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franchiseworld.kr
9

7
7
2
5
8
6

0
6
5
0
0
1

09

  
  
  
IS
SN
 2
58
6-
06
58

2018 OCTOBER - Vol.37  

Cover Story
배달앱 서비스, 藥인가 毒인가
쓰자니 부담 안쓰자니 불안

Special Report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랜차이즈 축제로 거듭나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
10.18~20 ‘프랜차이즈 산업 주간’ 개최

HOT ISSUE
“사업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 
10.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People & Company
(주)태종에프디 구성회 대표
(유)한양제너럴푸드 최창환 대표

Cover Story  배
달

앱
 서

비
스

, 藥
인

가
 毒

인
가

 
2018  O

C
TO

B
ER

 - Vol.37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 사무국 T.  02-6000-1564 / 1562         F. 02-6944-8378         E. ifs_info@naver.com

Organizer |Host |

www.franchiseseoul.co.kr

대한민국 최대규모 창업 상담 전시회

프랜차이즈 서울/부산

프랜차이즈 서울 하반기

2018. 10. 18 – 20
코엑스

프랜차이즈 부산

2018. 11. 29 – 12. 1
벡스코

성공으로 가는 최선의 선택

지금 사무국과 상의하세요!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 사무국 T.  02-6000-1564 / 1562         F. 02-6944-8378         E. ifs_info@naver.com

Organizer |Host |

www.franchiseseoul.co.kr

대한민국 최대규모 창업 상담 전시회

프랜차이즈 서울/부산

프랜차이즈 서울 하반기

2018. 10. 18 – 20
코엑스

프랜차이즈 부산

2018. 11. 29 – 12. 1
벡스코

성공으로 가는 최선의 선택

지금 사무국과 상의하세요!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 사무국 T.  02-6000-1564 / 1562         F. 02-6944-8378         E. ifs_info@naver.com

Organizer |Host |

www.franchiseseoul.co.kr

대한민국 최대규모 창업 상담 전시회

프랜차이즈 서울/부산

프랜차이즈 서울 하반기

2018. 10. 18 – 20
코엑스

프랜차이즈 부산

2018. 11. 29 – 12. 1
벡스코

성공으로 가는 최선의 선택

지금 사무국과 상의하세요!









(주)태종에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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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장(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177

주문접수 : 031-322-5611 팩스 : 031-322-5038

제2공장(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175

전화 : 031-336-5612 팩스 : 031-336-5626

제3공장(양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62

전화 : 031-334-5611 팩스 : 031-334-5614







프랑크프로보 : www.franckprovost.co.kr
       www.facebook.com/franckProvost.korea           @xeofp_official           blog.naver.com/xeohair001

가맹문의 및 교육문의

02.541.4547 / 02.518.1691

프랑크프로보는 프랑스 No.1 럭셔리 헤어살롱 브랜드로 세계 최고의 시즌별 트렌드를 

통해 고객에게 최신의 스타일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800개가 넘는  

살롱과 매스컴을 통해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며 글로벌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합니다.  

프랑크프로보 코리아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한 프랑크프로보의 전문 디자이너와 만나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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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황보 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호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및 대형 로펌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 변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가맹관련 공정거래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장득수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단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총괄 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총괄 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서기관

황보 윤 대표변호사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위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 분쟁조정전문위원

·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 김&장 / 세종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담당관/약관심사과 사무관

· 부산동부지검 검사(22기)

가맹관련 공정거래 사건 해결 및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공정거래 특화로펌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8 관정빌딩 5층(우06645)  TEL : 02-598-6000   E-mail : law-keeper@naver.com(부설:가맹사업 분쟁 연구소)

분쟁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 -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특화

가맹사업
분쟁

공정위
대응



1804_프랜차이즈월드_220x290.indd   1 2018. 4. 23.   오전 10:22



����.indd   9 2017-03-22   �� 2:29:20







올 한 해 프랜차이즈 흥망성쇠와 2018년 유망 프랜차이즈를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트렌드 2018>! 이 책의 무기는

창업 전문 기자들이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인 '다점포율'이다. 다점포율은 점주 한 명이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반영한 지수로,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점포율 외에도 브랜드별 창업 비용과

마케팅 기법, 4차 산업혁명시대 창업 아이디어도 제시해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노승욱, 나건웅 지음  ㅣ  15,000원  ㅣ  매일경제신문사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친환경 디지털 복합기 렌탈 전문기업

디지털 복합기 분야,
최고의 재제조 Recycling 기술로

㈜보스렌탈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효율성의 디지털 복합기 렌탈서비스와

친환경 자원재생 Total Solution을 선사해드립니다

(주)보스테크

고객만족 렌탈 서비스

,

,

고객만족 렌탈 서비스

,

,

고객만족 렌탈 서비스 친환경적 렌탈 서비스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렌탈 서비스

㈜보스렌탈는 재제조 제품과 함께 신제품 렌탈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2017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대상 / 2018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54 ㈜보스렌탈  l 02-472-6544 l www.ebosstech.com  

납품 및 설치 후 카운터 자동 검토, 

에러나 종이 걸림, 토너 잔량 등의 

정보를 원격시스템 통해 복구 

지원제공, 해피콜을 이용한 다양한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및 접수 

국내에서 렌탈 기한 만료한 디지털 

복합기를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인 산업 폐기물 제로를 

실천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기업

최신 기술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사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MONTH

우리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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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일심동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토양 조성되기를…

-           지난해 10월 27일, 우리 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딛고 역사상 처음으로 업계 스스

로의 자정실천안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의 상생 문화 확산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윤리 및 정도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약

속했습니다. 정률 로열티 제도 등 가맹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존에 법적으

로 허용되던 가맹본부의 권리도 양보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수 십여년 동안 꿈쩍 않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맹본

부들이 먼저 가맹점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 브랜드 철학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상생과 동반성장으로 바꿨습니다. 변화하는 정부 시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고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정책이라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간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맹본부 수는 4천여개를 넘습니다. 개인이 4천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다양성과 불확

실성은 상상하기 힘들진대 회사가 4천여개가 넘는다는 것은 업계가 일사불란하게 변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계속 터져 나오는 일부 가맹본부들의 일탈행위로 업계의 자정 노력까지 폄하하지 말아 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하나둘씩 알

아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조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한 ‘갑

질’ 프레임은 지식 기반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력

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업체 규모에 비해 국민적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들이 많다보니 유독 타 업종에 비해 문제를 

일으킨 브랜드만이 아닌 업계 전체를 일반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해 머

리를 싸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수 많은 선량한 기업가들의 사업 의지가 꺾이고 있습니다.

-           물론 기업가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자유시장경제의 원동력이며 경제 발전의 모멘텀입니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규제 폭탄과 무차별적인 비난

은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업계 특성상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 대부분인 업계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재단하지 말고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청일까요? 

-           10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 해 피땀흘려 지은 농사의 성과를 수확하는 선물과도 같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아랑곳하지않고 끊임없이 내놓는 규제와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로 사정없이 

휘둘러지고 있는 갑질 프레임으로 인해 시름 시름 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갑으로 올라선 배달앱 3사의 횡포

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처음으로 국회의원실 및 가맹점사업자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식의 비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가맹본부를 절대악으로 삼아 찍어 누르고 가맹점사업자만 살리려

고 하는 시도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공평하게 귀담아 듣고 프랜차이즈의 정신을 살려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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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점에 과도한 수수료까지…

정부는 배달앱 횡포에 눈물 흘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 진 걸 보니 이제 완연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높고 파란 하늘, 맑은 햇볕, 상쾌

한 바람이 함께 하는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올 초 계획했던 일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마음으

로 10월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배달앱입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3조원에 

달합니다. 이 큰 시장을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고 3사 모두 외국계 기업이 대주주입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관

계자는 배달앱을 통해 자사 광고주들의 매출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배달앱의 수수료를 문제 삼는 것은 자영업

자나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합니다. 

-          과연 배달앱 업체의 주장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          아닙니다.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은 배달앱 업체의 주장과 달리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

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화로 주문하던 고객들이 배달앱으

로 이동한 것이어서 전체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달앱을 사용하자

니 수수료 부담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고 사용 안 하자니 경쟁업체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

다. 최근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배달앱 서비스입니다. 

-          배달앱의 또다른 문제는 영세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수수

료 할인도 해줍니다. 하지만 중소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의 경우 심한 경우 3배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차별

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입찰 방식의 광고료 책정도 큰 문제입니다. 효과가 좋은 위치에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서는 높은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증가한 수익은 고스란히 배달앱 업체에 나가 남는 건 없다는 게 가맹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갑질과 부당행위를 이유로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서운 칼날이 왜 배달앱 업체에게는 무뎌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별적 수수료 적용,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

는 비공개 광고비 입찰 등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현안에 대해 왜 눈 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늘 프랜차이즈 가맹본

부가 동네북이 되어야 하고 봉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하루빨리 법과 제도

를 개선해서 더 이상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앱 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

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THE LETTER FROM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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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배달앱 서비스 업

체들은 비공개 입찰과 과도한 수수료, 규모에 따른 수

수료 차등 적용 등으로 특히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또 다른 짐이다. 이와 함께 특정업

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독과점을 우려하

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배달 앱의 비싼 광고·수수

료 체계와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 및 소상공인에 대

한 차별대우 등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있다. 

배달앱 서비스, 

藥인가 毒인가
|
쓰자니 부담 
안쓰자니 불안

COVER STORY
------- •
배달앱 서비스

WRITE  신일영

비싼 수수료… 주문량 늘지만, 수익성은 감소

배달앱 서비스는 전단지와 발품을 일정부분 대체하는 광고 효과와 편리한 주문방식, 할

인 및 적립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스파트 폰의 

보급 확대·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의 시장규모는 전체 배달시장 

15조원 중 3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3년 3647억원에서 5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배달앱 서비스 이용자 수도 2013년 87만명에서 2015년 1046
만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현재 약 2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달앱 서비스의 주 사용자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과 치킨 전문점 등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과 연관이 많다.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프랜

차이즈업계에 배달앱 서비스는 마치 ‘계륵’같은 존재다. 계속 사용하자니 수수료 문제가 

발목을 잡고, 보고만 있자니 뒤처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스마트 폰에 의한 주문의 

편리성으로 주문량은 늘었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현상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은 표정

이다. 배달앱 수수료가 가맹점 비용 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가격은 같은 상태에서 배달앱 업체에 수수료를 떼어줘야 하는 

구조여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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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주문량은 늘지만, 수익은 감소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개최한 배달앱 관련 세미나

비공개 입찰·가격 경쟁 치열

수수료와 함께 입찰방식의 광고서비스 도입도 업

계에 큰 부담이다. 김정배 회계사는 “배달앱 업체

는 이용 요금을 인상하거나 입찰방식으로 광고료

를 책정하는 정책으로 이용자들의 과다경쟁을 부

추겨 광고비 지출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

맹점주는 “슈퍼리스트 광고의 비공개 입찰방식으

로 인해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주문이 늘어나

기는 했지만, 그만큼의 인건비와 배달대행료 등

이 동반 상승하면서, 결국 남는 건 얼마 없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들은 교묘

하게 업체들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

자는 “배달의민족은 예전 ‘울트라콜’이라는 리스

팅 광고상품가격 5만원과 중개수수료를 받다가  

‘착한 기업’이미지를 염두에 뒀는지, 2016년 중개수수료 0%를 선언했다. 그러나 수수료

를 0%로 내리는 대신 울트라콜 리스팅 광고상품가격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

다. 이와 함께 ‘슈퍼리스트’라는 경매입찰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비공개 입찰방식이다. 낙

찰금액을 알 수 없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배달앱의 횡포를 설명했다. 

규제 기준 없어… 법·제도적 지원 시급 

과도한 수수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차별

적 대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 기준이 없어 처벌 근

거가 없고 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라며,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배달앱 광고

료 및 수수료 책정방식에 따른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지난 9월 13일 토론

회에서 “배달앱 등장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통신3사 포인트에 이어 중소상공인을 괴롭

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나 더 생겼다”며, “배달앱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소상공

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수수료나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가 배달앱 광

고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른 경쟁사들은 계속 광고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만 

고객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며, “가맹점 매출과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죽하면,  

“배달앱으로 주문하지 말고, 매장으로 주문해달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하소연한다. 

매장으로 직접 주문하면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 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도 낮을뿐더

러, 수수료를 매출이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 반면, 중소프랜차이즈의 어려

움은 갈수록 가중되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어, 결국은 전체 시장에 심각한 균

열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수 독점에 의한 독과점 폐해 우려돼

국내에 배달앱 서비스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가 장악하고 있다. 브

랜드명만으로는 국내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3사 모두 외국 기업이 최대주주다. 특

히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 주주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社(표 참조)로 같은 회사나 다

름없다. 사실상 두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서 독과점을 우려

하고 있는 이유다. 

배달앱 3사 지분/점유율 현황

회사명 상호 최대주주 점유율

(주)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Hillhouse BDMJ Holdings Limited 55.7%

(유)알지피코리아 요기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33.5%

(주)배달통 배달통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10.8%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김정배 회계사는 지난 9월 13일 정의당 공생경제

민생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3대 배달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가운데 일

부업체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 3배

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며,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요기요는 업종마다, 그리고 그 업종의 브랜드 매장숫자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등 대형 가맹점에는 4% 중개 수

수료를 책정하는 반면,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2.5%의 차별적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

는 것이다. 이 수수료를 매장에 적용하면,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

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는 15.5%다. 부가세까지 더할 경우 총 17.05%가 되는 셈

이다.(배달통은 외부결제수수료 포함 총 수수료 5.5%에 광고료 선택 - 월 3·5·7만

원,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 경매)

COVER STORY
------- •
배달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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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

배달앱 서비스,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
피해 발생 시 
배달앱 업체만 책임 회피… 
공정한 규제 시급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주최측인 정우택 의원을 비

롯 국회의원 20여명과 공정위, 중기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장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임직

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대 경영학과 이성훈 교수와 선

문대 법경찰학과 고형석 교수의 주제발표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세종

대 이성훈 교수는 ‘배달앱 시장현황과 문제점’ 주

제 발표에서 “배달앱 광고를 해야 매출이 증가한

다는 인식은 착시현상에 불과할 뿐, 배달앱이 자영

업자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

장했다. 이 교수는 또 “배달앱은 기존 오프라인 광

고와 판촉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어 자영업

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광고 순위에 따라 랭킹을 선정하

여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MRO 등 오프라인 시장 진출로 기

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의 노

력으로 구축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단순 가격경쟁

으로 치환하는 본질적 영역침해까지 일삼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시장이 합리적 대

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고료 상한제와 수수

료 합리화로 건전성을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

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 시 배달앱 책임을 강화해

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형석 교수는 ‘배달앱 시장과 공정한 거래질

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고 교수는 가맹사

업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현

행법체계상 새로운 사업방식인 배달앱을 규율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배달앱 차등수수료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

서 가맹본부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도 

마땅한  법이 없다”고 규제법 제정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고 교수는 배달앱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개공정화법의 제정 시 행정규제 중심에서 사적규제와 공적

규제를 병행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 규

제’를 추가함과 아울러 온라인광고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달앱으로 파생되는 문

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항

공대 교수)을 좌장으로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

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및 이성훈·고형석 교수 등이 참석한 토론에서 김경

무 실행위원은 “가맹점사업자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배

달앱 업체는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 입찰액을 공개하지 않는 악질적 시장구조 개선 없

이는 국내 배달시장이 전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경 팀장은 “독과점 구조

인 현 배달앱 시장의 지배력 남용문제를 개선하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영태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장 규정 위반 소지, 가맹본부·가맹

점의 자체 고객 DB 관리 및 홍보 무력화, 직·간접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 또는 반강

제적인 자사 시스템·물품사용 유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

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총장은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홈쇼핑·쇼핑몰·부동

산 등 모든 상품중개자는 피해발생시 일정 책임을 지는데, 배달앱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민, 토론회 방식·내용에 문제 제기… 일부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일반화

한편, 이날 토론회 이후 ‘배달의민족’측은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다. 

‘배달의민족’측은 지난 10월 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10월 1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는 배달앱 운영사는 배제한 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추경호 의원, 

김정재 의원, 홍문종 의원, 박기영 협회장, 정우택 의원, 이재광 의장, 

유기준 의원, 이현재 의원, 국회의원 , 이승창 학회장, 

송석준 의원, 임영태 사무총장, 김미경 팀장 

(왼쪽부터)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

책 토론회-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올바른 배달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모

색하기 위해 정우택 의원실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인 배달앱 서비스시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RITE  신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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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배달앱이 기존 광고 대체?…  

현재도 대다수 가맹점 가맹본부  

기존 광고 병행

배민측의 이날 보도 자료에 대해 대다수의 업

계 관계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업

계 관계자는 배민측의 보도 자료가 많은 부분

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

계자는 “배민측은 마치 자영업자들이 월 평균 

23만원의 광고비로 매출은 1년 전보다 162
만원이 늘었다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는 수 년 사이 배달 주문 트렌드가 배달앱으로 

급속하게 옮겨가면서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배민 이용 매출이 늘어나는 것

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는 배민 외 매출이 필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민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일반 전화나 자체 콜센터, 배달앱 3사 외 기타 

배달시스템 등 배민을 통하지 않은 배달 매출

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은 상태에서 배민을 통

한 매출이 늘어나 자영업자의 전체 매출이 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

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

서 2015년 1046만명으로 가히 폭발적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배민측이 밝힌 수

치와 이용자 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이 조금 줄어든 수준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주장은 설득

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비중은 배민이 밝힌 것보다 ‘훨씬’ 줄어들었어

야 한다”고 지적하며,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이 3~4%대가 유지된다는 것은 배민이 

광고비 부담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광고비 부담을 늘려왔기 때문에 가

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간 유통 과정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효율적 광고 매체를 대

체해 소상공인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광고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 온 것’이라는 배민 

측의 주장에 대해 “배달앱이 마치 기존 전단지나 바이럴 마케팅, 쿠폰북 등을 대체한 것

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배달앱은 기본이고 전단지, 포스

터, 온·오프라인 로컬 마케팅 등 기존 마케팅 수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는 

가맹본부와 함께 PPR 및  TV 광고도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공개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매달 슈퍼리스트를 통해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광고주가 1.4%라는 것은 200만원 언저리의 금액을 써 내고 있는 수 배, 수십 배의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무슨 마음으로 그 금액을 써낼지 조금

이라도 이해해보려고 한 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돈을 안냈으니 

괜찮은 것이 아니다. 많은 비용 부담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슈퍼리스트 제도의 존재 자체가 매달 또 하나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베팅 여력이 있는 큰 업소와 여력이 없는 작은 업소가 동일 선상에 

놓이면서, 작은 업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써 내야 낙찰이 가능해지고 이는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마치 평등한 기회를 주었으니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미화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만큼 크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면 

굳이 각계 각층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슈퍼리스트 제도를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

가?”라고 재차물었 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토론회 발언 기회에 대한 불만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

다. 프랜차이즈협회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배달앱 문제로 인해 피해를 겪

고 있는 세 곳의 주체들이 국회 및 정부에 현황을 알리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

당한 입법 및 규제를 요청하는 자리로, 배달앱이 공식적으로 참석하여 진실게임을 벌이

는 것은 토론회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 유통 과정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효율적 광고 매체를 대체해 

소상공인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광고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 온 것’이라는 배민 측의 주장에 대해 

“배달앱이 마치 기존 전단지나 바이럴 마케팅, 쿠폰북 등을 대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배달앱은 기본이고 전단지, 포스터, 온·오프라인 

로컬 마케팅 등 기존 마케팅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OVER STORY
-------------- •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청중석에서 배달의 민족 관계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패널 토론 과정에서 

배민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부 가맹점주의 입장을 마치 자영업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일반화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토론회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측은 이 보도 자료에서 “자영업자가 배민을 통해 올리는 매출액 

대비 광고비의 비중은 3~4%에 불과하다”며, 최근 제기된 ‘광고비 과다’ 논란을 일축했

다. 또한 유료 광고주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 사이 업소 평균 매출액과 광고비 등 주

요 수치의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전격 공개하며,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

해 온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부담’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배달의민족 유료 광고주는 총 6만 8000여 명으로, 1인당 

월 평균 23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들여 배민을 통해서만 약 64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162만원 가량 증가한 반면,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은 3.81%

에서 3.61%로 오히려 조금 줄었다.

배민 관계자는 “외부결제수수료를 제외하면 현재 순수 배달의민족 광고비는 배민이 

음식점 매출에 기여해 드린 금액의 3%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전단지는 물론, 

10~30%대의 수수료를 받는 국내외 어떤 다른 경쟁 배달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배민 측은 수수료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입찰방식에 대해 “‘슈퍼리스트’의 경

우 광고주의 약 10%가 이용하고 있고, 일각에서 지적하듯 월 광고비로 200만원 이상을 

쓰는 업주는 전체 광고주의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마치 수십만 음식업 자

영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배민 관계자는 “극소수 ‘기업형 업소’가 몇 백만 원의 광고비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은 ‘영세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멀다”며, “전체 평균 광고비가 매출의 3~4%라는 점은 

오히려 대다수 업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광고비로 배민을 활용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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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랜차이즈 축제로 거듭나다

한국프랜차이즈協, 7천여명 함께한   

‘더프랜차이즈데이’ 행사 등 특별할인전 성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40여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2000여 가맹점과 함께 진행한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랜차이즈 

특별할인전’이 큰 성과를 남기고 화려한 막을 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는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손을 잡고 진행

한 대한민국 최대의 쇼핑·관광 축제다. 특히 올해는 이전까지 상대적

으로 참여도가 낮았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대거 참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

대를 도모했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양키캔들과 장수돌침대를 비롯, 짐보리, 김가네, 

푸라닭치킨, 생활맥주, 아딸, 정관장, 커피베이 등 유명 브랜드들이 코

세페 기간 동안 기존보다 더욱 할인폭이 확대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대 65%까지… 40여개 브랜드 할인·증정 ‘펑펑’

프랜차이즈 분야 코리아세일페스타 선도기업인 양키캔들((주)아로마무

역)과 장수돌침대((주)장수산업)은 최대 50%까지 주요 상품을 할인하

는 행사를 진행했다. 양키캔들은 대표 상품인 양초 9종과 캔들용 액세

서리 22종에 대해 최대 40%까지, 장수돌침대는 주요 돌침대 및 안마

의자를 35~50%까지 할인 판매했다. 

또한 한국짐보리(주)짐월드는 맥포머스·클릭포머스를 최대 37%까지, 

짐보리 교육 상품을 최대 56%까지 할인된 특가로 제공했고, ‘더프랜

차이즈데이’(9.29~30) 행사 판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한 푸라

닭치킨((주)아이더스코리아)은 가맹점 방문포장시 최대 25% 할인율을 

적용했다. 

생활맥주((주)데일리비어)는 전국 주요 70개 매장에서 코세페 기간 동

안에만 판매하는 한정판 신메뉴 10% 할인 행사를, 꼬지사케·엘리펍

((주)SY프랜차이즈)은 신메뉴 특별행사 및 최고 50% 할인 행사를 진

행했으며, 김가네((주)김家네)는 신메뉴 주문시 특별 음료 서비스를 제

공했다.

이밖에 ▲정관장((주)한국인삼공사) 최대 20% 할인 ▲덤인((주)덤인) 최

대 10% 할인  ▲아메리카요가((주)아메리카요가) 3개월 이상 등록시 

VIP 1개월권 증정 ▲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비즈통상) 전 상품 50% 할

인 ▲준오헤어((주)준오헤어) 최대 20% 할인 ▲요리하는진소스((주)아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테이프 커팅식

김가네 부스를 돌아보고 있는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김용만 명예회장, 김성윤 SY프랜차이즈 대표

WRITE  김동하

FRANCHISE WORLD  44 45



SPECIAL REPORT
------------ •
코리아세일페스타

더프랜차이즈데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용만 명예회장 (①, ②) 신영호 부울경지회장을 비롯한 참여 업체 대표들이 상생 경영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또한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판매 수익을 지역 사회에 전액 기부

하기로 약속한 ‘푸라닭’((주)아이더스코리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

간 10일 동안만 판매하는 한정판 신상 수제맥주를 현장에서 선보인 

‘생활맥주’((주)데일리비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커다란 맥포

머스·클릭포머스 체험 놀이장을 제공한 ‘짐보리’(한국짐보리(주)짐

월드) ▲가맹점사업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진정

한 의미를 되새긴 ‘60계’((주)장스푸드) 등 참신하고 뜻깊은 행사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1천여 명의 방청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KBS <이수지의 가요광장>  

라디오 공개방송을 비롯해 K-Pop 댄스 경연대회, 요가 체험 강습(아

메리카요가), 맥주 빨리 마시기 경연대회, 인디 밴드 공연, 무료 캐리커

처·타로점 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수많은 방문객들의 눈

과 귀를 사로잡았다. 

협회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참여, 참여 업체들에게는 큰 홍보 효과와 매출 증

대를 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서 “내년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다양한 순기능을 널리 알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쿡) 최대 20% 할인 ▲아딸((주)아딸) 만원 이상 구매시 소스 100g 증

정 ▲달꼼탕슈((주)나눔에프씨) 탕수육 전제품 20% 할인 ▲버거앤프라

이즈((주)버거앤프라이즈) 직영점 전 메뉴 10% 할인 ▲또봉이통닭(또봉

이F&S) 인기 메뉴 10% 할인 ▲하루앤소쿠((주)하루돈) 최대 25% 할인 

▲백채김치찌개((주)심플맨) 최대 10% 할인 ▲오륙도수제순대(오륙도

수제순대) 최대 50% ▲사해방탕수육&짬뽕밥((주)사해방) 최대 15% 할

인(더프랜차이즈데이) ▲60계((주)장스푸드) 최대 8% 할인 등 수 십여 

브랜드들이 특별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코세페 폐막 후에도 커피베이(사과나무(주))는 아메리카노 무료 쿠

폰 행사를 10월 25일까지, 바보스·꿀닭((주)푸디세이)은 최대 10% 할인 

행사를 10월 13일까지 추가로 진행했다. 

반포 한강공원 수놓은 ‘더프랜차이즈데이’

또한 협회는 코세페 기간 중인 9월 29~30일 양일간 반포 한강공원

에서 프랜차이즈 특별할인전 야외행사 ‘더프랜차이즈데이’를 개최했다. 

‘더프랜차이즈데이’는 협회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2018 코리아세일페

스타와 함께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특별할인전’ 부대행사로, 7천여 시

민들이 다양한 공연 및 이벤트를 즐기며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29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등 정

부 관계자들과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용만 협회 명예회장((주)김家네 회

장), 이용재 상임부회장((주)호경에프씨 대표), 김동수 상근부회장 등 프

랜차이즈 CEO들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만 명예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됐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많은 순기능을 지닌 프랜차이즈 산업

이야말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가장 어울리는 산업”이라며 “매출 부진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영호 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장(달꼼탕슈 대표)을 대표로 참

여 브랜드 대표들이 ‘상생 경영 선언문’을 낭독, 상생 및 자정 노력을 이

어 오고 있는 협회와 함께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 및 소통, 윤리 경영을 

추구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참여 브랜드 20여 곳은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 이

벤트 등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각 

참가 업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별 할인 메뉴 및 제품, 참여형 프로

그램, 경품 이벤트 등을 즐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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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
코리아세일페스타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한 

<더프랜차이즈데이> 

야외행사 이모저모

1. 경품 증정 룰렛 이벤트

2.  더프랜차이즈데이 행사에서 맥포머스 

체험장을 즐기고 있는 가족들

3.  오륙도수제순대 부스에서 순대를  

맛보고 있는 시민들

4. 참여 부스들을 돌아보고 있는 시민들

5.  KBS 이수지의 가요광장 라디오 공개

방송 중 노라조의 공연에 열광하고  

있는 시민들

6.  KBS 이수지의 가요광장 라디오 공개

방송 중 밴드 잔나비의 공연에 열광 

하고 있는 시민들

7.  생활맥주 부스에서 맥주를 시음하고 

있는 시민들

8.  아딸 및 푸라닭 치킨 부스를 찾은  

시민들

9.  아메리카요가 부스에서 2017 미스코

리아 김사랑 씨(오른쪽)가 참여한 요가 

체험 이벤트

10.  달꼼탕슈 부스를 찾은 시민들

11.  반포 한강공원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고 있는 시민들

12.  무료 캐리커처 및 타로 이벤트

13. K-pop 댄스 경연 대회

14.  더프랜차이즈데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

2 8

10

12

146

3

4

1 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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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
10.18~20 ‘프랜차이즈 산업 주간’ 개최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제1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등으로 산업 위상 제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일부 가맹본부의 일탈과 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

된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 및 위상 강화와 10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를 ‘제1회 프랜차이즈 산업 주간’으로 지정하

고 다채롭고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한다. 

프랜차이즈 산업 주간은 올해 협회가 처음으로 제정하여 운영되는 행

사다. 기존 협회 주관 행사들과 함께 ‘제1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

념식’ 등을 통해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순기능 알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정됐다. 

10월 18일 1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

최되는 ‘제1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상생으로 다 함께 더 

멀리>(가칭)를 주제로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

관기관 관계자들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의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들에게 협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정부표창을 전수하는 등 산업인들의 노고를 알리고 자긍심 고취를 도

모하는 행사다. 

기념식에 이어 장소를 박람회장으로 옮겨 개최되는 ‘2018 제43회 프

랜차이즈서울 하반기 개막식’은 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코리

아·코엑스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의 

성대한 막을 여는 행사로 꾸며진다. 주요 내빈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

식과 전시관 순시 등을 함께 하며 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용을 되새기고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 알리기를 도모한다. 

또한 협회 산하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익수)는 10월 19일 서울시 

관악구 상록보육원을 찾아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제32차 사회봉사를 

진행한다. 협회는 2013년 협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사회봉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매월 어린이 보호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며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전시부터 교육까지 ‘창업 축제의 장’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펼쳐지는 

‘2018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는 300여개사 600여개 부스의 

압도적인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다. 

지난 3월 아시아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거듭난 ‘2018 제42회 프랜차

이즈서울 상반기’에 이어 이번 박람회에도 수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참

가 신청이 성황리에 조기 마감돼 추가로 D홀까지 확장하여 추가 접수

를 진행했고,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등록 역시 조기 

마감돼 추가로 오픈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무엇보다도 타 박람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료 세미나 및 교육 등 다양

한 부대행사들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D홀 세미나장에서는 3일동안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창업 교육과 가맹점 인력·노무관리 교

육, 가맹본부 경영 및 가맹영업 교육 등이 진행된다. 특히 모바일 마케

팅, 상권 분석, 리더십, 슈퍼바이징 등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업계 권

위자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산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산업

인력 배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월 18~19일 양일 동안 코엑스 상담회장에서는 코트라와 함께 하는 

해외 바이어 상담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2018’(GFBP 

2018)이 개최된다. 검증된 우수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주선, 해외 

진출 희망 가맹본부의 리스크 감소와 국가 경제 기여를 도모하며 19일 

컨퍼런스룸에서는 말레이시아 협회, 인도네시아 협회, 베트남 협회 등 

해외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국의 프랜차이즈 현

황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또한 10월 19일에는 코엑스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발전협의회 포럼

이 개최된다. 국내·외 미래 산업의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정책 동향과 경영 개선 정보 등을 공유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다. 포럼은 전문가들이 발제하는 강의

와 산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꾸며진다. 

SPECIAL REPORT
----------- •
프랜차이즈산업주간

WRITE  이민찬

1.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하템 자키 WFC 사무국장3
2.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참관객들이  

업체 상담을 받고 있다.

3.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

3

1

지난 3월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열린 코엑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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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주)크린토피아 

대표 이범돈

크린토피아는 지사 136개 가맹점 총 2,700개 이상의 국

내 최대 세탁전문 프랜차이즈다. 1992년부터 시작된 크

린토피아는 세계최대 규모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프

랜차이즈 업체로 경제적인 세탁가격과 최고의 폼질, 서비

스 제공으로 국내 세탁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세탁편의점과 무인빨래방(코인365), 세탁멀티숍(코인워

시) 등 다양한 맞춤 모델을 제공하며 주요 서비스로 세탁

물 오염제거, 냄새제거(화재세탁물) 서비스, 스페셜 크리

닝, 특수세탁사업부 등이 있다. 

또한 멀티숍 코인기계 가격을 세트별 구성에 따라 할인 

적용하고 고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지원, 가맹점 홍보 지

원 등을 갖추고 있다. 

커피베이

사과나무(주) 

대표 백진성

2009년 출범한 커피베이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메뉴를 선보인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에만 약 

470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짧은 시간에도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

어나가는 커피베이는 앞으로도 국내외 가맹점의 성공적

인 정착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요 메뉴로는 아메리카노, 카라멜 마끼아또, 레드벨벳 

라떼, 다크 쇼콜라 프라노베 등이 있다. 합리적인 창업 

비용과 함께 최상의 커피 맛(100% 아라비카 원두 사

용, 자체 로스팅 플랜트 보유), TV 드라마 제작 지원 등 

적극적인 마케팅(브랜드 인지도 제고 + 매출 상승) 등

이 강점이다. 

셀렉토커피
 
(주)맥스원이링크 

대표 황규연

스페인어로 ‘엄선된’, 영어로 Select(선택)이라는 의미인 

‘Selecto’. 셀렉토커피는 엄선된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

해 개성 있는 5가지 아메리카노로 다양한 커피취향을 즐

길 수 있는 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다. 셀렉토커피는 평범

한 아메리카노가 아닌,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

는 ‘나만의 아메리카노’를 선사한다. 

주요 메뉴로는 5가지 아메리카노(스페셜티 블렌드 2종, 

스페셜티 싱글오리진 2종, 핸드드립커피 1종)과 오키나

와 흑설탕 라떼, 마이 스윗 페스츄리가 있다. 또한 차별

화 된 5가지 스페셜티 원두와 뛰어난 품질 경쟁력, 경쟁

력 있는 S.E.E. 바리스타 아카데미 등 체계적 교육 등이 

강점이며 가맹점에서 하와이안 셀렉토 코나 1잔이 판매

될 때마다 결식아동에게 우유 1팩이 기부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굿네이버스와 진행하고 있다. 

고래식당
 
(주)디딤 

대표 이범택

시래기 생선조림 전문점 고래식당은 "어머니의 밥상"을 

표방, 다양한 시래기 생선 조림 요리로 소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집밥을 준비한다.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한다!’는 

모토로 웰빙 가마솥밥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림류, 구이

류, 탕류 등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주요 메뉴는 시래기생선조림, 묶은지조림, 생선구이, 가

마솥밥 등이며, 달달한 양념이 밴 시래기와 생선조림, 웰

빙 가마솥밥의 궁합이 돋보이는 건강 메뉴로 주목을 받

고 있는 브랜드다. 특히 본사의 특제소스 공급으로 변함

없는 맛을 유지하면서도 조리 공정은 라면을 끓이듯 매

우 단순하다. 또한 3곳에 불과한 외식 프랜차이즈 상장

사 중 한 곳인 (주)디딤의 매장 오픈지원 및 교육으로 운

영시스템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다양한 마케

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청담동 말자싸롱
 
(주)금탑에프앤비 

대표 최성수

청담동 말자싸롱은 고객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같은 정, 

집에서 먹는 듯한 편안함을 컨셉으로 현대인들이 지향

하는 웰빙 스타일의 수제 감자튀김과 즉석에서 만든 수

제 치즈스틱, 순살치킨 그리고 부드럽고 시원한 크림생

맥주 등이 주 메뉴다. 

또한 저투자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며, 1인창업도 가

능하다. 초보자도 쉽게 운영 및 조리 가능하며 지속적인 

메뉴개발과 연2회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해 창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사항도 

제공이 가능하다. 

도쿄스테이크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철환

도쿄스테이크는 일본 현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명

소의 맛집들을 한 곳에 모

아 놓은 일본식 캐주얼 레스토랑이다. 일본 내 현지인들

이 즐겨 찾는 느낌의 이색적인 공간을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일본식 스테이크와 파스타, 라멘, 덮밥, 커리 등 

다양한 일본 정통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주요 메뉴로는 등심 스테이크, 부채살 스테이크 덮밥, 난

바 카이센 크림파스타, 규탄멘 등이 있다. 또한 20년간의 

외식업력을 가진 본사의 든든한 상생 시스템, 가맹점의 

매출증진을 위하여 전사적인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갖

추고 있으며 전문인력 1인 이상이 11일 매장에 상주하

며 교육하며 오픈 100일 집중관리를 진행한다. 

토프레소
 
(주)에스앤큐플러스 

대표 오종환

2004년 9월, 제1호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토

프레소는 다년간 축적해 온 사업 역량과 시장 경쟁력

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 (중소기업청, 

2015) 된 국내 순수 커피 브랜드다. 

상호간의 신뢰와 최고의 품질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추

구하는 토프레소는 겸손과 성실의 자세로 ‘제품 및 서비

스 품질의 상향 표준화’, ‘합리적인 창업 비용 실현’ 그

리고 ‘가맹점과의 장기적 동반 성장’에 한결같이 힘쓰고 

있다. 

토프레소는 최고 + 커피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최고 품질

의 커피를 추구하는 토프레소의 정신이 담겨 있다. 주요 

메뉴로는 아몬드 비엔나 커피, 꿀 딸기 라떼, 딸기 듬뿍 

파르페 등 음료류와 콩떡콩떡 대패빙수, 할라피뇨 치킨 

샌드위치 등 디저트류가 있다. 

스시노백쉐프
 
(주)일성코퍼레이션 

대표 이정훈

스시노백쉐프는 “魚울림“ 즉, 물고기 어 + (맛의)울림의 

합성어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초밥을 만들고, 단 한 

점이라도 드시는 분들께 울림을 드리자라는 저희의 핵심

가치를 표방하여 한 점 한 점 정성을 쥐어드리고 있는 대

한민국 No.1 초밥프랜차이즈다. 

주요 메뉴로 명란와사비 소스를 입은 랍스터와 스테이크 

초밥으로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인기 2인 세트초밥이 있

으며 날 것을 싫어하는 고객도, 초밥을 좋아하는 매니아

도 모두가 어울릴 수 있도록 초밥을 빚는다. 

또한 본사에서 책임지고 총주방장을 지원해주는 일반창

업, 쉐프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오너쉐프 창업, 투자

의 목적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지분창업 등 맞춤 창업 모

델을 지원한다. 

아리아케어코리아 

(주)아리아케어코리아 

대표 김준영

아리아케어는 전문 요양 프로그램을 통한 선진국형 요양 

프랜차이즈다. ‘참된 사회적 효의 실천’을 목표로 어르신

들을 위한 맞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 및 전문

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의 선두주

자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맞춤형 요양, IT기
술을 활용한 치매 관리 등이 있다. 본사의 인큐베이팅 시스

템, 요양분야 최초 지상파 TV CF 광고 진행과 더불어 가톨

릭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의 의료진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을 통해 전문적인 치매 관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바이징’으로써 복잡한 요양기관 허가 업무 대

행과 설립 허가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사 구인 공고 및 면

접 지원, 초기 요양보호사 인력 세팅, 초기 물품 구축 등

을 지원한다. 

피자마루

(주)푸드죤 

대표 이영존

피자마루는 ‘피자 맛의 꼭대기’라는 브랜드의 의미를 구

현하고자 건강하고 우수한 맛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

며, 전국 62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며, 미국 뉴욕 

및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 하고 있

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글로벌 브랜드다. 

주요 메뉴로는 클래식 피자, 몬스터 피자, 시카고 피자, 

프리미엄 피자, 투탑 박스가 있다. 

경쟁력 측면에서 자체 도우공장을 건립, HACCP(식품안

전관리인증) 인증받은 자체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특허받

은(특허 제 10-086672) 그린티 웰빙도우와 흑미 씬도우 

등을 개발했다. 또한 100%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 사용과 

불필요한 마케팅 등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뉴욕,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성공적인 글로벌 운영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붐바타 

해마로푸드서비스(주) 

회장 정현식

붐바타는 이태리 정통 화덕에서 바로 구워내는 수제 '화

덕 샌드위치 & 쌈 피자' 브랜드다. 건강한 자연발효 도우

와 신선한 재료로 누구나 좋아하는 맛을 만들어내며, 푸

짐하고 건강한 한 끼를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착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주요 메뉴로는 모짜렐라불고기 샌드위치 등 화덕 샌드위

치, 아보카도쉬림프 등 화덕 쌈, 그릴드치킨부추 등 화덕 

피자 등이 있다. 샌드위치 열풍에 화덕의 건강함을 더한 

시장성과 가성비에 중독성 강한 맛을 더한 차별성, 맘스

터치의 프랜차이즈 노하우와 신선유통 시스템, 부담 없

는 초기 투자금이 강점이다. 

강촌식당
 
(주)이바돔 

대표 김현호

이바돔 강촌식당 브랜드는, 강원도 강촌으로 떠나는 추억

과 여행이라는 한국의 이야기와 정서가 담겨 있다. ‘강원

도 음식’이라는 대표성과 ‘다양하고 푸지마한 먹을거리’

라는 주제를 콘셉트로 청정 식재료는 그대로, 새롭고 건

강한 맛을 더한 닭갈비, 꼬막을 비롯한 강원도 토속음식 

전문 브랜드다. 이바돔감자탕으로 널리 알려진 (주)이바

돔의 전략과 시스템, 차별화로 무장했으며 주요 메뉴로

는 꼬막비빕밥, 철판닭갈비 등이 있다. 또한 점심과 저녁

에 강한 메뉴구성과 풍부한 운영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매뉴얼 교육, 서비스, 위생 등 운영컨설팅, 예비창업자와

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항을 제공한다. 

돈까스클럽

(주)일승식품 

대표 이규석

돈까스클럽은 유러피안 스타일의 카페테리아 분위기를 

연출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외식/휴식/문화가 어우러

지는 편안함이 있는 ‘복합 외식 문화공간’이다. 돈까스, 화

덕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등 다양한 메뉴를 한곳에서 즐

길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특히 ‘1등급 생고기를 두

드려 만든 수제 돈까스’, ‘화덕에서 갓 구운 이태리 정통

피자’라는 두 가지 핵심강점을 통해 프리미엄 패밀리 레

스토랑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주요 메뉴로는 왕돈까스, 모짜렐라 치즈까스, 스테이크

피자, 스테이크 올리오 스파게티 등이 있다. 도심 외곽

의 교외형 출점 성공 전략과 국내 최초 고기편육기, 자동

튀김기에 대한 특허 획득 및 보유, 가맹점 인테리어 보수 

및 수리 지원, 브랜드 홍보물 및 유니폼 등을 지원한다. 

샤브보트

(주)채선당 

대표 김익수

샤브보트는 채선당이 만든 1인 샤브샤브 전문 브랜드다. 

기존의 채선당을 미니멀한 콘셉트로 집약한 브랜드로 캐

주얼한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혼자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육수와 신선한 샤브야채, 그리고 생면으로 신선

함과 건강함을 더했으며, 맑은 등심, 토마토, 커리맛의 3
가지 새로운 샤브육수에 채선당이 자랑하는 신선한 샤브 

야채와 신선한 호주청정우, 생면과 영약죽까지 샤브샤브

의 맛과 영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샤브보트는 혼밥족 트렌드 증가에 맞추어 인건비 

절감형 매장을 제시하며 소자본 창업과 혼밥 트렌드 타

깃으로 빠른 회전율을 갖추면서도 채선당의 신선한 식재

료를 제공하는 것이 강접이다. 

원할머니보쌈

원앤원(주) 

대표 박천희 

원할머니보쌈·족발은 40
여년의 전통 ‘세대를 이어

가는 정성의 맛’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대표 보쌈 외식

브랜드로 성장했다. 

특허받은 ‘양파형 김치’와 마지막 한점까지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중보온팩 용기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들

에게 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쌈류와 족발류, 도시락과 죽을 주메뉴로 40여년 흔들

림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가맹점(가족점)들이 10년 

이상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출시된 간장통마늘

떡보쌈과 더덕명태회 보쌈 등 신메뉴 출시로 신규 고객 

창출은 물론, 배달앱 수수료 최대 6개월(최대 300만원) 

지원, 가마솥밥 기기 및 기물 지원 (원할머니보쌈·족발 

가마솥법 버전 계약시) 등을 지원한다. 

꼬지사께
 
(주)SY프랜차이즈 

대표 김성윤

꼬지사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꼬치구이와 60
여가지의 다양한 퓨전요리로 폭넓은 고객층을 형성하

고 있는 한국형 이자카야로 2010년 가맹사업을 시작

하여 현재 240여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내실있

는 브랜드다.

정감있고 편안한 인테리어와 대중적인 다양한 주점 메뉴

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밀착형 고객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개념 꼬치 & 퓨전요리 선술집이다. 

주요 메뉴로 모둠꼬치, 규카츠, 프리미엄오뎅탕, 소고기

타다끼 등이 있다. 이자카야와 한국형 퓨전포차가 결합된 

형태의 선술집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고, 12
평의 소규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브랜드다. 

2018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 주요 참가업체 소개

2018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 주요 참가업체 소개

FRANCHISE WORLD  52 53



                        

  
HOT ISSUE
--------- •
    

공정위, 

‘가맹점주 단체 설립활동 

불이익’ 혐의 

A사에 과징금 14억원 부과

法, ‘상표권 사용료 부당지급 B사 대표에 

집행유예 2년’ 최초 선고 

가맹점주 단체 설립 주도자  

계약해지

최근 공정위가 한 가맹본부에 

가맹거래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을 부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월 5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

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맹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

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매장점검과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 불

이익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들이 본부를 통해서만 홍보전단지를 구

매하도록 강제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 단체)의 구

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

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

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

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가

맹본부가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

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

도록 강제해, 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표권 사용료 부당지급, 회사에 손해 끼쳐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B사 대표는 회사와 부인 C씨가 함께 소유하던 상

표권을 C씨에게 넘긴 뒤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C씨에게 지급

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재판부는 B사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

면서 부인 C씨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회사

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사 대표의 회사는 가족회사

라는 특징과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응대근로자

재해예방 및 당류 저감화

전략 수립방안은?”

10.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및 

당류 저감화 확산 세미나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장재남·이하 연구원)이 산

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대응

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당류 저감

화 전략 수립을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해 예방 모델 및 당류 

저감화 전략 세미나’를 10월 30
일 충무아트홀 컨벤션홀에서 오

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맹본부·가맹점 대표 및 임직원들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10월 1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하도록 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와 연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연구용

역 등 관련 정책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계약 

관계 및 업무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관리자의 위험요인 

관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민들의 일평균 당류 섭취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에 따라 협회는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식 프랜차이

즈 업계의 당류 저감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당류 섭

취 현황과 저감화의 필요성을 역

설하고 가맹본부 중심의 지원을 

통한 전체 가맹점으로의 확산 전

략 등을 도모한다. 

세미나는 크게 재해예방 모델과 

당류 저감화 전략의 두 세션으로 

나뉘며, 김장호 네오알앤에스 대

표, 김윤태 한국관광대 교수, 박

영심 신한대 교수, 장재남 원장, 식약처 손익재 주무관 등이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오후 12시 30분부터 현장 접수 등록을 거쳐 1시부터 본 세미나

가 시작된다. 참석을 원하는 가맹본부·가맹점 대표 및 임직원들

은 협회(http://www.ikfa.or.kr) 및 연구원 (http://www.ifis.
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 hyunju199511@naver.com, dnncyf@ikfa.or.kr ) 또
는 팩스(02-2233-8985, 02-3471-8139)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70-3471-4147),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02-2233-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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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8일부터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응대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사업주

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크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강장

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 보호조치 ▲근로

자의 조치 요구권 보장 및 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치로 구성된다. 

특히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예방조치

의 유형으로는 시행령상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

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수사기관(또는 법원)에 증거자료 제

출 등 지원 등 총 4가지를, 

시행규칙상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

대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 등 교육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으로 얘기 등 역시 총 4가지

가 규정돼 있다. 

이에 10월 18일부터는 건강장해 발생 예방조

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되며(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600만

원, 3차 위반 1,000만원), 조치를 요구한 근

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행할 경우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은 관련 내용의 홍보를 돕기 위해 마이크로사이트( http://www.

andyoukosha.com)을 통해 안내 문구 및 통화연결음 표준안, 감

정노동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포스터 및 스티커 이미지 등을 배포

하고 있다. 

“사업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 

10.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건강장해 발생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

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

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장해 발생 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72조

제4항)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

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불이익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

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

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벌칙: 제72조 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300만원, 2차 : 600만원, 3차 :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

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

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

얼 마련

③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

폭언·폭행 등 자제 요청 전화연결음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객님의 말 한마디가 고객응대 상담원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원을 가족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말해주는 고객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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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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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본부에서 책임진다.

가맹점주의 손해 배상 청구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

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

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

행된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

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예: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2017년 6월),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2016년 4월) 등)

이에 따라,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안 §11조)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

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되므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

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외식·도소매ㆍ편의점ㆍ교육서비스의 4개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

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와 협

조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 점검
하여 2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

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17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

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

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

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
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

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며,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

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

얼음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
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

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

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소상공인 규제 차등적용으로 형평성 제고”

10월 18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10월 18일부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다.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

등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고,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해야 한

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유에 대

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등  
가맹분야 협업 나선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분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

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

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

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10일

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

고한다.

이에 따라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

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

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인천

시·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

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

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분쟁 조정을 진

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

그 관할 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

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타 

시·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는 현행과 같

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

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

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

칙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 지침

(가칭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식 설립허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설립허가서를 발부했다. 공정위는 지

난 10월 5일 

「민법」제32조 및「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

의회(대표 허석준 외 2명)의 설립을 허가한

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의 권익 

신장 및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도약을 

이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 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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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 COMPANY
---------- •
(주)태종에프디

탕, 탕, 탕 

육개장, 갈비탕, 추어탕… 

속이 확 풀립니다

가정간편식의 강자 미스타셰프

용인시 처인구 모현동에는 자연휴양림이 있다. 해발 560미터 정강산의 남쪽 자락에 자리한 

이 휴양림에는 소나무, 낙엽송, 밤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사시사철 맑은 공기를 내뿜는다. 

식품회사 (주)태종에프디를 방문하러 가는 길은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는 소풍길과도 같다. 가을

빛 짙어지는 오후에 자동차를 달렸다. 휴양림 입구를 500미터 앞두고 청정한 공기가 가슴 속

으로 훅 끼쳐들 때 도로 왼쪽에 (주)태종에프디 간판이 나타났다. 우뚝 선 제2공장이 방문객에

게 길을 열어주면 그다음에 제1공장이 맞아준다. 날렵하고 산뜻하고 일사불란한 회사의 인상. 

이 회사의 생산 공정에서 소비자의 배를 채워주고 속을 풀어주는 맛있는 조리식품이 탄생한다.

WRITE 이근정 | PHOTO 이명철

(주)태종에프디

구성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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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유통으로 잔뼈를 다지다 

사장실로 안내받아 (주)태종에프디 구성회 대표와 만났다. 구성회 대표

는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인상, 친근한 목소리를 다 가졌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기업이 걸어온 발자취를 들어보았다. 

회사의 태동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성회 대표는 1992년

부터 사촌형과 중국 농수산물 수입업체를 경영했다. 잘되던 회사였지

만 1997년 닥쳐온 IMF 경제위기의 찬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구성

회 대표는 1999년 독립하면서 냉동수산물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했다. 

크게 울리는 종, (주)태종에프디의 시작이었다. 

“먼저 유통으로 시작했지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 우렁이 양식장을 

합작 설립하고 양식우렁이 시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품목

을 늘려 냉동수산물 수입 판매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2005년에는 

우리 브랜드를 처음 선보였어요. ‘자연든해’라는 이름이었죠. 그해 경기

도 광주에 유통본사를 세워 식품사업팀을 발족했습니다. 식자재 시장

에 진출하고, 냉동 조리식품 OEM도 시작했지요. 거래처가 전국 600
곳으로 늘어났어요.”

제 갈 길을 개척한 회사는 2007년 전환점을 맞는다. 구리시 갈매동에 

제조 공장을 세운 것이다. 이듬해 브랜드네임을 ‘미스타셰프’로 바꿔 냉

동 즉석 조리식품 16종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뛰어든다. 

2008년에는 용인시 모현동으로 제2공장을 확장이전하면서 지금의 위

치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같은 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맛과 영

양, 위생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나갔다. 

“현재 전국 총판 16곳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하루에 6만 개의 제품을 

만드니까 6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나 할까요? 하하하. 무게로 

환산하면 1일 36톤입니다. 미스타셰프 브랜드가 60%, OEM 제품이 

40%를 차지하지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간편하게 식탁으로 - 미스타셰프

(주)태종에프디는 자체 브랜드 ‘미스타셰프’를 선보이고 있다. 추어탕, 

갈비탕, 육개장, 부대찌개, 설렁탕, 해물알탕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탕 

종류가 주력 상품이다. 그 밖에 깐쇼새우, 버섯뚝배기불고기 등 볶음 종

류도 메뉴의 한 축이다. 제품 리스트만 봐도 침샘이 솟고 즐거운 식욕

이 당긴다. 

“우리 회사는 한식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탕류에 힘을 쏟고 있지요. 

국물 음식인 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옛 조상들로부터 이어

져온 음식이라서 친근하고 부담 없지요. 종류에 따라 각종 채소와 고

기가 들어간 건더기가 있고 푹 끓여낸 국물이 있어서 별다른 반찬 없

이 한 그릇만 먹어도 뱃속이 든든해집니다. 저는 제조업을 시작하며 탕

류로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탕류에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과 특화지요.”

허기질 때, 찬바람 불 때, 그리고 단순한 방법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싶

을 때 찾게 되는 음식. 설렁탕, 육개장, 갈비탕, 해장국은 밥상의 정다운 

친구와도 같다. 이렇게 즐겨 찾는 음식이건만 실제로 가정에서 조리하

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육수를 오랜 시간 내야 하고 들어갈 재료도 

이것저것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뛰어

난 기술력과 안전한 위생관리 덕분에 간편하게 식탁에서 접할 수 있다

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회사는 2009년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확립했어요. 품

질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했고요. 해썹(HACCP) 인증으로 요소 분석

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태종에프디는 용인시 모현동에 있는 제1, 제2 공장과 함께 양

지면에 제3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세 개 공장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 시

스템을 거치며 식품이 생산돼 나온다. 

“용인에 자리 잡은 것은 폐수 처리 허가 기준을 따라 온 것이지만, 이곳

이 우리 제품하고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공기가 맑고, 길도 훤하지요. 공

장 세 곳에서 올해 매출 245억 원을 거둘 예정입니다.”

제조업체, 물류 시스템, 프랜차이즈 업체의 삼박자

눈썹이 짙은 남자 요리사 일러스트가 그려진 ‘미스타셰프’ 포장지. 왼

쪽 상단에 붙은 로고를 자세히 보면 맛 미(味) 자에 아스테리크 기호(*)

가 붙어 있다. 맛에 별표가 붙은 모양새이니, 맛 점수가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맛의 인기스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미스타셰프 브랜

드 제품은 전국 총판 매장 열여섯 곳으로 뻗어나가 각 소매점에 공급

된다. 11번가, 지마켓, NS홈쇼핑,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덩치 큰 온라

인쇼핑몰들은 클릭 몇 번으로 미스타셰프의 풍성한 구성품을 집 앞까

지 가져다준다.   

“앞으로 산업의 향방은 물류 싸움으로 갈 겁니다. 물류 네트워크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요. 우리 제품도 온라인 판매가 점점 더 늘고 있고 온라인 

매장의 비중이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품은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나갑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다수에 OEM 제품으로 육

개장, 부대찌개, 알탕 등을 내보내지요.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가 

쌍방의 기술력을 제휴해 식품을 내놓는다는 건 감출 일이 아니에요. 각

기 파트에서 능력을 발휘해 소비자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거지요. 

제조업체, 물류시스템, 프랜차이즈 업체가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원활하

게 돌아가는 것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길입니다.” 

(주)태종에프디는 2018년 11월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알

루미늄 포일 용기에 냉동식품을 담은 제품이다. ‘원큐’라는 서브 브랜드 

네임을 단 이 제품은 무엇보다도 용기가 특징이다. 두꺼운 알루미늄 포

일을 압축하여 만든 용기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 두루 사

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용기를 전자레인지 안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주)태종에프디가 선택한 용기는 알루

미늄 용기 표면을 주름이나 각진 곳이 생기지 않도록 매끄럽게 가공하

여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불꽃이 튀지 않는다. 캠핑장에서 바비큐를 구

우며 석쇠 한쪽에 올려놔도 된다. 

“제대로 만든 알루미늄 용기는 체내에 흡수되는 알루미늄 양이 매우 적

고 흡수되더라도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 배출되기 때문에 다른 재질

의 용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재활용 측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용기 표면에 플라스틱 처리나 페인팅을 하지 않으므로 모아서 잘 세

척하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 ‘원큐’ 제품이 또 다른 판로를 열어

줄 거라고 봐요.” 

가치를 창출해 공유하는 것이 목적

(주)태종에프디는 개발, 생산, 조리, 포장, 출하,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자체 관리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조사 개발을 하고, 실험실에서는 미

생물 검사를 하며, 처리 공정과 생산라인에 사람 손이 50퍼센트, 기계

화 공정이 50퍼센트의 일을 담당한다. 금속검출기를 통과해 이상이 없

으면 포장 작업 완료. 시원하고 후련한 제작 과정이다. 그렇지만 이렇

게 하기까지 꼼꼼하고 치밀한 안전 관리와 위생 설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직원 100여 명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회사. 인터뷰 말미에 구성회 

대표에게 회사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성격상 사회적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축적한 노하우로 제품

을 잘 만들어놓을 때 다른 업종도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치를 

중요시해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가치를 창조하고 참된 경영으로 고

객에게 신뢰를 줄 때 만족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을 다 함

께 공유하고 싶어요. 친환경 경영, 에너지 절약, 사회적 공헌 등 기업이 

해야 할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봐요.” 

PEOPLE & COMPANY
---------- •
(주)태종에프디

  “미스타셰프” 
요리가 쉬워지는 비결 !

(주)태종에프디  
www.taejongf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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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 COMPANY
---------- •
(유)한양제너럴푸드

20년 한결같은 정진

종합식품전문회사로 우뚝 선 한양제너럴푸드

정직한 원료로 정직하게 제조한다

(유)한양제너럴푸드를 방문한 날은 부슬비가 내리는 9월 아침이었다. 파주에 있는 회사에 도착하니  

최창환 대표가 반갑게 맞아준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부드러운 미소가 최 대표의 첫인상이다.  

하던 일을 신속히 정리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최 대표의 모습에는 일 잘하는 CEO의 움직임이  

배어 있다.
WRITE 이근정 | PHOTO 이명철

최창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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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창업한 (유)한양제너럴푸드는 중견 식품제조가공업체로 탄탄

히 자리 잡았다. 육류 가공품과 함께 생채소를 이용한 샐러드가 주력 제

품이다. ‘웰쉐프’라는 브랜드로 출시된 이 회사의 다양한 식품들을 마

트와 편의점, 인터넷쇼핑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원 100여 명에 올

해 매출액 300억 원을 바라보는 알짜회사. (유)한양제너럴푸드의 출발

점은 무엇일까?

육가공품과 샐러드 - 월 500톤의 위엄 

“1996년에 영등포에서 족발집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꽤 잘돼서 분점까

지 늘렸지요. 쭉 그 길로 나갔다면 음식점 프랜차이즈로 성공했을지도 모

르죠.(웃음) 99년에는 족발과 순대를 일본에 수출하고 미 8군에도 납품하

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 미국 시카고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 공

급하고, 2005년에는 파주로 공장을 확장하면서 식품 제조에 주력했지요.”

(유)한양제너럴푸드가 생산하는 물량은 상당히 많다. 등갈비, 닭발, 닭

다리, 족발, 베이컨, 곱창 제품만 해도 한 달에 200톤 넘게 생산하며, 그 

밖의 가공품과 샐러드까지 합하면 월 400~500톤에 이른다. 대기업

이 운영하는 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 치킨 프랜차이

즈점, 학교 급식업체에 이 식품들이 나간다. GS25, CU 등 거래하는 편

의점만 해도 3만 개가 넘는다. 

“저는 항상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원료를 정확하게 쓰고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으

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엄수하지요. 미국의 

USDA 마크도 깐깐한 인증제도입니다. 미 8군에 식품을 납품하려면 

USDA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2002년 미국 시카고에 공장을 세워 현

지에 납품하면서 USDA도 만족시켰지요.”

철저한 위생 관리 기준 통과

USDA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약자

로, 미국 농무부를 가리킨다. USDA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식품의 재배 및 경작을 관할하며, 운영 프로그램인 NOP(National 
Organic Program)로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인증을 책임진다. 

이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는 USDA 인증마크가 찍힌다.  

식품은 인체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최창환 대표가 위생 관리

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설명된다.  

“식품을 다루는 대기업이 제조에 신경 쓰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샐러

드만 해도 재료를 하나하나 세척해야 하고 토핑을 손으로 일일이 배

합해야 하는 등 수작업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엔 중소기업이 제

격이죠. 또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많아 제조원가를 맞추기도 어렵습니

다. 우리는 연중가에 대량구매를 하므로 수확량이 변동할 때에도 안정

적으로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본사나, 샐러드를 파는 제과점 본사는 우리와 거래하면 아

주 유리하지요.” 

(유)한양제너럴푸드가 샐러드를 제조한다는 정보는 신선하게 다가온다. 

지난 20~30년간 가파르게 성장한 외식시장에서는 닭고기와 돼지고

기 등 육가공품이 주를 이루었다. 채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먹을 것을 찾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들이 손쉽게 샐러드에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으로 보인다. 사회구조의 변화도 외식시

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통계자료를 보면 1인가구가 28. 6퍼센트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채소 여러 종을 구입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기는 힘들 터. 그러니 샐러드 출시품을 반기

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저는 앞으로 샐러드가 외식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해요. 

편의점 도시락을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별로 빛을 못 봤잖아요. 그런

데 지금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냉동밥도 출시

할 예정인데, 이런 게 다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맛뿐만 아니라 몸매도 챙긴다 - 건강식이 대세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급성장했다. 편의점 프랜

차이즈업체 CU는 도시락 매출액이 2014년 10.2%, 2015년 65.8%, 2016
년 168.3% 늘어났다고 밝혔다. 업계 자료를 찾아보면 샐러드 시장도 그 

이상으로 전망이 밝다. 체형 관리와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식습관이 퍼지

면서 사이드메뉴라는 인식이 강했던 샐러드가 식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

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에 따르면 2017년 샐러드 도시락 매출은 전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GS25 올 1분기 샐러드 도시락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뛰었다는 보고가 있다.

“식생활은 점차 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채소를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샐러드 같은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된 샐러드도 나타날 겁

니다. 환자 맞춤형 건강식 시장도 성장할 거예요. 몸의 어디가 안 좋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갖춘 건강식이지요. 간편식이 세분화, 고급

화할 거라는 전망 아래 사업 구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창환 대표의 전망은 정확해 보인다. 20년 넘게 식품업 현장에서 뛰어

온 그가 아니던가? 500만 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음식 배달업은 자본금 

50억 원의 회사로 거듭났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을 병행

하는 어엿한 중견기업이다. 대기업과 유통업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잘나가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와 거래하며 동반 성장해온 만큼, 

외식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환히 내다보는 통찰이 느껴진다. 최 대표에

게 (유)한양제너럴푸드가 생산하는 제품의 특장점을 물었다.

“우리 회사는 자체 개발 기술로 식품을 안전하고 싱싱하게 관리합니다. 

조각과일의 갈변을 억제하는 기술을 구축했고, 채소의 싱싱함을 유지시

키는 비법도 있지요. 수비드 기술도 뛰어납니다. 닭고기를 기름에 튀기

지 않고 오븐에 구워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한 G 업체에 수비드 닭

가슴살을 납품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보통 닭가슴살처럼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고 쫄깃하거든요. 닭가슴살 1위 업체로 꼽히는 I 업체에서 

파는 닭가슴살과 샐러드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음식물을 저온으로 장시간 익히는 수비드(sous vide) 조리법에서 특

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비친다. 영양과 품질을 강조하

는 웰빙 트렌드를 꿰뚫어보며 부지런히 조리 기술을 혁신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협력과 성공을 향한 파트너십

“현재 대기업들은 마음 놓고 OEM을 맡길 풀(Pool)이 없어요. 매출은 

늘려야지, 실적은 쌓아야지 어깨가 무거운데, 엄격한 위생기준에 부합

하는 업체를 찾기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업체 성장속도와 

제조업체의 성장속도는 다릅니다. 제조업은 장치 산업이라서 장기 안목

으로 가야 해요. 가격이 높아도 정직한 원료를 사용해 길게 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제조업체와 파트너가 될 때 프랜차이즈업체도 성장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술안주 개념인 족발, 닭발로 시작해 훈제삼

겹살, 곱창, 등갈비, 닭가슴살, 훈제 칠면조살, 피자토핑용 불고기, 베이

컨 등 다종다양한 육가공품을 다룹니다. 샐러드 비중도 점점 높여서 견

과 샐러드, 치즈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샐러드 도시락 등 한 끼 식사

로 손색없는 제품을 만들지요. 건강과 영양을 점차 중요시하는 만큼, 이

런 음식을 점점 더 많은 매장에서 다룰 거라고 봐요. 우리 회사는 그런 

업체들에 솔루션을 주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최창환 대표는 침착하고 믿음직한 어조로 인터뷰를 마쳤다. 건강하고 

풍성한 식생활을 이끄는 (유)한양제너럴푸드의 생산라인이 앞으로 어떤 

제품들을 내놓으며 소비자와 협력사를 만족시킬지 기대된다. 

식생활은 점차 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채소를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샐러드 같은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된 샐러드도 나타날 겁니다. 환자 맞춤형 건강식 시장도 성장할 거예요. 

몸의 어디가 안 좋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갖춘 건강식이지요. 

간편식이 세분화, 고급화할 거라는 전망 아래 사업 구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PEOPLE & COMPANY
---------- •
(유)한양제너럴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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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성적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보고서'인 정보공개서

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매장 규모에 따른 점포당 매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

난해부터 '면적(3.3㎡)당 매출'도 함께 공개한다. 가령 지난해 면적당 매출 1000만원을 기록한 

프랜차이즈라면 10평짜리 가맹점은 1억원, 30평이면 3억원의 연매출을 거뒀다는 얘기다. 경

쟁 브랜드보다 점포당 매출은 낮아도 면적당 매출이 높다면 그 브랜드는 더 효율적으로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브랜드보다 더 작은 점포에서 더 높은 매출을 거뒀다는 뜻이기 때문. 

지난해 가장 장사를 잘한 프랜차이즈는 어디일까.

려움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라고 분위기

를 전했다.

매출이 올랐어도 상승폭이 미미한 브랜드도 

있다. 크린토피아(2016년 939만원→2017
년 940만원), 스트라이크존(248만원→254
만원), 페리카나(900만원→909만원)는 1년

간 면적당 매출이 각각 1만원, 6만원, 9만원 

밖에 안 올랐다. 10평 매장이라면 연매출 상

승폭이 10만~90만원이란 얘기다. 그래도 최

근 자영업 불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

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세탁 편의점 이용 문

화가 성숙되며 기존 와이셔츠 중심에서 코트, 

패딩 등 단가가 높은 의류를 맡기는 고객이 늘

고 있다. 매출이 저조한 매장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 관리에 적극 나섰다. 가령 인근에 경쟁점

이 들어서면 본사 영업 담당자를 투입,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하거나 전단, 옥외광고 집행 등 

매장으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강

화했다. 이런 노력으로 폐점률은 2016년 3%

에서 2017년 2%대로 낮아졌고 올해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매출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 프랜차이즈는 

유가네닭갈비다. 같은 기간 면적당 매출은 
가장 장사 잘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5개 중 4개 매출 감소·정체 

자영업 쓰나미 속 유가네·이삭 '발군'

업종별 장사 잘한 브랜드는

유가네, 배달 활성화로 매출 27%↑ 

프랜차이즈별 면적당 매출 분석 결과 전년 실

적과 비교 가능한 50여개 브랜드 중 매출이 

20만원 이상 유의미하게 오른 곳은 단 10여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40여개는 전년 대비 가

맹점 면적당 매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

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 위

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매출이 오른 브랜드 8개 중 4개(교촌·BBQ·

굽네·페리카나)는 '치킨집'이다. 지난해 기준

으로 작성된 정보공개서인 만큼, 올 5월 이후 

인상된 '배달료'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치킨집 매출이 대체로 오른 것은 1인 가구 증

가와 우리 국민의 지극한 '치킨 사랑' 덕분이

란 평가다. 단, 올해는 치킨집도 상황이 여의

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치

킨 프랜차이즈도 대부분 성장이 정체됐다. 판

매량이 지난해와 비슷하면 선방했다고 할 정

도다. 치킨은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비교적 

낮아 박리다매가 필수인데 가맹점당 일평균 

100마리씩 팔던 상위권 브랜드도 올 들어선 

80마리 정도로 줄었다. 8년간 동결해온 치킨 

가격을 배달료 명목으로 인상한 것도 이런 어

26.6%(962만원→1218만원), 점포당 매출

도 24.6%(4억878만원→5억938만원) 급증

했다. 배달을 활성화한 것이 주효했다. 유가네

닭갈비 관계자는 "방문 고객 감소를 배달로 보

완하기 위해 가맹점을 독려했다. 배달 주문 시

스템 정립부터 홍보물 제작까지 지원하고 일

주일간 점주 교육도 실시했다. 대신 매장 규모

는 25평으로 줄이고 고회전(하루 6~7회전) 

전략을 썼다. 덕분에 창업비용이 줄었고 배달 

매출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가맹점도 나왔

다"고 자랑했다. 본죽&비빔밥카페는 1514만

원에서 1581만원으로 면적당 매출이 4.4% 

증가했다.

이삭토스트도 매출이 꽤 올랐다. 면적당 매출

이 2016년 1189만원에서 2017년 1333만원

으로, 점포당 매출은 1억2206만원에서 1억

3713만원으로 각각 12% 이상씩 증가했다. 

“800여 가맹점 중 400개 이상이 10년 이상

된 가맹점일 만큼 사업의 안정성은 높지만 브

랜드 활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본사 인력 보강

은 물론, 가맹점 점포 환경 개선 사업에 대대

적인 투자를 했다. 가령 지난해에는 프랜차이

즈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9종의 신메

GUIDE POST
---------- •
프랜차이즈 분석

교촌과 BBQ·굽네·페리카나 등 치킨브랜드는 매출이 오른 브랜드 8개 중 4개를 차지했다. 

write  노승욱 특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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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

가피자는 피자마루가 1664만원으로 피자스쿨

(1560만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점포당 매출도 

피자마루(1억6726만원)가 피자스쿨(1억6325
만원)보다 소폭 높았다. 

커피도 주요 브랜드의 면적당 매출이 전년 대

비 감소했다. 이디야는 1024만원→871만원, 

투썸플레이스 823만원→784만원, 요거프레

소 696만원→64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쥬

씨는 같은 기간 매출이 2172만원에서 909
만원으로 1년 만에 매출이 60% 가까이 급감

했다. 2016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저가주스 

붐이 2년도 채 지속되지 못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면적당 매출 1위가 다름 아닌 ‘카페베네

(988만원)’라는 것.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

를 거쳐 겨우 부활했음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

하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경영난

을 겪으며 한때 1000여개에 달했던 가맹점이 

매출 집계시 편의점 내 1~2평 남짓한 창고 

면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면적이 늘어나

면 면적당 매출은 감소한다. CU는 원래 창고 

면적을 포함해서 집계해 변화가 적었고, 나머

지는 이번에 처음 포함해 감소폭이 컸다. 특히 

미니스톱은 창고 면적이 3~4평에 달해 매출 

감소폭이 더 컸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편의

점 매출 정체 및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17년 한 해에만 편의점이 

5000개 가까이 급증, 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임대료, 최저임금 등 각종 운영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매출 부진은 점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

용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 수익 되레 악화 ‘경고등’

피자는 도미노피자가 2827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피자알볼로(2183만원), 피자헛

(2018만원), 파파존스(1741만원), 미스터피자

(801만원) 순이다. 단, 점포당 매출과 함께 비

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미노피자의 점포

당 매출은 8억1638만원으로 피자알볼로(4억

433만원), 파파존스(4억990만원)의 2배가 넘

는다. 반면 도미노피자의 면적당 매출은 두 브

랜드보다 각각 30%, 40% 높을 뿐이다. 같은 

면적이라면 도미노피자의 매출 효율성이 떨어

진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피자알볼로

의 가맹점 개설 기준 면적은 20평, 도미노피

자는 25평으로 도미노피자가 25% 더 넓다. 업

계 관계자는 “도미노피자는 보통 왕복 4차선

의 대로변 목 좋은 곳에 전면 6m 이상으로 출

점한다. 층고도 2.7m 이상 높아야 하고 오토

바이를 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

돼야 한다. 반면 피자알볼로는 왕복 2차선 대

로변에 5m 이상으로 입지 조건이 비교적 까다

롭지 않다. 창업비용도 4억원 가량이 드는 도

미노피자에 비해 피자알볼로는 2억원 안팎이

어서 투자금이 저렴한 편이다(서울 기준). 할인 

행사, 스타 모델 광고도 도미노피자가 업계에

서 가장 적극적이고 해외 브랜드 로열티도 내

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두 브랜드의 투자 대비 

450여개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이 높

고 영업 노하우가 있는 우수 가맹점 위주로 자

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됐다. 올 상반기에도 매

출 136억2700만원, 영업이익 1억2300만원

을 거둬 2015년 이후 3년 만에 반기 기준 흑

자전환했다”고 말했다. 

저가 커피에선 빽다방이 1980만원으로, 매머

드커피(1952만원), 더벤티(1803만원)보다 앞

섰다. 저가커피의 면적당 매출이 일반 커피 프

랜차이즈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은 '박리다

매' 전략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커피

와 저가커피는 타겟 고객층과 소비 패턴이 크

게 다르다. 거의 '업종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 

마진율 차이도 2배 이상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면적당 매출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키캔들도 매출이 감소했다. 1824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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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야구를 즐기는 모습을 저장할 수 있는  

‘야스모’(야구 스윙 모션) 기능을 업계 최초로 

제공했고 ‘제 1회 스트라이크존 컵’ 등 스크린

야구 대회도 열어 소비자 참여를 유도했다. 트

와이스, 박찬호 등 대형 모델 기용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재미를 본 

것 같다”고 전했다.

편의점·커피·외식업 ‘울상’

전년비 최대 20~60% 매출 감소

편의점 업종에선 GS25가 3057만원으로 

CU(2725만원), 세븐일레븐(2400만원), 미니

스톱(2360만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매

출 규모는 4사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감소

폭은 CU(-56만원), 세븐일레븐(-605만원), 

GS25(-662만원), 미니스톱(-1010만원) 순

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부터 면적당 

피자알볼로는 도미노피자에 

이어 피자부문 2위를 차지했다. 

면적당 매출 2년째 

조사해보니 

56개 프랜차이즈 중 

35개 하락

매출 오른 브랜드도 

상승폭 미미 

월세·최저임금·원료비 

다 오르는데
                 

본죽&비빔밥카페는 

1514만원에서 1581만원으로 

면적당 매출이 4.4% 증가했다.

뉴를 출시했다. 신메뉴 출시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메뉴보드 교체 및 홍보물 

등의 비용은 본사에서 지원했다. 또한 슈퍼바

이저 충원을 통해 가맹점 메뉴 교육 및 노후 

가맹점 위생 관리를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

였다. 이런 노력이 어려운 자영업 환경 속에서

도 가맹점 매출 상승이란 결실로 이어진 것 같

다. 올해도 처음으로 시즌 메뉴를 출시했고 인

테리어도 새롭게 정비해 매출 상승 흐름을 이

어가고 있다.”

이삭토스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 외식업종에선 스크린야구의 선방이 눈에 

띈다. 스트라이크존이 248만원에서 254만원

으로 소폭 올랐다. 스트라이크존 관계자는 “다

양한 프로모션 진행과 신기술 개발을 지속한 

것이 주효했다. 가령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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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브랜드

2017년 2016년

증감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

편의점

GS25 6억5079 3,057 6억7922 3,719 -662
CU 6억308 2,725 6억1682 2,781 -56

세븐일레븐 4억8129 2,400 4억9938 3,005 -605
미니스톱 6억1304 2,360 6억4099 3,370 -1,010
이마트24 4억1554 미공개 4억475 2,258 △

치킨

교촌치킨 5억7716 3,489 5억74 3,274 215
BBQ 4억1898 2,901 3억7159 2,771 130

굽네치킨 3억1108 2,087 2억9183 2,001 86
호식이두마리치킨 2억4576 1,795 3억2913 2,404 -609

bhc 3억930 1,784 3억2000 1,800 -16
네네치킨 2억1207 1,522 2억2662 1,577 -55

페리카나치킨 1억2195 909 1억1824 900 9

피자

도미노피자 8억1638 2827 8억595 2,813 14
피자알볼로 4억433 2,183 4억8809 2,736 -553

피자헛 6억7230 2,018 6억3325 1,349 669
파파존스 4억990 1,741 4억1644 1,791 -50

미스터피자 3억7522 801 3억9506 895 -94

통은 물품 공급액의 2~2.5배로 추산하지만 

예외도 적잖다. 가령 BBQ는 가맹점 타입에 

따라 물품 공급액의 2.7~4.3배, 페리카나는 

공급 수량×권장소비자가격, 교촌치킨은 공급 

물량×평균판매가로 계산한다. 

이처럼 면적당 매출 외에 고려할 변수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창업 전 브랜드별 

면적당 매출을 살펴볼 것을 권한다. 가맹본부

가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수익성 관련 지표인 데

다 점포당 매출보다 더 세분화된 수치기 때문.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창업컨설

팅학과장(창업학 박사)은 “최저임금, 임차료, 

식자재 물가가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프랜차

이즈 가맹점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졌음을 방증한

다. 이처럼 자영업 환경이 어려울수록 프랜차

이즈 옥석가리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면

적당 매출 등 정보공개서 상의 실적 비교는 물

론, 발품도 부지런히 팔아 꼼꼼히 알아보고 신

중하게 창업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했다.

년 2614만원에서 2017년 2238만원으로 

14.4% 줄었다. 베이커리도 분위기가 좋지 않

다. 브레댄코(2754만원→2171만원), 뚜레쥬

르(1932만원→1744만원)의 면적당 매출이 

감소했다. 파리바게뜨는 아직 정보공개서 검

수가 완료되지 않아 매출 확인이 어려웠다. 도

시락은 본도시락이 면적당 매출 2484만원으

로 한솥(2387만원)보다 100만원 정도 높았

다. 단, 점포당 매출은 한솥(3억2933만원)이 

본도시락(3억1877만원)을 제쳤다. 최근 매장 

내 취식 공간을 더한 '이트인(eat-in)' 매장을 

늘리는 한솥의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적당 매출 비교 시 주의할 점

상권·창업비용·마진율 꼼꼼히 따져봐야

면적당 매출도 약점은 있다. ‘창업비용’이란 변

수가 여전히 고려되지 않는다. 가령 교촌치킨

이 굽네치킨보다 면적당 매출은 60% 이상 높

지만, 교촌치킨을 카페형 매장으로 창업했다

면 그만큼 창업비용도 높아지므로 실제 수익

성은 달라질 수 있다. 카페형 매장은 점포가 크

고 입지도 중요해 보증금, 권리금, 임차료가 모

업종 브랜드

2017년 2016년

증감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

저가피자
피자마루 1억6726 1,664 1억5686 1,554 110
피자스쿨 1억6325 1,560 1억6338 1,577 -17

커피

카페베네 2억2650 988 2억4955 1,069 -81
이디야 2억997 871 2억3130 1,020 -149
할리스 3억8628 785 3억7412 786 -1

투썸플레이스 5억1838 784 5억3270 823 -39
요거프레소 9,992 640 1억551 696 -56
엔제리너스 2억8596 546 3억754 610 -64

저가

커피·주스

빽다방 2억5237 1,980 2억8124 2,163 -183
더벤티 2억3553 1,803 2억7833 2,032 -229
쥬씨 1억2195 909 2억2827 2,172 -1,263

디저트 배스킨라빈스 4억7751 2,238 4억6518 2,614 -376
세탁 크린토피아 1억605 940 1억348 939 1

생활용품
양키캔들 1억9024 1,495 2억615 1,824 -329
다이소 10억5167 1,381 8억8995 1,491 -110

빵

브레댄코 3억7737 2,171 4억5379 2,754 -583
파리바게뜨 6억6607 미공개 6억6420 2,531 △

뚜레쥬르 4억5943 1,744 4억5887 1,932 -188

외식

롯데리아 6억4596 1,253 7억2268 1,402 -149
김가네김밥 3억3019 2,280 3억7144 2,545 -265
하남돼지집 6억9334 1,722 7억6454 1,872 -150

본죽 1억9192 1,628 2억145 1,692 -64
본죽&비빔밥카페 3억1412 1,581 3억1458 1,514 67
바르다김선생 2억2550 1,441 3억3587 1,901 -460

맘스터치 3억9339 1,381 4억3639 1,559 -178
포메인 5억3553 1355 5억535 1,258 97

원할머니보쌈족발 4억8283 1,341 5억1225 1,553 -212
이삭토스트 1억3713 1,333 1억2206 1,189 144

유가네닭갈비 5억938 1,218 4억878 962 256
파파이스 3억3928 965 3억3112 942 23

도시락
본도시락 3억1877 2484 3억2578 2,566 -82

한솥 3억2933 2,387 2억9612 2,190 197

스크린야구
리얼야구존 3억3706 286 4억357 342 -56

스트라이크존 3억5104 254 3억6164 248 6

기타
못된고양이 4억3394 2,445 4억6560 3,089 -644

토즈스터디센터 1억6708 213 1억5785 201 12

자료 : 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1495만원으로 22% 줄었다. 양키캔들 관계

자는 “지난해 중소형 쇼핑몰 위주로 출점하고 

경기 침체로 역세권과 유흥상권 매장 매출이 

부진했던 원인이 크다. 중소형 쇼핑몰은 투자

비가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편이

다. 단, 올해는 1~8월 온라인(모바일 포함) 매

출이 52% 증가하고 각종 프로모션도 실시해 

실적이 꽤 반등했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가까운 가맹점에서 배송하도록 물량을 나눠줘 

가맹점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외식업계도 전반적으로 표정이 밝지는 않다. 

김가네김밥(2545만원→2280만원), 하남돼

지집(1872만원→1722만원), 본죽(1692만

원→1628만원), 바르다김선생(1901만원

→1441만원), 맘스터치(1559만원→1381
만원), 원할머니보쌈족발(1553만원→1341
만원)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특히 죠스떡볶

이는 2016년 2098만원에서 2017년 833만

원으로 하락폭이 매우 컸다. 점포당 매출도 2
억3903만원에서 9594만원으로 반토막도 더 

났다. 배스킨라빈스도 면적당 매출이 2016

프랜차이즈별 가맹점 매출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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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더 들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출

점한 브랜드와 지방 위주로 출점한 브랜드의 

면적당 매출이 대동소이하다면 후자의 수익성

이 더 높을 수 있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상대적

으로 창업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CU 관

계자는 “CU는 GS25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 

매장이 더 많은 편이어서 면적당 평균 매출이 

다소 적게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진율도 따져봐야 한다. 가령 커피·주스 업

종에선 쥬씨의 면적당 매출(909만원)이 이디

야(871만원), 할리스(785만원), 투썸플레이스

(784만원)보다 높다. 그러나 쥬씨는 전형적인 

박리다매형 장사인 만큼, 마진율을 감안하면 

쥬씨의 수익성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편의

점도 매출은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지만 수

익성은 가장 낮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매출 산정 기준이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 점

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치킨 업종은 POS 시

스템 문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을 100% 

집계하지 못한다. 때문에 가맹본부들은 각기 

다른 공식으로 가맹점 매출을 ‘추산’한다. 보

카페베네는 부활 약 3개월만에 면적당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저가 커피에서는 빽다방이 앞서나갔다.

FRANCHISE WORLD  72 73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해야 할 

5가지 단계

치를 고용하고 Sandry가 반려동물 분야 외

의 여러 다른 프랜차이즈 옵션으로 넓어졌음

을 알게 되었다.

결국, Sandry와 그의 코치는 옵션을 

Dogtopia와 Camp Bow Wow 두 가지

로 좁혔다. 코치의 지도와 함께 Sandry는 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는 발견 날에 그들의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현 가맹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잠재적

인 영역 선택권을 이해하도록 했다. Sandry
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제시한 다음 각각의 점수를 독립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 자세한 가중치 행렬을 작성했다. 

Dogtopia는 Sandry와 그의 파트너의 최종 

선택지로 선정되었다.

Sandry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Dogtopia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요소 중 

일부는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보였다고 느꼈

다. 그들은 화려하고 쾌활한 브랜딩이 밀레니

엄 세대와 나이든 반려동물 부모 모두에게 어

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Dogtopia를 연구하는 동안 Sandry는 임원

들을 만났고, 그들의 광범위한 프랜차이즈 경

험과 개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Sandry는 프랜차이즈를 계약하

면 기존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함께 구입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Dogtopia가 확실하다

는 것을 느꼈고 전에 전문적으로 개와 일한 적

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광범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Sandry는 텍사스주 Plano에서 2017년 12
월 그의 파트너와 Dogtopia 프랜차이즈를 

개설했으며, 개와 그들의 사랑하는 인간 부모

와 함께 일한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

어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기를 고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1. 정보공개서(FDD) 읽어보기

정보공개서를 읽고 브랜드가 무엇인지, 포커

스, 구축 및 운영비용 추정, 예상수익, 프랜차

이즈에 대한 책임 및 미결제와 같은 부채를 이

해하세요. 또는 과거의 소송 및 상표 등

2. 가맹점사업자와 대화하기 

가맹점사업자의 직접 경험을 듣기 위해 그들

과 대화하세요. ▲하루 일과가 어떠했는지, 그

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서 물어보세요. ▲이 가맹점 사업자들이 경험

한 것에 대한 느낌을 얻도록 노력하고, 정보

공개서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들이 

수익 마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지를 확인

해보세요.

3. 가맹점 방문하기 

해당 프랜차이즈가 귀하가 현재 운영하고 있

는 가맹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맹점사업

자 팀이 귀하와 함께 둘러보기를 위해 이상적

으로 방문하도록 요청하세요. 위치를 둘러보

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매장

을 둘러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4. 체험행사의 날에 참가하기

프랜차이즈의 리더십 팀과 직접 만나서 전문적

인 지식을 이해하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의 향

후 방향에 대한 더 나은 느낌을 얻도록 하세요.

5. 프랜차이즈 코치 고용하기 

코치와 협력하여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이 당

신의 기술과 관심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

세요. 귀하가 고려하지 않은 부문에서 생기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세요. 

Paul Sandry는 강아지와 반려동물 부모 모

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분야, 특히 개 

놀이방 및 급식사업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많은 독립 사업체

가 실패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사

업에 대한 투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

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는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최고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Sandry는 프랜차이즈를 분석하고, 범위를 

10가지 옵션으로 좁혔다. 그런 다음 매장 오

픈 수, 옥내 모델 대 옥외 모델, 비용, 키워서 

파는 기간, 제공 서비스 및 잠재적 이익과 같

은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항목의 각 옵

션들을 비교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그와 함

께 리스트를 주의깊게 검토한 프랜차이즈 코

그러면 당신과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반려동물에게 수십억 달러의 돈을 

투자한다. 이제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에 대

한 수요 증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때이다. 

그렇게 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Sandry가 경

험을 했듯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보장하는 경

우 입증된 비즈니스 시스템과 지원을 광범위

한 실질적인 경험으로 제공하는 반려동물 프

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작성자  Emma Pearson
출처  프랜차이징닷컴

(https://www.franchising.com/articles/5_steps_to_

take_before_investing_in_a_pet_franchise.html)
게시 날짜  2018 년 9 월 4 일

現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전공 교수

現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글로벌전문위원

前 김가네 기획실장

前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前 세계프랜차이즈총회 서울대회 사무총장

P r o f i l e

write  유상목

GUIDE POST
---------- •
글로벌 트렌드

반려동물용 먹이(후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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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남북 남북정상회담에 간식 제공

SPC그룹이 9월 17~21일 3차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파

리바게뜨 부스를 운영, 내외신 취재

진 2600여명과 자원봉사자, 시설관

리자 등에게 간식을 무상 제공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알찬 성과를 내

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샌드위치, 구

움과자, 떡, 아이스크림 등을 담은 스

낵박스 3500개를 선사했다. SPC그

룹은 또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까지 생수 1만5000병과 커피 3000
잔도 무료로 제공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황해도 옹진 출신의 실향민으

로, 평소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소망

해 왔다"면서 "이런 염원을 담아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취재진 등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마련했

다"고 말했다.

김가네, 진접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오픈

창립 24주년을 맞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김가네가 기존 복합물류센터를 

확장 오픈하며 종합외식기업으로써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김가네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연면적 3700㎡규모의 복합물류센터

를 최근 완공, 테스트 시험을 완료했

다. 기존 서울에 보유했던 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이번 복합물류센터는 김가네의 유통선

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사

업전략 일환으로 추진됐다. 무엇보다 

최신 물류자동화 설비를 구비해 가맹

점이 보다 원활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네네치킨, 대만 마스터 프랜차이즈(MFA) 체결

대한민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네

네치킨’은 지난 10월 1일, 서울 창

동 네네치킨 본사에서 대만 식품 기업

인 ‘Zhen Mei Wei International 
Food Co., Ltd (CEO Kris Chen)’

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 체

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만 진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네치킨은 이번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올 11월에 대만 1호점 오

픈 후 점차 가맹점 수를 늘려갈 계획이

다. 현재 Kris Chen을 비롯해 현지 매

장을 직접 관리하게 될 임직원들은 직

접 방한해 네네치킨의 계육 손질법부

터 제품 조리법 및 영업 마케팅 노하

우를 포함한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CJ푸드빌 신입사원 봉사... 재활용 비누 만들어 기부

CJ푸드빌은 올해 상반기 입사한 신입사

원들이 폐유로 비누를 만들어 사회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CJ푸드빌리언 나눔활

동’을 시행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은 CJ푸드빌 구성원을 뜻

하는 ‘CJ푸드빌리언’으로서 첫 발을 디

딘 신입사원들에게 사회공헌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 실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 4일 신입사원들은 

CJ푸드빌 을지로 사옥 교육장에 모여 

총 4시간에 걸쳐 빕스 등 외식 매장에

서 발생한 폐유 15kg을 사용해 재활용 

비누 150여개를 만들었다.

CJ푸드빌은 신입사원들이 손수 제작

한 비누를 연말 ‘임직원 봉사활동·착

한빵 나눔데이’를 통해 뚜레쥬르 나눔

빵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수돌침대, '코세페' 사흘간 물량 70% 조기소진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선도기업으

로 선정된 장수돌침대가 준비된 킬러 

아이템을 3일 만에  70% 가까이 조기 

판매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국내 대표 쇼핑 

관광 축제로 9월 28일부터 10월 7일

까지 진행됐다. 장수돌침대에서 준비

한 돌침대(힐링에잇), 안마의자(힐링스

타)가 특히 좋은 판매율을 선보였다.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장

수돌침대 행사는 파격적인 할인 제시

로 평소에 장수돌침대를 만나고 싶었

던 소비자들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

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놀부, 가맹점 상생위해 '샵인샵' 솔루션 제공

종합외식전문기업 (주)놀부가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인 '샵인샵(Shop in 

Shop)' 제도를 원하는 기존 가맹점에 

한해 추가 투자비용 없이 지원한다.

10월 1일 놀부는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

찌개&철판구이 등 기존 가맹점에서 추

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달 전문 샵인

샵 솔루션을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놀부는 지난 5월 체결한 '상생 협력 협

약'의 일환으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인 샵인샵 제도를 7월부터 본격 도입

했다. 특히 일부 매장의 경우 기존 대비 

20 ~ 30% 매출이 성장하는 등 큰 효

과를 보고 있다. 놀부는 이를 계기로 프

랜차이즈 업계의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불황기 가맹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 R A N D  H I G H L I G H T B R A N D  H I G H L I G H T

풀잎채 가을신메뉴 경성경양식 출시

풀잎채가 가을을 맞아 9월 13일 가을 신

메뉴 ‘경성경양식’을 새롭게 출시했다. 

풀잎채 가을 신메뉴는 ‘경성경양식’

을 메인 컨셉으로 옛날 추억의 돈까

스 맛집을 선보인다. 30년 전 맛 그

대로 구현한 경성경양식의 대표 메뉴

로는 등심돈까스, 치킨까스, 생선까스 

등이 있다. 속살이 두툼한 등심돈까

스는 정통소스와 일본식소스 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다. 향긋한 허브 양

념에 재운 ‘치킨까스’는 브라운소스와 

함께, 부드러운 흰살을 저민 생선까스

는 타르타르 소스와 함께 즐기면 환

상조합이다. 

한국짐보리 짐월드, 창립 26주년 기념 무료상담

글로벌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및 프

리미엄 교구를 개발, 유통하는 한국짐

보리 짐월드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짐보리 플레이앤뮤직 프로그램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10월 愛 무료상담 이벤트’는 

0~7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

한다. 참여 방법은 한국짐보리 공식 홈

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무료 상

담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무료 상담

을 완료한 총 2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매주 발송할 

계획이다.

‘신규 등록하GO! 맥포머스 매직월드 

받GO!’ 이벤트는 오는 11월 25일까

지 짐보리 플레이앤뮤직 센터에 신규

로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

해 총 5명에게 ‘2018 NEW 맥포머

스 매직월드 세트’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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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디포 시청역점 그랜드 오픈

문구·사무용품 대표기업 오피스디포

(대표이사 송지헌)가 10월 10일 서울 

시청역 11번 출구 앞에 오피스디포 

시청역점을 오픈했다. 

오피스디포 시청역점은 광화문, 종로

구청, 청계천, 남대문점에 이은 서울 

중심가의 5번째 매장으로, 60평 규모

의 인근 지역 최대 문구·사무용품 전

문 매장이 될 전망이다. 시청역점은 사

무용품과 전산용품, 생활용품 등을 비

롯해 탕비실용품과 디자인소품에 이

르기까지 사무실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도록 했

다. 뿐만 아니라, 복사·출력, 명함 등

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카피

센터와 판촉물 상담 및 대량 주문 견

적·납품 등 기업 구매 토탈 서비스

도 제공한다. 

청담동 말자싸롱, 호가든 프로모션 성황

맥주전문점 ‘청담동 말자싸롱’이 신메

뉴 출시를 기념해 9월 13일부터 10
월 12일까지 ‘호가든과 함께 孝프로

모션’을 진행했다. 

성황리에 진행된 청담동 말자싸롱 호가

든 프로모션은 매장을 방문해 신메뉴 6
종 중 한가지와 호가든 미디엄 사이즈 2
잔, 혹은 라지 사이즈 1잔을 주문한 고객

들에게 바디프렌드 안마의자와 다이슨 

무선 진공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등 푸

짐한 경품을 증정했으며, 고객들의 높은 

참여율로 예상보다 빨리 종료됐다. 

청담동 말자싸롱은 지난 9월 오징어

입, 풀드포크 김치감자, 풀드치킨 김

치감자, 칠리새우, 나가사키 짬뽕, 고

르곤졸라 피자 총 6종의 신메뉴를 출

시했으며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트렌

디한 맥주 안주로 SNS를 통해 입소문

을 내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벨킨스, 맘스터치 경희대로점 우수등급 획득

SPC, CJ, 오뚜기, 동원F&B 등의 식

품제조시설과 외식업소들에 대한 식

품위생 및 해충방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벨킨스가 (주)해마로푸드서비

스의 맘스터치 경희대로점이 8월 27
일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수등

급을 획득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5월 19
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

여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

고 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

좋음”의 3단계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기본분야와 일

반분야로 나눠지며, 기본분야는 매장

의 기본 사항인 보건증 관리, 유통기한 

준수, 방충 방서 등에 대한 항목을 점

검하고, 기본분야가 통과되어야만 일

반분야 점검이 진행된다.

교촌치킨 ‘교촌 1991’ 패키지 선봬

교촌에프앤비(주)가 교촌통닭 탄생 년

도인 ‘교촌1991’ 패키지를 10월 한정

으로 출시, 7080 세대의 향수를 자극

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교촌치킨은 탄생 년도를 콘셉트로 

한 ‘교촌1991(Kyochon1991)’ 패키

지를 선보이며 다시 한 번 창업 초

기의 마음을 뒤돌아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패키지는 90년대 아날로그 감

성을 담아 7080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이색적인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교촌

치킨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패키

지에 도입되며 약 한 달간 한정으로 

선보인다.

이번 한정 패키지를 기념해 온라인 이

벤트 및 ‘1991 사진관’ 공모전이 열

린다.

최고당돈가스 카레 신메뉴 출시

국내산 생등심 돈가스로 유명한 최고당

돈가스가 카레 신메뉴 5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최고당돈가스의 카레

신메뉴 5종에는 베이직카레라이스, 

새우튀김카레라이스, 함박스테이크카

레라이스, 고구마고로케카레라이스와 

기존카레돈가스메뉴를 업그레이드한 

돈가스카레라이스가 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고구마고

로케가 토핑으로 올려진 고구마고로

케 카레라이스와 두툼하고 탄력 있는 

함박스테이크가 곁들여진 함박스테이

크 카레라이스는 특히 손님들에게 반

응이 좋다.

최고당돈가스 본사 메뉴 개발자는 “맛

은 기본이고 예쁜 사진으로 인스타그

램에 남길 수 있도록 플레이팅에도 신

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푸라닭치킨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아이더스코리아 푸라닭치킨이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제 18회 

염전골 한가위 나눔 한마당’ 나눔행사

에 후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

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미추홀종

합사회복지관(관장 황영선)에서 진행

한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

역주민이 참여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 18회 염전골 한가위 나

눔 한마당’ 행사다.

지역 내 어르신들과 복지관 인근 어린

이집 원생 150여명이 함께 빛깔 고운 

삼색송편을 빚으며 전통문화를 계승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죽이야기, 수험생 응원 이벤트

죽이야기가 수험생들을 위한 ‘다섯 글

자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다섯 글자 응원 이벤트’는 오는 

10월 28일까지 죽이야기 공식 홈페

이지에 수험생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다섯 글자로 작성하면 응모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죽이야기 불낙죽’ 2인 식사권(순한맛 

1매, 매운맛 1매)을 증정하며 당첨자

는 오는 31일 발표된다.

‘불낙죽’은 죽이야기 대표 메뉴로 ‘시

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 아닐 불

(不)·떨어질 낙(落)의 한자음과 같아 

수능 등 큰 시험을 앞둔 학생을 위한 

음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불고기와 낙

지가 들어가 영양 가득한 한끼를 즐길 

수 있는 메뉴로 매운맛의 경우 국내산 

고추장을 사용해 건강한 감칠맛을 느

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자알볼로 흑미 도우 ‘해썹(HACCP) 인증’ 획득

수제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알볼로 

(대표 이재욱)의 흑미 도우가 식품의

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해썹

(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9월 29
일 밝혔다.

해썹 제도는 식품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생물학

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피자알볼로의 이번 해썹 인증은 국내 

피자 브랜드 중에서는 최초의 냉장 도

우 해썹 인증이며, 곡물 가공품이 아

닌 무농약 흑미 원물로 만든 곡물 도

우 중에서 최초 해썹 인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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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를 

포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 1980년 법 제정시부

터 도입되어있던 전속고발제도가 일단 ‘경성담합’에 

대해 38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경성담합’이라 함

은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을 말

하는 것으로, 담합사건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크고 사건 수에 있어서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담합사건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의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튼법 등을 모태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법이지만, 경제활동이 바로 형사사건화 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

해 일본 독점금지법을 참고하여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

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갈수록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기

업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요구가 점증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공정거래법의 정신이나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정

거래위원회의 성격으로 인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이 적극

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측면은 부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수사권 행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부

터 전속고발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이후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법 개정시마다 개정사안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했었다. 

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직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절충안

으로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

다. 압수·수색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로는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고, 

혐의를 밝히는데도 시일이 너무 지체되어 신속히 반시장적 행위에 대

응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조직·인력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없는 

처지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공정위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내부 반

발에 부딪쳐 도입되지 못했다. 실제 검찰의 지휘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

도 아니고 설사 지휘를 받는다 해도 실제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공

정위 일부 실무조사관에 한하는 대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공정거래

법의 주관자는 공정위로서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기관간 자존심(?)으로 받아들여지는 형국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

에서는 검찰의 승리라느니, 공정위 기능이 사실상 검찰로 이관될 것이

라는 등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거래), 하도급법(기술유용)상

의 전속고발권도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언론의 보도는 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이 법률들과 관련이 안 되는 기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과 

향후 전망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 변호사

공정거래 조정원 위원

김&장,세종 변호사

가맹사업법 제정 및 가맹거래사 시험출제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담당관 / 약관심사관

부산 동부지검 검사(22기)

T : 02-59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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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시 또는 

광고를 안 하는 기업이 없지 않은가. 수사

권은 거의 전 산업에 이 법률들을 매개로 

스며들어갈 것이다. 수사는 검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책을 다루기도 하지만 법집

행 기능이 강하다. 어쩌면 이 기능이 중심

이 돼야하는 정부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의해 탄생된 행

정기관이기 때문이다. 법 집행을 통해 기

관의 정체성과 위상이 정립되고 정책의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시장의 동

향 파악, 시사점, 개선점 등이 담기는 경

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

한 법 집행 기능 상당수가 검찰과 지자체

로 이관되면 정책 수립시 이들 기관의 도

움 없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장 친화적 공정거래정책 수

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이라도 좋으

니 전직하겠다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들의 담합,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철저히 근절시켜

야 함에도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의 일

환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 중소기업들 중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24.7%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은 ‘갑질’을 당

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전속고발

권 폐해에 대해 깊이 인식을 못하고 답변한 경우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단지 필자만의 기우가 아닌 것 같다.

공정위 피신고인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84%에 달한다. 중소기업들

은 직원들 수가 기껏 많아야 수십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원부서 인력

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조그마한 수익을 위해 동종업자들끼리 합의하

는 ‘생계형 담합’, 대기업의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요청에 못 이겨 마지

못해 담합에 가담하게 되는 ‘비자발형 담합’이 대부분이다. 향후 이들 중

소기업들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그 폐해가 더욱 적나라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의 경우 허

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정보제공서 관련 규정에 위반하

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허위로 가맹점사업

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벌칙조항에서 규정된 대상행위를 자

세히 살펴보면, 그 근간은 민사거래에 불

과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에 

준할 정도로 심한 기망행위도 있을 수 있

으나, 대다수는 민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망행위라 할 것이다. 민사상 사

기 수준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가맹거래

법상 전속고발권 조항이 있어 공정거래위

원회가 일차적으로 그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심사를 한 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넘기는 것이 가능했지만, 향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무차별로 형사

적 영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국가다. 모든 분쟁을 형사사건화시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국민성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국민성에다 전속고발권까지 폐지가 되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경쟁사와 내부직원, 시민단체 등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조금만 있어도 검찰로 향할 것이다. 고소만 들어오면 수사

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고소·고발이 폭증하여 검찰

이 감당하기가 어렵거나 수사의 편의상 경찰에 넘겨지는 경우가 허다

할 터인데 그렇다면 모든 가맹본부는 일선 경찰에 의해 형사적으로 다

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입건 여부, 수사진행 여부, 송치 여부 등에 관

해 경찰이 가맹거래에 관여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 넉넉히 짐

작되고 그 폐해와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일부 가맹본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맹본부의 위에서 열거한 행위를 형

사상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비교형량·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가맹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거듭거듭 재고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전속고발권은 대기업, 일부 중견기업의 법위반행위에 한

해 폐지되는 것이 옳다. 

이제 공은 정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모쪼록 국회에서는 대기업 중

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고 성장수익의 과실

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공정거래관련 법률상의 전속

고발권제도를 경제주체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접근

하지 말고, 핀포인트(Pinpoint)방식으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중소기

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들이 관심

을 가져야 할 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COLUMN
------ •
법률

FRANCHISE WORLD  80 81



주택을 팔 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

다.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매우 크므

로 미리 상담을 받지 않으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많

이 내기도 한다. 주택을 팔 때 10가지 체크 사항으

로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자.

부동산 중 유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가 2
년간 보유한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이 넘더라도 초과

한 비율만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없이 양도

할 수 있다.  

② 양도시기에 따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

라서 주택을 팔 때에는 6월1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 사는 것이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하다.

③ 취득 시에 쓴 다운계약서는 통장금액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

득가액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

계약서와 실제가액의 입증이 필요하다.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

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취득 시 들어간 돈은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관련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이나 냉난방 공사 등은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취득시점은 

오래전이라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 시에 관련비용을 잘 챙

주택 팔 때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세무사

마곡지주협의회, 하남미사지구지주협의회 자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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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놓는 것이 유리하다.

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를 생각한다면, 오피스텔

의 세입자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 

⑥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

을 해준다. 장기보유 공제는 10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

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보유

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10년 이상은 장기보유 공제가 되지 않

는다. 

⑦ 2주택 이상이라면 적게 오른 자산을 먼저 판다.

주택이 2채 이상 있어도 특수한 경우 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 비과세

가 안 된다면, 많이 오른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까? 적게 오른 주택을 

팔아야 할까? 세금적인 부분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적게 오른 주택을 먼

저 팔고, 많이 오른 주택은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어 파는 것이 유리하다.  

⑧ 하락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도한 부동산 중 같은 세율의 자산은 합하여 계

산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는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은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손실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

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⑨ 반드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의 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

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3/10000씩 이자가 붙는다. 

연 이자율로는 10.95%정도의 가산세부담이 큰 편이다. 

⑩ 집을 파는 계약 전에 미리 미리 상담한다. 

계약 전에 상담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집을 팔고

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계약

을 돌리기 위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

드시 계약 전에 상담한다. 몇 만원 안 되는 옷은 망설이고 물어보고 사

도,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은 그냥 파시는 통 큰 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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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에 돌입했

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

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채용 자격 및 절차 등

과 관련한 법 위반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하

에서는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 근로자의 채

용 및 절차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별로 

1)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2) 동포 근로자(방문취업 동포 근로자와 재외동포 근로자), 

3) 전문 인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취업 동포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재외동포 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출

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체류 자격별로 채용 가능 직종이 법률

로써 제한된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단기간 순환제로 도입되고, 동포 근로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로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자격별 현황

구비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동포 근로자

전문 
인력

비자
종류

비전문
(E-9)

선원취업
(E-10)

방문 취업
(F-2)

재외 동포
(F-4)

영주
(F-5)

방문 동거
(F1,기타)

교수 등
(E1~E7, 

C4)

2.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 도입 근로자와 업무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는 중소기업의 3D 업종에서 부족한 인

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 구소련 연방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등 16개 

국가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 건축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업체로서 국내 근로자의 10~20% 이내로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1)

노무법인 C&B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1991년_제3회 공인누무사 자격 취득

2012년_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

2015년_(사)한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

2016년_GS25,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T : 1544-8323 / E : www.fran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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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절차

고용허가제의 고용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고용 절차를 이

행하지 않고 단순기능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

가.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

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

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14일이고, 신

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이다.

나.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

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

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

면 고용센터는 외국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다.

라.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고용허가서

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한다. 공단은 근로계약서를 송출국가의 해당기관으로 송부한다. 각 

송출국가의 해당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 구직자와 접촉하

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

서를 최종 확정하여 공단으로 재 송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마. 사증발급인정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

행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

며, 발급받은 사증발급 인정서를 산업인력공단에 발송하면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해당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구인 구직자에게 전달된다.(다

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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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

록된 브랜드 수 6069개, 가맹점 수 22만개가 넘는

다. 또한 많은 창업자들은 창업시장에 뛰어 들고 있

으며, 그들 중 창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많은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고 있

다. 창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2017
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폐업율이 87.9%에 달한

다고 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속되는 취업난, 저조한 경제성장율 등의 문제점 

속에서 창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프랜차

이즈 가맹점 창업 역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점 창업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희망자

들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

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들이 선택하게 될 가맹본부는 어떤 회사이고 재

무상태, 가맹점 및 직영점 출점/폐점 현황, 가맹점들의 평균, 최고, 최

저 매출액, 가맹계약의 조건, 위약금 제도 등 가맹계약의 중요한 내용

을 가맹계약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이다. 즉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아 보고 이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가

맹희망자들은 이러한 법률로써 보장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

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

재하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

고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가맹점 운영에서 생각한 수익이 발

생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 탓만하는 가맹점사업자들도 많은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차액가맹금의 공

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단, 가맹본부

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은 기재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공개 개정의 이유는 가

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

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여 이러한 위반에 대한 규제를 하면 

될 문제인데 차액가맹금의 공개라는 카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간의 불신만을 더욱 조장시키고 프랜차이즈산업 자체의 불신을 더

욱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강

제하는 행위(이하 “거래상대방 구속”)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위반에 대한 조사 그리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지 차액가맹금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  

차액가맹금 공개와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적정한 도매가격’의 정의이다. 고시에서 이에 대한 사항이 자세

히 명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단순히 가맹본부가 구입한 가격이 

도매가격이 되고 가맹점에 공급한 가격과의 차액이 차액가맹금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마다 구매하는 가격이 모두 다를 것이다. 단

순히 자신이 구매한 가격이 도매가격이 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한 가격과의 차액이 가맹본부의 이익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크다.

둘째,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

는 품목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이다.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는 

품목이 제외된 것은 구매원가만이 원가가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하여 발생되는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 짓는 것이 불가능해 제

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제조하는 경우만 제외된다면  직접 제

차액가맹금 공개의 

실효성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대표 가맹거래사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프랜차이즈 분과위원장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겸임교수

T : 02)587-5505 / E : badayai@naver.com 

P r o f i l e

write  이지훈

조하는 품목이 있는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더 적게 수취하는 것으

로 판단되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가맹본부들에게 직

접 제조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접 제조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증가와 결국 가맹점들

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문제는 차액가맹금 공개 시 비용 구조가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

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맹본부 별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 품목

을 보관하는 시설(물류보관 창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배송을 실

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비용들은 제외시키지 못한 채 차

액가맹금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 이외에 제품개발 인건비, 임

대료 등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혼란만 만들 수 있다.

넷째, 가맹본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 상 로열티 

납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맹

본부들이 로열티 보다는 물류비용 등에서 가맹본부의 수익을 창출하

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또한 공산품에서는 가맹본부가 구매경쟁

력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인터넷 등이 더 싼 경우도 있다. 즉 가맹

본부가 공급하는 품목 중에는 저렴한 품목도 있을 것이나 모든 품목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최저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액가맹금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 물류 품목 등에

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워지며 로열티 제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

다. 하지만 로열티에 대한 인식들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로

열티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결론적으론 가맹본부의 수익저

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아직까지 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차액가맹금의 공개는 석달

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도 고시를 만들어 

공포하지 않고 있어 가맹본부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현 개정된 차

액가맹금 공개는 일부 모호한 내용, 입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가맹

본부들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액가맹금 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제도의 시행이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적도 명확하지 않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제도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가

맹점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의 수익률 보다는 가맹점의 수

익률이 아닐까 한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건 가맹점 창업 

시 원가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정보를 정보

공개서를 통해 밝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가맹본부의 매출구조

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COLUMN
------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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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하루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은 76.9g으로 권장 섭취량(하루 섭취 열량의 10% 미만)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루 평균 식품으로부터 당류 섭

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2011년 68.1g, 2013년 

72.1g, 2015년 78.9g). 특히 청소년 등 12-29세의 가공식품으로부

터의 당류 섭취량은 이미 2010년부터 적정 섭취기준을 넘어섰다(식품

의약품안전처, 2017). 

한국인의 당 과잉섭취의 주요 원인은 탄산음료, 이온음료, 농축과일주

스 등 음료류가 31.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당류저감 참여, 확대 및 지원”, 식약처 연구, 2017). 

당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 중 ‘단 맛을 내는 것’을 지칭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당류 저감화 

노력 필요하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P r o f i l e

write  장재남

조금 덜어낸 달달함은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5년에 당류 섭취에 대한 새로운 가이

드라인을 제정, Free sugar 섭취량은 섭취열량의 10% 이내로 건강을 

위해 5%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추가 권고하였다. 

해외의 경우 영국과 멕시코는 설탕세를 도입하였고, 프랑스와 헝가리는 

탄산음료와 설탕이 함유된 음식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음료성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EU는 아동대상 방송에 당 함유 음료

광고의 제한과 함께 비만세(fat tax), 소다세(soda tax), 설탕세(sugar 
tax)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선 당류 저감화에 관심을 가

지고 정책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부터 가공식품에 ‘당’ 함량표시 의무화를 시작으

로, 각종 영양표시 및 당류 함량 모니터링과 학부모와 영양사를 대상으

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 등 당류 저감화 추진운동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 4월 제 1차 당류 저감 종합계

획(2016~2020년)을 수립하였으며, 그 계획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2,000kcal 섭취 시 50g)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당류 저감 추진 방향은 당류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및 어린이·청소년 

당류 줄이기 교육 강화,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 및 커피전문점 등 판

매식품의 당류 정보제공 확대, 당류 줄인 가공식품 개발 지원 및 가정

식·급식·외식의 당류 저감 메뉴 개발·보급, 당류 저감 정책 추진기

반 구축을 위한 과학적·통계적 기반 마련 등으로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함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당류 저감 참여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

발 및 참여업체(커피베이, 맘스터치, 피자마루, 7번가 피자 등)와 함께 

당 저감 메뉴개발, 홍보·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미노피

자, 쥬씨, 피자스쿨 등도 자발적으로 당류 저감화 메뉴를 개발하여 소

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 외 치킨

브랜드 등도 당류 저감 메뉴 개발에 적극 나서

고 있다. 

이제 국내 외식프랜차이즈기업들 또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소비자의 건강증진도 도모하는 

당류 저감화 운동에 적극 나설 때이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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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한다. 즉 사탕, 과일, 초콜릿 등의 식품에서 단맛을 느끼는 것은 그 속

에 당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당은 곡류, 과일, 채소 같은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맛의 증진을 위해 추가로 

넣기도 한다. 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등 1개의 당으로 구성된 단당류와 

자당, 맥아당, 유당 등 2개의 당으로 구성된 이당류, 3~10개의 당으

로 구성된 올리고당, 10개 이상의 당으로 구성된 다당류가 있다. 유리

당은 식품 제조나 조리과정에 첨가하는 단당류나 이당류와 꿀, 시럽, 과

일주스에 존재하는 당으로 첨가당과 유사한 개념이며, WHO/FAO에

서는 ‘free sugars’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연당과 첨가당은 모

두 당의 종류이나 과일이나 우유를 통해 섭취하는 천연당의 섭취보다

는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첨가당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혈

당 상승을 유발하고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

강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다당류의 형태보다는 과일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 도넛

과 같은 간식이나 기호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단당류와 이당류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단당류와 이당류는 체내에서 체지

방 전환을 증가시키므로 복부비만과 성인병 유발의 주범이 되고 있다. 

당류 과잉섭취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 등의 만성질환을 유

발하고 어린이의 경우 두뇌활동을 방해하여 어린아이들의 두뇌계발에 

좋지 않다. 특히 단순당의 일종인 과당은 뇌의 식욕중추를 자극해 포만

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여 더 많이 먹게 함으로써 비만을 유발시킨다. 

또한 과다 섭취 시, 피부를 윤택하게 보이도록 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의 

합성을 방해하여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남보다 일찍 주름이 생기

게 되면서 피부노화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간은 당류를 분해하는 양

이 많지 않아 지방으로 변환되면서 당뇨병,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게 

된다. 과당의 경우 세포의 산화과정을 촉진하여 단백질 조직과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간질환, 신부전,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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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략은 1호점의 성공에 집중하라

미국에 어떤 투자자가 있어서 또는 친구의 가족이 있어서 적당히 한국

식으로 가게를 오픈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망가진 브랜

드는 더 이상 미국시장에 진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역으로 한국, 아니 

해외시장까지 스스로의 처절함이 알려지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미 미국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치

킨, 피자, 커피업체 등이 그러한 경우다. 

미국의 점포 진출 프로세스는 내부 인테리어 및 공사시의 법적기준과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설립

에서부터 한국보다 오히려 용이하고 과정도 비슷하다.

다만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진출을 얘기하면서 다점포화를 먼저 생

각하는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프랜차이즈의 성격상 1
호점의 성공이 다점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프랜차

이즈 Prototype의 모델을 확정하고 연방이나 주정부에 FDD 등록을 

하고 전개하는 시간은 빨라야 1~2년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전략을 1호점의 성공에 맞추어야 한다. 합작투자나 마

스터가 있는 경우라도 1호점 성공 이후 지역 또는 미국전역에 Area 

Development 방식이나 Master License방식으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직접 진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적당한 한국식 점포 오픈은 필패…  

확고한 콘셉트로 무장한  

마스터플랜이 성공 비결

한국 내에서 아무리 좋은 브랜드와 맛을 가지고 

수백, 수천의 가맹점을 가진 업체라 하더라도, 단

순히 매장을 내고 몇 개의 메뉴를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해외 진출은 실패 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서 점포에서의 취급 아이템과 ‘OPER-
ATION’의 차원보다는, 거시적으로 “내 회사를 

미국시장에 어떻게 런칭할까” 하는 ‘MANAGE-
MENT’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단

순히 점포 오픈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진출 사업

을 전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을 상대로 코리아타운에 위치할지 아니면, 아시안 또는 히스패닉 대

상인지, 아니면 주류시장으로 어디서 1호점의 모델을 찾을 것인가? 좁

게는 학교, 다운타운, 쇼핑몰(오픈몰과 인클로즈몰)등의 입지뿐만 아니라 

Stand Alone 인가 Food court Type인가 등에 대한 것들이며, 우리 점

포의 Customer Target 등의 표적시장은 어디인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것이 정해지면 점포사이즈나 디자인, 인테리어의 내부 분위기, 

파사드, 심지어 간판 아웃테리어의 H/W적인 부분까지 고객이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할 것인가? 유사진출업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등을 

정해야 한다. 한 마디로 콘셉트란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점포의 방침’

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다시말해서 ‘Master Plan’에 입각한 회

사의 Policy & Procedure, Manual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치킨을 취급하는 업종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시장의 치킨 

음식점의 개념이 다르다. 한국은 호프집에서의 안주 개념이고, 미국은 

주식의 개념이랄까. 이에 따라 상술한 모든 요소마다의 콘셉트를 정하

고 다소의 시간을 가지고 미국시장에 도전을 해보자. 주지의 사실이지

만 미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투자환경을 갖추

고 있으며, 옆 이웃나라로 어마어마한 남미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화된 한국음식을 K-POP에 태우고, 미국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릴 때까

지 미국시장을 공략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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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갖춰야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진출해야 할까.

먼저 시장조사와 더불어 내가 가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콘셉트가 

미국 시장에 맞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필요하다면 다소

의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도 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전체적인 미국

시장 진출 ‘MASTER PLAN’과 ‘ROAD MAP’을 가지고 진출하는 방

법이 제일 안전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은 지역마다 법과 인종, 문화와 기준이 상이해

서 상호나 브랜드까지 지역별 맞춤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할 때도 

있다. 한국의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는 아무리 한국의 유명 프

랜차이즈 브랜드라도 그 맛을 중요하게 여기지, 어느 누구도 그 상호나 

브랜드를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한 ‘콘셉트’

제일 중요한 것은 콘셉트다. 

콘셉트란 무엇일까. 한국에서 취급하는 메뉴나 메뉴 수를(미국은 아직

까지 몇 개의 전문 메뉴로 승부를 할 수가 없다)어떻게 할까? 가격대는 

Markup 아니면 비교가격인가 , 운영측면에서도 접객서비스나 노동법에 

준한 Manpower는 어떠한 마케팅전략으로 할까? 입지에 있어서 한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美서부지회장

*미국 서부지회 정보 

KFA LA, USA
President Howard Lee
Address 1390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Email imneehow@gmail.com

P r o f i l e

write  이호욱

1.  ’17년 9월 제2차 K-프랜차이즈 쇼케이스 설명회(옥스포드팔레스 호텔)

2.  ’17년 4월 제1차 K-프랜차이즈투자설명회(KOTRA LA)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호욱 지회장

3.  ’18년 1월 제3차 K-프랜차이즈 엑스포를 공동 주최한  

미국 서부지회 및 LA상공회의소 관계자들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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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의 러시아 문학기행

크와 쿠즈네츠크 중간쯤에 있는 즈미예브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다. 

어느 날 해가 진 후 밤 10시쯤 도스토옙스키

와 브랑겔은 몰래 마차를 타고 세미팔라친스

크를 떠났다. 마부에게 마차를 전속력으로 몰

도록 했다. 마침내 즈미예브에 도착했으나 마

리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로부터 남

편의 병세가 중하고 여비가 없어 오지 못한다

는 편지가 도착해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크게 실망했다. 브랑겔은 실

망해 넋을 잃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를 위로

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300km를 28시간 만에 달려 세미팔라친스크

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들의 행적을 알지 못

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첫 사랑의 흔적을 찾아서 1

2

1.   노보쿠즈네츠크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 있는  

마리야 그림

2.   1858년 강제 군복무 끝 무렵 준위 시절의  

도스토옙스키

이 몰래 사귀던 어느 날 마리야의 남편이 600km나 떨어진 쿠즈네츠크로 전근을 가

게 되었다. 지금의 노보쿠즈네츠크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것

이다. 쿠즈네츠크(노보쿠즈네츠크)는 그 시절에는 인구 2~3000명 정도에 불과한 작

은 마을이었다.  

  

나는 지난 7월 중순 노보쿠즈네츠크를 찾아갔다. 한국에서 노보쿠즈네츠크에 가려면 일

단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노보시비르스크까지 가야한다. 노보쿠즈네츠크는 노보시비르

스크에서 동남쪽으로 380km 떨어져 있다. 노보시비르스크와 인천공항 간에는 시베리

아 항공이 일주일에 두 편 다닌다. 비행시간 6시간 거리다. 그런데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노보쿠즈네츠크까지 오가는 교통편이 매우 불편했다. 비행기, 버스, 대절 택시 등을 고

려하다가 결국 기차로 다녀오기로 했다. 기차 타는 시간만 왕복 13시간 30분이다. 혼

자 떠난 이번 여행에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부터 현지 동포 김준길 교수가 동행했다. 

노보쿠즈네츠크 도스토옙스키 문학박물관

박물관은 마리야 가족이 방 하나를 세들어 살던 통나무집을 개조한 것이다. 시베리아에

서 흔히 보는 보통 규모의 가옥이다. 하급 세무관리였던 마리야의 남편 이사예프는 세미

팔라친스크에서 이곳으로 전근 온 지 석 달 만인 1855년 8월에 죽었다. 알콜 중독자였

던 그는 빚만 남긴 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떴다. 마리야는 이 집에서 어린 아들 파벨을 데

리고 1857년 2월 도스토옙스키와 결혼할 때까지 살았다. 

집의 내부는 십(十)자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 구조였다. 이 가운데 안쪽의 방 한 칸이 마

리야 가족이 살던 공간이었다. 전시물은 사진과 그림, 약간의 상징물이 주였다. 안내를 

해 준 해설사 까쩨리나 양은 자신이 이곳에서 일한지 7년이 되는데 그 이전에 한국인이 

다녀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은 한국인을 처음 본다고 했다. 

나는 설명을 듣다가 까쩨리나 양에게, “도스토옙스키가 마리야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

었는지?” 물어보았다. 도스토옙스키가 세미팔라친스크에서 사병 신분임에도 마리야 아

들의 가정교사로 그 집에 드나들다가 마리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일부 기록이 있

기 때문이었다.  까쩨리나 양은 도스토옙스키가 가정교사를 했던 것은 아니며, 벨레호프

란 장교의 소개로 이사예프 부부를 알게 된 것이 마리야를 사귀게 된 계기였다고 했다. 

마리야보다는 도스토옙스키쪽에서 먼저 후끈 달아올랐다. 그러던 중 마리야 가족이 멀

리 이사를 하게 되자, 도스토옙스키가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엉엉 울었다는 이

야기는 세미팔라친스크에서 그와 가깝게 지냈던 브랑겔 남작의 회상록에 나온다. 마리

야는 체념하는 듯 했다고 한다. 마리야가 떠나자 도스토옙스키는 잠도 잘 못 자고 음

식도 잘 먹지 않아 체중도 줄어들었다. 노상 초조한 모습으로 담배만 빨아대며 지냈다.

마리야가 떠난 후 유령처럼 변한 도스토옙스키

브랑겔 남작은 마리야가 떠난 후 낙담하여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몸도 쇠약해져 유령처

럼 보이는 도스토옙스키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마리야를 

한번 만나기라도 하면 불행한 상태가 나아질까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하고 

작전을 짰다.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브랑겔 남작은 도스토옙스키가 간질 발작을 몇 번이나 일으

켜 아파 누워있다는 소문을 온 마을에 퍼뜨렸다. 도스토옙스키는 연대장에게는 군의관

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쿠즈네츠크의 마리야에게 세미팔라친스

미친 듯 사랑했던 마리야

시베리아 노보쿠즈네츠크에는 도스토옙스

키 문학박물관이 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 

3000km도 더 떨어져 있는 멀고 먼 시베리아

의 외딴 도시 노보쿠즈네츠크에 『죄와 벌』, 『백

치』, 『악령』,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 등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기리는 박물

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이 도스토옙

스키가 미친 듯 사랑했던 첫 사랑의 여인 마리

야 드미트리예브나와 결혼식을 올린 기념비적 

장소이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당시 정

치범으로 옴스크에서 4년간의 혹독한 유형생

활을 마친 후 세미팔라친스크에서 강제 군생

활을 하던 중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세미팔라친스크에서 마리야

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유형소에서 풀려난 그

해 1854년의 일이다.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33세, 마리야는 30세로 유부녀였다. 말하자

면 불륜으로 시작된 러브스토리다. 그런데 둘

WRITE       이정식 작가 _ 서울문화사 사장, 전 CBS 사장

러시아 노보쿠즈네츠크의 도스토옙스키 문학박물관. 

도스토옙스키의 첫 부인 마리야가 살던 집이다.

CULTURE
----- •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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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결혼은 했으나…

도스토옙스키는 결혼을 하기 위해 간 것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 쿠즈네츠크에 갔다. 즈

미예브까지 갔다가 마리야를 못 만나고 온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음 간 것은 1856년 7월이다. 쿠즈네츠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바르나울까지 출장을 얻

어 갔다가 몰래 쿠즈네츠크까지 가서 마리야를 만나고 이틀 동안 지내다 왔다. 그는 이 

때 마리야가 자신에게 많이 기울어졌다고 브랑겔 남작에게 쓴 편지에서 말했다. 쿠즈네

츠크로 이사  후 마리야의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감정은 전 같지 않았다. 인물이 좋았던 

마리야에게는 남편 이사예프가 죽은 후 중매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그녀는 또 베르구

노프라는 20대 젊은 교사와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스토옙스키에게 보낸 편지에 

비쳐 도스토옙스키를 바짝 긴장시켰다.  

도스토옙스키의 두 번째 쿠즈네츠크 방문은 장교대우 준위로 승진한 직후인 1856년 

11월이다. 운이 좋게도 장교대우가 되었으므로 이때는 공식으로 허가를 받고 쿠즈네

츠크에 다녀갔다. 이 때 마리야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이

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1857년 2월에 온 것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쿠즈네츠크의 아름다운 오디기트레옙스크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행복했을까? 그토록 어렵게 한 결혼이었지만 둘의 결혼생활은 행복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던 지병

도 그 원인의 하나였다. 마리야는 도스토옙스

키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도스토옙스키가 간질

환자인 줄 알지 못했다. 결혼 직후 도스토옙스

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비로소 

알게 된다. 알콜 중독자였던 첫 남편이 죽어 재

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간질환자라니... 마리야

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야

도 폐결핵 환자였다. 결혼 두 해 후 상트페테르

부르크로 간 이후 더 악화되었다. 마리야는 도

스토옙스키와 결혼 7년만인 1864년 4월, 40
세로 생을 마감했다. 도스토옙스키는 마리야 

사후 브랑겔 남작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그

녀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녀와 나 두 사람 모두 불행했습니

다”라고 썼다. 도스토옙스키는 마리야가 죽은 

지 3년 후인 1867년 2월, 25세 연하의 속기

사 안나 그리고리예브나와 재혼했다.

1.   시베리아 쿠즈네츠크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흉상

2.   노보쿠즈네츠크역 앞에서 필자

3.   박물관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해설사 까쩨리나 양

1

2

3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얼음왕국 바이칼호수를 찾아간다!

<우먼센스>가 후원하고 바이칼BK투어가 주관하는 ‘시베리아 횡단열

차로 가는 겨울 바이칼 여행‘이 2019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번 여행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중간

지점인 이르쿠츠크까지 3박4일간(76시간) 열차 생활을 하면서 숙식

을 포함, 러시아식 기차여행의 모든 것을 체험한다. 또한 하바롭스크, 

치타, 울란우데 등 기차가 머무는 역 주변을 둘러보며 간식 등을 팔

러 나온 주민들도 만나며, 저녁 시간에는 열차의 식당 칸에서 문화강

좌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

이르쿠츠크에서 바이칼 호수까지는 버스로, 이후 알혼 섬까지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를 4륜구동 차량으로 이동한다. 다음날에는 알혼 섬 

주변 바이칼 호수 얼음위로 종일 흥미진진한 빙상투어가 펼쳐진다.

이번 여행에서도 예년처럼 횡단열차의 4인1실 침대칸(꾸페)을 2인 

1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화해 보다 쾌적한 여행이 되도록 했다. 

가격은 325만원이며 10월 31일 이전에 예약할 경우 25만원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 문의 및 신청 

바이칼 BK투어(주) (02-1661-3585, www.bktour.kr)

우먼센스 인문강좌 안내                                      

한편, <우먼센스>에서는 10월 30일(화) 오후3시부터 용산 서울문화사 

별관(시사저널 건물) 강당에서 러시아문학전문가 이현우 교수를 초청, 

‘닥터 지바고와 러시아 문학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문강좌를 실시한다. 

또한 11월 27일(화)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미리 타보는 대륙 

횡단열차 :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가는 바이칼 호수’라는 제목의 강좌

를 갖는다. 강사는 <시베리아 문학기행>의 저자 이정식 작가다. 입장료

는 없으며 인문강좌 문의 및 신청은 <우먼센스> 편집팀 인문강좌 담당

(02-799-9343)으로 하면 된다.

CULTURE
----- •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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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8 고문단·신입회원사 간담회’ 성료

민족 대명절 추석 앞두고 소통과 화합 다져… 
상생 및 자정 의지 다지고 주요 활동계획 논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9월 12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협회 임원진과 6대 고문단 및 2018년 신입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

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2018 고문단·신입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영 회장(한국짐보리(주)짐월드 대표)과 이병억 명예회

장((주)이수푸드빌 대표), 이규석 수석부회장((주)일승식품 대표), 송영예 수

석부회장((주)바늘이야기 대표), 김동수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과 전병진 (주)

엔터라인 대표 등 협회 6대 고문단, 이대호 (주)씨앤에스러닝 대표와 (주)

데일리비어 임상진 대표 등 2018년 협회 신입 회원, 사무국 임직원 등 30
여명이 참석했다.

박기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이렇게 협회와 인연을 맺어 주신 신

입 회원들과 협회에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고문님들을 한 자리

에 모시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모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한편 우리 산업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

누고 상생과 자정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올해 주요 협회 활동 실적과 함께 

‘2018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 ‘2018 제19회 한국프랜차이즈대

상’, ‘제1회 프랜차이즈 산업 주간’(10.18~20),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랜차

이즈 특별할인전(9.29~30) 등 하반기 주요 협회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부자비즈·한국창업전략연구

소(소장 이경희)가 주관하는 ‘제1기 프랜차이즈 5.0 리더 과정’이 9월 11일 입

학식을 갖고 새 시대에 걸맞는 프랜차이즈 리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입학식에는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과 김광철 부회장((주)굿프랜즈 회장) 등 

내외 귀빈과 입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해 새 과정의 출범과 의미를 되새기고 성

공을 기원했다. 

첫날 강연은 임영태 총장이 ‘프랜차이즈 이슈’를 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

황과 문제점, 나아갈 길 등을 제시하는 순서 등으로 꾸며졌다.

한편 이번 과정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범했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

다. 교육 대상은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 및 본부 임직원 등이다.

‘제1기 프랜차이즈 5.0 리더 과정’ 9.11 입학식

‘제33기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과정’(이하 연대 FCEO 과정)이 9
월 12일 연세대 상남경영원 싸이프러스룸에서 입학식을 개최하고 12주간 일

정에 돌입했다. 

연세대 경영대학 민순홍 주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입학식에는 이동진 상남경

영원 원장과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사무총장, 김금자 연대

FCEO 총동문회장 등 내외 귀빈과 30여명의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세

대 음대 남성중창단의 축가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연대 FCEO 과정은 2002년 개설된 국내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최고경

영자 양성 전문 교육과정이다. 연세대 교수진 등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프랜차

이즈 리더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수료시 연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는 한편 1,300여명의 동문들과 함께 하는 총동문회와 협회와

의 적극적인 연계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제33기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 9.12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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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재

남 원장)이 주관하는 ‘제36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이 10월 6일 

입학식과 함께 12월 8일까지의 10주간 일정을 개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박민구 두드림창업연구소장 등 내외 귀빈들과 토프레소, 맘스

터치, 도쿄스테이크 등 다양한 가맹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여명의 실무자 

및 임원들이 입학생으로서 참석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은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상권분

석, 인사노무, 가맹법률, 세무회계, 협상스킬, 마케팅 등 관리자 역량 강화를 모

색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수료생들은 협회 주최 슈퍼바이저 자격

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 한편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받는 기쁨도 누

리게 된다. 

‘제36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10.6 개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청년강소기업위원회(위원장 최성수)가 9월 13일 서울 영등포

구 당산동 ‘롱타임노씨’에서 9월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최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청강위 위원들과 박원휴 협회 자문위원장, 국가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모임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설명회와 청강위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및 국회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설명회를 통

해 위원들 간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한국프랜차이즈協 청년강소기업위원회 9월 정기 모임 개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악회(회장 정인기, 풀잎채 대표)가 9월 15일 북한산 9월 정기 산

행을 가졌다.

정인기 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은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집결, 우이동-고향산천계곡

길—대동문-진달래능선-4.19탑 코스 등반을 진행했다. . 북한산은 서울 산의 대명사격

으로, 근교의 산 중에서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불렸다. 

한편 협회 산악회는 매달 셋째 주 정기 산행을 갖고 있으며, 여선구 대장(연두커피인

터내셔날)과 안혜숙 대장(레이디플라워)이 산행 전,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10월 

19~20일 1박2일 코스로 산행과 트레킹을 겸한 대마도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協 산악회, 9월 정기 등반대회 북한산 등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나회(회장 이규석)가 10월 2~3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10월 정

기 모임의 일환으로 ‘소통과 나눔을 함께 하는 자선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박기영 협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김용만 명예회장, 정현식 수석부회장, 이

범돈 수석부회장, 이규석 수석부회장 등 협회 임원들과 최양구 (주)허그맘허그인심리상

담센터 대표, 정견진 황도면옥 대표, 안혜숙 레이디플라워 대표 등 2018년 신입 회원사 

대표들까지 총 80여명이 참석해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예측’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산업이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순서로 꾸며졌다. 이번 모임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

액 불우이웃돕기 자선기금 마련에 사용된다. 

한국프랜차이즈協 소나회, 10월 1박 2일 정기 모임 성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

재남)이 주관하는 ‘제24기 프랜차이즈 최고 전문가 과정’이 국내 워크숍 과정의 

일환으로 서울 서초동 협회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회 견학에는 장재남 원장을 비롯해 15명 가량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임

영태 협회 사무총장이 교육장에서 1시간 가량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문제

점, 협회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후 임직원들 및 부서 소개 등 협회 사무

국 탐방이 진행됐다. 

한편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은 가맹본부 최고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수료시 특

전으로 협회장 명의 수료증과 총동문회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가입, 600
여명의 동문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공된다.

‘제24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워크숍 한국프랜차이즈協 견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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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회  
봉사단 활동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재백)에서는 매월 1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9월 28
일(금) 10개 업체 회원사가 참여하여 대구 행복

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요리교실을 

진행했으며, 상호 이해증진과 유대감을 강화하

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구·경북지회 봉사

단은 매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 공개 세미나 및  
정기월례회

대구·경북지회는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협

회 강의실에서 정기월례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이경희 창업연

구소의 주관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슈퍼바

이징’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 후에는 40
업체 회원사가 참석한 정기 월례회를 진행했다. 

*정기 월례회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실시

2018년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교육 개강

10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4주간 진행되는 

[2018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 교육과정]이 개

강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맞는 

40명의 교육생이 4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시간동안 외식업 점

장교육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회의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은 대구시 프랜차

이즈산업 육성사업으로 교육비가 일부분 지원가능하다. 해당 교육 뿐 아니라 [슈퍼바이저 전

문가 교육]도 다음 달 개강식을 앞두고 있다. 

* 교육일정 및 문의는 사무국 053-626-7664

2018년 후반기 선진기업
탐방 행사

대구·경북지회는 매년 선진기업탐방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는 10월 16일에는 [상반기 선진기

업 탐방]을 주제로 KFA 강원지회를 방문하여 간

담회 및 세미나를 진행한다. 선진기업탐방은 정기 월례회 행사를 대체하여 진행되며, 상반기

에는 수도권지역을 하반기에는 각 지역 지회를 방문하여 교류의 장을 가지게 되는 행사다. 이

번 행사는 회원사 25업체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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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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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지회 소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지회장 신영호)가 유난히 무더웠던 8월 여름휴가를 마치고, 9월

4일(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9월11일(화)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FC
온라인마케팅>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바로 다음날인 9월12일(수)에는 신입회원들과 기존회원들과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3회차 ‘

신입회원분과 모임’을 개최했다. 부울경지회 관계자는 “신입회원들의 열정적인 태도덕분에 회원들 간

의 유대감이 한층 더 끈끈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9월 18일(화) 9월 정기월례회에서는 작년 10월 ‘FC사업성공’을 주제로 강의를 했던 교촌에프엔비 이

근갑 전 대표가 <1등 프랜차이즈 만들기(위기는 기회다)>를 주제로 다시 한 번 강의가 진행했다. 부울

경지회는 매월 월례회 강의를 통해 회원사들의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가맹점노무교육 및 정기월례회가 개최되며, 10월 말에는 선진기업탐방 및 하반

기 등산회 행사, 11월 말에는 ‘제44회 프랜차이즈부산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기월례회 개최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제44회 프랜차이즈부산 : 11월 29일(목) ~ 12월 01일(토)

2018 FC온라인마케팅 교육

2018 9월 정기월례회 / 신입회원들 

2018 신입회원관리분과 3차 모임

1등프랜차이즈만들기(위기는기회다) 강의 

– 교촌에프엔비 이근갑 고문님

9월 행사 10월 행사

2018년 대구·경북 동호회 활동

대구·경북지회는 2018년 프랜차이즈 스터디 모임, 봉사회, 산악회, 골프회를 운영한다. 각 

동호회 활동은 매달 진행되며 주기적인 모임으로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협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번 프랜차이즈 스터디 모임은 첫 시작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프랜

차이즈 관련 내용을 주제로 토론발표를 진행하며 매월 2회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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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무료교육] 서비스 마스터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1월 1일(목)~2일(금) 15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   표 :  가맹점 서비스 품질관리와 가맹점주 및 직원대상 서비스 교육에 대한 가맹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 제

고 및 가맹점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능력 함양

훈 련 내 용 : 서비스 전문가의 요건, 서비스 이용고객 이해, 고객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가맹점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실습

[재직자 무료교육]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획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1월 8일(목)~9일(금) 15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   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 정체성을 이해하고 차별적 브랜딩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여 브랜드의 시각적 경쟁력 확보하는 능력을 함양

훈 련 내 용 :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수립,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수립, FC 브랜드 네임개발, FC 브랜드 디자인 개발, FC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재직자 무료교육] 프랜차이즈 세무/인사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1월 14일(수) 15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   표 :  프랜차이즈 기업 회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출점 및 관리, 임금 등에 관한 비용처리 방법과 절세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 

하여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재무관리 능력 함양

훈 련 내 용 : 가맹본부 세무 관리, 개정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가맹본부 및 가맹점 인사관리, 가맹본부 및 가맹점 임금관리

[재직자 무료교육] 프랜차이즈 경영 계획서 작성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1월 22일(목)~23일(금) 15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   표 : FC본사의 사업목적 수행과 경영관리를 위한 사업(경영)계획 작성방법과 관리 방법을 위한 실무지식 습득

훈 련 내 용 : 개설판매계획, 부문별사업추진계획, 인원인건비계획, 비용/손익/투자계획, 자금수지/재무계획, 주요경영활동계획

[재직자 무료교육] 프랜차이즈 광고 마케팅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1월 29일(목)~30일(금) 15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   표 : 마케팅 컨텐츠 기획 및 효율광고 이해, 마케팅 키워드 및 컨텐츠 제작 활용 방법 학습, 광고효율 분석 및 집행을 계획하여 수립

훈 련 내 용 : 광고환경 분석 및 광고목표설정, 광고콘셉트선정 및 매체전략수립, FC광고전략 기획서 작성실습, FC광고제작 실무

자세한 커리큘럼 및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및 협회 홈페이지 www.ikfa.or.kr 참조 바랍니다.

[무료] 가맹점 노무관리 교육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0월 10일(수) 50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가맹본사 임직원, 가맹점주, 예비창업자 등

목   표 :  근로기준법에 대한 소개와 사례,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가맹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개선

훈 련 내 용 :  전자(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활용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사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의 차

이,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등

[재직자 무료교육] 프랜차이즈 경영 계획 수립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0월 11일(목)~12일(금) 15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   표 :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 실적 및 시장 환경 전망 분석기법 등의 교육을 통해 기업별 실현가능한 사업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차

년도 시장전망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기법 학습

훈 련 내 용 :  경영계획개요, 가맹사업실적분석, 추정재무제표작성, FC시장현황 및 전망분석, FC경영전략수립, 가맹사업부문별 실행계획수립

[재직자 무료교육] 프랜차이즈 경영 계획서 작성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10월 25일(목)~26일(금) 15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 육 대 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   표 :  FC본사의 사업목적 수행과 경영관리를 위한 사업(경영)계획 작성방법과 관리 방법을 위한 실무지식 습득 

훈 련 내 용 :  개설판매계획, 부문별사업추진계획, 인원인건비계획, 비용/손익/투자계획, 자금수지/재무계획, 주요경영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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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10월 신규회원 현황

2018. 10~11월 교육 일정 안내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가입일

정회원 황도면옥 황도칼국수, 황도투뿔 음식업 정견진 2018.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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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협회장 동정

03
•  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 박람회 실무위 월례회의

04
•  유통산업연합회 운영위원 조찬간담회 

(상근부회장 참석)

• 근로시간 단축 세미나

•  코리아세일페스타 산업부 국장 주재 

점검회의

•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행안부 협의

05
• [협회장 참석] 9월 소나회 정기모임

• 박람회위원장 박람회 보고

• 서울한강사업본부 업무협의

• 대한상의 업무협의

06
• [컨소시엄] FC슈퍼바이징 7차(6~7일)

•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업체 경쟁 PT
•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사전설명회 

및 업무 OT
• 프랜차이즈월드 편집회의

0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사망사고감축점검회의

10
•  제12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10~11

일)

• [노무교육] 출장교육

•  식약처 당류나트륨 저감화 사업  

사전회의

•  식약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당류  

나트륨 저감화 사업 착수보고회

11
•  [컨소시엄] FC온라인마케팅4차 /  

부산 출장교육

•  프랜차이즈 5.0 리더 과정 개강  

–  이병억 명예회장 참석,  

임영태 사무총장 특강

• [노무교육] 출장교육-44회차

12
• 아주경제 2018 GGGF 포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간보고회

01
•  [협회장 참석]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정우택 의원실 주최, 협회 주관)

• [노무교육] 부울경지회 교육

• 서울시 MOU협의

02
• 10월 소나회 정기모임 (2~3일)

• [노무교육] 출장교육

04
• 유통산업연합회 회의

• 공정위 미팅

05
•  코리아세일페스타 산업부 장관  

현장점검

• 공동방어상표권 양도 미팅

• 서울시 서울페이 미팅

06
• 제36기 슈퍼바이저 과정 입학식

• [노무교육]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10
•  매경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상근부회장 참석)

• [노무교육] 협회 정기교육

11
•  [컨소시엄] FC경영계획수립2차

(11~12일)

• [협회장 참석] 제11회 유통선진화포럼

• [노무교육] 프랜차이즈연구원 교육

• 공정위 방문

12
• 정관개정위원회 2차회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간 점검 회의

17
• 2018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

18
• 제1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

•  2018 제43회 프랜차이즈 서울 하반기

(18~20일, 코엑스 C&D홀)

19 

• 10월 산악회_대마도(19~21일)

• 제32차 사회봉사_상록보육원

• 중국 피자 체인점 사장단 협회 방문

25
•  [컨소시엄] FC경영계획서작성 1차

(25~26일)

30 

•  [협회장 참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프랜차이즈산업의 재해예방 모델 세미나

•  식약처 프랜차이즈 당류저감화 방향 

세미나

31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세미나 

(상근부회장 참석)

• 코리아세일페스타 착수보고

• 3차 이사회

•  연세대학교 '제 33기 프랜차이즈  

CEO 과정' 입학식

•  [협회장 참석] 2018 고문단 

- 신입회원사 간담회

13
•  컨소시엄 19년도 사업계획 및 18년도 

성과평가 설명회(13~14일)

• [노무교육] 출장교육-45회차

• 코리아세일페스타 야외행사 설명회

•   제43회 프랜차이즈 서울 실무자 회의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미팅 

(상근부회장 참석)

• 청년강소기업위원회 9월 정기모임

14
• [노무교육] 협회 정기교육 - 46회차

15
• 9월 산악회-북한산

17
• 음식서비스위원회(사무총장 참석)

18
•  [컨소시엄] FC불공정거래 

예방가맹사업법 3차

• 국회 프랜차이즈 일자리 세미나

• [노무교육] 출장교육 - 47회차

20
• [노무교육] 출장교육 - 48회차

•  제24기 FC 최고전문가과정 수강생  

국내 워크숍 견학 방문

• 박람회 월례 팀장회의

21
• [노무교육] 출장교육-49회차

28
•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랜차이즈 

특별할인전 (9.28~10.07)

• 서울시 여성정책실 성희롱교육협의

29
•  코리아세일페스타 ‘더프랜차이즈데이’  

반포 한강공원 야외행사 (29~30일)

11.07 제1기 프랜차이즈 5.0 리더 과정 수료식

11.14 제33차 사회봉사

11.17 산악회 송년 산행

11.29~12.01 2018 제44회 프랜차이즈부산(벡스코)

12.06 제24기 최고전문가과정 수료식

12.08 제36기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수료식

12.12 제33기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 수료식

12.13 한국프랜차이즈대상 및 2018 송년회

하반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요 일정

2018. 09월 일정 2018. 10월 일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   ---------------------------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

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

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

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Ⅰ.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

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

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

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Ⅱ.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을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는 고

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

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

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

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

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세워 지

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눔행

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반성

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

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장

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

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충 및 논

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Ⅲ.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

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정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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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업종(중분류)

1 조커닭  조커닭(Jokerdark)  20180779  2018-08-03  치킨

2 (주)차센  오차야미테  20180770  2018-08-03  음료(커피 외)

3 (주)가유에프엔비  고치소사마  20180766  2018-08-03  일식

4  효자푸드  효자막창  20180768  2018-08-03  한식

5  돔베  돔베초밥  20180769  2018-08-03  한식

6  애플몽키  애플몽키  20180767  2018-08-03  기타 도소매

7 (주)베이스컴퍼니  BORDERLINE  20180765  2018-08-03  기타 외식

8  순례국밥  순례국밥  20180771  2018-08-03  한식

9  이쁜것들  이쁜것들  20180772  2018-08-03  기타 도소매

10  원영미트  물고기  20180778  2018-08-03  한식

11  오야스미파주점  오야스미  20180761  2018-08-03  기타 외식

12  라르도  피제리아 라르도  20180762  2018-08-03  피자

13  신대장떡볶이  신대장 떡볶이  20180760  2018-08-03  분식

14  디앤디코리아  덤덤덤쪽갈비  20180764  2018-08-03  한식

15 (주)아토에프앤비  간지츠  20180780  2018-08-03  일식

16  139스테끼  139스테끼  20180782  2018-08-03  한식

17 (주)그대로푸드  달롤[Dal Roll]  20180774  2018-08-03  제과제빵

18  당산오돌  당산오돌  20180773  2018-08-03  기타 외식

19  위고푸드  구주삼  20180775  2018-08-03  한식

20  한입  한입  20180763  2018-08-03  한식

21 (주)와이낫  마리(MARI)  20180759  2018-08-03  제과제빵

22 (주)만뽀당  만뽀  20180758  2018-08-03  일식

23 (주)오에스벤처스  엔터브이알카페  20180757  2018-08-03  오락

24 (주)더쿡코리아  교토돈부리  20180756  2018-08-03  일식

25 (주)고기대학  참차돌  20180781  2018-08-03  기타 외식

26  백년불고기  백년불고기  20180783  2018-08-03  기타 외식

27  RSCOMPANY  피콜로피노(Piccolo Pino)  20180776  2018-08-03  서양식

28  RSCOMPANY  피제리아일피노(Pizzeria il Pino)  20180777  2018-08-03  서양식

29 (주)제레미에프엔비  Jeremie20(제레미20)  20180786  2018-08-06  중식

30  본푸드  본만두  20180785  2018-08-06  분식

31  펩코코리아(주)  Smith Barney  20180784  2018-08-06  기타 외식

32  와이에스  야꼬닭바베큐 & 취향저격안심탕수육  20180787  2018-08-07  기타 외식

33  8군푸드  8군돈까스&떡볶이  20180788  2018-08-07  분식

34  달구지푸드  달구지막창 배달전문점  20180789  2018-08-07  기타 외식

35  디비코리아  달려라달봉이떡볶이  20180790  2018-08-08  분식

36  미니맥스  husse(후새)  20180791  2018-08-08  기타 도소매

37  국물집  열정담은 국물집  20180794  2018-08-09  한식

38  복원홍중어양샤브성  홍중라좡훠궈  20180796  2018-08-09  기타 외식

39  신기한면반야월점  신기한면  20180797  2018-08-09  한식

40 (주)유성에프앤비  허갈닭강정  20180793  2018-08-09  치킨

41 사오식탁  사오깡패치킨  20180795  2018-08-09  치킨

42 (주)폭풍갈비  폭풍갈비  20180792  2018-08-09  한식

43 (주)코이  코이라멘  20180805  2018-08-10  기타 외식

44 (주)프리미어뮤직  프리미어 뮤직(Premier Music)  20180807  2018-08-10  기타 교육

45 (주)마코푸드시스템  미스터빠삭  20180804  2018-08-10  기타 외식

46 (주)다온에프앤씨  개념떡볶이  20180809  2018-08-10  분식

47 김선하의닭갈비  김선하의 닭갈비 궁중누룽지탕  20180806  2018-08-10  한식

48 밀천지  밀천지  20180800  2018-08-10  한식

49 (주)이룸에스티  이룸스터디카페  20180799  2018-08-10  기타 서비스

50  수완닭발통닭  수완닭발통닭  20180798  2018-08-10  치킨

51 (주)제이피푸드  굿모닝  20180802  2018-08-10  제과제빵

52 (주)모닥홀딩스  도리토리  20180808  2018-08-10  기타 외식

53 오부장  돈돈돈 오부장  20180803  2018-08-10  한식

54 GY비엔에이  GY뷰티아로마  20180801  2018-08-10  화장품

55 데일리오아시스  데일리오아시스  20180810  2018-08-13  커피

56 홈아너케어(주)  케어프렌즈  20180811  2018-08-13  인력 파견

57 (주)길드에프앤비컨설팅  남도육전국수  20180813  2018-08-14  분식

58 유호뷰티클래스  유호뷰티클래스  20180815  2018-08-14  이미용

59 (주)난다푸드  난다곱창  20180814  2018-08-14  한식

60  먹깨비푸드  돈까스짱  20180812  2018-08-14  기타 외식

61 (주)퀸즈블랙  퀸즈블랙  20180819  2018-08-14  패스트푸드

62 (주)엠파이어에프씨  시키면두마리치킨  20180817  2018-08-14  치킨

63 (주)엠파이어에프씨  시키면돼지  20180818  2018-08-14  기타 외식

64  간식여왕  간식여왕  20180820  2018-08-14 (건강)식품

65  정석F&F  유메이규  20180816  2018-08-14  기타 외식

66 (주)다존  길선인  20180821  2018-08-16  기타 외식

67  권가제면소유통  권가제면소  20180822  2018-08-16  일식

68  단아한푸드  계복치  20180823  2018-08-16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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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대신에프앤비  본투비치킨  20180830  2018-08-17  치킨

70  용천통닭  용천통닭  20180826  2018-08-17  치킨

71 (주)헬렌앤제이  헬렌의 마르세이유  20180825  2018-08-17  기타 교육

72 (주)워시런  워시런(WASH RUN)  20180824  2018-08-17  자동차 관련

73 (주)디비홀딩스  갤러리골프아카데미  20180828  2018-08-17  스포츠 관련

74 (주)이쉐프코리아  라이스쉐프  20180829  2018-08-17  분식

75  산해들에프엔비  우두머리  20180827  2018-08-17  한식

76 (주)더온에프앤비  자가제빵 선명희 피자  20180833  2018-08-20  피자

77  딸부자꼬마김밥  딸부자꼬마김밥  20180831  2018-08-20  분식

78 (주)타마스시 타마  20180832  2018-08-20  일식

79 (주)제이에프앤디  달빛경성술집  20180834  2018-08-21  주점

80 (주)지이티앤디  델마리온  20180835  2018-08-22  기타 서비스

81 (주)아자디자인그룹  카페 온더데스크(CAFE ONTHEDESK)  20180837  2018-08-22  커피

82 (주)아자디자인그룹  온더데스크 스터디카페(On The Desk Study Cafe)  20180836  2018-08-22  기타 서비스

83  (주)써클앤스퀘어  그집돼지  20180855  2018-08-24  기타 외식

84  진미양꼬치  진미양꼬치  20180857  2018-08-24  기타 외식

85 (주)이앤피코리아  코아워터  20180849  2018-08-24 (건강)식품

86  양심  양심  20180856  2018-08-24  일식

87 (주)아자디자인그룹  온더데스크(On The Desk)  20180848  2018-08-24  기타 교육

88  스푸닝  꼬막의 추억  20180853  2018-08-24  한식

89 (주)히어로키즈파크  히어로키즈파크  20180846  2018-08-24  기타 서비스

90 (주)미성에프앤씨  서울만두  20180844  2018-08-24  기타 외식

91 (주)마루바우  이불덮밥  20180854  2018-08-24  한식

92 (주)할랄식품  질할브로스  20180847  2018-08-24  서양식

93  데블스램&펍위례신도시점  데블스램&펍  20180850  2018-08-24  한식

94 (주)만파식적  만파식적  20180845  2018-08-24  한식

95 (주)가유에프엔비  봉리단길  20180841  2018-08-24  커피

96 (주)가유에프엔비  대손관  20180840  2018-08-24  한식

97  모찌모찌  모찌모찌브레드  20180858  2018-08-24  제과제빵

98 (주)해밀트레이딩  모서리집  20180842  2018-08-24  한식

99  설렘  설레족발  20180843  2018-08-24  한식

100 (주)섬김과나눔  육고탁  20180838  2018-08-24  한식

101 (주)놀숲  오셀롯(OCELOT)  20180839  2018-08-24  PC방

102 (주)야베스에프씨  땅고 치킨&칼국수  20180852  2018-08-24  치킨

103 (주)와이엠지  음성농장  20180851  2018-08-24  한식

104 (주)마이우에프앤비  스시마이우키친  20180863  2018-08-29  일식

105 (주)비피알  쉬는시간  20180864  2018-08-29  기타 외식

106  마이퍼스트뮤직  마이퍼스트 오감놀이터  20180859  2018-08-29  기타 교육

107 (주)타고솔루션즈  웨이고(waygo)  20180861  2018-08-29  기타 서비스

108  돈오야  돈오야  20180862  2018-08-29  한식

109  알리바바파트너스(주)  알리바바버거  20180860  2018-08-29  패스트푸드

110 (주)제니하우스  제니웨딩뷰티(jenny wedding beauty)  20180876  2018-08-30  이미용

111 (주)제니하우스  제니하우스(jennyhouse)  20180870  2018-08-30  이미용

112 (주)더공간  더공간스터디카페  20180874  2018-08-30  기타 서비스

113 (주)엠멜란지 M MELAN.G  20180868  2018-08-30  의류 / 패션

114  쉬림진  쉬림진  20180869  2018-08-30  서양식

115 (주)인성에프앤비  김밥공감  20180867  2018-08-30  분식

116  포차스미스가맹본부  포차스미스  20180866  2018-08-30  주점

117 (주)토랑에프씨  pc토랑  20180865  2018-08-30  PC방

118 (주)스타럭스  콜드스톤  20180875  2018-08-30  아이스크림/빙수

119 (주)브이에스코리아  삼겹타임  20180871  2018-08-30  기타 외식

120 (주)트로이  밥앤스낵  20180873  2018-08-30  분식

121 (주)제이알인터내셔널  홍리마라탕  20180872  2018-08-30  중식

122  정갈한푸드  닭발굽는청년  20180891  2018-08-31  한식

123  탑패밀리컴퍼니  LHC PIZZATOP  20180889  2018-08-31  피자

124 (주)휴이엠컴퍼니  휴이엠헤어  20180888  2018-08-31  이미용

125 (주)휴이엠컴퍼니  디아르떼보스헤어  20180887  2018-08-31  이미용

126 (주)무진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20180890  2018-08-31  커피

127  위치스  위치스(WICHES)  20180885  2018-08-31  패스트푸드

128  우두머리  우두머리  20180884  2018-08-31  한식

129  점순이핫도그  점순이핫도그앤호떡  20180886  2018-08-31  패스트푸드

130 (주)박앤박  철순이네김치찌개  20180882  2018-08-31  한식

131  황재석하회돼지  황재석 하회돼지  20180883  2018-08-31  한식

132  크리드PC  크리드 PC  20180880  2018-08-31  PC방

133 (주)보성커머스  DINING BOX(다이닝 박스)  20180879  2018-08-31  분식

134 (주)더레시피  데일리샤브(Daily Shabu)  20180878  2018-08-31  한식

135 (주)다이닝팩토리  꿀밤떡볶이  20180877  2018-08-31  분식

136 (주)미분당  미분당  20180881  2018-08-31  기타 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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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우                     )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브 랜 드 명
휴 대 전 화
(대표자)

대 표 자 명  팩    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대표자)

회 사 주 소

홈 페 이 지 업    종

담 당 직 원
이름 : Tel :

가 입 경 로   홈페이지   추천인(            )  기타(        )

계 좌 정 보    개인   /        법인통장 출 금 일 자 매월    5일  /    14일   /   28일

 회 사 명 계 좌 번 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 납 입 액 금                 원 (\                    ) 협 회 계 좌 번 호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

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

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
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  동 의  /   미 동 의 )

[관련문의] Tel)070-7919-415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hm@ikfa.or.kr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월헌빌딩 2층)  우)06647

신 청 인 정 보     정회원                협력회원

☎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5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F, B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의 요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산업시찰 및 해외진출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실무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지도사, 슈퍼바이저 전문가,
외식경영관리사, 맥세스 실무형 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법률·세무·자문 및 정책 정보제공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고경영자(CEO)대상

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학사 및 석사 

장학금등 학위 과정 혜택
     협회인재육성장학, 가천대 글로벌프랜차이즈학 석사학위과정 장학금혜택,

세종대 FC MBA과정, 서경대·신흥대 직장인 학사과정,
기타 최고위 과정(연세대 FCEO 과정 추천) 등의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컨벤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300명 수용 가능한

교육장 임대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정업체 

B2B 사업 혜택
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업체인 

사무용품, 꽃배달서비스, 배달앱, 복지몰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친목 프로그램 참가
임원사 정기 골프회,

정회원·협력회원을 위한 산악회, 체육대회, 송년회, 봉사활동 등
따뜻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를 위한

국민은행, 외환은행 대출서비스 혜택
협회 회원사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 연 3.5% 16. 08.08일자 신용1등급 기준)
*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 발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사입니다.

 회원사 혜택 / 회원가입 신청서



광고, 콘텐츠 , 구독 제안                                                                                                                         *광고료 부가세별도

프랜차이즈월드

•광고  1P 기본 200만원(내지)  : 10회 게재시 30% 할인       
•콘텐츠 2P  +  광고 1p   :   300만원   
•월간프랜차이즈월드  월구독  1만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온라인 광고
•배너  월50만원(연 500만원)
•청약브랜드 기사 무제한게재 (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온라인 광고
•메인화면 월 30만원(연 300만원) 
•서브화면 월 5만원 (연 50만원)

귀사의 발전과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KFN애드콤   ☎02.556.7889

프랜차이즈월드 구독시 혜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기사 월1회(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노출 

  

•누적 조회수 : 190만명

•월간 조회수 :   10만명

•프랜차이즈 6,750 브랜드 

    순위 검색 사이트

창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