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업순환주기가 외식업체의 원가 
비대칭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

박원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and Operanting Cycle on 
Asymmetric Cost Behavior in Food Service Industry

Won Park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stration, Kyu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를 검증하고 최근 경기 침체 현상과 관련된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과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순환주기가 원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9년과 
2020년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원가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
과, 외식기업은 활동수준 감소에 따라 원가탄력적인 행태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이후 이전보다 원가의 하방탄력적인
행태는 강화되었으며 영업순환주기가 짧을수록 원가는 하방탄력적인 행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업순환주기의 구
성요소인 재고자산 보유기간과 매출채권 회수기간 모두 짧을수록 원가의 하방탄력적인 행태는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의 구조 및 그러한 구조에 팬데믹 현상과 영업순환주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검증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식업체가 직면한 상황을 원가 측면에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기업의 매출 감소에 원가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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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f cost asymmetry on food service companies and what 
characteristics affect such cost behavior. This study analyses cost behavior for cost of good sold,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 over the 2019-2020 period. Also, the rate of change in activity 
level was measured using change in sales. This study measures the behavior of cost using the research 
model of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ood service companies exhibited cost 
asymmetric behavior as their sales level decreased. In addition, the cost asymmetric behavior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corona virus, and the shorter the operating cycle. Lastly, the shorter the 
inventory holding period and the collection period of accounts receivable, which are components of 
the operating cycle, more strengthen asymmetric behavior of costs. These results seem to be 
meaningful in examining the cost structure and factors that may affect the structure for food service 
industry. This has approached the cost aspect of the situation faced by service food companies due 
to COVID-19, and it can be suggested that this pandemic can lead to cost reduction due to a decrease 
in corporate sales.

Key Words : Covid-19 Pandemic, Operating Cycle, Asymmetric Cost Behavior, Food Service Industry, 
Inventory Holding Period, Collection Period of Accounts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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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외식 관련 점포수는 1만 
개 가량 감소되었으며 매출액 규모도 2019년 104조 
6,700억 원에서 2020년 87조 8,300억 원으로 감소되었
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합산된 금액이 69조 
1,400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 매출액이 대폭 감소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1]. 코로나의 3차와 4차 대유형은 2
년 연속 매출 감소로 인하여 중소 혹은 중견 외식기업은 
지속적인 적자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규모 외식
기업은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인수와 합병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2]. 

또한 산업의 특성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사회적 거
리두기로 인한 외식이 통제되고 내식 트렌드가 확산되었
다. 점포 방문으로 이루어진 외식문화가 포장과 배달로 
대체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다. 
2020년의 전체 외식비용 중에서 배달과 포장이 48% 수
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4%로 급증하였다[3]. 이로 인
하여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료의 수입이 어렵게 되면서 생산 원가와 물류비가 크
게 인상이 되어 원가의 변화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

이러한 경기 침체는 외식업체의 매출액 급감 혹은 활
동 수준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활동수준이 축소되면, 활동수준이 증가되는 경우와 달리 
원가변화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활동수준 감소에 따
른 원가의 변화는 활동수준 증가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하방경직적 혹은 하방탄력적인 비대칭적 행태
로 나타날 수 있다[4-11]. 원가의 하방경직적 행태란, 매
출액과 같은 기업의 활동이 감소할 경우 매출액이 증가
하는 경우와 대칭적으로 원가가 감소해야 하지만 감소세
가 증가세보다 둔화되는 행태를 의미한다[4, 12, 13]. 반
면 원가의 하방탄력적 행태는 기업의 활동수준이 감소할 
경우 증가할 경우보다 원가의 변화폭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가는 기본적으로 활동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화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정원가, 기정원
가, 학습효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활동수준이 감소
할 경우 비례적으로 원가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변화하는 행태를 보인다
[14, 15].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업이 처한 경제적인 환
경, 경영자의 전략이나 특성, 유동성 수준, 산업적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 6, 8, 11, 

14, 16-18].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시장점유율

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감소시키기 
어렵다. 또한 기업은 잉여자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의 대칭적인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19]. 매출
이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인 원가 감소는 잉여자원에 대한 
처분비용, 향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자원확보 비용을 고
려하여 조정비용 신호로 원가를 감소할 수 없음을 제안
할 수 있다[20]. 그리고 자산의 고정성이 높거나 매출 변
동성이 크다면, 조정비용의 금액이나 기회비용이 크기 때
문에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는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
정에 기인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원가 비대칭성이 경영자의 의
도적인 의사결정이며 과잉투자, 보유현금의 비대칭성, 개
인적 이윤 추구, 경영자 태도, 비효율성 등에 접근하였다
[17]. 경영자는 제품 수요 감소로 인한 잉여자원의 유지
비용과 미래의 수요 증가로 인한 재투자와 관련된 조정
비용을 고려하여 원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경영자가 미래의 수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할 
경우 조정비용을 고려하여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
보다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16].

이러한 원가의 구조는 산업 특성에 달라질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원가 보다 전반적인 원가 수준, 판
매비와 관리비, 재량원가에서 하방경직적 행태로 나타났
다[21]. 하지만 외식업계의 원가 구조를 집중적으로 연구
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업종이 혼합되어 분석을 실시하
였다. 

외식업체는 최근 팬데믹 현상으로 활동 수준 감소가 
큰 업종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
요성이 있다. 제조기업이나 유통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가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있지만 국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식업
계의 매출 감소가 원가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적자
를 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불황이 장기화 된다면 부도
나 도산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외식기업은 대기업보
다 중소 혹은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무적
인 압력이나 부담이 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원가의 비대칭성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또한 외식기업의 원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하여 효율성과 현금 수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
는 영업순환주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분야 선행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한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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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를 검증한 것에 의미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가비대칭성 행태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고정자산 비율, 종업원 집중도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과 달리 동태적 유동성 관점인 영업순환
주기의 역할을 규명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1 선행연구 검토
원가는 활동 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대칭적인 행태를 

제안할 수 있다[22]. 하지만 원가는 기업의 활동수준에 
따라 원가는 변화하지만 활동수준이 감소할 경우와 활동
수준이 증가할 경우 각각 그 변화의 폭에 차이가 있다[23]. 
이러한 행태를 원가의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학습효과는 활동수준이 증가
할수록 원가가 감소하는 형태로 규모의 경제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공학원가와 달리 기정원가와 재량원가는 활동수준이 인
과관계로 증명되지 않는 원가로 비대칭적 행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14]. 공학원가는 활동수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대칭적인 행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정원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며 공장, 
설비, 투자 등 주로 제조경비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정원가는 기업의 고정자산과 직결되는 자원의 원가이
다[24]. 이는 과거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결과이
며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원가로 볼 수 있다[15]. 이와 달
리 재량원가는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와 같
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간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12, 25]. 이러한 재량원가는 경영자의 기회
주의적 행위, 대리인문제, 과신성향, 이익, 재무적인 상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16]. 

경영자는 활동수준 감소로 구조조정이나 자산처분 등
의 발생비용과 미래 다시 활동수준이 증가되어 발생될 
재투자비용인 조정비용을 비교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선택하여 무리한 원가절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경영자의 사적 이윤을 확보하거나 과신성
향 등 경영자의 특성이나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원가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미래에 불확실성을 낮게 평가하고 이익을 높게 평가하는 
성향으로 다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이
러한 성향은 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 축소를 기피할 수 있

다. 따라서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를 
강화시킬 수 있다[16, 26]. 또한 경영자 능력이 우수하거
나 자신의 명예를 고려하여 원가를 감소시키는 형태보다 
유지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원가를 활동수준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하방경직
적 행태를 가질 수 있다[7, 17]. 즉, 경영자가 특권 의식
을 가지고 과잉투자와 같은 비효율적 투자활동을 수행할 
경우 하방경직성이 심화된다[11]. 따라서 활동수준 감소
는 활동수준 증가할 경우보다 원가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원가의 대칭적인 구조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경
영전략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 등을 중요시 
하는 선도형 전략일 경우 원가는 하방경직적 행태로 나
타나며 상대적으로 방어형 전략의 경우 원가의 하방탄력
적 행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활동수준이 감
소될 경우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이나 
이익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량원가를 감소
시킬 수 있어 원가가 하방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리고 경영자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할 경우 과신성향과 대
비되어 활동수준이 감소할 경우 과도한 원가 발생에 부
정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적 행태
를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적인 특성, 전
략, 경영자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가의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원가비대칭
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원가
의 비대칭성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 이러한 팬데믹 현상
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기업들은 매출액 감소와 관련
하여 원가를 감소시키지 않고 미래 조정비용을 고려하여 
하방경직적 행태가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27].

원가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제조기업에 국
한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도 
실시하였으나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
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검증하지 못 
한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19
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고
려하지 못한 영업순환주기가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외식기업은 식자재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재고자산의 관리가 중요하며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으로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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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접근한 
영업순환주기가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2.2 가설 설정
원가의 비대칭직적 행태는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수준 변화량이 큰 산업일수록 원가구조를 확
인할 수 있었다[14]. 제조업의 경우 총원가, 매출원가 등
에서 비대칭적 행태로 나타났으며 유통업은 총원가와 판
매비와 관리비, 서비스업은 매출원가에서 확인하기 어려
웠으며 총원가, 판미비와 관리비, 광고선전비에서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를 검증할 수 있다[21].

외식업체는 제조기업과 달리 공장, 기계장치, 설비 부
분 등 기정원가에 대한 규모나 지출 수준이 낮을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외식업체의 원가 수준은 활동수준 감
소에 따라 원가가 경직적인 경우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국내 외식업체는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8]. 재무적인 건전성이나 유동성 수준이 우수
하지 못 하며[28] 원가가 활동수준 감소에 따라 경직적 
행태가 감소될 수 밖에 없다[18]. 원가의 증가는 비용과 
현금 지출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더 어려
워질 수 있다[17]. 따라서 활동수준이 감소될 경우 더 탄
력적인 원가변화율을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외식업체는 활동수준에 따라 원가가 하방탄력
적인 행태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에 의존적인 식자재는 물
류대란으로 인하여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환율의 
변화, 유가의 변동성 등 원가의 구조에 대한 변화가 나타
날 수 있다[2]. 변동원가의 높은 비율은 활동수준에 비례
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활동수준이 감소될 경우 탄력적
으로 변화할 수 있다[26]. 또한 대부분의 외식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수준이 감소되며[27] 적자나 큰 손
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량원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18]. 이러한 재량원가의 감소는 코로나 이후 활동수
준 감소는 원가의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 코로나 이후는 이전보다 외식업체의 활동수준 
감소에 따라 원가의 하방탄력성에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효율성
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영업순환주기가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업순환주기는 재고
자산 회전율과 직결되는 재고자산 지급기간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합한 개념을 의미한다[29-31]. 외식업체의 
재고자산은 주로 식자재나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경우 폐
기함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적정
한 재고자산 회전율을 유지해야 하며 효율적인 재고관리
가 특히 중요하다[32]. 따라서 이러한 재고자산의 관리 
능력이나 효율성이 감소되고 경기가 좋지 않아 재고자산
이 증가된다면 이와 관련된 원가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효율적인 경영 
관리 능력이 우수하며 대손상각으로 인한 판매비와 관리
비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가의 탄력성을 약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의 비효율성은 활동수준이 감
소할 경우 원가의 변화를 둔화시키는 원인 중 일부로 볼 
수 있다[33]. 따라서 외식업체의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나
타내는 지표로서 영업순환주기 혹은 영업순환주기 구성
요소(재고자산 보유기간, 매출채권 회수기간)는 외식업체
의 활동수준 감소와 관련된 원가탄력적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3: 영업순환주기(혹은 영업순환주기 구성요소)는 
외식업체의 원가의 하방탄력적 행태에 양(+)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론

3.1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를 검증

하고 이러한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고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본을 추
출하였다.

Sample Selection 2019 2020 Total

Firms in food service 
industry(2019-2020) 260 260 520

Other variable measurement 
data insufficient samples (163) (165) (328)

Final sample 97 95 192

Table 1. Selection Process of Sampl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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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되는 D/B인 TS-2000
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전체 외식업체수는 520개이며 
이 중 328개(기업-년)는 변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제
공되지 않아 제외하고 총표본수는 192개(기업-년)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외식업체의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를 분석하

기 위하여 다음의 식(1)을 설정하였다. 

     ×     
                (1)
여기서,  : t기 총원가변화율

 : t기 매출액변화율
 : t기 매출액 더미변수
 : t기 규모(총자산 자연로그값)
 : t기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t기 고정비율
 : t기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 t기 종업원 비율
  : t-1기 순손실 더미변수

외식업체의 원가 비대칭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1)을 
구성하였으며 회귀계수 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
타난다면 원가는 하방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 가 유의
한 양(+)의 값이라면 매출액 감소 집단의 기울기는 
  으로 전체 표본의 기울기인 보다 증가하기 때
문에 변화율이 매출액 감소 집단에서 더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원가는    인 경우 하방탄력
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가 유의한 음(-)의 값
으로 나타난다면, 회귀계수    이므로 전체 표
본보다 활동수준이 감소한 집단의 기울기가 더 작아 원
가는 하방경직적 행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식(1)에서 규모가 크거나 부채비율이 낮은 경
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낮아 원가절감 노력이 상대적으
로 낮을 수 있다. 감가상각 유형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감
가상각 등 원가를 발생시키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포함
하였다[4, 9, 34]. 영업현금흐름 수준이 높은 기업은 재
무적인 제약 수준이 낮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무
리한 원가절감 가능성이 낮으며[5] 종업원 비중이 높을수
록 원가 절감이 어렵다[16]. 또한 당기순손실을 보고할 
경우 빅배스(big-bath) 유인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고 기

업은 많은 비용을 전기에 보고할 수 있다[8]. 따라서 상대
적으로 당기에 비용이 감소되어 원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에 추가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 영업순환주기 및 영업순환주기 구성요소(재고자산 
보유기간,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따른 원가 비대칭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2)
    × ××  
             
                              (3)
여기서, : t기가 2020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t기 영업순환주기 혹은 구성요소
(j=1: 재고자산보유기간, j=2: 매출채권회수기
간, j=3: 영업순환주기)

이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수준 감소 집단에서 원가가 더 탄력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식(3)에서 효율성 수준을 측정한 영업순환주기 
및 구성요소가 활동수준 감소집단의 원가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킨다면 회귀계수 이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3.3 변수측정
3.3.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볼 수 있는 총원가변화율

( )은 이 분야 선행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4, 9, 35, 36]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t기 총
원가에서 t-1기 총원가로 나눈 뒤 자연로그값을 취하였
다. 자연로그값을 취한 이유는 변화 정도가 크면 회귀분
석에서 이분산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총원가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값으로 
전체적인 원가의 변화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식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Log(t기 총원가/t-1기 총원가)
t기 총원가 = t기 매출원가 + t기 판매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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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독립변수
매출액변화율( )도 당기 매출액을 전기 매출액으

로 나눈 뒤 총원가변화율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로그값을 
취하였으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 Log(t기 매출액/t-1기 매출액)

매출액 더미변수()는 매출액변화율이 음일 경우 분
자가 분모보다 작은 경우로서 매출액 감소집단을 의미한
다. 따라서 매출액 감소집단을 1로 두고 증가집단은 0으
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   <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3.3.3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외식업체의 원가 

비대칭성에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코로나 이전 
연도인 2019년도와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친 2020년을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원가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코로나 더미변수는 전체 표본 
중에서 코로나 이전에 해당하는 2019년은 0, 2020년은 
1을 두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또다른 조절변수로서 영업순환주기는 재고자
산 보유기간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합으로 계산되며 재
고자산 보유기간과 매출채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보유기간() = 재고자산 /(매출원가/365)
매출채권 회수기간() = 매출채권/(매출액/365)
영업순환주기() =  + 

3.3.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규모( ), 부채비율( ), 고정비율

( ), 영업현금흐름 비중( ), 종업원 비율( ), 
순손실 더미변수(  )를 포함하였다. 이 중 규모는 총
자산을 대체적 측정치로 이용하였으며 이분산성 문제를 
고려하여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고정비율( )은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중인자산
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으로 측정하였
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 = t기 유형자산 – t기 토지 
      – t기 건설중인 자산

  = t기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t기 매출액

그리고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종업원 비율은 
매출액과 대비할 경우 숫자 차이가 커서 백만
(1,000,000)을 곱한 값을 이용하였다. 

  = [(t기 총종업원수×1,000,000)/t기 매출액]

전기 손실더미 변수는 전기에 순손익의 부호에 따라 
더미를 설정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t-1기 순이익 <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4.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Var. Average Median Std. 1% 99%

Costt -0.10 -0.07 0.37 1.20 -1.71 

Salest -0.16 -0.08 0.66 1.97 -3.76 

DSt 0.66 1.00 0.48 1.00 0.00 

Sizet 17.16 16.93 1.19 21.06 14.98 

Levt 0.49 0.00 0.50 1.00 0.00 

ASt 0.80 0.70 0.70 5.21 0.10 

CFOt 2.21 0.14 20.70 35.34 0.01 

EMPt 0.02 0.02 0.14 0.33 -0.55 

PLt-1 0.01 0.01 0.02 0.18 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먼저 원가변동율(Costt) 평균은 음(-)의 값으로 전체적
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변동율(Salest) 
평균은 -0.16으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매출액 수준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 집단 더미변수(DSt)의 평균이 0.66
으로 전체 표본 중에서 66.6%가 적자를 보고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을 구분하여 변수 측정치별로 평균값을 비교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총원가의 감소폭
과 매출액 감소폭이 유의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전체 매출액 감소 기업수는 크게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규모, 부채비율, 고정비율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업순환주기가 외식업체의 원가 비대칭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 221

과 2020년의 큰 차이를 알 수 없었지만,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으며 적자보고 기업수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고 적자
기업이 증대되어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상황이 악화됨을 
알 수 있었다.

Var.
Average

t-value p-value
2019 2020

Costt -0.016 -0.196 -3.474 0.001

Salest -0.009 -0.321 -3.351 0.001

DSt 0.454 0.863 6.586 0.000

Sizet 17.132 17.184 0.299 0.765

Levt 0.758 0.837 0.771 0.442

ASt 0.896 3.558 0.890 0.374

CFOt 0.042 -0.003 -2.206 0.029

EMPt 0.007 0.012 1.746 0.082

PLt-1 0.371 0.642 3.880 0.000

Table 3. Average Comparison of Variables According to
COVID-19 Pandemic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Var. Costt Salest DSt Sizet Levt ASt CFOt EMPt

Salest
0.87 

1.00
(0.00) 

DSt
0.80 0.83 

1.00　
(0.00) (0.00) 

Sizet
-0.33 -0.25 -0.32

1.00
(0.00) (0.00) (0.00) 

Levt
0.34 0.30 0.40 -0.44

1.00
(0.00) (0.00) (0.00) (0.00) 

ASt
-0.40 -0.55 -0.69 0.18 -0.17

1.00　
(0.00) (0.00) (0.00) (0.01) (0.02) 

CFOt
0.21 0.17 0.18 -0.36 0.34 -0.10

1.00　
(0.00) (0.02) (0.01) (0.00) (0.00) (0.17) 

EMPt
-0.28 -0.41 -0.52 0.01 -0.06 0.74 0.01 

1.00
(0.00) (0.00) (0.00) (0.86) (0.44) (0.00) (0.86) 

PLt-1
-0.18 -0.13 -0.15 0.32 -0.36 0.05 -0.21 -0.07

(0.01) (0.08) (0.03) (0.00) (0.00) (0.51) (0.00) (0.33) 

Note: The table presents Pearson correlations. ( ) is the P value.

Table 4. Correlations

Table 4를 보면, 원가변동율(Costt)과 매출액변동율
(Salest)은 0.87로 상관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규모(Sizet), 부채비율(Levt), 고정비율(ASt), 영업현
금흐름(CFOt), 종업원 집중도(EMPt), 전기 적자더미변수
(PLt-1) 모두 원가변동율과 유의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변동율과 매출액변동율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
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외식업
체의 매출액 변동율과 원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은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변
동성이 감소와 매출액 변동율의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
수 는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수
준이 감소될 경우 원가 변화폭이 더 크게 증가되어 하방
탄력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 영업
현금흐름, 적자더미변수는 원가의 변동성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전반적으로 외식기업이 비상장
기업이며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28] 규모적 차이가 원
가의 변화와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영업현금흐름, 
적자보고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성과가 
민감하게 원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
다[4].

Variable βi t-value p-value

β0 -0.097 -0.522 0.602 

Salest  0.370 11.833 0.000 

DSt×Salest  0.292  5.958 0.000 

Sizet  0.008  0.718 0.474 

Levt -0.044 -2.287 0.023 

ASt  0.000 -0.027 0.978 

CFOt -0.088 -0.878 0.381 

EMPt  4.560  4.629 0.000 

PLt-1 -0.021 -0.844 0.400 

adj. R2, F(p) 0.818, 108.196 (P<0.00)

VIF Max.(N) 4.802 (N=192)

Table 5.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in Foodservice
Business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원가의 
비대칭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서 보면, 매출액 연도더미변수를 추가한 회
귀계수 가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나 원가의 하
방탄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기업은 
원가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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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지표로 영업순환주기에 따른 원
가의 비대칭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제
시하였다. 

Variable βi t-value p-value

β0 -0.174 -0.959 0.339 

Salest  0.369  12.179 0.000 

DSt×Salest  0.184  3.296 0.001 

DSt×Salest×YDt  0.199  3.608 0.000 

Sizet  0.011  1.057 0.292 

Levt -0.036 -1.900 0.059 

ASt  0.000 -0.305 0.761 

CFOt -0.020 -0.205 0.837 

EMPt  6.380  5.911 0.000 

PLt-1 -0.009 -0.368 0.714 

adj. R2, F(p) 0.829, 103.935 (P<0.00)

VIF Max.(N) 6.688 (N=192)

Table 6.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Asymmetric 
Cost Behavior in Food Service Business

Variable βi t-value p-value

β0 -0.140 -0.845 0.399 

Salest  0.373 13.413 0.000 

DSt×Salest  0.216  4.820 0.000 

DSt×Salest×Op1,t  0.000  6.990 0.000 

Sizet  0.010  1.032 0.304 

Levt -0.046 -2.691 0.008 

ASt  0.006  5.343 0.000 

CFOt -0.006 -0.066 0.948 

EMPt  4.502  5.134 0.000 

PLt-1 -0.034 -1.495 0.137 

adj. R2, F(p) 0.856, 126.755 (P<0.00)

VIF Max.(N) 5.769 (N=192)

Table 7. The Effect of Operating Cycle on Asymmetric 
Cost Behavior in Food Service Business

Table 7에서 보면, 영업순환주기를 추가한 매출액 변
동률과 매출액 감소 집단의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여주었다. 즉, 효율성 수준은 
원가가 하방탄력적인 행태를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업순환주기를 구성하는 재고자산 보유기간과 매출
채권 회수기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면, 재고자산 보유기간과 매출채권 회
수기간은 모두 원가의 하방탄력성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순환
주기와 이를 구성하는 재고자산 보유기간,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활동수준이 감소할 경우 원가를 탄력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변수 βi t값 p값

Salest 0.373 13.390 0.000 

DSt×Salest 0.217 4.836 0.000 

DSt×Salest×Op2,t 0.000 6.920 0.000 

adj. R2, F값(p) 0.855, 126.137 (P<0.00)

VIF Max.(N) 5.768 (N=192)
변수 βi t값 p값

Salest 0.365 11.882 0.000 

DSt×Salest 0.280 5.807 0.000 

DSt×Salest×Op3,t 0.003 2.758 0.006 

adj. R2, F(p) 0.824, 100.492 (P<0.00)

VIF Max.(N) 4.837 (N=192)
Note: The analysis result of the control variable is similar to the 

analysis result in Table 7. 

Table 8. The Effect of Components of the Operating 
Cycle on Asymmetric Cost Behavior in Food 
Service Business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적 행
태에 집중하여 실시한 분석과 달리 외식기업이 원가가 
하방탄력적 행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 한 영업순환주기 및 그 구성요
소가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침
을 제안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
와 코로나로 인한 변화, 효율성의 대체적 측정치인 영업
순환주기에 따른 원가 비대칭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먼저 외식업체는 활동수준의 감소에 따라 원가가 하방
경직적 행태가 아닌 하방탄력적 행태로 나타났다. 즉, 활
동수준이 감소될 경우 원가절감 형태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코로나 이후 원가의 하방탄력적 행태는 강화
됨을 보여주었다. 셋째, 효율성 지표인 영업순환주기 및 
구성요소는 외식업체의 원가의 하방탄력적 행태를 강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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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서는 전반적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원가 비대칭성을 분
석하였으나 외식업체에 제한하여 분석하지 못 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 한 원가의 구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업순환주기를 검증하였다. 
영업순환주기는 재고자산 관리능력, 자금조달 능력 등 효
율성과 동태적 순운전자본관리 능력을 포괄하는 지표로
서 외식업체의 원가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
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향후에는 외식업체의 산업적 특성과 내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외식업체의 원가 변화나 구조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전
후로 구분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 데이
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나 표본수가 적고 그 기간이 
짧아 결과를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팬데
믹 현상에서 외식업체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원가구조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접근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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