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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편의점 도시락 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4개의 상권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획득된 POS 자료를 
바탕으로 연관성규칙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도시락이 가장 많이 판매되
는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와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의 시간대별로 그리고 상권별편의점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상품들을 유음료, 음료 그리고 면과 같이 도시락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것들은 상권이나 시간대에 차이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반면, 이외의 상품들을 
오전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 그리고 편의점이 위치한 상권별로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와 개수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와 접근 방법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상품이
나 서비스의 수요를 특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편의점, 도시락, 상권, 연관성 규칙, 데이터마이닝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a sales strategy for convenience store lunches,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using association rules based on POS data obtained from convenience stores located in four 
commercial districts. For this purpose,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divided into the time zones 
from 6:00 am to 8:00 pm, 17:00 pm to 19:00 pm, and the convenience store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roducts that were sold together with 
a lunch box were mainly made of products that could be eaten together with lunch such as milk, 
beverage, and cott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s and numbers 
of the products that were sold together with the lunch boxes of the morning time and the afternoon 
hours for the other products. These results and approach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finding and 
responding to the needs for goods and services that change as well as convenience stores as well as 
sociocultur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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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소매업은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3%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 23.8%, 가맹점당 
매출액 기준 7%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맹점 수 역시 2015년 대비 15.7%의 높은 성장세를 나
타냈고 종사자수 역시 9.4%의 증가를 나타냈다[1]. 이 처
럼 가맹점 수의 증가와 편의점의 가파른 성장은 편의점 
창업을 원하는 지원자의 증가, 간편 식품 매출 증대에 따
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편식품 매출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편의점이 1인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편의점 매출의 38.6%를 
차지하면서 편의점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2]. 

한국 사회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로써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562만
으로 전체 1967만 가구 중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7년 사이 2.5배 넘게 증가하였
다[1].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식문화의 경우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건강과 영양도 추구하는 소비문
화로 변화하면서  간편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다[3,4].

간편식품 시장은 2015년 기준 국내 간편식 매출액 규
모는 1조 6720억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51% 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편의점 도시락의 시장 규
모는 2015년 기준 1329억 원으로 2013년보다 7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5].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외식문화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도소매업의 변
화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880만이 이용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국내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여
러 메뉴의 제품들을 출시하며 경쟁하고 있다[6]. 

이처럼 편의점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
를 시도하면서 매출도 빠르게 성장해 오고 왔다. 최근 편
의점과 관련된 연구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 되고 있
다. 우선 편의점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입지와 매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입지
요인에 대한 연구로 발전해왔다[7-10]. 최근에는 1인가
구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중에서 이가하와 김승인
(2018)은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편의점 변화
의 방향 중 하나인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생활 플랫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 이

성훈과 이동우(2018)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
능하게 된 무인판매점의 기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11].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락이라는 특
정 상품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도시락 선택속성과 구매의
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12-14]. 이중
에서 김진희 외 2명(2017)은 편리성,  품질, 경제성, 혜택
이 만족도를 거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우이식 외 2명(2016)은 식생활유형 중 편리성추구는 메
뉴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14]. 

이렇듯 편의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변화하는 편의점
의 발전 방향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도시
락과 관련된 연구는 소비자의 선택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도시락과 관련된 연구들을 설문을 통해 획
득된 자료를 이용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매한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 제품의 판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편의점은 다양한 지역에 위
치하고 그에 따라 매출의 특성이 다르지만 도시락과 초
점이 맞춰진 연구들은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진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권을 달리하는 편의점의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락이 판매되는 특성을 단계별로 전
체 편의점, 상권별 그리고 시간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연관성 규칙으로 이용
하여 도출된 규칙을 기반으로 편의점 도시락 판매 증대
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절에서 연관성 규칙에 관한 연구방법론, 3
절은 데이터의 특성 및 연구프로세스, 4절은 연구프로세
스에 따른 연구결과 마지막으로 5절은 연구 전반에 대한 
요약과 전략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
구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방법론
2.1 연관성 규칙

연관성 규칙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구매행위
에 있어서 특정항목과 다른 항목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연관규칙기법은 다른 데이터마이
닝 기법들에 비해 단순하지만 쉽게 적용이 가능하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렇게 정량화된 
결과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매장 진열, 우편발송, 금
융사기 적발(Fraud Detection)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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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8].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추천시스
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매장 진열, 우편발송, 금융사기 
적발 등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15,16].

연관성 규칙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I = {    ⋯ }, T ⊆ I (1)

위 식 (1)의 I는 전체 상품들의 집합이고, 이때 각각의 
구매거래를 나타내는 T는 I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상
황에서 연관성 규칙은 아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X ⇒ Y where X ⊆ I and Y ⊆ I (2)

즉, 위 식 (2)와 같은 연관성 규칙이 존재할 경우, 우리
는 구매거래 중에 일련의 항목이 고객에 의해 선택되었
다고 할 때 어떤 다른 항목들이 함께 선택될 수 있을 것
인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관규칙 분석의 결과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지표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Index Explanation

Support
The degree of support for associativity rule A ⇒ B is 
defined as the probability that the customer has both 

items A and B at the same time
(=Pr(A∩B))

Confidence
The Confidence of the association rule A ⇒ B is 
defined as the probability that the customer has B 

when he has A
(=Pr(AㅣB))

Lift

An indicator that measures the strength of the 
association rule, 

for example, if the Lift value for rule A ⇒ B is 2, then 
the probability that a customer with A has a B is 

twice as high as a randomly selected customer
(=(Pr(AㅣB))/ Pr(B))

Table 1. Association rule reference index

Table 1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 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A 항목
과 B 항목이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가와 전체적인 구매의도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
다.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과 동일한 방식 A→B로 표현되
는 연관규칙에서의 신뢰도는 A가 포함된 트랜잭션 중에
서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트랜잭션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연관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향상
도는 어떠한 A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그 거래가 다른 B상
품을 포함하는 경우와 B상품이 A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구매된 경우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상품 A와 B 
간의 향상도 값이 1이면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향상도>1이면 양의 상관관계이고, 향상도<1이면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17]. 

이러한 연관성 규칙은 크게 두 단계에 결쳐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최소 지지도 값을 지정하고 이
를 상회하는 규칙들을 골라낸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 대
표성을 지니는 규칙들이 걸러지면 다음은 사용자가 정의
한 최소 신뢰도 값 이상의 넘어선 규칙들을 골라내는 2
차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작업까지 끝나면 연
관성 규칙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된다. 이때 단계 2에
서는 신뢰도 값 대신 향상도 값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이 더 의미 있는 규칙을 추출하는데 유리하다[16]. 이와 
같이 도출된 규칙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판단
과 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하게 된다[18,19].  

3. 데이터 및 연구프로세스
3.1 데이터

본 연구는 1인 가구에 따른 편의점 도시락 매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는 편의점이 위치
하는 4개의 상권 각각의 매장으로부터 획득된 POS 데이
터이다. 이 자료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의 거
래 자료를 사용하였다. 6월 자료가 사용된 것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여름철 매출은 겨울 매출보다 높고 2월부터 5
월까지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가정의 달 등
의 행사로 인하여 일반 매출이 아닌 특판 매출이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1년간 편의점 매출 중 중간값을 유지하
는 6월 매출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R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성 규칙을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2는 상권별 판매된 상품수를 나타내고 있다. 4
개의 상권 전체의 판매된 상품 수는 73,443개이고 상권
별로 살펴보면, 주택가가 21,693로 가장 많았고 전체 자
료 중 29.5%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드라이브인이 
18,128 (24.7%), 오피스가 17,917(24.4%) 그리고 유흥
가가 15,702(21.4%)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 비중은 드
라인브인이 4개 상권 전체 매출액 대비 26.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판매된 상품수가 가장 적었던 유흥가가 
26.45%로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주택가와 오피스가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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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rive Nightlife Residential 
area Office

Number of 
items sold 73,443 18,128 15,702 21,693 17,917

ratio 100% 24.70% 21.40% 29.50% 24.40%
Sales 

portion 100% 26.49% 26.45% 23.66% 23.40%

Table 2. Number of convenience store product sales 
and sales portion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상품들을 나타
내고 있다. 전체 상품 수는 상위 분류 기준으로 34개로 
나타났고 이것은 식료품 1과 2, 계절식료품, 계절식료품, 
생활용품 그리고 잡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식료품 1과 2는 
각 9가지, 계절식료품은 3가지, 생활용품은 9가지 그리
고 잡화는 4가지의 상품으로 구성되어있다. 

Grocery 1 Grocery 2
No. product No. product
1 Rice 10 snack
2 Cooked bread 11 Coffee / tea
3 Snack 12 noodles
4 dessert 13 processed food
5 Instant food 14 Seasonings / Buildings
6 Milk drink 15 snack
7 cold storage 16 beer
8 bread 17 Traditional liquor
9 fresh 18 Western Sake - Wine

Seasonal food Household goods
No. product No. product
19 beverage 22 tobacco
20 Ice cream 23 Service products
21 frozen 24 Beauty / Cosmetics

miscellaneous goods 25 H&B
No. product 26 Household goods
31 Stationery / Fancy 27 Underwear
32 toy 28 Hygiene Products
33 Expendables 29 Medicine / Medical Supplies
34 Empty bottle / ball box 30 Daily Use

Table 3. Classification of goods

3.2 연구프로세스
본 연구는 상권별 편의점의 매출자료를 이용하여 편의

점의 도시락 매출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Fig. 1과 같이 4단계를 분석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도
시락 판매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첫 단계는 편의점 매출 분석 단계로써 상품별/
상권별 매출액/매출건수 비율, 시간대/상권별 미반 매출
건수 비율 그리고 요일별 상권별 미반 매출건수를 분석
하여 상권별/요일별/시간별 편의점의 매출분석과 미반 

매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2단계는 편의점 전
체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미반을 중심으로 한 연관성 규
칙을 분석 각각 실시한다. 시간대는 미반이 가장 많이 판
매되는 오전 6시부터 8시대까지 그리고 오후는 저녁 식
사 시간인 17시부터 19시대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도시락 매출이 저조한 점심 시간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3단계는 시간대별/상권별 미반과 함께 판매되는 제
품들을 분석하여 상권별, 시간대별 편의점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4단계는 앞서 분석된 
1~3단계의 자료를 기반으로 편의점 도시락 판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Step1 ■ Convenience store sales analysis

Percentage of sales by product / trade
Percentage of sales by product / trade

Percentage of unfinished sales per trade by time
Number of unfinished sales by trade & day

Step2 ■ Convenience store association rule by time zone
Morning(6-8) association rule

Evening(17-19) Association rule

Step3 ■ Association rule for each trade & time zone
Analysis of morning difference by time & trade
Analysis of Evening Difference by Hour & Week

Step4 ■ Lunch Box sales strategy
Sales strategy by trade

Time-based sales strategy
Fig. 1. Research process

4. 분석결과
4.1 편의점 매출 분석

Table 4.는 편의점 상권별, 상품 분류별 매출 비율 현
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우측에 위치한 4개 상권 전체
의 매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담배가 전체 매출의 53.8%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음료 
9.8%, 맥주 4.9%, 유음료 4.8%, 과자 3.7%로 뒤를 이었
고 미반의 경우 2.6%로 7번째로 높은 매출액 비중을 나
타냈다. 상권별로 살펴보면, 담배의 매출은 매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상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흥가 상권의 경우 유흥가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료 역시 모든 
상권에서 2번째로 매출액이 높은 상품이었다. 반면, 맥주
는 드라이브인에서 3번째, 주택가와 오피스에서는 4번째
로 높은 매출액 비율을 나타냈으나 유흥가는 지역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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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vision Drive-in ranking Nightlife ranking Residential 
area ranking Office ranking All ranking

1 Rice 1.9% 10 0.5% 14 5.3% 5 2.9% 8 2.6% 7
2 Cooked bread 1.3% 11 0.2% 23 1.5% 15 1.8% 11 1.2% 11
3 Snack 0.1% 28 0.0% 30 0.3% 24 0.2% 26 0.2% 27
4 dessert 0.0% 31 0.0% 31 0.1% 31 0.1% 30 0% 31
5 Instant food 0.8% 16 0.7% 10 2.1% 11 1.3% 12 1.2% 11
6 Milk Drink 3.6% 6 3.5% 3 6.9% 3 5.6% 3 4.8% 4
7 cold storage 2.0% 9 0.7% 11 3.1% 7 2.7% 9 2.1% 9
8 bread 0.9% 15 0.1% 24 0.5% 21 0.6% 18 0.5% 19
9 fresh 0.5% 20 0.1% 28 0.3% 26 0.3% 23 0.3% 24

Grocery 1 11.1% 　 5.9% 　 20.1% 　 15.4% 　 　 　
10 snack 4.9% 4 2.5% 5 3.8% 6 3.8% 5 3.7% 5
11 Coffee / tea 0.4% 25 0.4% 16 0.2% 28 0.2% 25 0.3% 24
12 noodles 3.1% 8 1.0% 8 2.3% 8 2.1% 10 2.1% 9
13 processed food 1.1% 13 0.3% 17 1.6% 14 0.9% 14 0.9% 13
14 Seasonings / Buildings 0.5% 22 0.2% 21 0.2% 29 0.2% 28 0.3% 24
15 snack 1.2% 12 0.4% 15 0.9% 17 0.7% 15 0.8% 16
16 beer 6.6% 3 2.3% 6 5.8% 4 4.8% 4 4.9% 3
17 Traditional liquor 3.4% 7 1.1% 7 2.2% 10 3.0% 7 2.4% 8
18 Western liquor / wine 0.8% 17 0.5% 13 0.5% 23 0.3% 24 0.5% 19

Grocery 2 21.9% 　 8.7% 　 17.5% 　 15.9% 　 　 　
19 beverage 10.4% 2 9.5% 2 9.2% 2 8.1% 2 9.3% 2
20 Ice cream 4.1% 5 3.1% 4 1.9% 12 3.8% 6 3.3% 6
21 frozen 0.4% 24 0.1% 25 0.5% 20 0.6% 17 0.4% 21

Seasonal food 14.9% 　 12.7% 　 11.7% 　 12.4% 　 　 　
22 tobacco 48.4% 1 70.0% 1 42.9% 1 52.6% 1 53.8% 1
23 Service products 0.5% 19 0.0% 29 2.2% 9 0.9% 13 0.9% 13
24 Beauty/ Cosmetics 0.2% 27 0.2% 19 0.3% 25 0.2% 27 0.2% 27
25 H&B 0.4% 23 0.2% 18 0.5% 22 0.4% 22 0.4% 21
26 Household goods 0.9% 14 0.2% 22 0.7% 18 0.4% 21 0.6% 18
27 Underwear 0.1% 30 0.1% 26 0.2% 27 0.1% 29 0.1% 29
28 Hygiene Products 0.5% 21 0.2% 20 0.6% 19 0.5% 20 0.4% 21
29 Medicine / Medical 

Supplies 0.3% 26 0.7% 12 1.8% 13 0.5% 19 0.8% 16
30 Daily Use 0.6% 18 0.9% 9 1.4% 16 0.6% 16 0.9% 13

Household goods 51.9% 　 72.7% 　 50.6% 　 　 　 　 　
31 Stationery / Fancy 0.1% 29 0.1% 27 0.1% 30 0.0% 31 0.1% 29
32 toy 0.0% 32 0.0% 32 0.0% 32 0.0% 32 0% 31
33 Expendables 0.0% 33 0.0% 32 0.0% 32 0.0% 32 0% 31
34 Empty bottle / ball box 0.0% 33 0.0% 32 0.0% 32 0.0% 34 0% 31

miscellaneous goods 0.1% 　 0.1% 　 0.1% 　 0.0% 　 　 　
Standard Deviation 8.22% 　 11.81% 　 7.27% 　 8.84% 　 8.84% 　

Table 4. Sales by product category

성에 따라 6번째로 높은 매출액 비중을 나타냈다. 미반의 
경우 주택가 상권이 주택가 전체 매출액에 5.3%를 나타
내 5번째로 높은 매출을 보였고 오피스는 8번째, 드라이브
인은 10번째였다. 반면 유흥가는 0.5%로 34개의 상품 분
류 중 14번째로 매출액 비중이 높은 상품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상권별 매출액 비중의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상품
별 고른 매출액 비중을 나타내는 상권의 편의점이 어디
인지 분석하였다. 전체 상권의 매출액 비중의 표준편차는 
8.84로 나타났고 오피스가 역시 8.84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가는 7.2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판매되는 상

품별 매출액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것은 다른 상권의 편의점보다 상품별 매출액의 차이가 고
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써 상품의 구성이 다른 상권보다 
다양해야 하는 상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흥가
의 표준편차는 11.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것은 
상품 매출액의 비중의 차이가 평균치로부터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특정한 상품에 더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그 예로 유흥가는 매출액 전체 중 
담배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다른 상권들에 비해 
한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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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ll drive Nightlife Residential area Office
No. ratio No. ratio No. ratio No. ratio No. ratio

5 53 4.60% 1 8.30% 9 2.10% 36 7.30% 7 3.20%
6 151 7.30% 77 9.70% 3 1.20% 52 8.00% 19 5.10%
7 225 6.30% 51 7.10% 2 0.70% 84 6.20% 88 7.00%
8 182 5.80% 26 2.90% 13 5.50% 75 7.30% 68 7.00%
9 102 4.60% 26 4.50% 6 2.40% 47 5.90% 23 4.00%
16 93 3.50% 20 2.20% 5 1.40% 43 5.30% 25 4.60%
17 161 5.10% 23 2.40% 21 5.00% 56 6.30% 61 6.60%
18 205 4.80% 40 3.00% 34 5.10% 81 6.90% 50 4.70%
19 223 4.60% 31 2.70% 9 1.10% 102 7.40% 81 5.70%
20 149 2.80% 21 1.70% 20 1.70% 63 4.30% 45 3.20%

Total 3055 4.20% 625 3.40% 245 1.60% 1329 6.10% 856 4.80%

Table 5. Number and percentage of lunch boxes sold by time and trade

Table 5는 시간대별 미반 판매 건수 및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이것은 4개 상권 매출건수를 기반으로 24시 
전체를 분석하여 미반의 판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시
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오후 17시부터 20
시까지의 상권별 미반 판매 건수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 상권 전체에서 미반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
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16시부터 20시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오전 5시 미반 매출 비중이 4.60%에서 
오전 6시 151건 전체의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
시는 판매 건수가 가장 높은 225건 판매 비중은 6.3%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후 판매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였
다. 점심시간대 미반의 판매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아침 식사시간대와 저녁 식사 시간대 증가보다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시간 16시부터 다시 미반 매출이 
증가하였고 17시 매출건수는 161 전체 매출의 5.1% 18
시는 매출건수 223건 매출 비중은 4.6%를 나타냈다. 미
반의 판매 건수 24시간 하루 기준으로 3055건으로 전체 
판매 건수의 4.2%였다. 미반 판매 건수가 가장 높은 상
권은 주택가로 1329건 전체 판매의 6.1%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오피스가가 856건 4.8% 다음은 드라이브인 625
건 3.4% 그리고 유흥가가 245건 1.6%의 순이었다. 

시간대별 상권별 미반 판매 건수/비율에서 특이한 점
은 드라인브인은 오전6시 판매건수와 판매 비율이 가장 
높게 났고 주택가는 그 시간 판매 비율은 높았지만 판매 
건수는 오전 7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판매 비중으로는 
오전 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피스가는 오전 7시가 가장 
많이 판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시간은 19시 주택가 
102건으로 판매 건수가 가장 많았고 비중 역시 7.4%를 차지
하였다. 오피스가도 같은 시간 81건 5.7%의 비중을 나타냈다. 

Table 6은 요일별 미반 판매 건수/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주일 중에서 매출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월요
일이고 다음은 화요일로 나타나고 있다. 상권별로 살펴보
면 유흥가와 오피스가는 화요일 매출 건수가 가장 많았
고 드라이브인과 주택가는 월요일의 매출이 가장 많았다. 
미반 판매도 판매건수의 량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요일도 화요일과 월요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피스가와 드라인브인을 중심으로 목요일에 
미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2를 살
펴보면, 드라이브인과 오피스가의 미반 판매 추세가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유흥가의 경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eek Division Drive Nightlife Residen
tial area Office All

Sun
all 2,204 2,123 3,175 2,183 9,685 
rice 61 26 170 112 369
ratio 2.77% 1.22% 5.35% 5.13% 3.81%

Mon
all 3,212 2,215 3,570 3,086 12,083 
rice 115 38 229 158 540
ratio 3.58% 1.72% 6.41% 5.12% 4.47%

Tue
all 3,071 2,680 3,490 3,168 12,409 
rice 116 43 224 158 541
ratio 3.78% 1.60% 6.42% 4.99% 4.36%

Wed
all 2,548 2,193 2,932 2,427 10,100 
rice 86 36 185 109 416
ratio 3.38% 1.64% 6.31% 4.49% 4.12%

Thu
all 2,566 2,115 2,794 2,547 10,022 
rice 98 26 176 138 438
ratio 3.82% 1.23% 6.30% 5.42% 4.37%

Fri
all 2,210 2,086 2,844 2,498  9,638 
rice 78 31 174 114 397
ratio 3.53% 1.49% 6.12% 4.56% 4.12%

Sat
all 2,317 2,290 2,888 2,008  9,503 
rice 71 45 171 67 354
ratio 3.06% 1.97% 5.92% 3.34% 3.73%

Table 6. Number and sales of lunch boxes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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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Division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max min max min max min max min

Morning
(6~8)

all 5.18% 0.52% 100% 4.40% 27.11 0.93 238 24
Residential area 4.72% 0.55% 100% 4.78% 23.35 0.6 86 10

Office 4.20% 0.54% 57.14% 11.43% 3.54 0.77 70 9
drive 3.75% 0.53% 55.56% 5.19% 5.7 0.87 57 8

Nightlife 1.01% 0.67% 33.33% 22.22% 1.69 1.11 6 4

Evening
(17~19)

all 3.17% 0.54% 94.00% 6.00% 11.94 0.84 182 31
Residential area 3.60% 0.52% 100% 4.60% 13.59 0.99 69 10

Office 3.14% 0.56% 61.11% 9.40% 7.85 1.16 62 11
drive 1.56% 0.50% 58.82% 14.90% 9.3 0.92 31 1

Nightlife 1.53% 0.57% 37.50% 14.10% 7.09 0.72 24 9

Table 8. Summary of Association Rules 2

Fig. 2. Number of lunches sold per day

4.2 연관성 규칙 요약
Table 7은 연관성 규칙의 정보를 요약한 자료들이다. 

우선 본 연구는 편의점 상권별 자료를 미반 판매가 가장 
많은 오전과 오전 시간대에 대해 연관성 규칙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는 미반을 포함한 다양한 연관성 규칙의 도
출을 위해서 지지도 0.5%, 신뢰도 1% 이상이 되도록 설
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7은 분석에 사용된 총 거래량과 상품 수 그리
고 최종 도출된 규칙의 수와 미반이 포함된 규칙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오전 편의점 전체 거래량은 4594건 상품
은 33개 도출된 전체 규칙은 216이며, 이중에서 미반이 
포함된 규칙은 52개로 나타났다. 오후의 경우 전체 거래
량은 5739건 34개 상품, 380개의 규칙 중 68개가 미반
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권별 거래량과 규칙 수는 오전의 
경우 주택가가 거래량 규칙 수 모두 가장 많은 가지 수를 
보였고 오후의 경우 거래량은 드라이브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오피스가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규칙은 주택가
가 270개, 미반규칙은 5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상품별 판매현황에서 상권별 상품 판매 
건수의 표준편차에서 보듯이 판매되는 상품의 가지 수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Trade segment Volume product All rules Rice rules
Morning(6~8)

Residential area 1821 33 133 33
Office 1666 33 102 25
drive 1519 32 130 29

Nightlife 597 29 59 7
all 4594 33 216 52

Trade segment Evening(17~19)
Residential area 1916 33 270 57

Office 1977 32 189 39
drive 1990 34 204 16

Nightlife 1569 31 35 5
all 5739 34 380 68

Table 7. Summary of Association Rules

Table 8은 연관성 규칙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인 지
지도, 신뢰도 그리고 향상도에 대한 요약 결과이다. 오전 
시간대의 경우 지지도의 최소값은 0.5%이고 최대값은 분
석 자료(상권 구분)에 따라 유흥가 1.01%에서 전체 자료 
5.18%까지 나타내고 있다. 신뢰도는 최소값 1%이상의 
결과들만 도출되도록 설정하였고 최대값은 유흥가 
33.3%에서 전체 편의점 그리고 주택가가 100%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상도는 최소값 주택가 0.6
에서 유흥가 1.11까지 나타났고 최대값은 유흥가 1.69에
서 전체 편의점 27.11까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오후 
시간대 지지도의 최대값은 유흥가 1.53%에서 주택가 
3.6%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뢰도는 유흥가 37.50%에서 
주택 100%의 나타났으며, 향상도의 경우 최소값은 유흥
가 0.72에서 오피스 1.16 최대값은 유흥가 7.09에서 주
택 13.59까지의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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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rice => Milk drinks 5.18% 43.59% 1.68 238
2 rice => beverage 3.53% 29.67% 1.16 162
3 rice => noodles 2.31% 19.41% 2.66 106
4 rice => snack 1.37% 11.54% 1.09 63
5 Rice, drink => Milk drinks 1.31% 37.04% 1.42 60
6 Rice, milk drinks => beverage 1.31% 25.21% 0.98 60
7 rice => Cooked bread 1.15% 9.71% 1.81 53
8 rice => cold storage 1.09% 9.16% 2.02 50
9 Rice, milk drinks => noodles 0.78% 15.13% 2.07 36
10 Noodles, rice => Milk drinks 0.78% 33.96% 1.31 36
11 Rajawaja => Milk drinks 0.74% 53.97% 2.07 34
12 Rice, milk drinks => snack 0.74% 14.29% 1.35 34
13 rice => Instant food 0.70% 5.86% 1.45 32
14 Rice, milk drinks => Cooked bread 0.63% 12.18% 2.28 29
15 Rice, recipe => Milk drinks 0.63% 54.72% 2.10 29
16 Rice, drink => noodles 0.61% 17.28% 2.37 28
17 Noodles, rice => beverage 0.61% 26.42% 1.03 28
18 Rice, straight food => Expendables 0.59% 84.38% 27.11 27
19 Rice, consumables => Instant food 0.59% 100.00% 24.70 27
20 rice => Expendables 0.59% 4.95% 1.59 27
21 rice => bread 0.52% 4.40% 0.93 24

Table 9. Morning(6~8) Association Rules for all area

4.3 시간대별 편의점 미반관련 연관성 규칙
Table 9는 편의점 전체 상권 오전 시간대 연관성 규

칙이다. Table 7에서 이미 요약 제시한 것과 같이 전체 
133개 규칙 중 미반 규칙을 포함하는 규칙은 33개로 나
타났다. 이중에서 하나의 상품만 규칙으로 나타난 경우와 
담배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1개의 경과를 보여주
고 있다. 전체의 규칙 중에서 지지도 값이 상위로 나타나
난 규칙들의 순으로 규칙을 나열하였다. 지지도를 기준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난 규칙은 미반과 유음료가 5.18% 신
뢰도는 43.59% 향상도는 1.68로 238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반과 음료, 면, 그리고 과자가 그 뒤
를 이었고 음료와 유음료를 같이 구매하는 경우도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미반과 조리빵, 냉장 식품을 구매
하는 경우도 상위 결과를 나타냈다. 미반과 함께 규칙으
로 나타난 상품의 수는 총8개였고 소모품 하나를 제외하
고는 식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식사 대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Table 10은 저녁 시간의 규칙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
지도가 가장 높은 규칙을 중심으로 결과를 나열하고 있
다. 가장 높게 나타난 규칙은 미반과 면으로 지지도 
3.17%, 신뢰도 31.38%, 향상도 3.30 그리고 182건의 거
래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미반과 음료, 그리고 유음료, 과

자, 조리빵, 냉장 각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전
대와 비교하여 지지도의 순위가 달라졌을 뿐 미반과 가
장 많이 소비하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녁 시
간대에 특이할 만한 것으로는 9번 규칙에 미반과 전통주, 
19번 규칙에 미반과 맥주 그리고 22번 규칙에 미반과 아
이스크림의 규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편의
점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술과 디저트를 먹으면서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기 위해 소비되
는 제품으로 보인다. 

Fig. 3은 동일한 기준(지지도 0.5%, 신뢰도 1%이상)
으로 도출된 편의점 전체 점포에 대한 연관성 규칙을 오
전과 오후로 나누어 미반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원
의 크기는 지지도를 나타내고 원의 색의 명암은 향상도
를 나타낸다. 이 Fig. 3은 Table 10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오전과 오후에 대한 연관성 규칙의 그림의 
차이를 살펴보면, 오전은 총 52개의 규칙 오후는 68개의 
규칙이 도출되었고 그에 따라 규칙의 수만큼 원의 개수
가 그려진다. 따라서 규칙의 수가 더 많은 오후의 원이 
분포는 오전보다 좀 더 촘촘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
반과 연관되는 제품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에서와 같이 유
음료, 음료, 면, 과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후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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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rice => noodles 3.17% 31.38% 3.30 182
2 rice => beverage 3.15% 31.21% 1.16 181
3 rice => Milk drinks 2.61% 25.86% 1.65 150
4 rice => snack 1.83% 18.10% 1.18 105
5 rice => Cooked bread 1.34% 13.28% 3.33 77
6 rice => cold storage 1.08% 10.69% 2.28 62
7 Noodles, rice => beverage 0.96% 30.22% 1.13 55
8 Rice, drink => noodles 0.96% 30.39% 3.19 55
9 rice => Traditional liquor 0.89% 8.79% 0.91 51
10 rice => Engineer's ball box 0.87% 8.62% 1.12 50
11 Rice, Milk drinks => beverage 0.84% 32.00% 1.19 48
12 Rice, drink => Milk drinks 0.84% 26.52% 1.70 48
13 Engineer ball box, rice => Traditional liquor 0.82% 94.00% 9.72 47
14 Rice, traditional stock => Engineer's ball box 0.82% 92.16% 11.94 47
15 Sweets, rice => beverage 0.82% 44.76% 1.67 47
16 Rice, drink => snack 0.82% 25.97% 1.70 47
17 Noodles, rice => Milk drinks 0.75% 23.63% 1.51 43
18 Rice, Milk drinks => noodles 0.75% 28.67% 3.01 43
19 rice => beer 0.68% 6.72% 1.12 39
20 Sweets, rice => Milk drinks 0.63% 34.29% 2.19 36
21 Rice, Milk drinks => snack 0.63% 24.00% 1.57 36
22 rice => Ice cream 0.61% 6.03% 0.84 35
23 Rice, cooked bread => beverage 0.61% 45.45% 2 35 
24 Rice, drink => Cooked bread 0.61% 19.34% 5 35 
25 Noodles, rice => snack 0.61% 19.23% 1.26 35
38 Sweets, rice => noodles 0.61% 33.33% 3.50 35
31 Refrigeration, rice => noodles 0.54% 50.00% 5.26 31
32 Noodles, rice => cold storage 0.54% 17.03% 3.63 31

Table 10. Evening(17~19) Association Rules for all area 

Morning(6~8) All Evening(17~19) All

Fig. 3. Time-to-Associ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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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rea
Ranking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4 rice => cold storage 1.10% 9.57% 2.13 20
5 rice => Instant food 0.93% 8.13% 1.90 17
6 rice => Expendables 0.88% 7.66% 1.81 16
7 Rice, consumables => Instant food 0.88% 100.00% 23.35 16
9 rice => Cooked bread 0.77% 6.70% 1.88 14
11 Rice, Milk drinks => beverage 0.77% 16.28% 0.83 14
12 rice => snack 0.71% 6.22% 0.60 13

Office 
4 rice => snack 1.26% 12.00% 1.30 21
5 rice => Cooked bread 1.20% 11.43% 1.96 20

Drive-in
4 rice => cold storage 1.18% 11.69% 2.54 18
5 rice => snack 0.99% 9.74% 1.28 15
6 rice => Cooked bread 0.92% 9.09% 1.79 14
13 rice => processed food 0.53% 5.19% 2.72 8

Nightlife
1 rice => Milk drinks 1.01% 33.33% 1.69 6
2 rice => beverage 0.67% 22.22% 1.11 4

Table 11. Morning (6-8) Association Rules by trade

오전 시간대 미반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전
통주, 맥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함께 판매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반의 경우 함께 판매되는 제품
들은 음료, 면, 과자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간대에 따라 그들 
간의 강도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오전 시간대는 없
었지만 오후 시간대는 미반과 함께 판매되는 새로운 제품이었다.

4.4 상권별 시간대별 연관성 규칙
다음 Table 11은 상권별 오전 시간대 미반을 중심으

로 한 연관성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 상권 대부분 공통으로 
판매되는 유음료, 음료, 면 등의 규칙은 제외하고 상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규칙들을 중심으로 표를 재구성하였다. 

우선 주택가는 미반을 중심으로 33개의 규칙이 도출
되었고 그 중에서 7개의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의 
경우 다른 상권에 비해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가 되는 것
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오전 시간대에 연관성 규칙도 다
른 상권에 비해 더 많은 규칙들이 도출되었다. 미반과 주
로 거래되는 제품을 제외하고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난 상품은 미반과 냉장으로 지지도 1.1%로 나타났고 미
반을 구매하고 냉장 제품을 구매할 경우를 나타내는 신
뢰도는 9.57% 였으며, 이 두 제품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향상도는 2.13으로 보완재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음은 지지도 순에 따라 즉석식품, 소모품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조리빵의 경우 33개 규칙 중 지지도가 9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오전 연관성 규칙
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미반, 유음료와 음료의 향상도가 
0.83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 간의 관계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음료와 음료 간의 관
계에 따라 나타난 규칙으로 볼 수 있다1). 또 미반과 과자
의 관계 역시 향상도 0.60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의 경우 미반을 중심 도출된 규칙이 총 25개이
고 다른 상권들과 유사한 규칙을 제외하고 오피스 상권
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규칙 2개를 표에 나타내고 있다. 
오피스가로부터 도출된 규칙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주택
가 향상도가 1보다 작은 값을 보인 미반과 과자의 향상
도가 1.30으로 보완재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반과 조리빵의 지지도도 주택과는 달리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 특징에 따라 좀 더 편리하
게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함께 구
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라이브인 상권의 경우는 미반을 중심으로 도출된 규
칙은 총 29개로 나타났고, 주택과 마찬가지로 냉장이 지지도 

1) 유음료와 음료 간의 향상도는 0.943으로 대체재의 성격을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됨.



상권별 편의점 도시락 판매 전략에 관한 연구 87

Residential area
Ranking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6 rice => cold storage 1.20% 9.66% 2.13 23
7 rice => Traditional liquor 1.20% 9.66% 1.31 23
8 Rice, traditional stock => Engineer's ball box 1.20% 100.00% 13.59 23
9 Engineer ball box, rice => Traditional liquor 1.20% 92.00% 12.50 23
11 rice => beer 0.78% 6.30% 1.26 15
15 Rice, Milk drinks => Traditional liquor 0.63% 20.34% 2.76 12
20 Empty bottle / ball box, rice,  traditional 

stock => Milk drinks 0.63% 52.17% 3.27 12
21 Rice, Milk drinks, traditional alcohol => Engineer's ball box 0.63% 100.00% 13.58 12
22 Empty bottle / ball box, rice, Milk  drinks => Traditional liquor 0.63% 100.00% 13.58 12
23 rice => processed food 0.57% 4.62% 1.28 11

Office
5 rice => Cooked bread 1.32% 13.54% 3.31 26

Drive-in
3 rice => Cooked bread 0.85% 18.09% 5.22 17
5 rice => Snack 0.70% 14.89% 0.92 14

Nightlife
1 rice => Noodles 1.53% 37.50% 7.09 24
2 rice => beverage 0.57% 14.06% 0.72 9

Table 12. Evening(17-19) Association Rules by trade

Residential Area Office

Drive-in Nightlife

Fig. 4. Morning(6~8)
1.18%로 4번째로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자는 지
지도가 5번째로 높았고 조리빵은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드라이브인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의 특

징은 주택과 오피스가의 소비 특징이 혼합된 형태로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드라이브인의 주요
한 특징으로는 미반과 가공식품이 함께 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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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rea Office

Drive-in Nightlife

Fig. 5. Evening(17~19) 

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흥가 오전 미반을 중심으로 
한 연관성 규칙은 총 7개가 도출되었고 담배를 제외하면 
미반과 유음료, 미반과 음료의 규칙이 전부였다. 

Fig. 4는 상권별 오전(6시~8시) 시간대 연관성 규칙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래 Fig. 4 역시 Fig. 3과 마
찬가지로 미반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규칙들을 표현하
고 있다. 편의점 4개의 상권의 그림을 살펴보면, 상권별 
미반과의 판매되는 상품들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다. 주택가의 경우 즉석식품과 소모품, 오피스
가는 면과 조리빵, 드라이브인은 가공식품, 냉장식품이 
미반과 함께 소비되고 있다. 유흥가의 경우 담배를 제외
하면 미반과 함께 소비되는 제품은 유음료, 음료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도 간단하게 그려지고 있다.

Table 12는 상권별 오후 시간대 연관성 규칙을 나타
내고 있으며, 순위는 지지도에 따라 정해졌다. 주택가의 
규칙은 미반으로 중심으로 57개가 도출되었고 오후 시간
대 연관성 규칙 역시 미반과 함께 판매되는 유음료, 음료, 
면 그리고 담배를 제외하고 각 상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규칙들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가 오후 시간대 연관성 규
칙의 주요한 특징은 미반과 전통주 그리고 미반과 맥주
로 나타난 주류의 등장이다. 여타 상권 그리고 오전 시간
대 규칙과 유사한 제품군을 제외하면 주류의 등장은 오

후 주택가 편의점 미반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피스가의 경우 오후 시간대 미반 
중심 연관성 규칙은 39개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연관성은 
여타 상권과 오전 규칙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드라이브인과 유흥가 상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이
할 만한 것은 드라이브인의 미반 중심 오전 연관성 규칙
이 29개에서 19개로 유흥가는 7개에서 5개로 줄어든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오후 시간대 전체 편의점 연
관성 규칙의 특징은 주택가의 특징으로부터 도출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Fig. 5는 오후(17시~19시) 시간대 상권별 미반을 중
심으로 한 연관성 규칙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
후 시간대는 오전 시간대에 비해 상권별로 특징이 더 명
확하게 나타난다. 우선 상권별 도출된 규칙의 수이다. 주
택가는 57개, 오피스가는 39개 드라이브는 16개 그리고 
유흥가는 5개의 규칙이 도출되었다. 이것은 미반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차이를 나
타내는 것은 상권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앞서 설명한 것
과 같이 주택가의 제품의 특성이다. 주택가에서 도시락이 
소비될 경우 주류가 함께 판매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것은 퇴근 이후 편안하고 여유로운 식사 그리고 여



상권별 편의점 도시락 판매 전략에 관한 연구 89
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오피스가의 경우 오전 시간대에 비해 
더욱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제품들과 연관성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야근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소비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5.1 연구요약

본 연구는 4개의 상권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거래된 자
료를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도시락 판매전
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락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의 전체 편의점과 상권별로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상품들
을 유음료, 음료, 면과 같이 도시락과 함께 식사할 수 있
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것들은 상권이나 시간대에 
차이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반면 이외의 상품들은 시
간대별, 상권별 차이에 따라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상
품의 종류와 개수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오후 시간대는 오전 시간대보다 도시락과 판매되는 
상품들의 종류가 더 다양해 졌다. 특징적인 상품으로는 
주류(전통주, 맥주 포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상권별로 
오후 시간대에 판매되는 상품들의 특징을 보면 주류가 
판매되는 상권은 주택가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오피스가, 
드라이브인, 유흥가에서는 도시락과 주류가 함께 판매되
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적인 특징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가에서는 오후 시간대 도시락 
식사는 야근을 위해 간단하게 식사하기 때문에 주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상권별 판매된 상품별 매출액의 표준편
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상품 34가 공통적으로 
판매되는 편의점에서 주택가의 상품별 매출액의 표준편
차 값이 7.27로 가장 작게 나타나 다양한 상품들이 고르
게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흥가의 경우 표
준편차 값이 11.81로 가장 컸다. 이것은 특정 제품의 판
매가 점포의 매출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유흥가의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다른 상권의 편의점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이 위치하는 상권별로 다시 살펴보면, 주택가는 
앞서 언급했듯 다른 상권의 편의점들보다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상품이 다양했고 오후 시간대는 주류가 함께 
판매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
는 상품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유흥가였다. 유흥가는 편
의점에서 일반적으로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들 이
외에 다른 규칙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른 상권보다 
도출된 규칙의 수도 현저하게 작게 나타났다. 오피스가와 
드라이브인 상권의 경우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도시락
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
지만 주택가에서 판매되는 상품들과 비교해보면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빵, 과자 등과의 제품들과 판
매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편의점의 도시락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 

편의점 소비자의 구매 자료를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관성 규칙은 편의점 등과 같은 소매업 등
의 구매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역시 연관성 규칙을 사용하여 편의점
의 특정 제품 중 도시락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
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특정 제품에 초
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특정 제품의 소비 특성을 발
굴하기 위하여 편의점의 상권, 소비시간, 매출 특성 등과 
같은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 후 연관
성 규칙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충실히 진행하고 
단계별로 연관성 규칙을 수행함으로써 편의점 도시락 매
출 전략 수립이라는 목적에 좀 더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편의점의 특정 제품의 판매 또는 매출
향상은 물론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와 
관련된 향후 연구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5.3 전략적 시사점
이러한 결과들은 편의점 도시락 판매 향상을 위한 전

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시락 상품 자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반적으

로 함께 판매되는 제품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군은 한정되어있다. 이것들
은 모든 시간대와 모든 상권에서 동일하게 판매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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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음료와 같은 제품을 서비스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행해오던 방식이다. 이를 뛰어넘어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구성하고 배치함으로써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둘째, 시간대별 차별화된 상품 구성 및 프로모션의 진
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편의점의 도시락 판매는 아침식사 
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에 매출이 증가하고 오전보다 오후 
시간대에 더 다양한 상품들이 함께 판매된다. 특징적인 
것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오후 시간대 도시락은 주류와 
함께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소비자가 좀 더 
여유로운 식사를 보내고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한 
소비로 파악된다. 따라서 오후 시간대에 도시락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물론 여유로운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
는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권 지역의 소비자의 문화적 특성과 생활 패턴
을 고려한 반영한 상품 구성 및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권별 시간대별 도시락 판매량과 
도시락과 함께 판매되는 상품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다. 특히 주택가는 오후 시간은 저녁시간 여유로운 식사
를 도울 수 있는 제품을 구성한다면, 오피스가나 드라이
브인의 경우 주택가보다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 더 간편
한 식사를 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야근을 위해 간단히 식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피스가의 경우 간단하면서도 든
든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4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의 상품 구분은 34가지로 

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 및 그와 판매되는 제품
들의 특징까지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도시락을 포함
하는 상품 분류 미반은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4가지 제품군 중에서 10번째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락과 관련된 규칙을 도출
하기 위해 최소 지지도를 0.5%로 설정하였고 최종 도출
된 규칙의 지지도 역시 최대 5.81%를 나타내는데 그쳤
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제품의 구성을 가진 
자료 그리고 전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1/2/index.bo
ard?bmode=read&bSeq=&aSeq=365417&pageNo=1&row
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2] K. Lee & S. I Kim. (2018). Case Study for the Elderly 
Welfare Center for the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177-183.
DOI : 10.15207/JKCS.2018.9.7.177

[3] S. W. Choi & Y. S. Ra. (2013). Influence of purchase 
motivation and selection attributes of HMR on 
re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lifestyles.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19(5), 296~311.
DOI : 10.20878/cshr.2013.19.5.024024024

[4] L.I. Chung, H. Y. Lee & I. Ynag. (2007). Preference,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for Home Meal Replacements(HMR) by Product 
Categories,  Korean J Food Cook Sci, 23(3), 388~400.
UCI : G704-000460.2007.23.3.007

[5]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7). Processed Food Subdivision Market Status · 
Simplified Market 2017.

[6] Money Today, April 05, 20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514450577915

[7] K. S. Hwang & C. H. Lee. (2014). Analysis on the 
Effects of Location Factors on Sales of Convenience 
Stores -Comparative Analysis on Busan and 
Gyeong-nam Reg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129-137
DOI : 10.14400/JDC.2014.12.12.129

[8] L. D. Lee, C. H. Lee & S. Kang (2010) The Study of Site 
Factors Affecting the Sales of Convenience Stores,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16(4), 53-77.
UCI : G704-001613.2010.16.4.001

[9] Y. N. Choi & E. C. Chung, (2012). Locational Factor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Convenient Stores: The 
Case of Convenient Stores in Western Seoul 
Metropolitan Region, Review of Real Estate and Urban 
Studies, 5, 81-95.

[10] Y. R. Kim & S. J. Beak. (2018). A Study on the Location 
Determinants for the Sales of Railroad Convenience 
Stores - With Focus on the Convenience Store 
"Storyway" -, Korea Real Estate Review, 28(1), 7-21.

[11] S. H. Lee & D. W. Lee. (2018). A Study on ICT 
Technology Leading Change of Unmanned Store  PDF 
ic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09-114.
DOI : 10.22156/CS4SMB.2018.8.4.109

[12] J. Kim, Y. S. Kim & Y. J. Jeon. (2017). The Effects of 
the Convenience Store Lunch-box Selection Attributes 
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9(7), 353-370.



상권별 편의점 도시락 판매 전략에 관한 연구 91
[13] I. S. Woo, C. W. Kim & B. K. Koo. (2016). The Also 

Impact on the purchase of a lunch box, select th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Food Related Life 
Style : Focused on Busa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8(12), 321-334.
UCI : G704-000823.2016.28.12.007

[14] Y. J. Hwang & S. B. Lee. (2016). The effects of brand 
image, quality level, and perceived valueon brand 
credi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B lunch boxes from convenience 
stores and brand lunch box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0(11), 199-217.
DOI : 10.21298/IJTHR.2016.11.30.11.199

[15] J. K. Bae & J. Kim. (2007). Integration of 
Heterogeneous Models with Knowledge Consolidation,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24(2), 177-196.
UCI : G704-000239.2007.24.2.005

[16] H. Ahn, I. K. Han & K. Kim. (2006). The Product 
Recommender System Combining Association Rules 
and Classification Models: The Case of G Internet 
Shopping Mall, Information Systems Review, 8(1), 181-201.
UCI : G704-001116.2006.8.1.009

[17] T. S. Jeong, Y. J. Shin & M. S. Yim. (2012). A Study on 
Promotion Strategy of Categorized Mobile Apps using 
Datami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5), 339-349.
UCI : G704-002010.2012.10.5.038

[18] J. W. Kim & K. M. Lee. (2000). Application of Market 
Basket Analysis to Personalized Advertisements on 
Internet Storefront,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17(3), 19-30.

[19] S. Y. Chung & S. T. Kwon. (2008). Development of the 
Drop-outs Prediction Model Using Association Rule 
and Decision Tre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6(5), 202-210.
UCI : G704-001947.2008.6.5.005

최 성 욱(Choi, Sung-Wook)    [정회원]
․ 2004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경
영학석사)

․ 2010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0년 9월 ~ 2017년 8월 : 삼육대
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경영
정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전략, 지식서비스
․ E-Mail : vcbank@syu.ac.kr

신 용 재(Shin, Yong Jae)    [정회원]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경
제학석사)

․ 2013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
학원(경영학박사)

․ 2014년 3월 ~ 2015년 8월 : 서강대
학교 경영학부 대우교수

․ 2016년 3월 ~ 2018년 2월 : 인하대
학교 글로벌 e거버넌스 전공 연구교수

․ 2018년 4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비즈니스 생태계, 4차 산업혁명, 지식서비스
․ E-Mail : yjshin@sy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