼음컵이 단순히 여름에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매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편 담배는 평균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26].

3.2 시스템 다이내믹스 선행연구
김상준 외 2인(2008)은 Application Service 

Provider(ASP) 가격정책과 버저닝⋅번들링 전략을 이용
하기 위해 구성요소에 대해 세부 지표들을 이끌어내고, 
이들 지표 간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
이내믹스를 활용했다. 본 연구는 ASP업체의 가격차별화 
전략 수립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3].

윤민호(2016)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시스템 다이
내믹스를 활용해 특허 시스템의 형태를 분석했다. 저자는 
우선 특허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성하고, 특허 과거 데이터와 경제 데이터를 이용해 모
형의 파라미터 값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하여 특허 변수
들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였다[14]. 

여기태 외 3인(2013)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
여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저자는 인천항 
원목 물동량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마케팅이 
필요하며, 인천지역의 목재기업이 타 항만으로 이전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역비, 임대료, 물류비 등 비용적인 
측면과 행정상의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15].

Vlachos 외 2인(2007)은 법률이 부과하는 회수 의무 
및 ‘녹색 이미지’가 고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용하였다[16]. 
Stave(2003)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수자원 관리 
사례들을 활용해 전략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구
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라스베이거스의 수자원 보존의 가
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확보하였다[17]. 

김영국 외 2인(2014)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
여 인천항 배후단지가 인천항 컨테이너의 물동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변수는 환율, 자
본수지, 경상수지, 중국 교역량, 일본 교역량, 수출 단가
지수, 수입 단가지수, 인천항 교역액 등 거시 경제지표이
고, 인천 항만배후 단지가 인천항의 물동량에 영향을 주
는지 검증하기 위해 인천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매출
액, 임대료, 컨테이너물동량, 종업원 수를 이용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배후단지 요인들이 인천항에 
있는 물동량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
다는 의의가 있다[27].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
여 미래를 예측하는 김형호 외 2인(2017)의 중국 컨테이
너 물동량 예측 관련 연구 및 김형호 외 2인(2018)의 우
리나라 항공여객 수요예측 논문이 있다[28, 29].

편의점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접목한 연구를 살펴보
면, 이동일 외 3인(2014)이 실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편의점 성장 시뮬레이션 구축 및 운영효율화 정
책에 관련된 연구가 제시되었다. 저자는 한국편의점협회
와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편의점 수 
변화에 대한 인과지도를 구축한 후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내점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편의점 시장의 포화되는 시점 및 포화 편의점 점포
의 수를 예측하고, 편의점 운영 효율화 정책 노력이 편의
점 시장 성장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횡단적 관점과 동태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30].

3.3 본 연구의 차별성
편의점 성장에 따라 국내외 다수의 관련 연구가 제시

되고 있다. 국내 편의점의 플랫폼 발전 방향[4], 편의점 
측면의 물류 중요성[12], 편의점 입지요인[5], 최적입지 
선정[6], 편의점 고객의 구매결정[7], 편의점의 특성분석
[8], 운영효율화 정책[18]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하지
만 편의점의 최근 동적특성을 반영한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재무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매출 상위상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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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주는 상품들을 분석하고 예측치를 도출하여 전략적
으로 미래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
별성을 갖는다.

4. 실증분석
4.1 연구방법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를 찾아내고, 변수들 사이의 인
과관계 및 피드백 과정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정의하는 방법
론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소프트웨어인 벤심(Vensim) 또
는 파워심(Powersim)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시뮬레
이션이 가능하며, 한 변수의 변화가 시스템 전체에 미치
는 영향 추적 등 시스템의 동적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Sterman(2000)[19]이 제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
델링 5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 단계는 ‘문제의 개
념화’로 문제의 대상이나 목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
는 ‘동적전제 설정’으로 시스템 관련 변수들을 확인한 후 
변수들 사이 동적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으로, 위 전제들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변수별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모델에 반영한다. 
네 번째 단계 ‘시험 및 검증’은 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검증한다. 마지막 단계인 ‘정책설정 및 
평가’는 인과지도 및 Stock-flow 다이어그램을 이용하
여 문제를 분석 및 해결한다.

Fig. 1. Process of system dynamics modelling

4.2 모델 구성(Stock-flow diagram)
편의점 매출 상위상품의 매출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

된 데이터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 편의점 
프렌차이즈의 3년 6개월간 상품별 월간 매출 실적 데이
터이다. 실적 데이터는 특정 편의점 ‘POS’시스템에서 수
집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2
년 11월까지다. 매출 예측은 해당 편의점에서 가장 매출
이 높은 상품 2개를 대상으로 예측을 실시하였다. 향후 
매출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Stock-Flow diagram은 Fig. 2와 같다.

Fig. 2. Stock-flow diagram : Forecasting for product 
sales

4.3 모델 검증 및 결과
실제 편의점 상품 데이터와 Stock-flow diagram을 

통해 도출된 값을 비교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APE :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실시했으며 식(1)과 같다[20].

(1)

연구대상 편의점 매출 상위 상품인 아이스 컵(Ice 
cup)과 담배의 실제 데이터와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값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 4 및 Fig. 3, 4와 같다.

Time Real data Simulation value
2016-03 21,200 20,190
2016-04 368,000 67,230
2016-05 584,400 237,300
2016-06 1,013,600 529,300
2016-07 1,116,400 1,005,000
2016-08 1,155,600 1,289,000
2016-09 685,600 771,000
2016-10 396,800 455,600
2016-11 68,800 125,700
2016-12 50,000 78,010
2017-01 42,800 56,560
2017-02 44,000 60,350
2017-03 73,500 302,200

Table 3. Product ‘Ice cup’ value  Unit(Won)

  



 ×
 ≤  ≺   매우 정확한 예측
 ≤  ≺   비교적 정확한 예측
 ≤  ≺   매우 합리적인 예측
 ≺   부정확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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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product ‘Ice cup’ real data with 
simulation values

상품 ‘Ice cup’의 예측 모델 정확도를 검증하기 2016
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MAP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 28%(0.28)로 20% ≤  MAPE < 50% 범
위에 속하므로 매우 합리적인 예측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품 ‘Ice cup’

은 특정시기에 매출이 높고, 낮은 전형적인 계절성을 
갖는 상품임을 나타낸다.

Time Real data Simulation value
2016-03 25,490,000 25,630,000
2016-04 24,890,000 25,680,000
2016-05 26,670,000 26,520,000
2016-06 27,380,000 28,430,000
2016-07 27,570,000 28,820,000
2016-08 26,670,000 26,720,000
2016-09 25,520,000 26,910,000
2016-10 26,030,000 25,050,000
2016-11 27,000,000 26,240,000
2016-12 23,530,000 22,870,000
2017-01 21,790,000 21,930,000
2017-02 22,660,000 20,830,000
2017-03 23,680,000 23,460,000
2017-04 23,120,000 23,540,000
2017-05 24,750,000 24,350,000
2017-06 28,530,000 26,130,000
2017-07 27,660,000 26,530,000
2017-08 25,030,000 24,630,000
2017-09 28,290,000 24,830,000
2017-10 21,710,000 23,140,000
2017-11 24,400,000 24,270,000
2017-12 20,890,000 21,180,000
2018-01 20,960,000 20,330,000
2018-02 18,170,000 19,340,000
2018-03 22,160,000 21,800,000
2018-04 21,760,000 21,900,000
2018-05 21,440,000 22,670,000
2018-06 22,510,000 24,360,000
2018-07 24,570,000 24,760,000
2018-08 22,130,000 23,010,000
2018-09 21,160,000 23,220,000
2018-10 22,050,000 21,660,000
2018-11 21,740,000 22,740,000
2018-12 19,430,000 19,860,000
2019-01 18,610,000 19,080,000
2019-02 17,280,000 18,160,000
2019-03 19,950,000 20,500,000
2019-04 22,180,000 20,610,000
2019-05 22,080,000 21,360,000
2019-06 23,470,000 22,960,000
2019-07 23,880,000 23,360,000
2019-08 22,230,000 21,720,000
2019-09 21,940,000 21,940,000

Table 4. Product ‘Cigarette’ value    Unit(Won)

2017-04 445,500 613,900
2017-05 1,046,000 1,273,000
2017-06 1,595,000 1,738,000
2017-07 1,757,500 2,011,000
2017-08 1,648,000 1,766,000
2017-09 1,487,500 1,375,000
2017-10 546,500 502,700
2017-11 265,600 226,000
2017-12 89,500 78,020
2018-01 91,500 76,560
2018-02 89,500 90,350
2018-03 328,900 402,200
2018-04 813,600 713,900
2018-05 1,342,200 1,373,000
2018-06 1,821,600 1,738,000
2018-07 2,100,600 2,011,000
2018-08 1,944,000 1,766,000
2018-09 1,110,000 1,175,000
2018-10 577,200 502,700
2018-11 304,200 206,000
2018-12 115,200 78,020
2019-01 116,400 76,560
2019-02 159,600 90,350
2019-03 360,000 402,200
2019-04 876,600 713,900
2019-05 1,693,200 1,373,000
2019-06 1,672,200 1,738,000
2019-07 2,236,200 2,011,000
2019-08 1,824,600 1,766,000
2019-09 1,302,000 1,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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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product ‘Cigarette’ real data 
with simulation values

상품 ‘담배’는 ‘Ice cup’와 비슷하게 여름에 높은 매출
을 기록하고 겨울에 낮은 매출을 기록하는 계절성을 나
타냈다. 전체적인 담배의 판매 예측결과 향후 약간의 하
향추세를 가지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PE 검증 
결과 3%(0.03)으로 0%≤MAPE < 10% 범위에 속
하므로 매우 정확한 예측 모델로 평가 할 수 있다. 

5. 결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편리성과 실속성을 추구하고 시간

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이 많아진 현실을 감안하면 편의
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점포수가 2018년에만 4만 점포
를 넘어섰으며, ‘편의점 강국’ 일본을 추월한 상태이다. 
하지만 매년마다 각 프랜차이즈 점포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점 증감률 측면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편의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편의점 재
무성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가맹점의 재무성
과에 초점을 맞추고, 재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편의점의 상위 매출상품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결과 상품 ‘Ice cup’의 경우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모두 3월부터는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여 여름인 
7∼8월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여름 이후에는 서서
히 매출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 
예측된 데이터는 2022년까지 같은 패턴과 값을 도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에는 수요가 많아지고 추운 계
절인 겨울에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S파의 양상을 
갖는 계절성을 나타냈다.

연구대상 편의점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Cigarette’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
를 나타냈으며, 미래 예측치도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나
타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로 ‘Cigarette’와 ‘Ice 
cup’이 비슷한 계절성을 보이는 이유는 더운 계절인 여
름에 ‘Ice cup’을 구매하면서 ‘Cigarette’도 같이 구매하
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기존 연구에는 존재하
지 않았던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매출상품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
이다. 특히 대개의 점포 운영자들이 해당 점포의 상위 매
출 상품의 판매 싸이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현
실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을 도입한다면 매출개선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산업적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
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여 결과값 보다 +10%정도 
더 발주하는 것으로 한다면 재고가 부족하여 판매를 하
지 못하는 상황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입지요인과 매장형태 및 단골 고객 형
성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
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의 시계열 자료를 확
보해 다각적 분석을 할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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