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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이 필수 / 완벽한 방역시스템 !!

에코몬 초음파 방역소독기

1644-1041

코로나 방역은 이제 생활입니다 !!

건강을 지켜주는 

바이러스 SAFE ZONE 

에코몬 초음파 방역소독기로 바이러스, 미세먼지, 
각종 세균들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방역해 드립니다!!

• 외 형  규 격 :

• 재      질 :

•전 격 전 압:

•소 비 전 력:

•작 동 방 식:

•인체근접방식:

•모니터 규격:

•분 사 형 태:

•소  비   량:

•소 독 방 식:

•무 상 A/S:

• 소 독 액 용 기 : 

명품 친환경 전문기업 (주)에코몬 www.ecomon.kr

W550*D550*H1800

SS400 (고급도장)

220V 60Hz

160W

RIP 감지센서

자동센서 분사

W350*H270*D20

초음파진동자분사

0.5ml/sec

초음파진동자살균 소독방식

1년

20L

제품모델

1644-1041 에코몬방역기

에코몬 광고.indd   1 2020. 12. 30.   오후 2:28



가맹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주 네트워크부터 알바 근태관리는 물론
 무제한한   저장용량  까지!!

~

AI 업무비서, 티그리스

AI업무비서 티그리스란?

게시판, 커뮤니티, 지식관리, 메신저, 이메일, 전자결재, 화상회의, 근태관리, 인사관리 등의

개별업무시스템이 한 화면으로 통합된  “기업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타임라인                커뮤니티              채팅                   화상회의            통합알림

통합검색                #지식                   캘린더                    이메일                    전자결재            

인사관리                  근태관리                AI업무비서          저장소                PC-OFF

다국어 지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웹 및 모바일 앱 제공

프랜차이즈 관리 전용 서비스

본사와 가맹점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5,000\ \ 500 (사용자당/월)

실시간 소통은 물론
손쉬운 근태관리까지

7,000\ \ 700 (사용자당/월)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지원금액     1년간 이용료의 90% 할인
                  (1년 최대 400만원 한도, 계약단위 1년)
신청기간     8.1 ~ 예산 소진 시까지

최
대 할인90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고객사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포함해서 1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E-MAIL   socialware@tigrison.com Tel  02-581-0324







검사항목  

■  식품위생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07호] 

■  축산물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4호] 

■  먹는물 검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호] 

■  노로바이러스 검사 [국립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질 검사 [창원시청 제1호] 

■ 생태독성 검사 [창원시청 제1호]

■  해양환경 측정분석 [해양수산부 제100호]

■  비료 품질검사 [농촌진흥정 제20호]

■  폐기물 검사 [국립환경과학원 제17호]

■  퇴비 원료검사 [농업과학기술원]

■  농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정된 프랜차이즈사업의 시작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에서 시작됩니다!

수 많은 고객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프랜차이즈회사 제품의 경우 납품 받는 

식자재, 소스, 집기 중 하나라도 오염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프랜차이즈회사 본사가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검사기관을 통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귀사는 믿을 수 있는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한 제품을 

납품 받고 있거나 납품을 하고 있는지요?” 

그에 대한 해답을 1981년 개원한 

대한민국 최초 위생환경 통합관리 검사기관인  

(주)동진생명연구원에서 찾아 보세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B (팔용동)

T:055-293-5440(내선:위생 222, 환경 275)

40년 전통의 한국 토종 검사기관

www.ditlabs.co.kr blog.naver.com/chl7518





(주)뉴대우종합주방은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하여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체인점, 식당, 단체급식, 병원, 호텔, 카페, 

커피숍, 주점, 치킨전문점

견적환영 : 도면 직접 작성하여 주방 설비에서 그릇까지 논스톱 해결해 드립니다.

공장직역 :    우성냉장고, 유니크냉장고, 롯데냉장고, LG냉장고, 삼성냉장고,  

간덱기가스렌지, 주방싱크대 등 주방용품 일체 전국배송 설치,  

사후 서비스까지~

사무실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6길 21,  
금성빌딩 1층 대우종합주방(신설동)

T E L :    02)2233-1308(代) 
02)2232-4719  

F A X : 02)2232-4721

공 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273-1

TEL : 02)2232-4720

webhard : ID : mykitchen / PW : 마이키친
E-mail : dw0011@hanmail.net
http://www.daewookitchen.co.kr

뉴대우종합주방

명품 KFCEO 3기
연대 FCEO 30기



일   자 구   분 일반형(300)
협회회원사 및 협력사 100만원 지원

프리미엄(400)
협회회원사 및 협력사 100만원 지원

첫째 날

임    종 의전팀(1688-4405)연락 좌동

지 도 사 전문 장례 지도사 현장파견 출동(전국 2시간 이내) 좌동

빈소용품
액자 리-본, 부의록, 위패(혼백), 향, 초, 등 기타... 좌동

향로, 촛대, 병풍, 조등, 잔대, 근조기 등 대여 좌동

제단장식 헌화30송이(기독교, 천주교) 좌동, 빈소재단제공 또는 20만 지원

빈소용품 위패, 혼백, 향, 초, 향로, 촛대, 부의록, 기타 등 좌동

둘째 날

소    렴

수의(삼베저마100%)-기계직 좌동

염습 2명(일반대렴-장례지도사) 좌동

한지, 탈지면, 알코올 등 좌동

대    렴

운아, 명정(고급), 관보(종교별) 좌동

결관바, 다라니경, 기도문 좌동

관 : 오동나무1.0(화장시 화장 규격 관). 화장시 봉안함 제공 관 : 오동나무1.5(화장시 화장 규격 관). 화장시 봉안함 제공

도 우 미 2명(1인 10시간 기준) 4명(1인 1일 10시간 기준)

상주용품

전통식:굴건제복, 상복수, 요, 수질, 행전, 두건, 리본, 완장, 띠 
등 직계제공

좌동

현대식:남, 녀 각3벌씩 제공(셔츠, 타이 포함) 현대식:남, 녀 각5벌씩 제공(셔츠, 타이 포함)

셋째 날

발    인

장의버스, 리무진 택일 관내제공
(통행료, 도선료,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장의버스(왕복200km)
리 무 진(왕복200km)-화장시 1차 장지까지
(통행료, 도선료,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선두차량 띠, 운구용 장갑 제공 좌동

행정서비스

장례 지도사 장지 동행 좌동

각종 행정절차 안내(각종 증명서류,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 
공원묘지 등 이용안내 및 알선 및 화장절차 안내)

좌동

수의준비시 현금 10만원 지원 또는 기타 대체 지원

프랜차이즈산업인을 위한 장례전문
(주)KFN 孝상조(1688-4405)

소중한 분의 평안한 안식과 건전한 장례문화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 리무진, 장의 버스는 관 외의 경우 톨게이트 비용을 유가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리무진, 장의 버스 도,광역시 경계, 초과시 1km당 2,000원 별도 요금 적용함

* 리무진, 장의버스는 지역별, 장지 상황에 따라 적용됨.   

* 수의, 관 원산지 / 원사, 관:중국 / 제조:한국

* 회원님이 직접 준비하신 품목은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일체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장례발생시 먼저 전화주시면 당사와 협약된 장례식장 할인 혜택이 많아집니다. 

* 종교 가풍에 따라(수시, 염, 입관, 발인)성심 성의껏 봉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인을 위한 
장례전문

(주)KFN 孝상조  
1688 4405

전액 후불(회원제)

※도우미 시간은 주간 기준이며 야간 사용 시 시간이 줄거나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기, 아직도 비싼 가격에 사서 쓰세요?

착한렌탈로 부터

사무용 복합기 판매·렌탈 전문기업 초록렌탈이
프랜차이즈 기업과 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에 파격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록렌탈ㅣ견적문의_ TEL.  031-518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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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마케팅-장재남 

 피자·햄버거프랜차이즈, 영양성분표시 대상 확대

080  세무-최인용 

 기업을 운영하는 주주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

082  노무-이금구  

 2021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온기가 가득한 봄

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간 피땀어린 노력으로 

코로나19와 사투(死鬪)를 벌여 온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

는 아직 찬바람이 불지만, 어둡고 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

이 조금씩 우리를 밝혀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해 40년 프랜차이즈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교촌치킨

이 직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증권가에서는 F&B 등 프

랜차이즈 기업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밸류에이션을 낮게 

평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국민 브랜드들이 직상

장 문턱에서 좌절하고, 또 업계의 활력도 저하되기 일쑤였

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손꼽힐 

역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최초의 프랜차이즈 직상장 사례

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차

별화된 역량을 꾸준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교촌치킨도 

과거 무리하지 않은 출점 전략과 높은 선호도, 뛰어난 연구

개발 역량 등은 이미 인정받아 왔지만, 유행에 민감한 외식

업이라는 한계를 지적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

기 속에서도 비대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창사 이

래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오히려 위기에 더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초의 직상장 사례가 나오자 증권가, M&A업계 등 금융

투자업계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각

종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직상장 

사례가 대기 중이며,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사모펀드들이 

우량 브랜드를 인수하는 등 업계의 성장성이 인정받는 모

습입니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이라는 명확한 

성과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매우 적합합

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의 안정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을 직접 강타한 

유례없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뉴 노멀’ 시대에 맞춰 체질을 

개선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산업은 서민 경제 안정화, 고용 촉진 및 소비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으나, 사업 방식이 대면 서비스에 

편중돼 있고, 외부환경 변화나 돌발 상황에 취약한 특성 

탓에 과거 메르스, 일부 오너의 일탈 및 사건·사고, 국내외 

정세 변화에 크게 민감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많은 산업인들이 현상 유

지보다 도전과 혁신에 나선 결과, 이제 우리 산업은 비대면 

소비 트렌드의 대표주자이자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서 가

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위상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역량을 꾸준히 증명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해 기업 규모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면, 서민 

경제 회복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해외 진출을 이끄

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산업

인들과 함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 Letter from
President

코로나19는 프랜차이즈의 

위기(危機)이자 

체질개선의 호기(好機)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현식

20 



Vol.50 2021 MARCH     

Franchise World 프랜차이즈월드 Vol.50

The Magazine For You

PUBLISHER
회장 정현식 | Chung Hyun Sik 

발행·편집인 이진창 | Lee, Jin Chang 

협회/사무총장 박호진 | Park, Ho Jin

EDITORIAL DEPT
국장 신일영 | Shin, IL Young 

이사 김태규 | Kim Tae Kyu 

 조기석 | Cho, Gi Seok 

차장 김동하 | Kim, Dong Ha 

기자 김은영 | Kim, Eun Young
특임 기자 정종인 | Cheong, Chong In
  이상규 | Lee, Sang Kyu
 노승욱 | No, Seung Wook
 박서진 | Park, Seo Jin

DESIGN
실장 임재승 | Lim, Jae Seung   

   

PHOTO
사진기자 이명철 | Lee, Myung Cheol

CORRESPONDENT
대구·경북 | 기자  정다미 | Jung, Da Mee
부산·울산·경남 | 기자  정미진 | Jung, Mi Jin
강원 | 기자  손준기 | Son, Jun Ki
광주·전남 | 기자  박내연 | Park, Nae Yeon
대전·충남 | 기자  박경원 | Park, Kyung Won
전북 | 기자  고재경 | Ko, Jae Kyung
충북 | 기자  박성희 | Park, Sung Hee

CONTRIBUTORS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이경희 | Lee, Gyeong Hee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장재남 | Jang, Je Nam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인용 | Choi, In Yong
로앤파트너스 대표이사  노정민 | No, Jeong Min
노무법인 C&B 대표  이금구 | Lee, Keum Goo 

CONSULTATIVE COMMITTEE
편집주간  김영인 | Kim, Young In
수석편집위원  임형민 | Yim, Hyung Min
편집위원  김용순 | Kim, Yong Soon
 이근정 | Lee, Keun Jeong

발행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획 (주)KFN

제작 (주)여울미디어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빌딩

대표메일 kfn1991@naver.com

광고문의 02-556-7889

보도자료 Webhard (ID: kfn1991, PW: 1991)

취재·구독문의 02-556-7889 (구독료 10,000원/권)

인쇄 (주)근아인쇄 

판매대행 (주)성운도서 

등록번호 서초, 라11702호

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업계가 몹시 어려웠

던 한 해였습니다. 1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당

시,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팬더믹 상황

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업계의 피로감을 증폭시켰습니

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업체가 어려워진 건 아니더군

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고, 가맹점이 늘고,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운과 때가 

맞아서 일수도 있고,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와 기둥이 튼튼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운과 때가 맞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 놓는 것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

고, 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

가 無人化입니다.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결제와 주문을 

하고, 사람 대신 로봇이 닭을 튀기고 서빙을 합니다. 카

페와 피자집, 배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 일을 대

신해주는 로봇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려

는 것은 ‘무인화’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 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무인화가 

도입되는 속도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화를 읽어

내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와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뿌리와 기둥을 튼튼히 하는 준비

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有備無患(유비무환 : 미리 준비(準備)가 되어 있으면 우

환(憂患)을 당(當)하지 아니함)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곧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 안대로라

면 올 9월경이면 1차 접종이 완료되고, 11월경에는 국

민의 70%가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이는 곧,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수 있음을 의미하

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기세가 약해진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정상화될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없

이 숨쉬고,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단체로 회식을 하

는 예전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시

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는 위기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

까요?

기회는 위기 뒤에 오는 것… 

‘有備無患(유비무환)’의 자세 

필요한 때

발행인

이진창

The Letter from
Publisher

22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김수현 갤러리 수 대표가 창조적 경영과 아트 콜라보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People &
Com

pany

휴젠뜨(FHD-P150SI)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공기감염 가

능성을 인정하면서 환기가 안되는 실내의 위험성

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

으로 연간 사망자 최대 650만 명 중 280만 명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

혔다.

“최근 업계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환기

가전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

후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장치에 

살균기능을 장착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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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식Korea Franchise Association Brand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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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식Korea Franchise Association Brand
Highlight

●회원사 소식Korea Franchise Association Brand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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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시 브랜드 재이용의향  :  평균 72.77점

자료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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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 및 주주의 상속 증여세 절세방법

기업 가치 

평가

-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

- 배당정책, 퇴직정책, 특허권이나 상표권 관련정책

재무제표 

분석

- 가지급금의 절감 방안 검토

- 자산 및 부채 관리 정책 

가업 승계 

플랜

- 가업 승계 플랜의 마련

- 주식 증여 계획의 수립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 원

가업 승계 50%  4억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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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30분에 푸항또우장에 손님이 가득한 모습

● ‘저점 창업’이 주목받는 이유

1. 공실 장기화로 권리금 〮 월세 저렴 ‘창업자 우위 시장’

2. 상반기 백신 보급되면 코로나19 사태 개선 기대

3. 외식 쿠폰, 재난지원금 등 정부 경기부양책 기대

● ‘저점 창업’시 주의할 점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비한 ‘플랜B’ 마련 필수

2. 배달, 포장 등 비대면 매출 비중 30% 이상 돼야

3.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비싼 곳은 거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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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1호~3호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월 30만원
(1호~3호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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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무료교육] FC브랜딩 및 마케팅전략

기     간 3월 4일(목)~5일(금)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가맹점CS

기     간 4월 8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점 노무관리 실무

기     간 3월 11일(목)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점 위생 및 안전관리

기     간 4월 15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재직자 무료교육] FC빅데이터 상권분석(실습)

기     간 3월 18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전액 무료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가맹점 영업관리

기     간 4월 22일(목)~23일(금)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지역점포마케팅

기     간 3월 25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재직자 무료교육] 불공정거래행위 분쟁관리

기     간 4월 29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전액 무료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계약의 이해

기     간 4월 1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가입일

정회원

㈜제이엘푸드 부산아지매국밥 외식업 이석제 2021.01.18

㈜못난이푸드 못난이꽈배기 외식업 김대영 2021.01.18

㈜푸드넷시스템 카페토스피아 외식업 최경업 2021.01.20

㈜샤브향에프앤비 샤브향 외식업 조광식 2021.01.25

㈜푸드맵 맵도리탕 외식업 박근원 2021.02.01

㈜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외식업 정태환 2021.02.23(재가입)

㈜우리동네에프앤비 버거스캔들 외식업 박종호 2021.02.28

㈜잉크와오피스 프린트카페 서비스업 이현우 2021.02.28

협력회원

쿠쿠홈시스㈜ - 도소매업 구본학 2021.01.12

유니웹스㈜ - 서비스업 고희애 2021.01.18

㈜에스와이코마드 - 서비스업 강선영 2021.01.18

SPC GFS - 도소매업 윤종학 2021.01.25

㈜슈가버블 슈가버블 제조업 김수현 2021.02.15

㈜루츠 - 제조업 정영근 2021.02.19

㈜알토란이알피 - 서비스업 이명옥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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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혜택

14

혜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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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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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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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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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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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의 요람!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부스비 10% 환급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개최!

부스 참가 시 행사 후 부스비 10%의 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해외진출 사업지원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정부무료교육 외
프랜차이즈 국가인적자원 무료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최고전문가, 프랜차이즈 5.0리더, 프랜차이즈사업 전략전문가,

슈퍼바이저 전문가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각종 정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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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 전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전 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전 학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물류유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등

기타 최고위 과정의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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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교육장 임대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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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대상 복지 서비스 

꽃배달, 렌탈몰·스토어케어, 안심폐업보험
협회 회원사 꽃배달 할인, ‘가맹점 비용 절감’ 렌탈몰, '창업 리스크 경감'

DB손해보험 가맹점 안심폐업보험, 점포 관리 서비스 제공 '스토어케어' 등
회원사 복지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 참가
협회 내 분과위원회 활동, 신입회원사간담회

워크숍, 봉사활동,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송년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를 위한

종합검진 할인 혜택
협회 회원사 건강지킴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업계•정책 전문지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무료구독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공식 협회지
월간 프랜차이즈월드 잡지 무료 구독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계 최신 뉴스·소식 안내
회원사 전용 네이버 밴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중요한 업계 뉴스를 선별한 뉴스클리핑 서비스와
신속·정확한 주요 정책 소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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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단가 안내         *연 5회 계약시 1회 서비스(VAT 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크기 (가로×세로mm )

A 표 4(뒷표지) 600만원 1면

전면컬러 

226×296 

(300dpi 해상도의 ai, psd 파일)

B 표 2 / 표 2 대면 400만원 1면

C 표 3 / 표 3 대면 300만원 1면

D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E 내지 200만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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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코로나19에 가맹사업법까지”…  
프랜차이즈 업계, 규제 완화 강력 촉구

코로나19가 집어삼킨 2020년…  
프랜차이즈업계, 위기 극복 DNA 빛났다

SPECIAL REPORT
2020 제 21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이디야커피>, ‘2020 제21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영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엿보다”…  
제49회 IFS 프랜차이즈서울 ‘유종의 미’

INTERVIEW  
장충동왕족발 신신자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자랑스러운 시니어 FC 기업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