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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포 환경개선(리뉴얼, 이전 또는 확장)의 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이 중 어떤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
해 우선 환경개선의 증분비용 및 증분이익을 구한다. 증분비용은 환경개선시점에 투입되는
회수불가능한 시설투자비이고, 연간 증분이익은 연간 영업이익 증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이다. 시설투자비를 연간 실
질이익증가액으로 나눔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매출액의 시간
추세를 제거한 다음 환경개선으로 인한 실질이익 증가액을 도출한다. 그 결과 리뉴얼보다는
확장이, 그리고 확장보다는 이전이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었음을 보인다. 논문은
또한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성격이 유사한 점포들
을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점포 고유의 속성을 통제한 후에도 환경개선 유형별 비교에서 동
일한 결론이 성립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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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1)
프랜차이즈(franchise)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호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우
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1970년대말 림스치킨, 커피전문점 난다랑, 그리고
롯데리아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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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7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3년에는 약 1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하며, 2012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 수는 2,926개이다. 우리나라 상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CU, GS25, 파리바게뜨, BBQ, 카페베네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제과·제
빵업종, 치킨·피자업종, 커피전문점업종 등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가맹점 신규출점 제한거리를 500미터로 정하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규제 대상을 동일 브랜드 가맹점포로 한
정한 바 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2월 외식업을 포함한 16개 업
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경우
전년말 점포수 대비 신규 점포를 2% 이내로 제한하고 더불어 동네빵집 500
미터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예상매출액 제공, 부당
한 영업시간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가맹점주의 권익보호가 강
화되었다.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가맹점포 환경개선에
관한 것이다. 가맹점포 환경개선이란 가맹점포의 리뉴얼, 이전 또는 확장을
지칭한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는 (i) 상권 및 소비자 욕구의 변화, (ii) 경쟁
프랜차이즈 및 인접 프랜차이즈 시장 경쟁환경의 변화, (iii) 정부정책 환경
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제품 및 공정에서의 혁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
한 전략적 변화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
자 욕구에 보다 잘 부응하고 그 결과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맹
점포 환경개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일환이다. 그런데, 환경개선이 실제로는 가맹본부에게만 이익이고 가맹점주
에게는 피해가 크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 전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도 부당한 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가
맹점 환경개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1)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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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1월~2012.3월 환경개선을 시행한 이 업체 가맹점포들의 환경
개선 비용 자료와 이들을 포함한 총 3,621개 가맹점포의 2006.1월~2013.3월
매출액 자료를 결합하여 리뉴얼, 이전 및 확장의 효과를 비교하고 이 중 어
떤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한 환경개선 방식이었는지 살펴본다. 프랜
차이즈 산업과 관련한 실증적 분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며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개선에 따른 증분비용(incremental cost) 및 증분이익
(incremental profit)을 구한다. 증분비용은 환경개선시점에 투입되는 회수불가
능한 시설투자비이고, 연간 증분이익은 연간 영업이익 증가액에서 회수가능
투자비(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실질이익
증가액이다. 이제, 연간 실질이익증가액을 시설투자비로 나눔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환경유형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이후 분석은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우선, 환경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점포들의 매출액에 시간추세가
존재한다면, 환경개선 여부와 무관한 시간추세가 환경개선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추세를 제거하고 난 후 분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3,621개 점포의 매출액 자료로부터 환경개선과 무관한 시간추세를
추정하고 이를 보정한다. 다음으로, 각 점포별로 추세보정 매출액이 환경개
선 이전과 이후에 변화한 정도로부터 환경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증가분
을 계산한다. 이로부터 비용을 차감하여 점포별 실질 효과를 측정할 수 있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개선 전후를 단순히 비교하여 추정한 환경
개선의 효과와 시간추세를 보정한 후 환경개선의 효과를 추정한 값은 매우
유사하였으며, 그 효과는 리뉴얼보다는 점포이전과 점포확장시 더 높았다.
달리 말해, 리뉴얼에 비해 점포이전 및 점포확장이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한
환경개선 방식이었다. 이 때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본 연구가
환경개선 유형들을 비교하는 것이며, 환경개선 미이행은 비교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본 분석결과는 동일점포가 리뉴얼보다 이전이나
확장을 하였을 때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이한 환경
개선 유형을 선택한 점포들 간에는 이질성이 존재하고, 환경개선의 성과는
1)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명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익명처리한다. 이 업체 생산제품은 가공
식음료 제품이며, 이 업체가 속한 산업의 전체 영업점수는 2007년 3,342개에서 2011년
4,800개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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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질성의 결과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개선 여부 및 환경개선 유형의 결정은 점포의 고유한 속성에
의존할 수 있다. 환경개선 효과의 비교는 예컨대 동일 점포가 단순리뉴얼을
이행했을 경우와 점포이전을 이행했을 경우의 성과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환경개선 유형이 상이한 점포들의 고유한 속성을 무시하고 이들의 성과를
단순비교하면 환경개선에 따른 성과의 차이뿐 아니라 점포들의 고유한 속성
의 차이까지 뒤섞인 결과를 얻게 되기 쉽다. 이 문제는 환경개선 유형의 결
정요인을 찾고 이 요인이 서로 유사한 점포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
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처리효과
(treatment effect) 분석의 일종인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리뉴얼과 점포이전 및 확
장을 이행한 가맹점 중 성격이 유사한 점포들을 대응시키고 이들의 실질이
익 증가분을 비교함으로써 환경개선의 유형(단순리뉴얼, 이전, 확장)에 따른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매칭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단순리뉴얼보다는 점포이전과 확장에서 더 높은 효과가 발생하였
다.2)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자료를 요약 설명하고 환
경개선과 무관한 시간추세를 정의한다. 3장에서는 이 정의에 따라 환경개선
점포들의 매출액으로부터 시간추세를 제거한 후 환경개선 전후를 비교함으
로써 환경개선의 편익을 측정할 것이다. 또한 환경개선으로 인한 비용의 증
가분을 정의하고 측정하여 이를 편익과 비교하고 순효과를 계산한다. 이렇
게 구한 점포별 순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4장에서는 성향점수 매칭의 방법
에 따라 환경개선 유형별 평균 효과를 비교할 것이다. 5장은 논문을 맺는다.

2) 본 논문에서 사용한 환경개선 유형 결정요인은 환경개선 이전 1년간의 영업성과와 환경
개선 시점이다. 매칭의 방법은 이들 요인이 통제된 후 상이한 환경개선 유형을 선택한
가맹점들 간에 중요한 속성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편향되지 않는 결과를 준다. 자료
의 한계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가맹점들 간의 속성 차이를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많은 변수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면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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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료 및 추세 보정
본 논문의 분석은 한 프랜차이즈 본사(즉, 가맹본부)로부터 구한 두 가지
자료에 기초한다. 하나는 328개의 환경개선 점포의 2008.1월~2012.3월 환경
개선 비용자료이다. 다른 하나는 이 328개의 점포를 포함한 3,621개 점포의
2006.1월~2013.3월 ‘본사매출액’ 관련 자료이다.3) 이 3,621개의 점포자료는
2004.1월 이후 환경개선을 이행한 내역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
비용자료는 328개의 점포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원자료의 단순한 집계에 따르면 2008.1월~2012.3월 동안 총 1,034개의 점
포에서 환경개선이 이행되었다(리뉴얼 342개, 점포이전 170개, 점포확장 522
개). 이 자료에서 중복과 누락을 제외하면 2008.1월~2012.3월에 한번이라도
환경개선을 이행한 1,003개 점포와, 그 이외의 기간(2004~2007년, 2012.4월
이후)에 환경개선을 이행한 적이 있는 304개 점포, 그리고 2004년 이후 한번
도 환경개선을 이행한 적이 없는 2,314개 점포의 환경개선 시기 및 본사매
출액 자료가 있다.
2008.1월~2012.3월에 환경개선을 이행한 1,003개 점포의 부분집합인 328개
점포에 대하여 환경개선 종류와 환경개선으로 인한 비용의 자료가 이용가능
하다. 이 328개 점포 중 단순리뉴얼은 99개, 점포이전은 64개, 그리고 점포
확장은 165개이다.
본 분석의 목적은 2008.1월~2012.3월에 환경개선을 이행한 점포들이 얻은
순이익을 환경유형별로 비교하는 것이므로, 환경개선 비용자료가 필수적이
다. 그러므로 2008.1월~2012.3월에 환경개선을 이행한 점포들 중 환경개선
관련 상세비용내역이 있는 328개 점포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다. 물론 이
328개의 점포들이 전체 환경개선 점포들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
만 이것 이외에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전체 환경개선 유형 중 리뉴
얼, 이전, 확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각각 33.1%, 16.4%, 50.5%이고328
개 점포 자료의 경우 30.2%, 19.5%, 50.3%로서 양자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3) 한 가맹점의 ‘본사매출액’이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각 가맹점에 제공한 완제품, 반제품
및 원료의 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가맹점들의 실제매출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맹점들
의 실제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구할 수 없다.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은 본사매출액 곱하기
1.75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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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경
(단위: 천원)
구분
리뉴얼

점포수

시설투자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영업이익
실질이익
및 권리금 권리금이자
증가액 (년) 증가액 (년)
증가액
(년)

99

107,486

0

0

15,956

15,956

이전

64

135,767

105,166

5,258

40,165

34,907

확장

165

127,458

91,368

4,568

26,778

22,210

이전+확장

229

129,780

95,224

4,761

30,519

25,758

총합계

328

123,051

66,483

3,324

26,124

22,800

후자의 자료가 최소한의 대표성은 갖는다고 본다.
328개 점포자료에서 시설투자비,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 영업이익
증가액은 환경개선 유형별로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시설투자비를 보면, 리뉴얼의 경우 평균 약 107백만원, 이전의 경우
평균 약 136백만원, 확장의 경우 평균 약 127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이전과
확장을 가중평균하면 약 130백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을 보
면, 리뉴얼의 경우는 당연히 없고, 이전의 경우 약 105백만원, 확장의 경우
약 91백만원이며, 이전과 확장을 가중평균하면 약 95백만원이다. 그런데, 임
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은 추후에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바른 비
용/이익 평가를 위해서는 이 금액 모두를 비용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며 이
금액에 따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환경
개선에 지출할 때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이 금액을 다른 곳에, 예를
들어 은행 예금에 투입했을 때의 수익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가맹점주들이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을 대출받아 환경개선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에 따른 실질
비용은 이 금액의 이자가 되는 것이다.
연간 영업이익 증가액을 구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개선 전후 1
년간4) 가맹점들의 평균 일매출액 증가액을 데이터로부터 구한 후, 이에 365
4) 정확하게는 환경개선 전 2개월까지 1년과 환경개선이 포함된 달의 익월부터 1년간을 말
한다. 만일 환경개선이 월초에 이루어졌다면 ‘환경 개선 이후’는 약 2개월 후부터 시작하
게 되고, 환경개선이 월말에 이루어졌다면 이 기간은 1개월여 후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
로써 한 심사위원이 지적한 다음과 같은 문제, 즉 “환경개선 방식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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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해 연간 매출액 증가액을 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금액에 가맹점 평
균 영업이익율로 추정되는 15%를 곱하여 연간 영업이익 증가액을 구하였
다.5) 리뉴얼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약 16백만원, 이전의 경우 약 40백만
원, 확장의 경우 약 27백만원 증가하며, 이전과 확장을 가중평균하면 약 31
백만원 증가한다.
한편,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에 대한 이자금액 및 연간 영업이익
증가액은 둘다 매년 발생하는 유량(flow) 변수이기 때문에, 한계비용 및 한
계이익 분석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연간 영업이익 증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실질이익 증가액’이라
고 지칭하고 이를 표의 맨 마지막에 계산하였다. 이 때 연 이자율은 시장현
실을 반영하여 5%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리뉴얼의 경우에는 시설투자비 외
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연간 영업이익 증가액과
동일한 약 16백만원이며, 이전의 경우 약 35백만원, 확장의 경우 약 22백만
원, 이전과 확장을 가중평균하면 약 26백만원이 된다.
정리하면, 환경개선에 따른 증분비용(incremental cost) 또는 한계비용
(marginal cost)은 (i) 회수불가능한 시설투자비와 (ii) 회수가능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액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그런데, 이 이자금액은 매년 발생하
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 단위 계산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개선에 따른 증분
이익(incremental profit) 또는 한계이익(marginal profit)인 연간 영업이익 증가
액도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증가분에 대한 연간 이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질이익 증가액을 구하
였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해, 환경개선에 따른 증분비용은 환경개선 시점
에 투입되는 시설투자비이고, 연간 증분이익은 실질이익 증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제, 환경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은 회수불가
능한 시설투자비를 연간 실질이익증가액으로 나누는 것이다. <표 1>로부터
이를 구해 보면 리뉴얼의 경우 6.74, 이전의 경우 3.89, 확장의 경우 5.74이
며, 이전과 확장을 가중평균하면 5.04이다. 이를 해석하면, 리뉴얼의 경우 누
과 이로 인한 매출액 손실”(본 논문의 심사보고서)의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5) FC창업코리아에 따르면 시중에 알려진 이 산업 가맹점들의 평균 순이익이 15%선으로 알
려져 있다(한국경제 매거진 2012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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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질이익 증가액이 환경개선 시설투자비와 같아지는 기간이 6.74년이고,
이전의 경우 3.89년, 확장의 경우 5.74년이다.6)
한편, 우리가 구한 영업이익 증가액은 환경개선 후 1년간 금액이다. 실제
로 환경개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크거나 더 작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2년차 이후 영업이익 증가액이 더 크거나 작을 수 있다. 그러므
로, 누적 실질이익 증가액이 환경개선 시설투자비와 같아지는 기간도 우리
가 위에서 구한 것보다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위에서 구
한 환경개선 유형별 회수기간은 환경개선 후 1년간의 실적이 지속된다는 가
정 하에서 구한 값이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환경개선 중 리뉴얼보다는 확장이, 그리고 확장보다
는 이전이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좋은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리뉴얼, 확장, 이전 순으로 환경개선 투자의 증분비용 대비 증분이
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리뉴얼, 이전 및 확장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의 방식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
위의 표는 <표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 중 이전/확장의
경제적 효과를 리뉴얼과 비교한 표이다. 시설투자비는 리뉴얼에 비해 이전의
경우 약 28백만원, 확장의 경우 약 20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며, 이전과 확장을
가중평균하면 약 22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반면, 연간 실질이익은 리뉴얼에
비해 이전의 경우 약 19백만원, 확장의 경우 약 6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전과 확장을 가중평균하면 약 10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표 2> 리뉴얼 대비 이전/확장의 경제적 효과 (점포별 평균)
리뉴얼대비

추가 시설투자비

추가 실질이익 (년)

이전시

28,281

18,951

확장시

19,972

6,254

이전+확장시

22,294

9,802

6) 이상의 분석에서는 회수불가능한 추가 시설투자비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이자 만큼의 실질이익이 발생할 때 이를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간주함을 의미한
다. 시설투자비의 기회비용(이자비용)을 추가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더 증가할 것이다. 또 투자비가 더 큰 환경유형의 실질이익 증가
분이 줄어들 것이다. 다만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환경유형별 투자비 1원당 실질이익
과 평균적 투자비 회수기간의 서열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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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뉴얼에 비해 이전의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 약 29백만원만 추가
지출하면 연간 19백만원씩 이익이 더 발생한다. 따라서, 약 1년반만에 추가
투자비용을 이익으로써 회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리뉴얼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확장의 경우에는 리뉴얼에 비해 가맹점주 입
장에서 약 20백만원을 추가 지출하면 연간 6백만원씩 이익이 더 발생하여 3
년정도 후에 추가투자비용을 이익으로써 모두 회수할 수 있다. 가맹점들은
평균 5년 주기로 환경개선을 이행하므로, 이는 리뉴얼에 비해 이전 및 확장
이 가맹점주들에게 평균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개선 방식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전에 비해 확장의 경우 추가 실질이익 증가액이 적은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요인으로는 확장의 경우 카페 형태로 확
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리뉴얼 및 이전 방식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실제로
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카페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
는 제품의 비중이 높아 마진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확장의 경우 실제 영업

<그림 1>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월별 1일평균 본사매출액

주: 이 그림에서 둥근 점이 찍힌 실선은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1일 평균 본사매출액의 평
균값들이고 점선은 그 추세를 그린 가상의 곡선(LOWESS의 방법 사용)이며, 추세를 시각
적으로 표현하는 이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1일평균 본사매출액에는 현저한 계
절성이 관측된다. 12월에는 다른 달(月)에 비하여 1일평균 본사매출액이 현저히 높으며 6-8
월에는 1일평균 매출액이 다른 달에 비하여 낮다. 장기적으로,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매출액은 2009년 중반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최고점에 달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완
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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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및 실질이익 증가액이 우리가 위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는 환경개선 이전과 이후를 단순비교한 것이다. 특히 <표 1>
과 <표 2>의 요약통계는 환경개선 유형별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개별
가맹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시간에 따른 본사매출액의 추세를 고
려하지 않고 있다. 개별 가맹점에 대한 분석은 3장 이후에 진행할 것이며,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간추세의 문제를 다룬다.
가맹점들의 매출액은 시기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본사매출액 자료가
있는 3,621개 점포 중 2004.1월~2013.3월에 한 차례도 환경개선을 이행한 적
이 없는 2,314개 점포들의 평균 본사매출액이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다. 월
별 계절성(12월에 높고 7~8월에 낮음)이 현저하며 장기적으로 2009년까지
비교적 빨리 증가하다 그 후에는 정체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계절성, 장기적인 수요의 변화,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
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계절성의 문제는 연간 평균을 구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수요변화나 영업환경의 변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 즉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환경개선의 효과와 시간 추세가
혼동될 수 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여, 환경개선의 시점은 점포마다 다른
데, 이러한 시간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환경개선 여부 및 환경개선 종류
에 따라 환경개선 전후의 매출액 증대를 계산하면, 그 값은 환경 개선의 효
과와 시간에 따른 추세 변화가 뒤섞인 값을 포착할 수도 있다(누락변수로
인한 내생성의 가능성). 예를 들어, 만일 전반적으로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
는 시기에는 단순리뉴얼이 주로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천천히 상승
하거나 하락하는 시기에 점포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단순리뉴얼과 점포이전
의 효과가 전반적인 매출의 변화와 혼동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분석에서는 환경개선과 무관한 시간추이를 추정하고, 관측된 매출액으로
부터 이 시간추이를 보정하여 추세보정 매출액을 구한다.
환경개선과 독립된 시간추세를 구하는 방법은,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월별 매출액(본사매출액)을 월별 영업일수로 나누어 1일평균 매출액(본사매
출액)으로 환산한 후, 각 월별로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월별 본사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까지 12개월의 연
간 본사매출액을 해당 기간의 영업 일수로 나누어 연간 1일평균 본사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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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함에 유의하라.) 환경개선 점포들의 본사매출액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
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자료는 2006.1월~2013.3월 기간의 월
별 매출액과 월별 영업일수로 이루어져 있다. 점포  의 월 매출액을  이
라 하고 영업일수를  이라 하자. 그러면    째 월부터  째 월까지 1년간

총매출액과 총영업일수는 각각       과   
      이다.

이제 환경개선을 이행한 적이 없는 2,314개 점포에 대하여 매기
    를 구한다. 이는    월부터  월까지 1년간 2,314개 전체 점

포의 1일평균 매출액이다. 이것은 환경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점포들의 연간
1일평균 본사매출액의 가중평균이며, 이것이 본 연구에서 환경개선과 무관

한 매출액의 시간추세로 정의된다. (참고로  의 분자는  
    인데 이는

    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값은 우선 매기마다 2,314개 점포의 본

사매출액을 합산하고 이 합산한 값을 12개월에 걸쳐 다시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분모도 이와 유사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1일평균 본사매출액
의 시간추세(  )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 추세는 환경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점포 1개당 대략적인 본사매출액의
<그림 2> 환경개선과 무관한 본사매출액의 시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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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나타내며, <그림 1>의 추세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만 <그림 1>의
추세는 각 월별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그림 2>의 추세는 해당월까지 1년
간의 1일평균 본사매출액(영업일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12개월 가중 이동평
균)을 나타내므로 추세의 변화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분석
에서는 각 시점에서 각 개별 점포의 본사매출액을 지난 1년간의 1일평균 본
사매출액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림 2>의 시간추세를 고려하는 것이 좀더
일관성 있다. <그림 2>의 시간추세가 시간에 걸쳐 미세한 불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나, 이 추세 자체가 분명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므로 굳이 이를
시간에 걸쳐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들 필요는 없다.
각 환경개선 점포들의 본사매출액으로부터 이 시간별 추이를 차감하거나
(“차감” 방식) 전자를 후자로 나누어(“비율” 방식) 추세보정 본사매출액을 계
산한다.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이행한 점포  의 월까지 1년간 1일평균 본사
매출액은

    이며,

차감방식의 추세보정 1일평균 본사매출액은

     , 비율방식의 추세보정 매출액 비율은     이다. 차감방식 추

세보정 본사매출액이 0이라면 이는 환경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2,314개 점포의
동기간 본사매출액 평균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 값이 양(+)이라면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평균 본사매출액보다 높음을 의미하고, 음(-)이라면 후자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비율방식의 경우에는 추세보정 본사매출 비율이 1인 경우가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동기간 평균 본사매출액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평균보다 높음을, 1보
다 작다면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환경개선 미이행 점포들의 연간 1일평균 본사매출액의 가중평균이
‘환경개선과 무관한 본사매출액’의 시간추세로 간주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하의 분석에서 이 시간추세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환경개선의 효과로 정의
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개선 자체가 과거 매출액의 추이 및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므로 내생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
한 추정의 방법(본 논문에서는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개선
유형별 효과를 비교할 것이다(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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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경개선 전후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의 증가액

III. 환경개선 전후의 실질이익 변화
환경개선 유형별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앞서 본 장에서는 우선 환경
개선 유형의 선택과 관련된 내생성의 문제를 무시하고 환경개선 전후 실질
이익의 변화를 고려하고 이를 환경개선 비용과 비교한다.
1일평균 본사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환산하려면 360×1.75×0.15를 곱한다.
여기서 360은 1년 영업일수, 1.75는 본사매출액을 점포별 실제매출액으로 환
산시키기 위한 변환율, 그리고 0.15는 영업이익률이다.7) 추세보정 1일평균
본사매출액을 추세보정 연간 영업이익으로 환산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
럼 에 360×1.75×0.15를 곱한다. 비율방식으로 계산한 추세보정 연간 영업이
익 비율은 와 동일하며, 여기에 추세보정 이전 연간 영업이익을 곱하면 비
율방식 추세보정 연간 영업이익액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328개
환경개선 점포에 대하여 환경개선 전후 1년간(정확히 말하면, 환경개선 2개
월 전까지의 1년간과 환경개선 익월부터 1년간) 추세보정 영업이익의 증가
분과 증가율을 구한다.
일단 추세보정후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계산되면, 이로부터 보증금 및 권
리금 증가액(계약만료시 전액 회수)의 이자(5% 금리 적용)에 해당하는 기회

7) 이 15%의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다. 사실상 영업이익률은 점포에 따라 다
를 것이므로 각 점포의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을 사용하여야 하나, 가맹점들의 영업이
익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본 분석에서는 부득이하게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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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차감하여 연간 실질이익 증가금액을 구할 수 있다. 이 실질이익 증
가금액의 계산시 회수가능한 추가비용의 이자를 차감하였으나 회수불가능
한 추가시설투자비는 고려하지 않았음에 유의하라.
우선 “차감” 방식에 의하여 구한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의 분포를 각 환경
개선 유형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을 얻는다.
그림에서 각 유형별로 가운데 굵은 선은 중위값(median)을 나타내고 각 ‘상자’의
양끝은 각각 25% 및 75% 분위값을 나타낸다. 수평선 점선은 단순리뉴얼의 실질이
익 증가분의 평균(14.3백만원)을 의미하며, 점포이전과 확장이 실질이익에 미친 평균적
효과는 단순리뉴얼의 평균 효과보다 더 컸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8)
<그림 3> 대신 통상적인 “확률밀도함수”로써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분의 분포
를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환경개선 전후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

<그림 4>에서도 실질이익 증가액의 평균값은 “이전 > 확장 > 단순리뉴얼”
순임을 알 수 있다. 또, 단순리뉴얼을 이행한 점포들의 효과는 점포간에 상
대적으로 작은 차이가 관측되는 반면 확장과 이전을 이행한 점포들에서 발
생한 추가 실질이익 증가액은 상대적으로 더 넓게 흩어져 있어 투자위험이
8) 여기서 실질이익 증가액은 회수불가능한 추가 시설투자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로써 시설투자비 지출액당 성과를 유형별로 비교할 수는 없음에 유의하라. 하지만 이하의
분석에 따르면, 추가 시설투자비 지출액당 실질이익 증가액에서도 점포이전과 확장이 단
순리뉴얼보다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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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클 수 있음도 관측된다.9)
평균값에 따르면 추세보정 이후 단순리뉴얼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4백만원의 실질이익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전(移轉) 점포에서는 평균 약
32백만원, 확장(擴張) 점포에서는 약 21백만원의 실질이익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점포이전의 실질이익 증가액은 단순리뉴얼에 비하여 평균
약 18백만원 높고, 확장의 실질이익 증가액은 단순리뉴얼에 비하여 평균 약
7백만원 높다.
<표 3> 환경개선에 따른 평균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
(단위: 천원)
환경개선 유형

단순리뉴얼

이전

확장

이전+확장

전체

실질이익 증가액(년)

14,325

32,048

21,204

24,235

21,244

(17,723)

( 6,879)

( 9,910)

( 6,919)

(단순리뉴얼 초과분)

이처럼 추세보정 이후 실질이익에 대하여 구한 금액은 <표 1>과 <표 2>
에서 단순비교로써 구한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환경개선의 형
태가 전체적인 시간추세와 큰 연관을 갖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점
포이전의 효과의 평균값은 단순리뉴얼의 효과의 평균값의 2배 이상이고 확
장의 평균효과도 단순리뉴얼의 평균효과의 약 1.5배이다. 반면 <표 1>의 평
균 시설투자비는 점포이전이 단순리뉴얼의 약 1.25배이고 확장이 단순리뉴
얼의 약 1.2배이다. 그러므로 점포이전과 확장 모두에 있어 단순리뉴얼 대비
시설투자비에 비하여 단순리뉴얼 대비 실질이익 증가액이 더 크다. 이는 점
포이전과 확장이 단순리뉴얼에 비하여 투자대비 더 큰 수익의 흐름을 얻음
을 대략적으로 보여 준다.

9) 심사위원의 지적처럼 이는 이전과 확장이 위험도가 더 높은 투자이고, 위험도가 높은 투
자로부터 높은 수익이 관측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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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율 방법으로 계산한 실질이익 증가액

점포이전과 확장의 효과(영업이익에 미친 효과)는 어떤 점포에서는 단순
리뉴얼 효과의 평균보다 높고 어떤 점포에서는 이보다 낮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점포이전을 한 가맹점의 약 84%에서 효과가 단순리뉴얼 평균효과보
다 높으며 점포확장을 한 가맹점의 약 66%에서 효과가 단순리뉴얼 평균효
과보다 높다. 실질이익 증가액이 음(-)인 점포들도 존재하는데, 그 비율은 단
순리뉴얼이 약 12%, 점포이전이 약 9%, 확장이 약 10%로서, 이 측면에서도
단순리뉴얼보다 점포이전과 확장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가 특정한 방식(“차감” 방식)의 추세보정에만 해당되지는 않
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비율”의 방식으로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을 계산
하였다. 그 분포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이 결과는 “차감”에 의한 추세보정으로부터 구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비율방식에 의한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의 확률밀도함수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비율 방법으로 계산한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3>의 “차감” 방식에 따른 결과에 비하여 점포이전과 단순리뉴얼의 평
균 효과의 차이는 근소하게 작아졌으며, 확장과 단순리뉴얼의 평균 격차는
근소하게 커졌지만, 눈에 띄게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비율 방법을 적용할 때, 단순리뉴얼의 평균효과에 비하여 실질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점포의 비율은 점포이전이 약 83%, 확장이 약 67%로서 이
또한 “차감”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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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의 확률밀도함수(비율방식)

음(-)이 되는 점포의 비율은 차감 방식과 동일하며, ‘단순리뉴얼 > 확장 > 점
포이전’ 순이다.
사실상 비율 방법에 의한 실질이익 증가액과 차감 방법에 의한 실질이익
증가액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방식에
의한 실질이익 증가 액은 거의 45 선 부근에 집중해 있으며 이는 양자가 거
의 차이나지 않음을 나타낸다. 요컨대 추세보정의 방식을 바꾸어도 추정결
과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에서는 환경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액으로부터 회수가능 투자비
<그림 7> 비율방식과 차감방식에 의한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

48 産業組織硏究 第22集 第1號 ▶

<표 4> 환경개선에 따른 평균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비율방식)
(단위: 천원)
환경개선 유형

리뉴얼

이전

확장

이전+확장

전체

실질이익 증가액(년)

14,507

31,398

21,650

24,374

21,396

(16,891)

( 7,143)

( 9,867)

( 6,889)

(단순리뉴얼 초과분)

의 이자(연간 5% 이자율 적용)를 차감한 실질이익 증가액을 고려하였으며, 회수불
가능한 추가적 시설투자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추가적 시설투자비를
고려한 환경개선의 효과를 분석한다.
각각의 가맹점은 환경개선시 일정한 시설투자비(회수불가능)를 지불하고 이를
매년 발생하는 초과 실질이익으로써 회수한다. 초과실질이익이 음(-)이면 해당 점
포는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 반면 연간 초과실질이익이 양(+)의 B원이고 시
설투자비가 C원이라면 이자를 무시할 때 매년 B/C의 비율만큼의 시설투자비를 초
과이익으로써 회수할 수 있다. 이 비율 B/C는 또한 동일 금액의 시설투자비가 상
이한 유형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때 얻을 편익의 척도이기도 하다.
이 시설투자비 대비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의 비율을 차감 방식과 비율 방식에
따라 각 점포마다 구하면 <그림 8>의 분포를 얻는다. 이 비율 또한 점포이전과 확
장의 경우가 단순리뉴얼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다.

<그림 8> 설비투자 금액 대비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
(a) 차감 방식

(b) 비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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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투자비 대비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의 비율이 1/4보다 크다면 대략적으로
(즉 이자를 무시하고) 4년 이내에 시설투자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1/3보다 크면 대략적으로 3년 이내에 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비율이 1/4, 1/3, 1/2보다 큰 점포들과 1/10, 1/20보다 작은 점포들의
비율은 <표 5>와 같다.
<표 5> 비용 대비 편익이 일정 비율보다 크거나 작은 점포들의 비율
(단위: %)
차감 방식

비율 방식

리뉴얼

이전

확장

리뉴얼

이전

확장

> 1/4

17.2

41.3

27.3

18.2

41.3

27.9

> 1/3

8.1

31.7

15.8

7.1

30.2

17.6

> 1/2

1.0

4.8

7.3

2.0

4.8

7.3

< 1/10

37.4

14.3

29.1

37.4

14.3

29.1

< 1/20

22.2

12.7

18.8

22.2

12.7

18.8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높으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고 낮으면 투자비 회
수기간이 길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시설투자비 회수기간이 4년과 3년
이내인 점포의 비율은 각 각 ‘이전 > 확장 > 단순리뉴얼’ 순이고 회수기간
이 2년 이내인 점포의 비율은 ‘확장 > 이전 > 단순리뉴얼’ 순이다. 어느 경우
에나 주어진 기간 내에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점포의 비율은 단순리
뉴얼에 비하여 점포이전과 확장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20년 이상인 점포들의 비율은 단순리뉴얼이 가장 높고 점포
이전이 가장 낮다. 실질이익 증가액이 음(-)인 점포들의 비율은 앞에서 설명
한 것처럼 단순리뉴얼이 약 12%, 점포이전이 약 9%, 확장이 약 10%이다.
한편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과 시설투자액 간에는 흥미로운 관계가 존재한
다. 점포별로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과 시설투자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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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설투자비와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
(a) 단순리뉴얼

(b) 점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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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을 시설투자비로 회귀한 결과
환경개선 유형

단순리뉴얼

점포이전

확장

시설투자비

0.080

0.204

0.001

(표준오차)

(0.047)

(0.056)

(0.041)

값

0.091

0.001

0.984

95% 신뢰구간

(-0.017, 0.176)

(0.076, 0.331)

(-0.077, 0.078)

주: 종속변수는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차감 방식)이며, 이분산성에 견고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였음

(c) 확장

위 그림에서 실선들은 두 금액간의 관계를 선형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로서, 그 기울기들은 <표 6>의 값과 같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ㆍ 단순리뉴얼은 시설투자비가 클수록 실질이익 증가액도 크다. 하지만 그 폭은 작
다. 구체적으로 시설투자비가 1천만원 늘 때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은 평균적으
로 약80만원 늘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약간 유의하다(값 = 0.091).
ㆍ 점포이전의 경우에는 시설투자비와 실질이익 증가액 간에 강한 상관 관계가 있
다. 평균적으로 시설투자비가 1천만원 많을 때 실질이익 증가액은 연간 약211
만원만큼 높다. 또한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p값 = 0.001).
ㆍ 확장의 경우에는 시설투자비와 실질이익 증가액 사이에 거의 관계가 없으

52 産業組織硏究 第22集 第1號 ▶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특히 점포이전의 경우, 시설투자비가 높은 점포가 실질이익 증가액도 컸으며, 이 때에
추가되는 시설투자비는 5년 이내에 초과 실질이익에 의하여 회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처리효과 추정기법을 활용한 환경개선의 영향 추정
1. 도입과 방법론
이상의 분석에서는 환경개선 유형별로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환경개선의 효과로 간주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각 환경개선 유
형별로 편익(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분)을 비교하거나 동일 시설투자
비에 대한 편익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의 도입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일 환경개선의 유형별로
점포들에 고유한 속성이 존재하고 이 고유한 속성에 의하여 환경개선 이후
시점의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면, 환경개선 유형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환
경개선의 결과인지 점포의 고유한 속성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점포들을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유한 속성이 유사
한 점포들을 짝지어(개별 또는 집단으로) 비교함으로써 고유한 속성에 의한
영향을 차단한 채 환경개선 유형차이에 의한 영향만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점포이전(또는 확장)을 이행한 가맹점들이 점포이전(또는 확
장) 대신에 단순리뉴얼을 선택하였다면 수익성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 하에서 대답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의 방법10)
이 흔히 사용된다. 성향점수 매칭의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환경개선 유형(단순리뉴얼, 점포이전, 확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다. 이 결정요인들이 유사한 점포들은 위의 “고유한 속성”이 유사함을

10) Rosenbaum, Paul R.; Rubin, Donal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1):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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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2. 환경개선 유형 결정요인들이 유사한 점포들의 짝을 지어 서로간에 성
과(연간 실질이익 증가분이나 연간 실질이익 증가분 대비 시설투자비
비율)가 환경개선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통상적인 성향점수 매칭 방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binary
treatment)에 주로 사용되며, 이 경우 Stata의 psmatch2와 같은 패키지가 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단순리뉴얼, 점포이전, 확장 3가지
가 있기 때문에 이른 바 “다항 성향점수(multinomial propensity socre) 매칭”
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용가능한 방법이 존재하나11), 본 논
문에서는 우선 점포이전과 확장이 각각 단순리뉴얼에 비하여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따라서, ‘점포이전 대 단순리뉴얼’과 ‘확장 대 단
순리뉴얼’이라는 이진(binary) 선택 상황의 각각에서 환경개선의 효과를 비
교한다.12) 하지만 비교를 위해서 본 장의 마지막에는 다항 성향점수 모형
중의 하나에 따른 결과도 제시한다.

2. 환경개선 유형의 결정요인
환경개선을 이행한 점포들에 대하여 환경개선 전 연간 추세보정 영업이
익13)을

살펴 보았다. 각 환경개선 유형별로 환경개선 직전 성과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11) Imbens, G. (2000), “The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estimating dose-response
functions”, Biometrika 87, 706-710; Lechner, M. (2002), “Program heterogeneity and
propensity socre matching: An application to the evaluation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 205-220; McCaffrey, D. F., B. A.
Griffin, D. Almirall, M. E. Slaughter, R. Ramchand and L. F. Burgette (2013), “A
tutorial on propensity score estimation for multiple treatments using generalized boosted
model”, Statistics in Medicine, forthcoming; Burgette, L. B., B. A. Griffin, and D.
McCaffrey (2013), “A tutorial for the mnps function in the twang package”,
http://cran.r-project.org/web/packages/twang/ vignettes/mnps.pdf 등.
12) 이에 대한 논의로는 Lechner (2002)와 Rubin, D. B. (1997), “Estimating causal effects
from large data sets using propensity score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27, 757-763
을 보라.
13) 본 절의 분석에서는 “차감” 방식의 추세보정만 고려한다. “비율” 방식의 추세보정에서도
결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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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환경개선 유형별 환경개선 직전 연간 추세보정 영업이익
(단위: 천원)
환경개선 유형

영업이익

단순리뉴얼

10,003

점포이전

-3,639

점포확장

12,631

단순리뉴얼을 이행한 점포들은 환경개선 직전에 평균적으로 추세보다 영업
이익이 약 10백만원 높았고, 점포이전 이행 가맹점들은 환경개선 직전에 평균
적으로 추세보다 영업이익이 약 4백만원 낮았으며, 점포확장의 경우에는 영업
이익이 추세보다 약 13백만원 높았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단순리뉴얼보다 성과가 나쁘면 점포이전을, 그리고 단순리뉴얼보다 성
과가 더 좋으면 확장을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가 나빠지면 점포를

<표 8> 단순리뉴얼 vs 이전 및 확장의 다항로짓회귀결과
모형 1
X

모형 2

모형 3

이전

확장

이전

확장

이전

확장

-0.0138**
(0.0055)

0.0020**
(0.0035)

-0.0129**
(0.0055)

0.0018
(0.0036)

-0.0119**
(0.0056)

0.0017
(0.0036)

-0.0361**
(0.0141)

0.0070
(0.0134)

0.0524
(0.1114)

0.1618
(0.1025)

-0.0008
(0.0011)

-0.0014
(0.0009)

-0.4348
(2.7771)

-3.9137
(2.7411)

t
t2
상수항

-0.4153** 0.4881***
(0.1645)
(0.1330)

LR
Pseudo-R2

11.16***
0.0167

ΔX = 10의
한계효과

-00227***
(0.0073)

0.0179**
(0.0008)

1.8711**
(0.8774)

0.0425
(0.8617)

22.67***
0.0339
-0.0187***
(0.0072)

0.0149*
(0.0079)

25.03***
0.0374
-0.0186**
(0.0072)

기준: 단순리뉴얼
변수설명: X = 환경개선 시점 1년 전의 영업이익, t = 환경개선 시점(월)
***, **, *: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0.0145*
(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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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성과가 아주 좋으면 규모를 확장하는 일반
적인 영업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리뉴얼과 점포이전 사이의 차
이는 현저하나, 단순리뉴얼과 확장 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다항로짓 회귀분석에 따르면(표 8의 모형 1 참조) 환경개선 직전의
성과가 낮을수록 단순리뉴얼보다는 점포이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p값은 0.011로서 5% 수준에서 유의함). 하지만 단순리뉴
얼과 확장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값은 0.570). 환경개선 시
점(월)을 변수로 추가하여 통제하고 난 후에도 이 결과는 실질적으로 변화하
지 않았다(표 8의 모형 2와 모형 3 참조)
<표 8>의 모형 2를 기준으로 보면, 환경개선을 하기로 결정한 점포가 있
을 때, 환경개선 직전의 연간 추세보정 영업이익이 1천만원 증가하면(ΔX =
10) 점포이전을 선택할 확률은 평균 약 1.87%p 하락하고, 확장을 선택할 확
률은 평균 약1.49%p 상승하며, 단순리뉴얼을 선택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0.38%p 상승한다.14) 단순리뉴얼과 점포이전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환경개
선 직전의 성과가 낮을수록 점포이전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환경개선 직전
의 성과가 높을수록 점포이전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 결과는 이
항모형을 이용하여 단순리뉴얼과 점포이전만을 비교하여도 질적으로 동일
하다.

3. 매칭분석의 결과
환경개선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환경개선 직전의 연간 추세보정 실질
이익과 환경개선 시점(표 8의 모형 2)을 사용하였다. (i) 연간 추세보정 실질
이익 증가액(편익)과 (ii) 이 편익 대비 시설 투자비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
과하거나 미달할 확률(점포의 비율)을 환경개선의 결과로 간주하고 성향점
수 매칭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리뉴얼 대비 점포이전’과 ‘단순리뉴얼 대비
확장’의 비교를 하였다. 이하에서 결과로서 보고할 수치들은 처리집단의 평
균 효과(AT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이다. 만일 점포이전에서
얻는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을 편익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점포를

14)세 확률변화분을 더하면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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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가맹점이 얻은 편익은 이 가맹점이 만일 단순리뉴얼을 하였다면 얻
었을 가상적 편익에 비하여 얼마만큼 더 추가로 얻었는가”를 나타낸다.
우선 (i) 연간 추세보정 실질이익 증가액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표 9> 리뉴얼 대비 이전이나 확장이 실질이익에 미친 영향의 차이
(단위: 천원)
리뉴얼 대비 점포이전

리뉴얼 대비 확장

매칭 이후

20,709

6,478

(단순비교; 표 3)

(17,723)

(6,879)

이 결과와 <표 3>의 결과를 비교하면 점포이전의 효과는 약 3백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확장의 효과는 앞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3절의 결과는 여전히 타당할 것이
다. 점포이전의 경우에 영향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리뉴얼과 점포이전 사이에는 환경개선 직전의 성과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리뉴얼과 확장의 차이는 매칭 여부와 무관
하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단순리뉴얼 점포와 확장 점포 사이에
는 환경개선 직전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항 성향점수 모형’을 활용하여 단순리뉴얼, 점포이전, 확장을 함께 분
석해 보기도 하였다.15) 그 결과는 단순리뉴얼과 점포이전 사이에는 19,083
천원의 차이가 있으며, 단순리뉴얼과 확장 사이에는 6,757 천원의 차이가 있
다. 이 결과도 <표 9>의 매칭 이후의 결과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ii) 연간 실질이익 증가액을 시설투자비로 나눈 비율을 고려하
15) 사용한 방법은 McCaffrey et al. (2013)에 설명된 “Generalized Boosted Models (GBM)”
방법이며 R 소프트웨어(r-project.org)의 twang 패키지에 구현되어 있다. 이 패키지의 사
용방법은 Burgette et al. (2013)을 보라. Burgette et al. (2013)에는 다항 성향점수 방법의
타당성을 점검할 여러 통계적 기법들을 설명한다. 본 분석을 시행할 때 이러한 타당성
을 모두 점검하였으나 그 내용이 너무 기술적(technical)이므로 본 논문에 첨부하지 않는
다. 또, 앞의 이항 성향점수 모형에서는 ATT, 즉 “점포이전 가맹점이 단순리뉴얼을 이
행했다면 얻었을 가상적 상황에 비하여 초과로 얻는 편익”과 “확장 가맹점이 단순리뉴
얼을 했다면 얻었을 가상적 상황에 비하여 초과로 얻는 편익”을 각각 구하였으나, 이
다항 성향점수 모형에서는 세가지 환경개선 유형 모두에 대하여 가상적인 상황과의 편
익 차이를 구하여 평균하는 “ATE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추정하므로 결과의 해석
이 약간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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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편의를 위하여 이를 R로 표기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은 시설투자
비 중 1년에 실질이익 증가액으로써 회수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1/R은 시설
투자비의 전액 회수까지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년수이다.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R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1의 값을 주
는 이항반응변수를 만들어, 여기에 해당할 확률(점포의 비율)이 받는 영향
(ATT)을 성향점수 매칭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있다.
<표 10> 리뉴얼 대비 이전이나 확장이     나     에 미친 영향
(단위: 퍼센트 포인트)
리뉴얼 대 점포이전

리뉴얼 대 확장

R > 1/4

23.0

10.0

R > 1/3

23.9

7.7

R > 1/2

4.2

6.2

R < 1/10

-28.9

-7.0

R < 1/20

-17.7

-3.4

이 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 > 1/4” 행과 “리뉴얼
대 점포이전”에 해당하는 23.0이라는 숫자는, 단순리뉴얼을 이행하고 이전을
이행한 점포들 중 서로 성향이 비슷한 점포들을 서로 짝지어 비교해 본 결
과, 단순리뉴얼한 점포들 중 R이 1/4 이상인 점포들의 비율에 비하여 이전을
한 점포들 중 R이 1/4 이상이 점포들의 비율이 23.0 퍼센트 포인트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른 숫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 10>의 결과를 해석하면, 점포를 이전한 가맹점들은
단순리뉴얼 점포들에 비하여 4년 이내에 실질이익의 증가분으로써 시설투자
비를 회수할 확률(즉 R > 1/4일 확률)이 평균 약 23%p 높았다. 점포를 확장
한 가맹점들은 단순리뉴얼에 비하여 이 확률이 평균 약 10%p 높았다. 매년
시설투자비의 1/3이상 및 1/2이상에 해당하는 실질이익이 발생할 확률도 단
순리뉴얼보다 점포이전과 확장의 경우가 더 컸다. 반면 R이 1/10이나 1/20보
다 작을 확률(즉 환경개선의 효과가 작을 확률)은 점포이전과 확장의 경우
가 단순리뉴얼에 비하여 더 작았다. 다시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초과 실
질이익으로써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점포의 비율은 단순리뉴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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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전과 확장시 더 높았고, 긴 기간이 지나도 회수하지 못하는 점포의 비
율은 단순리뉴얼보다 이전과 확장시 더 낮았다.
이 모든 결과들은 매칭의 방법으로써 여타 조건이 동일한 점포들을 비교
하였을 때에도 단순리뉴얼보다는 점포이전이나 확장의 효과가 더 나았음을
일관되게 보여 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이행한 리뉴얼, 이전, 확장의 3
가지 유형별로 가맹점주의 관점에서 환경개선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
가맹점에 따라 환경개선의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이전이나 확장을 한 가맹
점의 성과가 단순이전의 성과보다 더 낮은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개선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단순리뉴얼보다는 확장이, 그리고 확장보
다는 이전에서 평균적으로 환경개선의 효과가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
맹점주 입장에서도 리뉴얼보다는 확장이, 그리고 확장보다는 이전이 더 유
리한 환경개선 방식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향점수
매칭의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개선 유형별 가맹점들의 이질성을 고려한 경우
에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개선 유형이 점포들의 기존 영업성과에 따라
내생적으로 최적화되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현재 환경개선의
유형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결정에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단순리뉴얼보다 점포이전과 확장의 실질이익 증가액의 분산
이 더 크며, 이는 점포이전과 확장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한편, 만일 지역별로 환경개선 점포의 분포가 차이를 보이면, 지역의 요
소를 통제하고 분석함으로써 더 견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었다. 환
경개선 미이행 대비 환경개선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추후 연
구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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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Franchisees’ Store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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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franchisees’ store
renovation (renewal, relocation, or expansion) and finds which method of
renovation is more favorable to store owners. This paper first calculates the
incremental cost and incremental profit of store renovation: The incremental cost
is the non-recoverable capital investment on physical facilities at the time of
store renovation, whereas the annual incremental profit is the annual increase in
the real profit which is obtained by subtracting the annual interest amount of the
increased lease deposits and goodwills from the annual increase in the operating
profit. The economic effect can be judged by dividing the incremental cost by
the annual incremental profit, while eliminating the time-trend effect. This paper
shows that the relocation is more favorable than the expansion, which in turn is
more favorable than the renewal to the franchisees. This paper also shows that
the same conclusion holds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store-specific attributes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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