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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ca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franchisors to expand activities related to franchise support or to develop 
andoperate an education program for foodservice franchise own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those purpose, first, the 
literatureand literature related to the competency of domestic franchise owner were collected and reviewed through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Second,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prepared through previous studies. 
Based onthe foodservice franchise owner’s competency model presented by Kim & Lee (2019b), 13 franchise owner's competencies were marked 
with both ‘What is’ levels and ‘What should be’ levels. Therefore, the total questionnaire consists of 26 questions. Thir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This study used data from 55 surveys which were gathered from foodservice franchise owners in Seongnam-si. SPS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survey data. Descriptive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ext, we conduct a t-test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What is’ competencies by the franchise owners and 
the level of ‘What should be’ competencie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derive the priorities of the ‘What should be’ competencies. The 
Locus for Focus model was used to derive the priorities of the required competencies. Result : Four competencies of team leadership, teamwork 
and cooperation, customer service, technical·professional·managerial expertise were found to be the first to be developed. Conclusions :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mwork and cooperation competnecy, and team leadership competency, which are derived from 
the core competencies of foodservice franchise owners, are among the leadership competencies required as managers of organizations. Second, 
customer service competency and ttechnical·professional·managerial expertise competency derived from the core competencies of restaurant 
franchise owners belong to the job competencies.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foodservice franchisors will be able that will 
serve as a baseline to support the foodservice franchisors and franchise owners for sustainable mutual growth by encouraging their will and 
encouraging them to creat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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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 산업은 롯데리아가 1979 년 소공동에 1 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왔다(Lee, 2012). 외식업이 전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수는 

75%, 가맹점 수는 48%까지 증가하였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019). 한편 프랜차이즈 업종 중 외식업의 매출액은 43.4조 원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60만 명으로 이는 

전체 프랜차이즈 종사자의 48%에 해당한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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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퇴직자와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퇴직자들은 노후 

준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청년 실업자들은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KOSTAT Statistics Plus, 2018). 이러한 

퇴직자나 사회 초년생은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비교적 창업하기 쉬운 

프랜차이즈 방식을 선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OSTAT Statistics Plus, 2018). 또한 창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Kim, Yoon, & Kim, 2015). 

약 40년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던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과 함께 이 분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Lee, 2012). 그러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수혜자 중 하나인 가맹점주 관점에서의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Kim et al., 2005). 

Choi(2017)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권, 인테리어, 가맹점주 

핵심역량, 서비스, 마케팅, 제품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맹점을 개시하기 전에는 상권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개점 후에는 가맹점주의 핵심역량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Lee(2012)는 예비창업자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맹본부의 영업력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운영지원과 관리를 받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가맹점주의 사업 성공에 달려있다(Kim et al., 2015). 따라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슈퍼바이저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의 창업 및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Kim, 

Oh, & Noh, 2012). 결국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협력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맹점주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05). 

21 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지식, 기술, 정보를 

얼마나 축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역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Merriam & Bierema, 2014).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직업의 

종류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지식 집약적이고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20 세기에는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능력을 개선하려 하였다면, 

21 세기에는 직무능력 이외의 역량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이 실현되고 있다(Kim & Lee, 

2019a). 

2000 년대 초반부터 국내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은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도 진행되어, 2010 년 후반부터 

보험설계사, 연구원, 학교장, 학교 행정, 사회기업가, 공무원, 교사, 상담원 

등 다양한 직무나 직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Kim, 2019).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역량 

및 역량 개발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의 역량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필요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Kim and Lee(2019b)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모형을 활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수준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하여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확대하거나, 가맹점주 대상의 가맹점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2.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3.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역량의 개념 

1920 년대 Frederick Taylor 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역량(competency)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Lucia & Lepsinger, 

1999). 역량은 기업경영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주로 조직이론이나 

경영전략가들에 의해 개발되어 온 거시적 개념과 조직 및 산업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미시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Park, 2002). 역량의 거시적 개념은 각각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비전, 핵심가치 및 문화를 기반으로 고유의 역사와 성장 단계 

등을 거치면서 획득한 고유의 자원이 각 기업의 경쟁우위에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에 근거한 것이다(Barney, 

1995). 여기서 자원은 기업의 명성, 브랜드 네임, 기술적 능력, 정보, 

고유의 경영전략 수립 및 전개 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등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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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우위가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원천으로 역량을 

바라보고 있다(Goo, Kim, & Kim, 2010). 

이에 반해, 조직 및 산업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미시적 

개념의 역량은 Flanagan(1954)이 중요사건 면접기법을 통해 업무에서의 

중요사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결정적 특질(trait)이나 기술(skil) 

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데서 출발하였다(Shin, 2004). 

현대적 역량의 개념은 1973 년 David C. McClelland 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그는 당시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었던 지능과는 다른 

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Lucia & 

Lepsinger, 1999). McClelland 는 지능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개인적 특성(개인의 동기, 이미지, 경험, 개인적 특성 등)이야말로 수행의 

성공유무를 구별해주며, 다양한 개인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Lucia & Lepsinger, 1999). 즉, 당면한 과제의 

해결이나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특성을 망라한 ‘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학업성과 

측정을 위해 적용된 역량의 개념은 Boyatzis(1982)가 관리자의 효과적인 

역량개념을 발표하면서부터 산업 및 경영 분야에 확대 응용되었다(Goo 

et al., 2010). 

이후 Spencer and Spencer(1993)는 역량을 개발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 동기, 지식, 기술, 특질, 자기개념의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직 내에서의 직무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와 관련 있는 특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286 개의 기본적인 역량모형을 연구하여 공통 역량을 추출해 

냈다(Spencer & Spencer, 1993). Spencer and Spencer(1993)는 공통 역량을 

바탕으로 6개의 역량군, 21개의 세부 역량으로 범주화 하여 역량사전을 

개발하였다. 또한 여러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역량을 

범주화하여 일반역량모형을 개발하였다. 

Sparrow(1996)는 역량의 유형에 초점을 두고, 직무역량인 개인역량, 

리더십 역량인 관리역량, 핵심역량인 조직역량의 3 가지 유형으로 

역량을 분류하였다. 이는 현재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역량모형을 

개발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 및 경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량’은 성과(performance)와 

연관되어 있다. 업무수행에서의 바람직한 결과를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성과를 낳게 하는 투입 요소로서의 다양한 영향 요인과, 성과의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역량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Hoffmann, 1999). 

본 연구에서의 ‘역량’은 미시적 개념의 개인 수준의 역량이며, 이러한 

개인 수준의 역량이 각 개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 집단수준의 역량으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성과 창출에 유의미한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 및 직군 중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2.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 개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거래의 특성상 자신의 영업내용과 동일한 

이미지 확보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활동을 지도 및 

통제하고 가맹점주는 이러한 지도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이다(Lee, 2010).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내용 및 이미지를 가지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Keup, 2007).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계약과 동시에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실행을 지원하고, 가맹점의 

영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의 사업 

위험요소를 줄여주고, 신규 가맹점 확보를 통한 전체 시스템의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프랜차이즈 점포와 구별되는 독특한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Lee, 2012). 외식 프랜차이즈는 업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역할이 각기 존재한다. 

Lee(2010)와 Lee and Park(2010)은 가맹본부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원부자재 개발, 교육 및 훈련, 판매촉진 및 

광고제공 기능, 금융 관련 업무, 상품 및 서비스, 경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맹점주의 역할은 프랜차이즈 사용료 지급, 

광고비 부담, 운영 매뉴얼 준수, 영업 비밀의 보장, 운영권 양도 금지 

의무, 경업 피지, 계약 해지 시 지켜야 할 의무 등이다(Lee, 2010).  

이러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공 요인에는 크게 상품, 브랜드, 

본부경영, 가맹점 교육, 가맹점 지원, 창업지원, 물류시스템 등이 

있다(Cho, 2011). 이 중에서 교육요인을 가맹본부 교육, 가맹점 교육, 예비 

창업자의 창업 준비교육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교육들에 대한 성과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Jang, 2004).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공 요인의 하나인 가맹점 교육에는 

가맹점 종업원 교육, 가맹점주 교육, 가맹점 매뉴얼 보급 및 운영 활성화 

등이 있다. 가맹본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맹점에게 자신의 기술 및 

지식,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습득하는가에 따라 비즈니스 전체의 경쟁력이 결정된다(Lee, 2006). 

가맹점에 대한 교육훈련과 사후지도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는 증진될 수 있으며, 교육지도를 통한 정보교환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게 하고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경영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Hwang, 2006). 프랜차이즈 기업 중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또 어떤 기업은 실패할까, 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확장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연구의 주된 



34                      Eun Sung KIM, Sang Seub LEE / Korean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10-4(2019) 31-42 

관심사이고 이런 의미에서 가맹점에 대한 교육은 가맹점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Cho, 2006).  

가맹점 교육 중에서 가맹점주 교육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기술, 지식,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에 열정을 갖고 

경영능력을 키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호이익 도모를 위해 

협력하며, 가맹점 운영 성공에 대한 자신감 및 확신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Hyun, 2015). 궁극적으로는 가맹본부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육을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강한 유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가맹본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주와 해당 가맹점 

종업원들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장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축적하고 있는 가맹점 운영 노하우 및 

실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가맹점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가맹점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Lee, 2011). 또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서비스 우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서비스 중점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주 뿐 만 아니라 가맹점 종업원들의 

서비스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Park & Jang, 2004). 프랜차이즈 사업의 

창업을 위한 예비 창업자에 대한 가맹점주 교육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부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는 본부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창업하려고 하는 품목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Park & 

Jang, 200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맹점주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가맹점 개시 전 교육, 신 

메뉴 제품 교육 등 현실적이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교육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육은 가맹본부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연수제도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직원, 인사관리, 위생관리, 노무관리, 고객관리, 판매촉진, 

실행지도, 가맹점 청결관리, 접객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본사가 규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Seo, 2014) 

 

2.3.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방법 

요구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구분석 이란 이 두 수준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Lee, 

2005). 요구분석 방법에는 t 검정, Borich 요구도 산출방법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 

등이 있다. t 검정은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다. 

t 검정은 크게 독립표본 t 검정과 대응표본 t 검정이 있는데,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할 때 사용하고, 대응표본 

t 검정은 동일표본에서 측정된 두 변수 값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다(Song, 2018).  

본 연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Song, 2018). 일반적으로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의 

평균 차이가 크면 클수록 t값은 그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t 검정은 두 수준 평균 사이의 단순 차이만을 고려할 뿐, 차이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Kwon, Hur, 

& Kim, 2008). 

Borich(1980)는 현재 수준(What is)과 필요 수준(What should be)의 

차이를 요구라고 하였으며, 요구 분석을 통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념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Borich의 요구도 산출방법은, 필요 

수준에서 현재 수준에 응답한 점수를 뺀 후 그 차이에 대하여 각 

문항에서 필요 수준의 평균을 곱하여 요구도를 계산하고, 그 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Oh, Jun, & Park, 2014).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Borich의 요구도 공식을 변형하여 Figure 1의 공식과 같이 두 

수준의 차이를 모두 합산한 값에 필요 수준의 평균값을 곱한 다음, 전체 

사례 수로 나눈 값으로 요구도를 구해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Oh et 

al., 2014). 이 공식에 의하면 필요 수준의 값(RL)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 

수준의 값(PL)이 낮을수록 교육요구점수는 높게 나온다. 이 공식은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단순한 차이를 교육요구도로 본 것보다는 한 

차원 발전된 공식이다(Oh et al., 2014). 반면 Cho(2009)은 Borich의 요구도 

순위는 분석대상 항목이나 사례가 많은 경우에 어느 순위 까지를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Borich 의 요구도와 

연동된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Figure 1: Borich’s needs assessment formula 

 

The Locus for Focus 모형은 Appel and Mink(1977)가 개발한 요구도 분석 

방법으로, 2개의 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요구분석 방법이다(Lee, 2004, 2005; 

Mink, Shultz, & Mink, 1979). 이 모형은 Figure 2 와 같이 총 4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축은 필요 수준의 값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값을 의미한다(Lee, 2004, 2005; Mink et 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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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의 축을 나누는 값은 필요 수준의 평균값이고, 세로축의 축을 

나누는 값은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의 평균값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교차하여 평면이 4 개의 섹터로 구분되는 것이다(Lee, 

2004, 2005; Mink et al., 1979). ’미래 필요도‘는 응답자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점수이며,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는 긴장 

지수로 차이가 클수록 미래의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Lee, 2004, 2005; 

Mink et al., 1979).  

아래 Figure 2와 같이 섹터 1은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높고, 필요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HL 분면으로 관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필요 수준은 높지 않지만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섹터 2(HH)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섹터 2는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높고, 필요 수준 역시 평균값보다 높은 HH 분면으로 최우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향후 필요는 하나, 현재에는 그 보유도가 

낮아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의 차이가 큰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섹터 3 은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값은 평균보다 낮고, 필요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LH 분면으로 만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수준이나 필요 수준이 비슷하게 높기 때문에 이미 만족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섹터 4는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값과 필요 수준의 값 모두가 평균보다 낮은 LL 분면으로 우선순위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무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에도 중요성이 부각 되지 않고 있으나, 미래에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이다(Lee, 2004, 2005; Mink et al., 

1979). Mink et al.(1979)는 섹터 2 에 위치한 점수 간의 우선순위는 

연구자와 해당 조직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Lee(2004, 

2005)는 Appel & Mink(1977)와 Mink et al.(1979)의 연구를 국내에 최초로 

적용하면서, 섹터 2 에 위치한 점수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조직의 상황에 따라 선정하면 되나 섹터 2의 우선순위 선정에서 ’미래 

필요 수준‘ 보다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 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Kim & Lee, 2017; Lee & Kim, 

2018; Lee, Kim, Park, Choi, & Kim, 2017). 

 

Discrepancy 
of mean 
between 

‘Should be’ 
and ‘is’ 

Sector 1(HL) 
High Discrepancy/ 
Low Importance 

Sector 2(HH) 
High Discrepancy/ 
High Importance 

Sector 4(LL) 
Low Discrepancy/ 
Low Importance 

Sector 3(LH) 
Low Discrepancy/  
High Importance 

 Mean of ‘Should be’ 

Figure 2: The Locus for Focus Model(Mink, Shultz, & Mink, 1979)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중에서 비확률적 편의 표집에 의해 선정된 67 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에서 최종 55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모형(Kim & Lee, 

2019b)을 기반으로 ①개인가치 역량군의 성취지향성 역량, 주도성 역량, 

자기조절 역량, 자기확신의 4 개의 세부역량, ②리더십 역량군의 

대인이해 역량, 관계형성 역량, 팀웤과 협력 역량, 팀리더십 역량의 

4 개의 세부역량, ③직무 역량군의 질서·품질·정확성에 대한 관심 역량, 

정보수집 역량, 고객지향성 역량, 조직인식 역량,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역량의 5 개의 세부역량, 총 13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는 각 역량 문항별로 현재 보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1점은 전혀 보유 안함’, ‘2점은 거의 보유 안함’, ‘3점은 보통’, ‘4점은 어느 

정도 보유함’, 5점은 ‘충분히 보유함’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역량 문항별로 미래에 필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 점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점은 거의 필요하지 않음’, ‘3 점은 보통’, ‘4 점은 어느 

정도 필요함’, ‘5점은 매우 필요함’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여 연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뢰도는 현재 보유 수준은 .919, 미래 필요 수준은 .938로 높게 

나타났다. Cronbach‘s α값이 .6 이상이면 측정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며, 1 에 가까울수록 좋은 평가 도구로 평가되는 기준에 따라 본 

연구 도구는 적합한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Song, 2018). 본 연구 도구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도 측정 문항 외에도 

현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운영 횟수, 현 가맹점 규모, 현 가맹점 

종업원 수, 성별, 연령, 최종학력 등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3.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과 관련된 

논문 및 문헌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통해 수집 후 고찰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내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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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아 그 범위를 

넓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슈퍼바이저, 가맹점 직원 등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마련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Kim & Lee(2019b)가 제시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모형을 기초하여, 13 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에 대해 현재 보유 수준과 미래의 필요 수준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 설문 문항은 2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2019 년 10 월 

20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업태와 상관없이 비확률적 편의표집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67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가맹점 직원의 

응답인 12부를 제외한 총 55부(회수율: 82.1%)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5.0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고, 

미래에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사용하여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표본에서 측정된 두 변수 값의 평균 

차이를 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Song, 2018). 또한 Borich 의 요구도 

공식은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세로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분석하지 않고,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통한 분석만을 실시하였다(Kim & Lee, 2017; Lee & Kim, 2018).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과 미래 역량의 필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섹터 2(HH 분면)에 나타나는 역량의 개수를 

확인하여,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외식 

가맹점주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Tabel 1 과 같이 연령, 성별, 

최종학력을 살펴보았으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 업태,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운영 횟수, 가맹점 규모, 가맹점 

종업원 수를 살펴보았다.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the Respondents(n=55) 

 n % 

Business 

Korean Restaurant 16 29.09 
Snack Bar 16 29.09 

Coffee 7 12.72 
Bakery 7 12.72 
Chicken 5 9.09 

Fast Food 3 5.45 
Japanese Restaurant 1 1.82 

Operating 
period 
(year) 

less than 1 8 14.55 
1~less than 3 20 36.36 
3~less than 5 4 7.27 
5~less than 7 11 20.00 

over 7 12 21.82 

Number of 
operations 

first 38 69.09 
second~fourth 12 21.82 

over fifth 5 9.09 

Square 
(㎡) 

less than 16.5 5 9.09 
16.5~33.1 11 20.00 
33.1~49.6 18 32.73 
49.6~66.1 4 7.27 
over 66.1 17 30.91 

Number of 
employees 

under 2 10 18.18 
3~4 25 45.45 
5~6 4 7.27 
7~8 9 16.36 

over 9 7 12.73 

Age 
(year) 

under 29 0 0.00 
30~35 6 10.91 
36~40 8 14.55 
41~45 18 32.73 
46~50 16 29.09 
51~55 1 1.82 
over 56 6 10.91 

Gender 
Male 28 50.91 

Female 27 49.09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6 10.91 
Undergraduate 9 16.36 

Four year university 35 63.64 
Graduate school 5 9.09 



Eun Sung KIM, Sang Seub LEE / Korean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10-4(2019) 31-42                       37 

업태는 한식과 분식이 각각 16 명(29.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커피와 베이커리가 각각 7명(12.72%)이었다. 이어서 치킨이 

5 명(9.09%), 패스트푸드가 3 명(5.45%), 일식이 1 명(1.82%)이었다. 연령은 

41 세~45 세가 1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6 세~50 세가 

16(29%)명으로 많았다. 36 세~40 세는 8 명(15%), 31 세~35 세와 56 세 

이상이 각각 6 명(11%), 51 세~55 세는 1 명(2%)이었고, 29 세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성별은 남자가 28명으로 51%, 여자가 27명으로 49%였다. 

최종학력은 4 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35 명(64%)로 가장 많았고, 2 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9 명(16%), 고등학교 졸업자가 6 명(11%), 대학원 졸업 

이상인 자가 5 명(9%)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기간은 1 년 이상~3 년 미만이 20 명(36%)으로 가장 많았고, 7 년 

이상이 12 명(22%), 5 년 이상~7 년 미만이 11 명(20%), 1 년 미만이 

8 명(15%), 3 년 이상~5 년 미만이 4 명(7%)이였다. 운영 횟수는 현재 

가맹점이 처음 운영인 응답자가 38 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 번째~4 번째 운영인 응답자가 12 명(22%), 5 번째 이상인 응답자가 

5명(9%)이였다.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가맹점을 하나씩 여러 차례 운영한 경우와 한 번에 여러 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된다. 가맹점 규모는 10 평 이상~15 평 

미만이 18 명(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 평 이상이 

17명(31%)으로 많았으며, 5평 이상~10명 미만이 11명(20%), 5명 미만이 

5 명(9%), 15 평 이상~20 평 미만이 4 명(7%) 순이었다. 가맹점 종업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3~4 명이 25 명(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 포함 2명 이하가 10명(18%)으로 많았으며, 7명~8명이 

9명(16%), 9명 이상이 7명(13%), 5~6명이 4명(7%)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통해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수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40 대가 가장 많고, 4 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가맹점 규모가 작을수록 종업원 

수가 적었다. 16명이 가맹점 규모가 10평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에 14 명(88%)는 현재 가맹점이 첫 번째로 운영하는 응답자였다. 

가맹점 규모가 20 평 이상이라고 응답한 17 명 중에서 ①11 명(65%)이 

46 세~50 세로 가장 많았고, ②5 년 이상 운영했다는 응답이 

15명(88%)으로 가장 많았다.  

즉, 비교적 큰 규모의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가맹점 종업원 수가 많고, 

46 세 이상이면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가맹점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맹점 운영 기간 측면에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28 개 응답 중에 20 명(71%)이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이 첫 

번째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4.2. 역량요구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모형(Kim, & Lee 2019b)을 활용하였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역량 13개의 현재 보유 수준과 미래 필요 수준의 

차이, 미래 필요 수준의 우선순위, 그리고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현재 보유 수준이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각 역량에 대해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자가진단 한 것이고, 미래 필요 수준이란 각 역량에 대해 현재 보유 

정도와 상관없이 향후에 가맹점주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자가진단한 것이다. 

첫 번째로,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각 

역량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준과 각 역량에 대해 미래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2 와 같이 

13 개 역량 모두가 유의확률 p<.001 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으며, 

13 개의 역량 모두에서 현재 보유 수준보다 미래 필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t검정 결과, 현재 보유 수준과 미래 필요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역량은 t값이 9.95인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역량이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팀리더십 역량이 9.77, 고객지향성 역량이 9.31, 팀웍과 협력 역량이 9.12 

순으로 t값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로, 각 역량의 미래 필요 수준의 평균값은 고객지향성 역량이 

4.5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질서·품질· 정확성에 대한 관심 

역량이 4.44,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역량이 4.42, 자기조절 역량이 

4.36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필요 역량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섹터 2(HH)는 

최우선 영역으로 미래 필요 수준이 높으면서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의 차이가 큰 영역이다. 

이에 속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은 팀리더십, 팀웍과 협력, 

기술적·직업적· 관리적 전문성, 고객지향성의 총 4 개 역량이다. 섹터 

1(HL)은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의 차이 값은 평균보다 높고, 

미래 필요 수준은 평균보다 낮아서, 최우선 영역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으로 자기확신의 1 개 역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섹터 

3(LH)은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낮고, 

미래 필요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만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속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은 관계형성, 질서·품질·정확성에 대한 

관심 역량, 자기조절의 총 3개 역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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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Needs Analysis  

n Competency Current 
Average 

Current 
standard 
deviation 

Future 
Average 

Future 
standard 
deviation 

Future - Current 
t-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Achievement Orientation 3.24  0.77  3.98  0.68  0.75  0.75  7.36*  

2 Initiative 3.44  0.90  4.18  0.75  0.75  0.91  6.09*  

3 Self-Control 3.56  0.71  4.36  0.65  0.80  0.83  7.19*  

4 Self-Confidence 3.18  0.90  4.05  0.73  0.87  0.86  7.51*  

5 Interpersonal Understanding 3.53  0.81  4.22  0.63  0.69  0.81  6.30*  

6 Relationship Building 3.49  0.77  4.33  0.67  0.84  0.74  8.39*  

7 Teamwork and Cooperation 3.27  0.83  4.29  0.76  1.02  0.83  9.12*  

8 Team Leadership 3.13  0.90  4.27  0.78  1.15  0.87  9.77*  

9 Concern for Order, Quality and 
Accuracy 3.64  0.80  4.44  0.63  0.80  0.69  8.42*  

10 Information Seeking 3.13  0.84  3.96  0.69  0.84  0.86  7.25*  

11 Customer Service 3.67  0.70  4.55  0.54  0.87  0.70  9.31*  

12 Organizational Awareness 3.27  0.89  4.09  0.73  0.82  0.80  7.63*  

13 Technical/Professional/Managerial 
Expertise 3.47  0.86  4.42  0.60  0.95  0.70  9.95*  

*p<0.001 

 

 
 Figure 3: Needs Analysis Result by The Locus for Focu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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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섹터 4(LL)는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의 차이 

값과 미래 필요 수준의 값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무시 영역으로, 

정보수집, 조직인식, 주도성, 성취지향성, 대인 이해의 총 5 개 역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결과는 앞서 진술한 대응표본 t 검정 분석 결과와 도 일치한다.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의 차이가 큰 

역량의 1~4순위는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팀리더십, 고객지향성, 

팀웍과 협력으로, 이는 The Locus for Focus 분석 결과, 섹터 2(HH)에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역량의 미래 필요 수준의 평균값은 고객지향성, 

질서·품질·정확성에 대한 관심,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역량, 

자기조절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의 2 가지 방법의 분석 결과와는 

상이하다. 

 
 
Table 3: Need Priority Comparison 

Competency t-value 

The Locus for 
Focus(HH) 

should 
be 

should 
be - is 

Achievement Orientation 9 12  

Initiative 13 9  
Self-Control 11 4  

Self-Confidence 8 11  

Interpersonal Understanding 12 8  

Relationship Building 6 5  

Teamwork and Cooperation 4 6 2 

Team Leadership 2 7 1 
Concern for Order, Quality and 

Accuracy 5 2  

Information Seeking 10 13  
Customer Service 3 1 4 

Organizational Awareness 7 10  

Technical·Professional· 
Managerial Expertise 1 3 3 

 

Kim and Lee(2017), Lee(2004, 2005), Lee and Kim(2018), Mink et al.(1979)은 

‘미래 필요 수준’ 보다는 ‘미래 필요 수준과 현재 보유 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Figure 3과 같이 최종적인 필요 역량 우선순위는 팀리더십, 팀웍과 협력,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고객지향성 역량 순으로 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최근 퇴직자나 사회 초년생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창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OSTAT 

Statistics Plus, 2018).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Kim et al., 

2015).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수혜자인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점주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역량 개발과 관련한 연구와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1 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이 정착된 것에 반해, 

아직까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체계적인 역량 개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 and Lee(2019b)가 개발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량모형을 토대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팀리더십, 팀웍과 협력, 고객지향성, 

기술·전문성·관리적 전문성의 4 개 역량이 최우선으로 개발되어야 할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역량 개발을 통해 지속경영의 의지를 북돋고, 성과 창출의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실제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핵심 역량으로 도출된 팀웍과 협력 역량과 팀리더십 역량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군에 속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가맹점주는 비교적 소규모 업장에서 10명 이하의 종업원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타 기업체나 규모가 큰 조직 못지않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핵심 역량으로 도출된 고객 

지향성 역량과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역량은 직무 역량군에 

속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맹점주는 매일 근무시간에 마주하게 되는 고객의 요구를 찾아서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기술적, 직업적, 혹은 관리적 지식)을 

갖추고, 개발시키고자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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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성남지역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한하여 지역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역량 

요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자를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비확률적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여, 업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정 업태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여, 해당 업태에 특화된 필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 수는 55 개로, 많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역량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 개발을 통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가맹본부 차원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점 개점 시 

필요한 특정 기술이나 지식만을 익히는 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가치 역량군, 리더십 역량군, 직무 

역량군이 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결과만으로 역량 요구도와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인터뷰나 행동면접기법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이 보완된다면, 가맹점주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의 현재 보유 

수준과 미래에 필요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역량 요구도를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 직원이나 

슈퍼바이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맹점주가 현재 보유한 역량의 

수준이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을 분석해 보고, 또 그 결과를 

가맹점주가 자가진단한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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