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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박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역사상 초유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

영

차이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한 혁신안이 제정된다면 더 이
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8월 18일 첫 미팅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린 이유는 정부와 언론뿐 아니라 당사자인 가맹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프랜차이즈의 대대적인 변화와 상생

본부, 가맹점사업자조차도 프랜차이즈업(業)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

모델을 찾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산

프랜차이즈는 일반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특별법인 가맹사업법에서

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독창성과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가지
고 있는 독특한 사업특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최영홍 위원장을 비

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이해 없이 아무나 가맹사업에 뛰어들

롯한 혁신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계

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문제점이 노출

셔서 프랜차이즈산업의 시금석이 될 혁신안이 탄생될 것이라 믿습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한국 프랜
저는 협회차원에서 혁신위에 단 한가지만을 부탁드렸습니다.

차이즈의 좌표를 훌륭하게 그려 줄 것으로 믿습니다.

가맹점주 입장도 아닌, 가맹본부 입장도 아닌, ‘이것이 바로 프랜차
이즈다’ 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

특히 소비자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제 3자인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본

니다.

객관적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와 변호사, 소비자 시민단
체의 양심을 담아서 울림이 있는 ‘상생 혁신안’이 마련되어 다시 한번

그래서 공정위를 위시하여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은 프랜차이즈로 거듭 나길 전 회원사

그리고 가맹본부와 점주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프랜

와 함께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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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홍덕기

프랜차이즈산업이 위기를 넘어 거듭 태어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이하 협회)는 지난 8월 10일 최근 학계·
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에는 <가맹사업법> 초안을 만든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
됐다. 최 위원장은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현재 한국유통법학회장이고
한국경영법률학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혁신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정식 회의를 갖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협회가 협의한 대로 오는 10월
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은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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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가맹사업의 유통 마진과 인테리어 시공

협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최 위원장은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으

등 ‘숨어있는’ 로열티가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명칭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전부 최 위원장

로 부실 가맹시스템의 난립과 가맹사업의 핵심

비율로 결정되는 ‘투명한’ 정률제 로열티가 정

에게 일임했다.

요소인 대가 관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착되어야 각종 변칙적인 방법이 사라진다는 의

최 위원장은 우선 상생위원회라는 예비 명칭을

부실 가맹시스템의 난립. “프랜차이즈는 유명

미다. 로열티제도의 국내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

혁신위원회로 바꾸었다. ‘상생’은 가맹본부와 가

상호나 상표의 사용 허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맹점사업자만 포함된 용어로 유통과 프랜차이

한 영업을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한 뒤 “소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은 최소한으로

즈에 중요한 한 축인 소비자가 빠져 있다는 이

비자로부터 충성도를 얻어 ‘유명’해진 브랜드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타 품목

유다.

가맹사업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스

은 공동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

같은 맥락으로 위원회 구성에서도 다양한 시민

스로 한번도 영업을 안해 본 업체가 남에게 사

도 시사했다.

사회단체 중 소비자단체에서만 선정했다. 장지

업을 전수한다는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좌혜선 한국소

있다며 시장 진입 요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tీتࢴݸੋ݂ثઃрક੦ೠיuౢࣽࣁ

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그들이다.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촉

가맹점주단체에 위원회 참여를 제안했으나 거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전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

구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규제가

부하자 가맹본부 측에 배정되었던 위원 한자리

한 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가맹점

제일 심한 나라”라고 말한 뒤 “필요한 규제는 해

도 형평성을 위해 제외시켰다.

사업자에게도 자기방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비용을 수반하고 이

학계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맡고 있는

가맹 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는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된다”고 규제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와 전 한국마케팅

대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맹본부와 가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

관리학회장을 지낸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

맹점사업자의 관계는 시혜적이고 은혜적인 관

로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제

수, 법조계에서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

계가 아니라 대가관계로 성립되며 무체재산권

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꼽았다. <가

익센터 운영위원장)와 김종무 변호사(한림 대표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맹사업법> 제9조 5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변호사)가 참여했다. 언론계에서 발족 초기 2명

것이다. 대가관계가 모호하면 상호 신뢰가 무너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나 자진 사퇴했다.

지기에 미국 등 선진국 모델인 로열티제도를 제

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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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

ઁ࠙۔ଲੋો҇ઓ!

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 가맹사업의 정보공시의무를 적시한 연방
무역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의 규정(23개 공시 항목 중 19항)은 ‘예상 수익’
관련 정보 제공을 오히려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
다.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할 경우 외부 감사 등
입증된 재무성과를 필수 양식에 제공하도록 엄
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 구속 금지’라는 규제에 대해서도 거
론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문제가

6.1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가맹본부 갑질 실태조사 계획 발표)

6.15.~ 6.16. 공정위, BBQ 현장 조사(광고비 분담 등)
6.21.

검찰, 미스터피자(보복출점, 횡령 등) 압수수색

7.06.

국세청, 설빙 등 세무조사

7.12.

협회, 윤리경영 선포식

7.17.

공정위, 롯데리아 등 5개 프랜차이즈 조사

7.18.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 23개 세부항목 발표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
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치킨, 커피 등 외식업 50개 가맹본부 서면 실태조사 발표(필수품목 마진 등)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독립적이면서도 통
제라는 두 바퀴가 공존하는 모델”이라고 가맹사

7.19.

협회, 기자회견 통해 ‘자정안 만들 시간 달라’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화’ 제안

7.25.

미스터피자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구속(통행세, 보복출점, 횡령 등)

7.28.

협회,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 로열티제도 등 6개 건의사항 전달

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따라서 상호간 신뢰
가 더욱 중요하다.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공유·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 ‘10월말까지 프랜차이즈 모범 규준’ 주문

40년 역사의 한국 프랜차이즈. 짧은 시간에 급성
장하면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프

8.09.

외식업 50개 가맹 본사 필수품목 마진 등 서면조사 자료 제출

랜차이즈의 기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

8.10.

협회,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발족

환할’ 혁신안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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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최영홍 혁신위원장도 공생 모델로 로열티제도를 제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뜻을 같이한다. 다만 오랫동안 굳어온 관행을 일
시에 변경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수순을 밟아 로
열티제도를 정착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다. 로열티제도 정착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걸림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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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
맹사업법) 2조에서 가맹사업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
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
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탄생 초기부터 미국·일본
등과 달리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프랜차이즈 운영매뉴얼과 시스템을 처음으로
갖췄다고 평가받는 롯데리아는 1979년 국내 도
입 당시부터 ‘로열티 없음’을 표방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
과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약 33.5%다. 국내 프
랜차이즈 브랜드 중 제일 비중이 높은 외식업
(76.2%)은 도소매(5.9%)나 서비스업(17.9%)에
비해 로열티 부과율이 제일 낮은 편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대부
분 로열티를 받고 있다. 버거킹(매출액의 6%),
맥도날드(5%), 파파이스(7.6%), 도미노피자(6%),
피자헛(6%), 파파존스피자(6%) 등 패스트푸드
업종의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월 매출액을 기준
으로 책정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가 주 수익원이
다. 가맹점수에서 압도적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에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가맹점사업
자가 투자하는 규모에 따라 가맹 모델을 완전
가맹형, 기본투자형, 위탁가맹형, 공동투자형으
로 구분하고 15~70%의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
다. 반면 토종 외식업 브랜드의 경우는 대부분
로열티가 없다. 외식업 중 치킨 브랜드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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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는 왜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적이다. 교촌치킨은 정보공개서 상 로열티 항목
에 ‘원부자재 대금에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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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네네치킨, 굽네치킨 등 상위 브랜드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들은 무체재산권에 대

2016년 말 기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는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호식이두마리치

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간

한식이 1,261개, 치킨이 392개, 분식이 354개, 주

킨은 매출액이 아닌 매입액의 4%를 로열티 명

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점 339개 순이다. 경쟁자가 많은 외식업 브랜드

목으로 받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들은 제품 차별화와 함께 가격 경쟁을 벌일 수밖

로열티를 받는 경우도 일부 커피나 김밥 브랜드

지식서비스 기반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사

에 없다. 가맹점 유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로

처럼 월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회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정당

열티 면제, 가맹비·교육비 면제 등 선심성 가

이디야, 탐앤탐스, 커피베이 등 커피 브랜드와

한 로열티를 부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맹 조건을 내놓으면서 로열티가 식자재 등 유통

김가네,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 등 분식 브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호나 상표, 경영 노

마진 속으로 숨어들어갔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랜드가 대표적으로 월 고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하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데

매출액 중 식자재 원가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돌배기

있어서 선뜻 동의하지 않기에 필수품목 유통 마

유통 마진 대체가 가능해지므로 로열티 부과율

집, 본가, 새마을식당 등은 고정 로열티로 연간

진과 인테리어 시공 마진 등 기형적인 수익 구조

이 낮게 된다.

일정액(396만원)을 받는 점이 특이하다.

로 대체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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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비를 한푼도 기장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담당

일부 업종에 해당하지만 로열티는 처음부터 포

세무사에 따르면, 적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 4

기한 채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가맹점 개설

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누락

수익과 필수품목의 유통에서 나오는 수익의 단

시키고 대신 매출액을 줄이거나 다른 매출원가

맛을 누려왔다. 가맹점 개설 수익에 의존하게 되

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한다.

면 양적 성장에 치우치고 기존 가맹점 관리 등
질적 성장을 외면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

⇧ࣽӚߌࢦ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

위에서 거론된 무체재산권에 대한 대가 인식 부

히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없으므로 필

족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매월 징수되는 월

수품목 유통에 눈을 돌리게 된다.

로열티에 대해 가맹점주는 흔쾌히 지급하지 않

일부 브랜드는 필수품목을 일반품목으로 확대

고 차일피일 미룬다. 식자재 구입비는 영업과 직

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구입을 의무화시켜

결되므로 제때 제때 지급하지만 로열티는 별개

왔고 대량 구매와 장기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

의 비용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는 ‘규모의 경제’를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지 않

한 가맹본부는 1년 넘도록 받지 못한 로열티 수

고 독점적으로 향유했다는 이야기다.

익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금 추징
을 당하기도 했다. 로열티도 못받고 탈세 의혹과

⇦рݔݜচࣙ

함께 세무 조사까지 받게 된 셈이다. 미수금 문

소상공인을 비롯한 가맹점의 매출액 축소 신고

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금 때문이다.

의 통장에서 로열티를 자동으로 이체시키는 방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로열티제도는 매

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출액이 투명해야 가능한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
액 비중이 높아지고 POS시스템(Point of Sale:

⇨ੋ઼࠙۲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증가하기 때

로열티 제도로 전환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은 가

문에 매출액 누락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다.

맹본부의 유통 마진을 예전처럼 부담하면서 로

하지만 최근에도 일부 가맹점의 경우 두 개의

열티 비용만 추가로 증가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매출액 정보를 왜곡

한다. 이중부담에 대한 걱정이다. 김상조 공정

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영세 가맹점의 경

거래위원장도 협회에 10월까지 모범 규준을 내

우 추가 비용을 이유로 POS시스템을 구비하지

달라고 주문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의 이런 우려

않거나 가맹본부 시스템과 연결도 되지 않는 다

를 대신 전달한 바 있다. 최영홍 혁신위원장도

른 POS시스템을 고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필수품목은 가능한 한 최

편이다. 연간 매출 3억원대 외식 소상공인이 인

소화시켜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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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반의 로열티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

을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인정한다. 로열티 문

점사업자의 목표를 일치시킨다. 가맹점의 매출

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거론되었던 로

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열티 제도의 걸림돌들이 제거되어야 가능하다

자의 이익은 함께 증가한다. 공생과 상생이라는

고 주장한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지적재산

개념에 제일 적합한 수익구조 모델이다.

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긍정적 인식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유통 과정에서 로열티에

전환을 바탕으로 법 제도상의 명확한 근거 마

상응하는 마진을 붙일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납

련”을 촉구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비용구조

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고 급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야 가맹본부 몰래 외부 업체로부터 해당 품목

프랜차이즈 사업은 원자재 등 상품 공급뿐만 아

을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호 신뢰하

니라 브랜드의 가치, 점포 운영 노하우, 종업원

지 못하고 제2·제3의 갈등 요소로 자리 잡는다.

관리, 회계 시스템 등 노하우를 주고받는 모델

로열티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고 가맹본

이다. 따라서 브랜드와 노하우가 전혀 없는 가

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수익원인데도 불구하고

맹 브랜드는 그 대가인 로열티를 받을 자격이

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부과하지 못한 채 기

없다. 따라서 로열티 제도는 시장의 진입장벽과

형적인 수익구조의 관행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

도 연관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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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제도 개선안 중에서 로열티 제도 정착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방안이 시장 진입장
벽 강화다. 현행 <가맹사업법> 상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
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할 노하우나 운영 및 관리시
스템 조차 미비한 가맹본부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정부
와 국회에 ‘1년 이상 직영점 1곳 경영 실적’을 가맹사업 허용 기준으로 삼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3ۜқূࢴࠆपӑ࠵۔ٚਖ਼Ѽ
신규 브랜드의 가맹 사업을 4P 전략의 관점에
서 분석해 보자. 4P 전략은 제품(Product), 가
격(Price), 유통(Place), 판매촉진(Promotion)
2016년 말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보공

등 기업 전략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

개서가 등록된 가맹 브랜드는 총 5273개다. 이

단이다.

중 가맹점 한곳도 없는 브랜드가 1630개로 31%

프랜차이즈 사업의 제품(Product)으로 상호나

에 달했다. 능력도 없이 대박만을 꿈꾸는 ‘기획

상표 등 브랜드와 경영 노하우가 해당된다. 프

성 프랜차이즈’로 추정된다.

랜차이지(franchisee)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

지난해 1308개 브랜드가 신규 등록한 반면, 867

하면서 브랜드와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 브랜드가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1~7월까지

경험 없는 신규 브랜드는 상호나 상표 등록 이외

신규가 771개, 등록 취소가 597개다. 매달 100여

에 내세울 것이 없다. 상호나 상표의 브랜드 파

개씩 태어나고 2/3이상 사라지는 셈이다.

워도 제로에 가깝다. 직영점이나 시범점포를 경

이 신규 브랜드 중에는 법인 설립이 1년이 지나

영한 실적이 전무하기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

지 않았고 직영점 경영과 매출 실적이 전무한 경

한 시장의 검증도 받지 않았고 경영 노하우도 축

우가 허다하다.

적된 바 없을 뿐더러 가맹사업의 기초인 운영 매

예를 들어보자. 올해 초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A

뉴얼도 없다.

브랜드는 직영점과 가맹점이 한곳도 없고 1200

가격(Price). 가입비,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보

만원의 자산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증금, 로열티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

비 660만원, 교육비 220만원, 보증금 100만원을

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위 신규 브랜드 사

받겠다고 버젓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례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책정되어

한식 업종의 B브랜드 또한 직영점 0·가맹점 0

있다. 동일 업종 타 브랜드를 모방한 금액으로

개, 최근 3개년도 영업실적이 전무인 브랜드. 가

보인다.

입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등의 가맹금 조건

유통(Place)은 가맹점의 위치 선정과 필수품목

을 내걸고 있다.

공급과 관련되어 있다. 신규 브랜드는 일반 기
업 경영 경험도 의문이지만 가맹사업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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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권 분석의 능력을 구비했는지 의심스럽다.

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에 따르면 가맹

투 브랜드와 제품이 범람하면 소비자들이 단기

상품과 서비스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질 좋은

사업의 주체는 1년 이상 직영점 2곳을 경영한 실

간에 비슷한 상품을 자주 접하게 됨에 따라 해

필수품목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적이 있는 기업이라고 못박고 있다. 개인이나 일

당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흥미가 급격히 떨어지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

반 단체는 자격이 없다.

는 현상이 생겨난다.

촉진(Promotion)은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이 먼저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

뒤늦게 들어온 가맹점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

광고, 판매촉진, 인적판매 등의 수단이다. 상품

에서 법으로 가맹사업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을 수밖에 없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한 적도, 그 상품이나

지만 성공한 가맹본부 사례를 보면, 창업 이후

꺼리게 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서비스를 매개체로 고객과 어떠한 의사소통을

5~6년 지나서 가맹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

가맹사업 진입 요건 강화는 신규 가맹본부 외

한 경험이 없을 공산이 크다.

고되고 있다.

기존 가맹본부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업종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식서비스 기반 사업이다.

과 다른 메뉴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오
래 영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하우가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지시·감독한다는 것

ొ࠵۔ٚߩߓ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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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불성설이다. 가맹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

가맹사업 자격을 ‘1년 이상 1~2개 직영점 경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혁신위원회(위원장

경험 없고 자격 없는 신규 브랜드일수록 가맹확

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예비창업자의 예기치 않

최영홍)는 진입장벽 요건 강화와 함께 신규 브

장에만 열을 올린다. 가맹계약을 맺은 후 초도

은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모방 브랜드 범람

랜드의 임직원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지속적인 매장 운영에는

을 막을 수 있다. 인기 브랜드를 모방하려고 해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능력도 열의도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신

도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뢰만 떨어뜨리고 스스로 도태되며 애먼 가맹점

이른바 ‘미투 브랜드’ 범람은 프랜차이즈 업계

급격한 성장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가맹거래

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 오랜 과제다.

관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며 “사업 개시 전

게다가 로열티 면제 등 예비창업자를 유혹함과

지난해 한창 유행했던 생과일 쥬스 브랜드가 대

가맹사업 이해 및 윤리경영 교육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범이 되는 사례

표적인 사례다. 한 브랜드가 인기를 끌자 너도나

라고 가맹사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 빈번하다.

도 유사한 이름과 유사한 간판의 브랜드가 줄을

가맹본부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어리숙한 가

가맹사업 자격이 제일 엄격한 나라는 중국이다.

이어 출시됐다. 첫 아이디어를 낸 원조가 어디인

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기는 관행을

국내무역부가 1997년 제정한 <상업프랜차이즈

지 알 수 없어진다.

일삼았고 가맹점사업자는 프로의 세계에 뛰어

경영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과 2007

미투 브랜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든 독립된 사업자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

년 시행된 국무원 상무부의 <상업프랜차이즈 관

모호해 제재할 마땅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미

야기다.

경험 없는 신규 브랜드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브랜드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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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치즈통
행세, 보복 출점, 직원 성추행, 가맹점 수 부풀리
기 등 각종 편법·갑질 경영이 드러나면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작
된 지 어느덧 40년. 그간 누적된 적폐를 이 기회
에 모두 털고 간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단,
작금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진 문제를 가맹 본
부의 갑질에서만 찾는 건 온당치 않다. 세계 최
고 수준의 자영업 포화, 기업의 낮은 고용률, 노
후 보장이 안되는 '용돈 연금' 등 사회 구조적 문
제들이 함께 해결돼야 비로소 온전한 자영업 시
장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을 둘러싼 국내 자영업 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하
나씩 살펴보자.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내 자영업자는 과도한 부채와 저소득에
신음하며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대한민국 자영업,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FRANCHISE WORLD - 046

'버려진 시장'.

만원 이상이면 자영업자"라고 한 궤변이 거의 유

국내 자영업에 대한 자조 섞인 평가다. 역대 정

일한 자영업 관련 언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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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물론, 정계나 학계도 자영업 시장에 별다

국민 9명 중 1명,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 자

MB정부, 1000개 가맹점 브랜드 100개 '어불성설'.

른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

영업자인데도 자영업 시장이 외면받는 이유는

'600만 자영업자의 경쟁력, 프랜차이즈로 키운다.'

한 정치권의 무관심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 TV

뭘까. 눈에 띄는 이익단체 없이 파편화된 데다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5명의 후보들은 6차까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여서 정책 우선 순위에서

총 1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

늘 밀리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한 마디로 사회

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지만, 600만명에

적,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아무런 질문도,

국내 자영업자는 과도한 부채와 저소득에 신음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가 억대 연봉을

하며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대한민

받는 '강성 귀족 노조'를 비판하면서 "연봉 6000

국 자영업,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09년 9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7차 회의에
서 지경부는 자영업 정책의 핵심으로 프랜차이
즈 산업 육성안을 내놨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
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란 이유에서다. 구체
적으로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 건실
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세계 100대 프랜차
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 진입을 목
표로 내세웠다.
결과는 어땠을까. 7년이 흐른 2016년 말 현재 공
정거래조정원이 집계한 가맹점 1000개 이상 프
랜차이즈는 34개에 불과하다. 이 중 9개는 상호
명이 'OO영어교실', 'OO수학교실'인 동네 공부
방 프랜차이즈. 이어 편의점 5개, 치킨집 4개 순
이다. 모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생계형 업종
으로, '건실한' 브랜드 육성이란 당초 목표와 거
리가 멀다. 양과 질 모두 실패한 정책인 셈이다.
업계에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국내 수요
를 감안할 때 가맹점 1000개 이상 브랜드가 3개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은 치킨, 커피, 외식,
편의점, 공부방 등 상권이 좁은 생계형 업종 몇
개뿐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 패스
트푸드 등 다른 업종에서 가맹점 1000개 이상 브
랜드가 등장하면 시장이 포화되거나 독과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업종별로 가맹점
300개 안팎 중견 브랜드 5개를 키우는 게 시장
경쟁이나 생태계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라며 "MB정부의 프랜차이즈 육성 정책은 애초
에 효과도, 실현가능성도 없었다. 국내 자영업
시장에 대한 MB정부의 무지(無知)만 드러낸 셈"
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 헛발질'은 이어졌다.
지난해 초 공정거래조정원이 2년전 정보공개서
를 기준으로 치킨 브랜드 순위를 비교한 게 대표
사례다. 1년에도 2~3차례 트렌드가 바뀌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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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2년의 시차는 '왜곡'에 가까웠다. 일례

을 주제어로 한 논문은 1995년 이래 150건에 불

로 가맹점수 3위로 올라선 BHC는 여전히 7위로

과했다. 기호품인 화장품(620건), 와인(940건)은

기록됐다. 브랜드마다 가맹점 면적이 다르고 맥

물론, 2000년대 후반 등장한 스마트폰(1919건)

주와 식자재 매출 집계방식도 제각각이었지만

보다도 적다. 국내 자영업 시장에 대한 체계적이

브랜드 총매출을 가맹점수로 단순히 나눠 매출

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서울 상

순위를 발표한 것도 실착이었다. 업계가 반발하

위권 대학에 창업대학원이 거의 없는 것도 창업

자 공정거래조정원은 뒤늦게 1년전 정보공개서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를 비교 근거로 삼고 브랜드 간 순위도 밝히지

한 창업대학원 교수는 "국내에 이론과 현업 경력

않았다. 당초 밝힌 편의점, 베이커리 업종 비교

을 겸비한 창업전문가가 손에 꼽는 실정이다. 대

도 취소했다.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공정위의

학에서 창업학과를 만들고 싶어도 교수진을 못

연간 핵심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구해 포기해야 할 정도"라며 "자영업 육성에 대

정부가 자영업 정책에 예산을 아끼는 건 아니다.

한 정부의 산·학 연계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2013년 1조
8071억원, 2014년 1조8489억원, 2015년 2조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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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문제는 연 2조6000억

수요가 한정된 시장에 공급이 넘치면 필연적

원 가량 쓴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소상공

으로 과열 경쟁이 일어난다. 국내 자영업 시장

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

도 그렇다.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경제협력

도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기구) 자영업자 비중 국제비교 분석에 따

사업체 3000곳 중 48.1%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응답했다. '체감한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26.7%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2번

폐업 후 재창업이나 업종 자체를 전환하려는 소

2015년 신설된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실효성 없

째로 높았다(2013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

상공인에게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재

는 창업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창

중이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OECD 국가

창업패키지'나 '희망리턴패키지'에는 각각 52억

업 교육을 받은 448명 가운데 실제 창업을 한 인

들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합치에 비해

2000만원, 100억원만 쓰이는 데 그쳤다. 국회예

원이 110명(26.4%)에 그쳤기 때문이다('소상공

30~40% 정도 초과하고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

산정책처는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인 사관학교 운영현황 및 투입예산' 자료). 해외

책처의 진단이다.

통해 "자영업자 금융지원이 경쟁력 없는 사업자

창업 지원 사업은 더 심각하다. 소상공인진흥공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걸까. 기

를 연명시키는 등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저해할

단은 2012년부터 매년 10억원 안팎 예산을 들여

업이 '고용'이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한 때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578명의 해외 창업을 지원했지만 실제 창업한

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태유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

인원은 31명(5.4%)뿐이었다. 그나마 창업 문턱

국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4.1%로 미

지 자영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실업문제

을 넘은 31명 가운데 4명은 이미 폐업했거나 폐

국(93.5%), 덴마크(91.4%), 독일(89.2%), 일본

해결을 위한 창업 지원이 주를 이룬 탓에 창업

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8.5%), 프랑스(88.4%) 등 선진국에 훨씬 못 미

문턱이 너무 낮아졌다. 준비없이 창업한 생계형

역대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실패를 거듭한 이유

쳤다(2015년 기준). 취업이 안 되니 생계를 위해

자영업자는 빚을 내서라도 안 되는 사업을 유

는 뭘까. 자영업 관련 전문인력 부족이 근본 원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장사는 계속 어

인으로 꼽힌다. 고경수 폐업119 대표는 "그간 자

과다한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해 고용 시장으로 이

렵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영업 지원 정책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사실 자영

동시켜야 하지만 상황은 계속 반대로 가고 있다.

진단했다.

업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부터 부족한 형편"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률은 5%를 기

라고 토로한다.

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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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계에선 자영업에 대한 논문수가 절대

후 최고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소상공인

215%. 지난 5년간(2011~2016년) 서울 합정동의

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원 융자 사업에만 한해 예산(2조6616억원)의

상가 임차료 평균 상승률이다(부동산114 자료).

(KERIS)에 등록된 국내 학술지 논문 중 '자영업'

58.4%에 달하는 1조5550억원을 투입했다. 반면

연평균 15% 이상 임차료가 오른 꼴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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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비용도 낮춰야 한다. 생존율이 낮은
자영업 시장에서 처음부터 너무 큰 돈을 들여 창
업했다가 망해서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패자부
활전, 즉 재창업이 힘들어진다.
국내 자영업 창업의 고비용 구조를 야기하는 가
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
리금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서
울 주요 상권의 권리금은 A급 상권은 보증금의
약 2배, B급 상권은 1.5배에 달한다(시설·집기
등을 인수하지 않는 '바닥권리금' 기준). 서울 B
급 상권에서 20평 가게를 열려면 보증금 5300만
원, 권리금 8000만원 가량이 든다. 보증금은 나
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보장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크다. 재일 사업가인 최
한우 리얼커머스 대표는 "일본에는 권리금이 없
다. 점포 보증금도 최대 1년치 월세를 내는 수준
으로, 초기 창업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적게 든
다. 한국에만 있는 권리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교적 낙후된 상권의 상가도 포함한 것으로, '

드 인지도를 높이고 마케팅 활동을 하며 가맹점

보증금과 권리금은 건물주나 전 임차인에게 달

핫'한 상권으로 좁혀보면 임차료 상승률은 훨씬

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수익 자체가 목

린 문제지만 인테리어·장비 등 시설비는 점주

가팔라진다. 2~3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리는 곳

적은 아니란 얘기"라면서도 "그런데도 임차료가

가 조정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런데 이 비용도

도 적잖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라 이마저도 여의치

거품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경수

1000개 넘는 점포를 모두 임차해서 영업하는 스

않다. 지난해에는 매출 대비 임차료 비중이 20%

폐업119 대표는 "폐업 사례 3000여건을 컨설팅

타벅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

가 넘어섰다"라고 토로했다.

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왜 굳이 이렇게 많은 비

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스타벅스의 전

과도한 임차료 인상을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용을 들여 창업했나' 싶은 수준이었다. 발품을

년 대비 임차료 상승률은 20.4%로 영업이익 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차료 인상률

팔아 보다 저렴한 자재를 찾고 불필요한 낭비 요

가율 17.2%을 앞질렀다. 2015년 한 해동안 매장

을 연 9%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소를 줄이면 창업비용의 20~30%는 줄일 수 있

이 129개 늘어 영업이익도 늘었지만 그보다 더

(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서울 기준) 점

다"며 안타까워했다.

빠른 속도로 임차료 지출이 늘어난 것.

포만 해당하는 데다 연 9%도 너무 높아 재개정

단기 유행에 휩쓸려 섣불리 창업하는 세태도 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뚜레쥬르는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저가주스와 대만카

서울 시내 10여개 직영점의 평균 임차료가 최

위드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임차료

스테라가 대표적인 예다. 수개월 만에 전국에 수

근 5년 새(2011~2016년) 240%나 올랐다. 특히

로 최초 2년 계약 후 연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진

천개 매장이 생겼지만 요즘은 일 매출 10만원대

강남점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 매장 문을 닫

다고 가정하면 할 때, 2년차까지는 100만원, 3년

이하로 적자를 기록 중인 곳이 태반으로 알려진

아야 했다. 물론 파리바게뜨 강남점도 같은 운

차 109만원, 4년차 118만원, 5년차 130만원이 된

다. 외식자재 공급업체인 매일엠즈푸드시스템

명을 맞았다.

다. 4년 후 임차료 부담이 30% 오르는 셈인데,

의 이범훈 대표는 "한때 유행했던 치즈등갈비는

커피 프랜차이즈 E사도 같은 기간 서울 시내 직

이는 물가상승률이 연 3%도 안 되는 점을 감안

2개월도 안돼 주문이 뚝 끊길 만큼 금방 시들었

영점 임차료가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이

하면 임차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건

다. 갈수록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상 올랐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직영점은 '쇼윈

물주와 임차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적정 수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아이템을 개발

도(전시) 효과'가 있는 주요 상권에 입점해 브랜

준 임차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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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홍덕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2002년 5월 제정되었다. 가맹사
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은 15년간 10차례 개정되었다. 10차례
개정 중 2008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크게 손질한 이후 새 정부 들어 올해 말 대폭 개정
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대대적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제·개정사를 통
해 국내 프랜차이즈 제도와 규제 변천사를 살펴보자.

֛ࢸࣁѼߪઃઁ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효시는 1977년 림스치킨이다. 해외 수입 브랜드가
아닌 국내 양념통닭 림스치킨이 신세계백화점 내 1호점을 개점하며 프랜차
이즈 첫발을 내딛었다. 산업적으로 틀을 갖추기 시작한 때는 2년 뒤 롯데리
아의 국내 진출이다. 롯데리아는 일본에 이어 일원화된 물류시스템 등 체계
화된 프랜차이즈 특징을 선보이며 소공동 1호점을 오픈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한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IMF 경
제위기를 맞으면서다. 수많은 실업자와 퇴직자들이 창업 시장으로 쏟아지
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시장이 갑자기 커짐과 동시에
부작용도 양산되었다. 일부 가맹본부들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행위로 가
맹희망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
정 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프랜차이즈 국내 도입 후 20년간 민법, 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일반적인
법에 기초해 이루어져 왔던 가맹산업의 한계를 드러냈고 가맹사업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과 구조가 반영된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
이 대두하게 되었다.
2002년 5월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다. 가맹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다. 정보공개
서의 사전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중요 정보를 누
락할 경우와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중단의 경우 가맹금을 반환토록 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유무를 심사 요청할 수 있고 가맹
본부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2002년 11월
시행된 <가맹사업법>은 의무 사항을 강제하는 규정이 약해 선언적인 성격
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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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 일정기간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그 계약은 일방적으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친 개정은 타법 개정(다른 법률의 개정

로 종료됐다. 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에 따라 해당 법률의 개정)이거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현행 가맹거래사) 자

있는 권리를 부여해 양방의 형평을 맞추었다.

격 요건 규정 등 미미한 개정이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가맹본부 사업자단체에서 공정거래위 산

노무현 정부 임기 1년을 앞둔 2008년, 현행 법과 유사하게 대폭적으로 개정

하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명칭을 가맹거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 법 제정 당

래사로 변경했다.

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로 규
정했지만 등록제를 통해 내용이 표준화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토록

࢜ݔচઃҗjಪഞ҅ђࢸьਅӚ

했다. 가맹본부의 매출 등 일반현황,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또 한번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허위·

업자의 부담 등 가맹거래 계약에 필요한 정보 등을 반드시 수록토록 했다.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금 제도가 신설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

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

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모집하는 경우,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록 하여 가맹본부의 반발을 일으켰다.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사실상 국내 가맹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만 하면 사

것을 확인한 후 가맹본부가 금융기관 등에 예치된 가맹금을 수령 가능하게

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정보

하는 제도다. 단,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 피해보상이

공개서 등록 취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가능한 경우에는 예치제의 적용을 배제했다.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의 ‘간판 등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도 신설했다.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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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40% 이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지

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

위와 협상권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를 마련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영업지역 설정의 의무화, 동반성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장 협약 체결 권장,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연장(2개월→4개월) 등도 이때 만

이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업무를 연계하고

들어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
관할 계획이다. 대부분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이다.

ߕੋմߧࣜ೩ߕ࢜ઃت

<가맹사업법>은 규제의 역사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

2016년 3월 8차 개정에서는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을 협의에서

는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

‘합의’로 강화했고 가맹거래분정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

적인 개선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해당 규제를 강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했

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

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록 변경했다.

2007년 제정됐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 진흥법)은 가

2016년 12월 9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재량사

맹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취지였으나 현재 사문화된 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10차 개정(2017.10. 시행 예정)가맹사업 분야에도 현재까지

<가맹사업 진흥법>은 5차례 개정했으나 대부분 타법 개정이었다. 산업통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허위 과정 정보

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5년마다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를 제공하거나 가맹계약 중단 관련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에서 손

을 세워야 하나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피부로 체감한 정책을 본 적이 없

해를 배상토록 했다.

다고 토로한다.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새 정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창출의 보고’와 ‘예비 창업자

을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 품목 마진 등 정

의 꿈’이라는 순기능이 존재하는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병

보 공개를 강화하고 가맹사업자단체의 지위와 협상권을 기존보다 제고시

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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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연혁

제정 (2002.05.13.)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기본 준수 사항 규정
가맹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1차개정 (2004.01.20.)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 요건 규정

2차개정 (2004.12.31.)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신설

3차개정 (2005.12.29.)

가맹금 예치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신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변경

4차개정 (2007.08.03.)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5차개정 (2010.03.2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으로 인한 타법 개정

6차개정 (2012.02.17.)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근거 마련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추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명단 공개 및 등록 취소 사유 확대

7차개정 (2013.08.13.)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구체화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40%이내 가맹본부 부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영업지역 설정의 의무화 및 영업지역 보호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변경을 협의에서 ‘합의’

8차개정 (2016.03.29.)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절차 신속 개시 의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9차개정 (2016.12.20.)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공개,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

10차개정 (2017.04.1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1차개정 (2017)

2017년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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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Ӗۿਖ਼рݜਚ݇ਙр࠙
ࣙ࢜җ੍Ҍࣙjದਦӟlઁ࠙рਙା݅۴೩ঢ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등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새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
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
이다. 문제는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
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맞는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
부분 소상공인들은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정부의 지원책을 포함
하여 상시근로자 3~5인의 가맹점이 한달 간 실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자.
WRITE 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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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
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9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
로 무려 16.4%나 올랐다. 새 정부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했
던 15.6%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월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1일 8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고려한 액수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
우면 지급되는 1일분의 추가 지급 수당을 말한다. 따라서 월 근무시간은 209
시간(=주당 48시간*4.34주)이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7530
원*209시간)이 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6470의 월 환산액 135만2230원
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자마자 그
다음날인 7월 16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
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부랴부랴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반발과 인건
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ਚ݇ਙ੦ઁূࢴਙ
지원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다.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에서 일부 부담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
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그 대상을 축소
할 것이라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9%다. 총 예산은 3조원 내외로 최저
임금 하한선에 놓인 근로자 1인당 월 12만2000원이 지원된다.
직접 지원은 사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임금을 재정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
담하는 초유의 방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내후년 최

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상가 임

저임금도 내년만큼 인상할 계획이어서 1년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신용카드 일반 수수료율에 비해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카드 가맹점(가맹사업의 가맹점과 구분)이 확대

ݔলਙੋೠٚࣽࣽܒഎఘ

된다. 연 매출액 2~3억원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 현행 1.3%에서 0.8%로,

영세 가맹점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과 정부의

연 매출액 3~5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94%에서 1.3%를 적용

각종 지원 대책을 감안해 월별로 추가 지출해야 할 부담액이 얼마인지 추

한다. 정작 제일 영세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는 현행 0.8% 그대로 적용, 혜

정해보자. <56p. 표1>

택이 없는 셈이다. 이 카드 수수료 정책은 최저임금 확정 전인 지난 6월 <여

연간 매출액이 2억, 3억, 5억원인 가맹점은 각각 3명, 4명, 5명이 근무하는 사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로, 최저임금 대책과는 무관하게 진

업장으로, 근로자 전원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행된 정책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올해 대비 내년의 인건비 추가와 신용카드수수료 우대,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

등의 혜택을 감안하여 추정치를 산출했다. 4대보험은 신규 가입을 전제로

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음식업종에 적용되는 공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인상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

먼저 최저임금을 월 환산하면 근로자 1인당 22만1540원의 인건비가 추가된

원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 혜

다.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택을 주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3.06% 등 1인당 14만8879원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근로자 1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규 가입자는 60%, 기존 가입자는 40%에 해당하는

인당 37만419원이 추가 지출되는 셈이고 3인 사업장은 약 110만원, 4인 사

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해 준다. 현행 월 평균 보수 140만

업장은 약 148만원, 5인 사업장은 약 185만원 월 인건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원 미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보수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혜택을 고려해보자. 정부의 직접 지원 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원 수준에서 4조원 규모로 단계적 확충

액은 최저임금 인상분 중 9%에 해당하기에 월 12만2000이 지원된다.

계획과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계획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장에는 변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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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월 추가 순부담액 (4대보험 신규 가입) *연매출 2억원이하 사업장은 근로자 3인, 2~3억원은 4인, 4~5억원은 5인으로 가정
항목

세부 항목

2017년

2018년

최저임금

6,470

7,530

최저임금 월 환산

1,352,230

1,573,770

사업장 부담
3인

4인

5인

221,540

221,540

221,540

비고

주8시간,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A.
사업장별
월 추가 부담액

합계

국민연금(4.5%)

70,820

70,820

70,820

건강보험(3.06%)

48,157

48,157

48,157

장기요양보험료(0.2%)

3,148

3,148

3,148

고용보험(0.9%)

14,164

14,164

14,164

산재보험(0.8%)

12,590

12,590

12,590

소계

148,879

148,879

148,879

1인당 월 부담액

370,419

370,419

370,419

사업장별 월 부담액

1,111,256

1,481,674

1,852,093

직접 지원 1인

122,000

사업장별 직접 지원

122,000

외식업 기준

122,000
366,000

488,000

30인미만사업장

610,000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연매출액 2억원이하

B.
사업장별
월 영세업자 지원액

변동 없음

연매출액 2~3억원

227,500

140,000

연매출액 3~5억원

565,833

379,167

연매출액 2억원이하

246,914

275,229

연매출액 2~3억원

370,370

412,844

연매출액 3~5억원

617,284

688,073

87,500

월 환산,카드사용율 70%
186,667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28,316

매출액 20% 매입 가정
42,474

매출액 20% 매입 가정
70,789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매출액 2억원이하

신규 가입 가정

152,970

254,951

821,934

연매출액 3~5억원
C. 사업장별

연매출액 2억원이하
연매출액 2~3억원

(C=A-B)

연매출액 3~5억원

신규 가입 가정

547,286

연매출액 2~3억원

월 순추가 부담액

신규 가입 가정

203,961

연매출액 3~5억원
연매출액 2억원이하

매출액 20% 매입 가정
고용및국민연금 60%

연매출액 2~3억원

합계

월 환산, 카드사용율 70%

1,122,407
563,970
659,740
729,686

고 매출액 3억원 사업장은 0.5%포인트 인하의 수혜를 받는다. 매출액 중 현

한 가맹점일수록 인건비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가맹점이 기존

금이나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률을 70%라고 가정하면 월 8만

4대보험 가입장인 경우에도 월별 순 추가 지출액은 3인 가맹점 약 32만원,

7500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매출액 5억원 사업장은 월 18만6667

4인 가맹점은 약 33만원, 5인 가맹점은 약 32만원으로 추정된다. <57p. 표2>

원의 수수료가 올해에 비해 줄어든다. 외식업 가맹점은 농수산물 의제매입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인상으로 부가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면세 농수

과,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순이익이 100~200만원 사이가 28.6%, 200~300만

산물 매입액을 매출액 기준 20%라고 가정하면 연 매출 2억원 가맹점은 월

원 사이가 17.5% 등 100~300만원이 46.1%나 차지했다. 평균 순이익과 대비

2만8316원, 3억원 가맹점은 4만2474원, 5억원 가맹점은 7만789원의 부가세

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추가 지출 산출액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

인하 효과를 누린다. 1인당 최저임금 인상과 4대보험 신규 가입하면 3인 근

에 없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임금인상으로 인해 종업원을 줄이고

로자 가맹점은 약 111만원, 4인 근로자 가맹점은 약 148만원, 5인 근로자 가

내가 더 일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맹점은 약 185만원의 인건비 관련 월별 추가 지출 부담액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은 폭탄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 ‘1년

이 부담액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하면 월별 순 추가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정부 지원

지출액은 3인 가맹점 약 56만원, 4인 가맹점은 약 66만원, 5인 가맹점은 약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73만원으로 추정된다. 추정 부담액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작을수록 즉, 영세

성장이 달성되기 전에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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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월 추가 순부담액 (4대보험 기존 가입) *연매출 2억원이하 사업장은 근로자 3인, 2~3억원은 4인, 4~5억원은 5인으로 가정
항목

세부 항목

2017년

사업장 부담

2018년

3인

4인

5인

최저임금

6,470

7,530

최저임금 월 환산

1,352,230

1,573,770

221,540

221,540

221,540

비고

주8시간,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A.
사업장별
월 추가 부담액

합계

국민연금(4.5%)

60,850

70,820

9,969

9,969

9,969

건강보험(3.06%)

41,378

48,157

6,779

6,779

6,779

장기요양보험료(0.2%)

2,704

3,148

443

443

443

고용보험(0.9%)

12,170

14,164

1,994

1,994

1,994

산재보험(0.8%)

10,818

12,590

1,772

1,772

1,772

소계

20,958

20,958

20,958

1인당 월 부담액

242,498

242,498

242,498

사업장별 월 부담액

727,493

969,991

1,212,488

직접 지원 1인

122,000

사업장별 직접 지원

122,000

외식업 기준

122,000
366,000

488,000

30인미만사업장

610,000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연매출액 2억원이하

B.

변동 없음

연매출액 2~3억원

227,500

140,000

연매출액 3~5억원

565,833

379,167

연매출액 2억원이하

246,914

275,229

연매출액 2~3억원

370,370

412,844

연매출액 3~5억원

617,284

688,073

87,500

월 환산,카드사용율 70%
186,667

월 환산, 카드사용율 70%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별
월 영세업자 지원액

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28,316

매출액 20% 매입 가정
42,474

매출액 20% 매입 가정
70,789

매출액 20% 매입 가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및국민연금40%

연매출액 2억원이하

87,625

101,980

연매출액 2~3억원

116,833

135,974

연매출액 3~5억원

146,041

169,967

기존 가입 가정

19,141

408,672

연매출액 2~3억원

637,115

연매출액 3~5억원
C. 사업장별

연매출액 2억원이하

월 순추가 부담액

연매출액 2~3억원

(C=A-B)

연매출액 3~5억원

기존 가입 가정

23,926

연매출액 2억원이하
합계

기존 가입 가정

14,356

891,382
318,821
332,876
321,106

표3 최저임금 연도별 추이

(원)
7,500

7,530

7,000

(%)
28
24

6,470

6,500
6,000

20
16.4

6,030

16

5,580
5,500
5,000

인상률
최저임금액

▲

인상액

12
4,860
4.9

4,580

8.1
7.2

7.1

8
7.3

4,320

6.0

6.1

4,110

▲230

2.8
▲110

▲210

▲260

▲280

▲350

▲370

▲450

▲440

▲1,06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500
4,000

5.1

5,210

4,00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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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운영하던 브랜드 중 하나인 커피식스 매장 전경

р۠ॵ࠙ࠆݜݸрݜਹڄೠգ
tஶ৶u 故ьവಶݐѼূઃتࠃৰਅҵ
지난 7월 故강훈 KH컴퍼니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업계는 물론이고 많은 소비자
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모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소식을 비중있게
다룬 바 있지만 성공 신화를 수차례 써 내려 온 故강훈 대표를 둘러싼 상황이 이 같은 결말
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WRITE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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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안을 제안하고 있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좌)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우)

‘커피왕’ 故강훈 대표의 사망으로 모회사 KH컴퍼니 등과 관련 협력사들

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가뜩이나 높지 않던 정

의 미래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故강훈 대표

상화 가능성은 故강훈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

가 이끌던 망고식스 100여곳, 쥬스식스·커피식스 220여곳 등 총 3백여 곳

손과 각종 송사 가능성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의 가맹점이다. 그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온 가맹점 사

내부 상태도 심각하다. 이미 KH컴퍼니는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인테리

업자들은 故강훈 대표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현 제

어·간판·기계장비 등의 대금을 받아 놓고도 30~40억원 가량을 협력업체에

도상 가맹본부가 무너지면 가맹점이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지불하지 못해 물의를 빚어 왔다. 본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못해

하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퇴직, 현재 남은 직원은 수 명에 불과하고 가맹점에 물류를 제대

물론 향후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물류

로 공급하지 못한 지도 반년이 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그저 손놓고 기다리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회생 절차 개시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7

는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에 이번 일을 계기로 가맹본부가 무너질 경우

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KH컴퍼니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13부(이진

를 대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웅 부장판사)는 故강훈 대표의 사망으로 기일을 연기한 끝에 두 차례 심문
기일을 열었지만, 故강훈 대표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한 KH컴퍼니는 결국 8

tুசؙؚசѼuрݜਖ਼ׂٞޝ

월 22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했다. 사내 이사가 없어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와 커피식스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KJ마케

심지어 임시 대표조차 뽑지 못한 KJ마케팅의 회생 절차 신청은 기각됐다.

팅은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KH

KH컴퍼니 등은 회생계획안을 정리하고 채무관계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컴퍼니는 2015년부터 성장세가 꺾여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매출은 106억원

등을 파악해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낼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

으로 전년 194억원에서 반토막났고 영업손실도 11억 원으로 늘어났다. 자산

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는 미지수로 3백여명의 가맹점

총액은 70억 1400여만원, 부채는 68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상화 일정이 더

사측은 회생 절차를 거쳐 회사를 매각하거나 투자를 유치해 조달한 자금으

욱 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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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크라운베이커리

рݜӚߊഞߪۺ݇बമࣁհউ

ӟҖਹtрनߔӣuࣙࡼ

이처럼 가맹본부의 사업 중단 가능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가맹점 측을

그나마 가맹금은 법적으로 반환 의무를 지울 수단이라도 있지만 그 외의 피

제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가맹점 사업자들이 직

지적돼 왔다. 현재 관련 법령상 가맹점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가맹

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 반환 요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이번 망고식스 사태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들이 인테리어·간판·기계장비

과도 같은 폐업 위기의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등의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가량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물론 KH컴

않을 공산이 크다. 가맹금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

퍼니 측은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

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가맹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

장이다. 하지만 이 대금이 가맹점 사업자에게로 반환될지 협력업체로 지

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

급될지도 예측하기 힘들고 회사 사정을 감안할 경우 가맹점 당 평균 1000

자에게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

만원에 가까운 대금이 과연 가맹점 사업자에게 무사히 전해질 수 있을지

하지만 실제 가맹금 반환이 성사되기까지는 가맹사업 중단의 부당성, 가맹

도 미지수다.

본부의 지급 여력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2항에 따르

또한 점포를 둘러싼 문제도 가맹점 사업자들을 막막하게 하는 요소다. 업

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잔여 가맹계약 기간, 가맹본부의 귀책 정도 등에

계에 따르면 망고식스 가맹점 사업자들은 본사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과 매

따라 가맹금 반환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장 임차 계약을 별도로 맺는 체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여 KH컴퍼니의 회

결국 결론에 이르기까지 소요될 기간과 비용 및 수고, 업종전환 시 새롭게

생 절차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대 계약이 그대로 종료될

들어갈 억대의 인테리어 비용 등 폐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영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경우 거금을 투자한 매장 인테리어나 매장 권

을 영위해 온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

리금 등도 허공으로 흩어질 공산이 크다.

렵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상

결국 가맹점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밖에

위 10개 커피 브랜드의 최초 가맹금은 평균 2천만원 선으로 조사된 바 있다.

남지 않는다. 가맹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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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H컴퍼니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만큼 이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단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의 필요성도 더

들이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직·간접적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푸는

욱 커지고 있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의 원인이 불공정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닌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예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맹

만큼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가맹사업법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생계형 가맹점 사업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 수 년간 프랜차이즈 산업의 외연이 크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확대되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가맹본부가 사라지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직접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맹사업 중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거의 축적돼 있지 않은 것도 결국 법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초기 가맹점 사업자의 지원에 쓰지 않는

적 절차에 나선 가맹점 사업자들이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한 경우 절차에 따라 예치된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영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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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사업 개시 당시 본부에 건넨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가 갑자기 무너진 대표적 사례인 크라운베이커리 사태를 살펴 보

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면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물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크라운베이커리는 1968년 설립돼 수 십여년 간 제빵업계의 선두주자로 자

가맹금 문제뿐 아니라 인테리어 하자 및 과다 비용 징수, 상권분석 실패, 물

리매김해 왔던 크라운제과에서 1988년 별도 분리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품 공급 지연 등 조금 더 다양한 사유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 진다. 하

였다. 전성기를 누리던 1990년대에는 가맹점 수가 1천여 개에 육박할 정도

지만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실효성이 떨

로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그룹의 뚜

어지는 부분이다.

레쥬르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밀리면서 가맹점 수가 꾸준히 줄기 시작했다.
2011년 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후 2012년 모회사 격인 크라운제과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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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다시 합병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

결국 2013년 크라운베이커리는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사업 중단을 선언하기

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초 한 TV 프로

에 이르렀고, 숱한 가맹점들의 이탈에도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70여명의

그램에 출연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프랜

가맹점 사업자들은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반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차이즈 상생협안을 위한 5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폐업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미 중단 선언 1년여 전

장제원 의원은 그 중 하나로 가맹본부의 보험 의무 가입 안을 소개했다. 가

부터 가맹사업 정리 움직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제소하는 등

맹본부의 부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보험을 들도록

크게 사이가 틀어져 있던 상황이었다.

만들어 이번 사태 같은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적게는 1억원 가량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투자한 대부분의 가맹

해당 개정안은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담 증대, 경영난의 책임 소

점 사업자들은 결국 현실적 문제에 부닥친 끝에 직전 12개월 매출의 한 달

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균을 기준으로 1000만~1500만원 수준의 보상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인 반응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위기

이들은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거나 다시 거금을 끌어

에 처한 가맹점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이 상생

와 타 베이커리 브랜드로 전환했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당시 대부분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회사의 무책임한 영업 정책 탓에 매출이

점에서 이목이 되고 있다.

크게 떨어지고 결국 가맹사업 중단에 이르게 된 만큼 보상금 규모가 너무

또한 앞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생혁신안 마련에 착수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본사가 사업 철수를 선언해 버린 만큼 오랜 갈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등으로 지친 상태라 마지 못해 협상에 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나

간담회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각종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신설하

마 크라운베이커리의 경우는 크라운제과가 버티고 있어 보상이 가능했지만

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조

중소 가맹본부의 경우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합은 다단계판매업과 상조업에 총 4개가 있으며 이들 업종은 공제조합 설
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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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공제조합 설립 요건

지난 7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 숫

등이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가맹사업 분야에서 설립된 공제조합은 없다.

자는 전년에 비해 9.2%나 증가한 4268개로 늘었지만 평균 가맹사업기간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4년 8개월로 5년도 채 되지 않았다.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가맹본부가 늘어

지원과 가맹본부들의 출자를 유도, 공제조합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가맹점

나는 만큼 가맹본부가 경영 악화, 파산, 부도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

사업자와의 상생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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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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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가 시사적 화두가 된 만큼이나, 이와 연관해서 ‘젠
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 역시 가장 높은 관심을 받
는 단어 중 하나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시사예능 ‘알아두면쓸데없는
신비한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에서 언급되며 더욱 관심을 받았다.
WRITE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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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처

때문에 가치가 크지 않은데 반해, 토지의 경우 따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

음 사용하였다. 글래스는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

에 상대적으로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하여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

하지만 이렇게 가속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상권은 결국 쇠

바꿈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하층계급 주민은 치솟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

락의 길을 걷게 된다. 투자수익률 대비 임대가격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

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남으로써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

기 때문에 공실률도 늘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현재의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이 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뜨는 지역’의 미래를 가늠할

이처럼 일정 지역에 자본이 집중 투여되면서 해당 지역은 환경이 향상되고

수 있다. 압구정로데오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권이 몰락한 대표적

부동산 가격 등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그에 따라 비용도 높아

인 사례로 꼽힌다.

져서 원래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

2015년부터 로데오거리 안쪽을 중심으로 꾸준히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다.

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임대료가 낮아지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상권의 쇠락에 있다. 올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번성해진 구도심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해 2분기 기준으로 압구정로데오 거리의 ‘3년간 개업 대비 폐업신고율’은

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 사례로 홍익

19.6%다. 점포를 낸 상인의 5명 중 1명은 3년 내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작

대학교 인근(홍대 앞)이나 경리단길, 경복궁 근처의 서촌, 상수동 등지를 예

년 2분기에는 3년간 개업 대비 폐업신고율이 16%였는데 1년 만에 3.6%포

로 들 수 있다. 임대료가 저렴했던 이 지역에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나 공방,

인트 상승했다. 기존 전체 상인 중에서 폐업한 비율을 뜻하는 ‘폐업신고율’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유동인구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처

도 1년 새 2.1%에서 4.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 하락과 폐업 증가로

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이 유입되어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

공실도 급증했다.

는 등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모하였고, 결국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

상권 침체가 지속되자 강남구는 압구정로데오 상권 내 건물주와 상인들

게 된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이 떠나게 되었다.

로 로데오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대료 인하, 상권 활성화 방
침도 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콘텐츠가

ওҵઁؚۿৡ࢜ӄۇރಶ੍ۻ

마련되지 않는 한 압구정로데오 거리의 상권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내다

‘알쓸신잡’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계기는 경주 황남동의

보고 있다.

카페거리가 1~2년 만에 10배에 가깝게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경리단길의 모습 역시 로데오거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핫플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 토지 임대

레이스로 떠오르며 상가 임대료가 무섭게 치솟았던 이곳은 찾는 사람들이

료와 빈곤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집 걸러 한집 꼴로 문을 걸어잠근 점포,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 보다 부동산 지가 상

간판을 떼어낸 점포 등 다소 황량한 모습이다.

승폭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 기술 진보로 창출된 부는 결국 토지 소유주

“젠트리피케이션에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그러나 도심의 쇠락은 모

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화폐를 비롯한 생산제는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기

두를 패자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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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9%에 비

중소벤처기업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가 치솟아 그 동네를 일군 임

해서도 한참 낮은 것이다. 특히 성수동 일대가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

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

는 상권 중 하나로 임대료가 치솟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

산되자, 지난 7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

과라는 평가다.

였다. 그간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상가건물

성동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611개 업체 중 올 상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다.

반기 임대료 계약을 갱신한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차인 탐문 방식으로 전

동법을 통한 노력에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지역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

수 조사를 실시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

구권 행사기간(5년),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9%), 퇴거보상제도 미비 등의 이

길, 상원길 일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에서 특별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마련하고자 상가임대차

성동구는 “떠오르는 동네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수동 지역의 상승된 가치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공청회를 공동

를 건물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

개최한 것이다.

로 상생협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이로 인

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

한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환산

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 경제상황 반영),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 →10

성동구는 지난해 초부터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년),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인정,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전통시장 포함), 임

지킨다고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해 왔다. 1년6개월 만에 성수1가2동 건

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를 둘러

물주 중 62%가 이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업체

싼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이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체결 업체에서도 임대료 인상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됐

고 입을 모았다.

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들에서는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2.9%로 조사됐
고, 미체결 건물들에서는 4.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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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추진해온 ‘상생협약’이 임대료 상

“상생협약이 임대료를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적용 구역을 확대해

승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가 발표한 ‘2017년

나갈 방침”이라며 “상생협약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성을 부여

상반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수1가

하거나 동참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적극 고민해 나갈 것”이라

2동에서 올 상반기 임대료 갱신 계약을 한 78개 업체 중 60곳에서 임대료

고 말했다.

가 동결됐다. 또 78개 업체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지난해 17.6%에서 올

아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성패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

상반기 3.7%로 13.9%포인트나 떨어졌다. 성수1가2동 내 서울숲길 일대는

고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런 성과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사회문제를 어

지난해 임대료 평균 인상률이 19.3%였지만 올 상반기에는 6%에 그친 것

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으로 조사됐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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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명단 발표 이어 재조사·보완조사⋯부적합 농가 52곳

‘살충제 계란’ 파문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국 산란계 농장
52곳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8월은 전 국민을 불안케 만들었다. 농
약 검출 계란 자체도 문제지만 식품당국은 전수조사와 발표과정에서 미
숙함을 드러냈고 친환경 인증 및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등 정부 인증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다. 정부의 ‘인체 무해’ 발표에
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 가격이 25% 폭락하는 등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
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에 대한 전수 검사에
서 살충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52곳이라고 발
표했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곳), 비펜트린(37곳), 플루
식품의약품안전처

페녹수론(5곳), 에톡사졸(1곳), 피리다벤(1곳) 등 5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농가에서 제출한 계란으로 검사했다는 주장이 제
기되어 농가 121곳을 재조사했고 일부 살충제가 검사항목에서 빠진
지자체의 농가 420곳을 보완조사하는 등 허둥지둥됐다. 재조사와 보
완조사 과정에서 각각 2곳과 3곳 농가가 추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
다. 그 사이 해당 농가의 계란은 버젓이 시장에 출하되어 유통됐다.
발표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었다. 최초 부적합 판정 농가 명단에 적합
농가 9곳을 잘못 포함시켜 엉뚱한 피해를 끼쳤다. 부적합 판정을 받
은 농가의 난각코드 정정은 수차례 이어졌다. 부적합 농가 52곳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31곳(59.6%)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인증
제도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이 31곳 중 2/3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출신 퇴직자가 있는 민간인증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나 ‘농피아’(농관원+마피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친환경 인증 농
가 37곳은 허용치에 미달되지만 살충제가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
었다. 부적합 판정 농가 중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
썹)을 받은 농가도 29곳이나 포함되어 부랴부랴 평가 항목에 살충제
를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1일 부적합 농가의 계란에 포함된 ‘살
충제 5종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들 중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 섭취자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계에서는 정부의 발표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대
한의사협회는 “살충제 계란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 독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과 인체 사례 보고가 없다”며 “
위해성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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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8.21.현재)
란
계
합
적
살충제 부
연
번

난각코드

시도

농가명

인증
사항

검사
기관

검출농약

검출양
(mg/kg)

기준

연
번

난각코드

시도

농가명

인증
사항

검사
기관

검출농약

검출양
(mg/kg)

기준

1

7051

울산

미림농장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6

0.01

28

13나성준영

전남

나성준영(최연호)

친환경

농관원

피프로닐

0.0075

0.02

2

7001

울산

한국농장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

0.01

황금0906,

3

08신선농장

경기

신선2농장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7

0.01

황금0908,

4

06대전

대전

길석노농장

일반

지자체

에톡사졸

0.01

불검출

경북

황금자

친환경

농관원

피프로닐

0.018

0.02

경북

전순자

친환경

농관원

피프로닐

0.01

0.02

황금0912,
29

5

08LSH

경기

우리농장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15

0.01

황금0914,

6

08KSD영양란

경기

김순도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93

0.01

황금0916,

7

08SH

경기

박종선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3

0.01

황금0921

8

08쌍용

경기

조성우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32

0.01

14다인,
30
14DI

가남
9

0800103KN

경기

농업법인조인(주)
가남지점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42

0.01

0800104KN
10

08양계

양계농장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47

0.01

11시온

충남

시온농장

친환경

식약처

비펜트린

0.02

0.01

32

13정화

전남

정화농장

친환경

식약처

비펜트린

0.21

0.01

33

08신호

경기

신호농장

일반

지자체

피프로닐

0.013

0.02

08광명농장,

34

08LCY

경기

이창용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8

0.01

08광명,

35

08맑은농장

경기

맑은농장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854

0.01

08정광면

36

없음

경북

박태수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4

0.01

0802402NH

37

13우리

전남

장진성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272

0.01

정고만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4

0.01

11

12

경기

31

경기

08신둔

정광면

경기

신둔양계

친환경

친환경

농관원

농관원

비펜트린

0.043

0.01

비펜트린

0.064

0.01

38

13대산

전남

13

08마리

경기

마리농장(이한조)

친환경

농관원

피프로닐

0.0363

0.02

39

13둥지

전남

이효성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41

0.01

14

08부영

경기

오동민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111

0.01

40

13드림

전남

드림영농조합법인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3

0.01

15

08JHN

경기

주희노

친환경

농관원

Flufenoxuron

0.028

불검출

41

15CYO

경남

조영옥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5

0.01

16

08고산

경기

고산농장(주윤문)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38

0.01

42

08LNB

강원

윤정희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11

0.01

08서신

경기

김준환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18

0.01

43

11대명

충남

대명양계

일반

지자체

피리다벤

0.009

불검출

44

11CMJ

충남

대흥농장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7

0.01

45

11송암

충남

송암농장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26

0.01

46

08이레

경기

정충식

일반

지자체

비펜트린

0.093

0.01

47

04씨케이

인천

농업회사법인(유)
씨케이파머스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167

0.01

48

11주현

충남

윤재우

친환경

농관원

피프로닐

0.0763

0.02

충북

청운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627

0.01

17

11서영친환경
18

충남

박명서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197

0.01

11서영무항생란
19

11덕연

충남

송연호

친환경

농관원

Flufenoxuron

0.0077

불검출

20

11신선봉농장

충남

구운회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17

0.01

21

14소망

경북

김부출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3

0.01

22

14인영

경북

김중현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45

0.01

23

14혜찬

경북

박원식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16

0.01

10청운,
49
1000201DM

24

15연암

경남

김미옥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253

0.01

25

15온누리

경남

문경숙

친환경

농관원

비펜트린

0.018

0.01

50

없음

전북

황현우농장

일반

지자체

플루페녹수론

0.008

불검출

26

09지현

강원

왕영호

친환경

농관원

피프로닐

0.056

0.02

51

11시간과자연

충남

시간과 자연농원

일반

지자체

플루페녹수론

0.0082

불검출

27

13SCK

전남

청정농장

친환경

농관원

피프로닐

0.0036

0.02

52

11초원

충남

초원농장

일반

지자체

플루페녹수론

0.0078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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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내년부터 식육가공품도 해썹(HACCP) 인증 의무화
➋ 나트륨 함량·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지난5월부터

내년부터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대처에 힘쓰고 있는 모
습이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
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축산물

킨, 굽네치킨, 맘스터치, 놀부보쌈, 원할머니 보쌈, 더진국, 한촌설렁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

탕 등) 이번 의무 인증으로 인해 작업장 내의 위생 상태와 작업자들

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식육가공업에 해썹을 의무 적용

의 위생상태, 냉장·냉동시설이 강화됨은 물론, 원료육 입고시의 엄

해야 한다. 또한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

격한 품질검사와 매월 1회씩 외부시설에 제품을 의뢰해 미생물검사

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

를 실시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기본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➊식육가공업의 해썹 단계적 의무화 ➋원유
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➌도축

영세 식품업체, 시설투자 부담 느껴

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썹 의무품 목 확대 추진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해썹은 2016년 연

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

해썹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개최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

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구을)은 “해썹 의무품목이 단계별로 확대되면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강화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

시설투자 부담이 증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혔다.

면서 “해썹제도가 국민건강 보호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한 사업자들도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 제공

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부터 연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해썹 인증 의무화로 인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소비자

이하 업체도 해썹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지나친

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이미 해썹 인증을 해 온 프랜차

규제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이즈 외식업체들의 경우 소비자들과 가맹점주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전문가들은 품목류에 따라 포괄적으로 의무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문

가맹점 개설 확대와 매장매출 등의 효과를 누려 왔다. (BBQ, 네네치

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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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인 표시
시
해
위
을
식품 안전성

의무화

➊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
햄버거를 비롯해 라면 등 유탕면류와 국수, 냉면, 샌드위치 등 제품 포
장지에는 나트륨 함량을 의무적으로 비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수ㆍ냉면ㆍ유탕면류ㆍ햄버거ㆍ샌드위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
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지난 5월 19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
표준값)과 비교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
이며, 표시의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값‘
은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
려하여 식약처가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
비자는 식품을 살 때마다 제품에 얼마나
나트륨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➋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햄버거를 비롯해 라면 등 유탕면류와 국수, 냉면, 샌드위치 등 제품 포
장지에는 나트륨 함량을 의무적으로 비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
수ㆍ냉면ㆍ유탕면류ㆍ햄버거ㆍ샌드위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하
고 있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
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 표준값)과 비교한 비율(%)
로 표시하는 것이며, 표시의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값‘은 시장 변화
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식품을 살 때마다 제
품에 얼마나 나트륨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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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닭고기 가격공시제’ 도입을 공언했다.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우선적으로 계열업체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
적 가격공시제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의
무적으로 공시토록 변경하고, 2019년부터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로 소·돼지 등 주요 축종까지 품목을 늘릴 예
정이다.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육계계열사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구축한 가금
산물 가격조사 시스템에 가입한 뒤 직접 가격을 업로드하는 방식으
로 추진된다.
주요 공시정보는 계열사에서 위탁 사육한 생닭의 규격대별(대·중·
소) 매입가격과 물량, 거래처 유형별(프랜차이즈·대형마트·대리점)
판매 가격과 물량이 될 예정이다.
거래처 가운데 대형매장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등을 대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상으로 하며, 프랜차이즈의 경우 세부 명칭은 공개치 않고 계열사별
평균 판매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위탁 사육에 의한 닭 매입가격은 출하와 정산 시점에 차이가 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가격 인

생하고 있다는 계열사의 지적에 따라 추가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기

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닭고기 가격공시

로 결론지었다. 또한 모든 대리점의 판매가를 입력하는 것에는 물리적

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공시제 도입, 운영 방안

한계가 있는 만큼 판매물량의 50% 이상 또는 20개 이상 대리점의 판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육계협회 등과 회의

매가격만 기입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토종닭도 9월부터 가격공시

를 갖고 구체적 안을 도출했다.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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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시행
제
시
공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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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SHORT INFORMATION 1

닭고기 중량표시제,
생닭크기 '호'에서 'g'으로
정부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생닭의 '중량표시제'의
변경을 진행한다. 호수로 구분하는 닭고기의 중량을 정확한 그램(g)
수로 표기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닭의 내장과 머리, 발, 털을 제거한 '도계'의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구분해 5호부터 16호까지 호수로 표기한다. 예컨대 10호로 표
기된 경우 950~1050g 사이의 중량의 생닭을 의미한다.

현행 10호 생닭
950~1050g

현행기준으로는 통상 1kg 닭으로 알려진 10호 닭이라고 해도 실제 중
량은 950g만 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같은 값을 내고도 더 작
은 닭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량표시를 단
계별로 구분하되 하한선을 정해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
컨대 1kg으로 표시된 생닭이라면 실제 중량이 1kg 이상이 돼야 한
다는 것이다.

충량표시제 이후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생닭을 가공한 치킨의 중량표시 문제는 논

1kg하한규정 = 1kg이상

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SHORT INFORMATION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구분

현행

식육가공품의
HACCP 의무화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
업 HACCP 의무적용

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

<신 설>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

개정안

·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체표면 오염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도축 보류하거나
도축공정 중 제거되도록 함

·식육과 식용란 NRP 적용

·원유도 NRP 적용

축산물 운반업
시설기준 합리화

·지육 운반차량에 현수 설치 의무화

·지육을 포장 및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 현수 설치
예외 인정

일부 법정서식 정비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의
법정서식으로 한글증명서만 마련
·가축 출하 전 절식준수 사항 확인
서식 미비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영문증명서 마련
·도축검사신청서 에 절식 시작 일
시를 추가

NRP :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

도축검사신청서 : 도축장 위탁관리 하는 농식품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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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김종백

⥥₉ᯕᷩšಉᱽࠥ}ᖁ
➊ 유통업 불공정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➋ ‘김영란법’ 가액기준 개정될까
❸ ‘가맹사업 옴부즈맨 적극 활동 펼쳐

➊ 유통업 불공정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 종합대책 발표
유통업의 불공정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공
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8월 13일 대형유통업체
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 종합대책이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
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를 도입, 중소 납품업체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할 예정
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빠져 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도 규제대상에 포함,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기존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그리
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식행사 등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부담 의무를 명시한 <대규모유
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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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김영란법’ 가액기준 개정될까
김영록 농축산부 장관, 농민단체 법 개정 촉구에 개선 다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에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
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9일 천안시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
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 대회에 참석, “청탁금지법 선물비 상한
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
액은 현행 10만원에서 그 아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
도록 9월 중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
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각 농민단체들이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추
석 전 개정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까지 가액기준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
인 것으로 알려졌다.

❸ 가맹사업 옴부즈맨 적극 활동 펼쳐
공정위, 올해 외식업종 시범사업⋯13명 구성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이 불공정거래 근절 활동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출범한 가맹분야 공정거
래 옴부즈맨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하나로 옴부즈맨의 내부 감
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
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1기 옴부즈맨은 올해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운영하
며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
정원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업종별로 총 30명의 옴
부즈맨을 가동할 예정이며 최소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반기
별)해 소통을 정례화하고 긴급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업종
별 분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행위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은 공정위 담당 직원과
의 핫라인을 통해 상시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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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예비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윤리적인 프랜차이즈’ 6가지 원칙
by Paul Stafford, Startups
영국에는 9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로 인해 예
비창업자는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기 쉽지 않다. 그렇기
에 올바른 투자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노력 및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예비창업자가 올바른 프랜차이즈를 찾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
하다. 예비가맹점사업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가맹본부
의 사업운영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윤리적인 프랜차이즈' 원칙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가맹본부, 그래서 예비가맹점사업자에게 합당한 투자
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맹본부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윤리적인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며, 가맹본부의 사업 행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출처 : www.startups.co.uk )

COMPILE 유상목

PROFILE

現 FranOn Corporation 대표
現 ㈜미스터힐링 상임고문
現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전문위원
前 ㈜김가네 기획실장
前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前 세계프랜차이즈총회 서울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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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윤리 실행의 기본원칙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노력과 자본을 고려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프랜차
이즈 사업의 원칙을 이해했으므로 실제로 윤리적 프랜차이즈가 의미하
는 바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말하자면, 이것들은 예비 가맹
점주들이 프랜차이즈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다.
① 사업 타당성
프랜차이즈는 그 시스템 하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가맹점들
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집하
기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 직영점 운영
을 해보지 않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 컨셉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
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② 정보공개서
예비창업자는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철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본
부의 사업철학, 지속 가능성, 수수료 및 사업제안서 등을 이해하
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수익성이 있는
지 물어보고 그 근거가 어떤 조건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그 브
랜드 이면에 있는 사업 건전성, 회사의 연혁, 임직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③ 법적 검토
예비가맹점주는 해당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전에 기밀유지
조항이나 비공개 계약에 서명해야 하는데 증거예치금 지불은 상
식적이며 이것은 환불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유형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가맹점주들은 BFA(영국프랜차
이즈협회)에 소속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프랜차이

❶ 윤리적인 프랜차이즈의 기본
윤리적인 프랜차이즈에는 네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즈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단계를 건너
뛰지 마라!
④ 초기 교육훈련

① 그 프랜차이즈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전문 지식과 배경이 없는 업종

되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둘 다 유지할 수 있는 수

에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가맹점 하나가 성공적으로 개점

준의 수익을 통해서, 서류나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사업으로 입

되기 전에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영업 및 마케팅, 매장운영,

증되어야 한다.

시스템, 기술교육 등이다.

② 프랜차이즈란 전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즉, 동일한 시스

⑤ 지속적인 지원

템, 브랜드 및 품질 표준을 사용하는 여러 독립 사업자가 여러 위

하나의 가맹점이 사업을 시작하면 교육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

치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지원은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맹점에

③ 프랜차이즈는 유럽프랜차이즈 윤리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월 관리수수료(Monthly Management

들어 지고 운영되며, 이 강령은 가맹점사업자와 관련된 광고, 채

Service Fee-MSF 또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가다. 가맹본부가

용 및 상호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법적 구속력 있는 프랜차
이즈 계약은 브랜드와 많은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라.
⑥ 시너지

무게 중심을 주면서도 양 당사자에게 공평해야 하며 영국법, 유럽

가맹사업은 가맹점 모집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의 장기적

공동체 법 및 유럽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인 성공을 목표로 하며 MSF 또는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④ 가맹사업 제안서 및 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업정보는 예비가맹점

것에 의존해야 한다. 실제로 좋은 가맹본부는 훈련비나 관리비 등

사업자에게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예상 투자금액 및 예

초기 가입비에서 수익을 거의 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

상 수익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들을 잘 돕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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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업계에서 보기 드문 상
‘ 생’의 역사를 주도한 양기대 광명시장

FRANCHISE WORLD - 076

KTX광명역이 출발역인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vీࢾܽ،यੋઃ҅ӟۿتтװw
ದҡޛജమஐਵ೦jਮీࣙ࢜җ੍࢜ࢦjҗޘਙनҗчੋՓ

পӟҡݼन
‘무모한 도전을 현실로 만드는 마술사.’
양기대(55) 광명시장의 이미지다. 40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던 폐광산을 광
명의 랜드마크인 광명동굴로 변신시켰고 허허벌판이었던 KTX광명역 주
변을 세련된 쇼핑단지로 만들었다.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
으로 키우고자 대륙철도가 이어질 러시아·중국·몽골의 도시를 찾아 협
력관계를 맺고 있다. ‘무모한 도전’을 현실로 만든 비결은 그의 지칠 줄 모
르는 열정, 정치=신뢰라는 굳은 신념,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는 통섭의 리
더십이다. 광명에서 경기도라는 큰 무대로 옮길 고민을 하고 있는 양 시장
을 만났다.

WRITE 홍덕기 | PHOTO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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ߥكҶധਙࢸѤಃߕࠃיণ
양 시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동아일보에서 15년간 사회부· 정치부· 경
제부 기자로 근무했다. ‘한국의 기자상’을 두 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근성
있는 기자였다.
2004년 초 정치권으로 옮겼다. 한해 전에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
고 광명을 당원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정치인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다.

tٚ࠼הрմܿװuشݶҹђߌূߊߌ

더 늦으면 후회할까봐 과감하게 선택했다”며 당시를 회상하면서 “사회정

2004년의 광명과 2017년의 광명이 달라진 점에 대해 묻자 “처음 접한 광명

의를 실현하고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정치인으로의 변신 이유

은 지명도가 한참 떨어진 위성도시였다. 예를 들어 위치를 물어보면 개봉

를 밝혔다.

동 옆에 있는 도시라고 설명할 정도였다”고 말한 뒤 “이제는 광명동굴에

기자로서 권력과 사회를 감시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 직접 세상을 바

전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KTX광명 역세권에 수도권 쇼핑객이 찾아오는 도

꾸고 싶은 목마름은 여전했다는 의미다.

시가 됐다”고 커다란 변화를 설명했다. 요즘 광명사거리 땅값이 3.3㎡당 1

하지만 정치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광명을 선거에서 전재희

억원, 철산동 아파트 3.3㎡당 2000만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에게 두 번이나 연달아 패했다. 무려 6년이나 ‘반백수’로 지

양 시장의 취임 후 첫 프로젝트는 광명동굴이었다. 선거 공약을 곧바로

낸 양 시장은 “선거 패배는 매우 썼지만 약이 되었다”며 “무심코 스쳐왔던

실천에 옮긴 것이다. 1972년 폐광된 가학광산은 2010년까지 새우젓 저장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했다.

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폐광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양 시장의 아

2010년 16대 광명시장에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 7년째 시장직을 맡고 있

이디어에 대부분 거세게 반발했다. ‘붕괴 위험이 높다’ ‘중금속인 카드늄

다. 15년의 기자 경력은 정치와 시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종합적인

비가 내린다’ ‘피부병 생긴다’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등 비관적인 견해가

시각이 장점이었다. 한 면이 아닌 반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지배적이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다. “사소한 사안이라도 소관 부서만이 아닌 전

변화 없는 작은 도시의 공무원으로 의지와 경험이 없던 직원들부터 설득

부서가 모여 머리를 맞대면 쉽게 해결되었다”며 “공무원 특유의 부서 간

하기 시작했다. 기자 시절 몸에 익혔던 소폭(소주+맥주)을 주고 받으며 직

보이지 않는 벽도 허무는 효과도 보았다”고 말했다.

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년간 마신 소폭만 3000잔에 달했을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능력도 대책을 세우는데 힘이 되었다. 복잡하게 실

정도다. 징계와 감사가 두려워 새 시도를 꺼려하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타래처럼 얽힌 사안도 결국은 중요한 실마리 하나가 관건일 때가 많았다

책임은 시장이 진다”며 신뢰를 쌓았고 승진이라는 보상 체계도 확실하게

는 뜻이다.

보장하자 주도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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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광명역 역세권에 입점해 있는 이케아와 롯데아울렛 전경.

동굴 안전, 환경 문제 등은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동굴에서 식사와 와인 판

코스트코와 이케아는 중소상인들과 상생협의를 오랜 시간 수차례 진행한

매 등 전례가 없는 아이템을 시뮬레이션하며 ‘폐광의 기적’을 탄생시켰다.

끝에 결국 합의점에 도달했다. 양 시장과 광명시의 줄을 타는 듯한 중재

동굴과 음악콘서트, 동굴과 와인, 동굴과 벽화, 동굴과 조명쇼 등 융합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최근 이슈가 되

통섭의 승리였다.

고 있는 ‘상생’을 광명시는 5~6년전 심한 진통을 겪고 구현해 낸 것이다.
양 시장은 “사실 그때 정치 생명을 걸었다. 유치와 골목상권 보호는 둘 다

઼੍ࣙ࢜Ҁߊࢦ࢜ܵۿ

포기할 수 없는 과제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상생’의 역사를 통해

2004년 광명역은 경부 KTX의 출발역으로 시공되었다. 경기도 서남부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라고 회상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되자 광명역은 애당초 목표와 달리 간이역으로 추락했

ࠚೢփ઼ݢҶj۠नউتन࠙ఢ

다. 그래서 양 시장이 취임한 2010년에도 KTX광명역 주변은 전혀 개발

양 시장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착안한 때는 2015년이다. 평소 남북문제

이 되지 않았다.

에 관심을 쏟고 있었을 뿐 아니라 KTX광명역의 위상을 올리기 위함이었

양 시장은 역세권 개발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

다. KTX 출발역에서 밀려난 한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만회하

았다. 2011년 코스트코에 이어 스웨덴까지 날아가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

고 싶은 의도도 있었다.

케아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중소상인들의 결사 반대였다. 광명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양 시장은 유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

시아 대륙철도가 연결될 중국과 러시아의 도시부터 접촉하기 시작했다,

끼고 연일 입점 저지 집회를 열었다. 양 시장은 “시위대는 상복을 입고 관

단둥, 훈춘, 하산을 찾아 유라시아 대륙철도 계획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을 부수고 화형식도 가졌다”고 당시 심각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대규모 유

받아냈고 경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통업체의 입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골목 상

양 시장은 2014년 북한과 중국이 고속철도 건설(개성~해주~평양~신의주

권 보호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중국 단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정보를 올해 초 알게 됐다.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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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광명동굴.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와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찾아 경제교류 협약을 체결

만 나날이 변모하는 광명이 그의 손끝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했다. 30명의 시민원정대와 동반했다. 곧바로 KTX광명역과 개성을 잇는

양 시장은 1년의 잔여 임기 동안 마무리할 사업에 대해 묻자 “광명은 타 지

유라시아 대륙철도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역과 달리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양 시장은 “국가적인 사업을 작은 지자체장이 나서서 될 일이냐는 비아냥

약자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고 “광명동굴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각

을 많이 들었다”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밀알을 뿌리는

해 민간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심정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관한 질문에는 “경기도를 서울과 대등한 메

지난 3월 광명에서 한(광명)-중(훈춘)-러(하산) 등 3개도시 문화체육축전

가시티로 키우고 싶은 꿈은 갖고 있다”면서도 “여론을 더 들어보고 누가

을 연데 이어 9월(12~15일) 훈춘에서 열리는 2차 축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통섭의 리더십으로 광명을 이끌고 있는 양 시장. 광명시 공무원 12명의 이

҅ӟࢴܵتਐҙ٣ೢࣽવۿ

야기를 담은 책 <광명동굴을 만든 사람들>을 먼저 펴내 공로를 넘긴 후 자

종합병원 선정 작업도 마쳤다. 중앙대병원이 광명역 역세권 부지에 700병

신의 심정을 실은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를 나중에 출간하는 세심함을

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KTX광명역

지녔다. 수많은 상패와 상장 중에서 소상공인단체로부터 받은 감사패를

안에 도심공항버스터미널이 세워진다.

제일 자랑스럽게 여긴다.

양 시장은 임기 내내 365일 중 360일을 출근했다. 그것도 아침 6시에 나

양 시장의 무모하게 보이는 도전이 무한 도전으로 확장되길 기대하는 이

와 밤 11시. 보도자료 하나까지 일일이 챙기는 꼼꼼한 스타일이기도 하지

들이 많은 까닭이다.

FRANCHISE WORLD - 080

ҡشݼҹ
ਮܒђੋള
݇қҡѓ
خ౷l
Ҷ৮੍

݇߿౺تݔ

동굴테마파크로 불리우는 광명동굴은 유료 개장 2년4개월 만에 관광

을 불어넣었다. 금빛 벽면의 황금길은 금을 캐던 광산의 이미지를 최

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2011년에 개장한 광명동굴은 폐광이라는 특

대한 살려 관광객으로 하여금 황금 원석을 만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

수한 공간에 문화콘텐츠를 결합시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광명시민

일으킨다.

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2015년 4

1급 암반수를 이용한 아쿠아월드, LED조명을 이용한 천연식물원도

월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눈길을 사로잡는다. 35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에서는 음악콘서트와

올해 8월 15일까지 유료 관광객은 84만명으로 지난해 142만명의 기록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동굴 속 빛과 소리의 신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세외 수입도 벌써 54억원에

있다. 사시사철 내부온도가 섭씨 12도인 점을 활용한 와인저장고도

달한다. 광명동굴의 옛 이름 시흥광산은 일제가 자원 수탈의 목적으

명물이다. 물론 시식과 판매가 가능하다. 유료 개장 이후 175종의 한

로 개발한 수도권 최대의 금속광산이었다. 영화 <군함도>처럼 징용과

국 와인이 10만5200병, 21억2000만원 어치가 팔렸다.

수탈의 현장인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에 이어 올해 전시 중인 바비인형전도

1972년 폐광되어 가학동굴이라는 이름의 새우젓 창고로 쓰이다가 양

가족과 함께 찾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기대 광명시장의 주도 아래 동굴테마파크로 거듭 태어났다.

로저스도 지난 8월 광명동굴을 찾아 찬사를 보냈다. KBS TV 교양 다

수직갱도 길이가 420m, 내부 갱도 전체 길이 7.8km인 광명동굴은 볼

큐<명견만리>에 출연한 짐 로저스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

거리가 뛰어나다. 입구 초입 웜홀 광장은 빛을 주제로 한 공간이다.

는 혁신사고의 사례”라고 칭찬한 뒤 “투자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적

LED 조명과 뉴미디어 기법으로 동굴의 벽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

격처”라고 양기대 광명시장의 안목을 높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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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 전경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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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 브랜드는 서양문화인 침대와 한국문화인 온돌을 과학적으로 접목시켜 탄
생시킨 것으로, 현대인 건강의 첩경인 수면과 휴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올해 창립 사
반세기를 맞은 장수산업은 오늘날 돌침대라는 시장을 탄생시킨 주역이다.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수산업은 한국의 우수한 건강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WRITE·PHOTO 이종철

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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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업은 1992년 12월 법인 설립 이후 당시 돌침대라는 획기적인 상품

돌침대가 히트상품이 되면서 유사 제품, 상표권 도용 등의 사례가 나타나

을 개발해 첫 선을 보였다. 근래에는 종합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사업군

기도 했다. 장수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 자체 법무팀을 통해 여러

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능으로 무

차례 법률 소송에서 승소해 제품과 상표를 지켜냈다. 이것은 고객에 대한

장한 제품을 소개하며 주목을 끄는 중이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신뢰를 되찾게 된 일일 뿐 아니라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자부심

기술을 건강 침대에 접목해 외부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

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유사 제품과 유사 상표가 많다는 것은 장수돌

이나, 침대와 소파를 결합하고 바퀴를 달아 이동을 편리하게 한 제품, 특

침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수 패드를 깔고 빼면서 온돌 소파와 돌침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품도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동종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는 배신감, 안타

출시했다. 말 그대로 가구의 기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제품인 셈이다.

까움이 들었죠. 경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쟁업체들이 아무

장순옥 대표는 돌침대 분야를 비롯해 헬스케어와 생활가구 분야에도 적

리 장수돌침대를 흉내내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에

극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곧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 개선에 관심을 갖고 더욱 편

장수산업에 따르면 장수돌침대는 독자 기술로 개발된 히팅플로어 복사열

안한 휴식을 꾀하는 것이죠. 장수산업의 비전도 건강에 있어요. 돌침대를

방식인데, 타사의 경우 기술적인 집적 수준이 낮은 전도열 방식으로 생산

개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힘으로 헬스케어와 생활가구, 나아가 기능

된다. 히팅플로어 복사열 방식은 특수 카본 재질의 히팅 패널과 천연석 사

성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토털 헬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장수산

이에 20㎜의 공간의 에어캡을 시공해 열전도율을 높이고, 내구성을 비약

업의 꿈입니다.”

적으로 향상시킨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복사열은 원적외선을 체내에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장수산업은 ‘장수돌침대’라는 브랜드를 탄

깊숙이 전달할 수 있어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크다.

생시킨 기업이다. 창업주 최창환 회장은 국내외 브랜드가 치열하게 다

장수돌침대는 최 회장이 부인 장 대표의 산후풍을 안타까워해 각고의 노

투던 침대시장에 돌침대로 포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소비

력 끝에 개발한 제품으로 잘 알려졌다. 부인을 위해 개발한 이 제품은 출

자들은 TV 광고에 최 회장이 직접 출연해 “별이 다섯 개!”를 외치는 모습

시 이후 연로한 부모는 물론이고, 신혼부부의 혼수품으로도 절찬리에 판

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온열 효능을 체감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

매됐다. 현재 장수산업은 기능성 침대 부문 1위 기업으로 업계를 대표하

어나기 시작했다. 이 광고는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며 큰 인기를 끌었

고 있다. 그 결과 한때 ‘돌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라며 가입조차 껄끄러워

고, 지난 2014년 마케팅인사이트 조사결과 93%의 브랜드 인지도를 기록

했던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 회장직을 맡기에 이르렀고, 아시아

하기도 했다.

태평양가구협회 회장과 세계가구연합회 부회장 등 가구업계의 주요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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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라 높아진 위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

랑을 받으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고객의 말 한 마디에 항상 귀기울여왔어

수출 물량도 꽤 많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일찍부터 지사를 설립했

요. ‘건강하면 역시 장수’라는 등식은 고객이 만들어준 겁니다. 언제나 고

고, 중국에 자체 공장을 두어 300여 개 판매망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그

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앞으로 개발할 다양한 제품들의 기본 철학도 고

리고 일본·동남아시아·캐나다 시장에도 진입해 글로벌 기업을 목전에

객 중심을 담아 선보일 거예요.”

두고 있다.

장수산업은 나눔 실천에도 적극적이다. 2012·2013년 2년 연속 사회적 책

“아직 해외보다는 국내 판매 비중이 9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

임을 다하는 기업에 선정됐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

수한 온돌문화, 상품성 높은 돌침대를 세계에 선보인다는 생각으로 해외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인정받아 지속가능경영대상 중소기업청장상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인 돌침대 매출 비중은 향후 헬

받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위안부 할머니, 미혼모, 장애인 시설 등에 후원

스케어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자연히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을 아끼지 않고,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가족에게 6억 원 이상의 제품을 지

얼마 전 장수산업은 7년 연속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10년 연속 올

원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창환 회장이 평소에 말하

“장수산업의 상징은 빨간 카네이션입니다. 고객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건네

던 “성공이란 계속 전진하는 것”이란 표현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선

주는 마음으로 사랑과 건강을 선물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도적인 기업이면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Ҍѓێjनક҅ੋހಶ
장수산업은 고객 서비스에 많은 공을 기울여왔다. 우선 초창기부터 자체
고객만족팀을 통해 해피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때 침대 가죽이 손상되
는 품질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을 구입한 1천여명의 고객에게 매트리
스를 전량 교체해주면서 정직하고 바른 기업이라는 명성을 획득했다. 약
10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소비자가 신뢰하는 최고의 AS 기업이라는 명
예로운 타이틀과 1백만명의 새로운 고객을 얻을 수 있었다.
“모 통신회사 광고 중에 ‘고객이 OK할 때까지’라는 문구가 있었죠? 저희
가 그 표현에 딱 맞아요. 주문에서 배송, 설치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
하지 않으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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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들어봤을 기업, 바로 주방시스템 전문기업 주방뱅크다.
강동원 회장이 1988년 창립한 이래 30년 가까이 한국 주방산업을 선도해온 주방뱅크는 ‘주방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며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까지 진출, 우리 주방문화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 주방
용품·기기의 주문 제작과 온·오프라인 판매는 물론, 고객의 니즈에 100% 부합하는 주방설계에 관
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한국 최고·최대를 넘어 글로벌을 넘보는 주방산
WRITE·PHOTO 이종철

업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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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반수는 주방뱅크를 통해 주방용품을 공급받을 정도다. 강 회장은 우

주방뱅크는 주로 업소용 주방용품·기기를 취급하면서 외식업 창업에 필

리 외식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요한 제품들을 제작·도매 판매한다. 초창기에 강동원 회장은 군 제대 후

있고, 외국에도 한류를 통해 영향을 받아 한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

서울 남대문 그릇상가에서 첫 직장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주방업계

면서 한국의 주방용품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에 발을 내딛게 됐다.

“한국 외식업체만 한식당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해 한식을 접

1998년 서울 황학동에 ‘대원주방’이란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했는데,

해보거나 방송·언론 등 미디어를 통해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2007년에는 ㈜DK대원종합주방으로 바꾸고 이듬해 국내 최초의 업소용

현지에서 한식당을 오픈하고 있어요. 아직은 장벽이 많습니다. 각 나라마

주방용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 ‘주방뱅크’를 오픈했다. 주방뱅크를 통해 국

다 관세 등 수출 조건이 다르고 요구하는 품목도 각양각색입니다. 또 하나

내 최대 수준의 5만여 종 주방용품·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약 500평의

는 한식이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갖춰 고객이 필요한 주방용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그렇지 못해 시장 철수를 고려하는 외식업체도 꽤 있어요. 이 경우 한식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와 관공서, 학교, 병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방문화를 알릴 기회가 없어지니 안타깝죠. 철저

리고 기업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용품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

한 현지화를 통해 한식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한식이 가진 주방문화

여 년 만에 이룩한 성과 덕분에 주방뱅크는 주방업계의 터줏대감으로 위

를 소개하는 데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을 갖게 됐다.
“저희는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꾸준한 투자와 트렌드 개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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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왔습니다. 주방용 제품 자체가 복잡 다양한 아이템을 취급해야 하

오늘날 한국의 주방산업 규모는 대형 매장을 갖춘 업체 수 약 500곳, 중·

는 분야다 보니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해온 주방뱅크가 고객들의 신뢰

소형 매장을 갖춘 업체 수 2500여곳 정도로 추산된다. 수입업체와 도소매

와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매장 운영,

업체, 제조업체의 경우 약 5000여개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 매출 규모는

맞춤형 원스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왔죠. 현재에 안

파악하기 어려운데, 외식업종의 초도 비용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로 대

주하기보다는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주방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

충의 규모를 예측할 뿐이다.

워나갈 생각입니다.”

“주방뱅크의 경우 50명인데 작은 매장을 가진 곳은 2~3명이 대부분입니

한편 주방뱅크는 한식의 세계화 붐을 타고 해외사업에도 진출했다. 주방

다. 대형 매장까지 감안하면 산업 평균 5명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뱅크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매출 비중은 약 12~15% 정도, 진출 국가는 미

림잡아 약 3만명이 주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죠(수입·도소매업체

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40여 개국에 달한다. 해외에서 오픈하는 한식당

제외). 그동안 주방산업은 3D 업종의 하나로 인식돼 왔습니다. 업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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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외식산업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회에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회사란 직원과 함께 이야기하

그런데 음식 문화라는 것은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담는 그

고 발전하는 존재’, ‘고객사랑은 사회 환원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게 강

릇, 도구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식이 외국 음식과 다른 점이 무

회장의 지론이다.

엇인지 떠올려보면 주방용 제품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어느 사업장이든 가장 고민인 것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방용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음식 문화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될 것인가’입니다. 그 말인즉 직원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곳이면 자

강 회장은 주방산업의 인식 개선과 업계의 발전적인 화합을 위해 뜻을 같

연히 고객도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죠. 저는 직원들이

이하는 업체들과 함께 ‘한국주방산업경영인협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자신의 가족을 회사로 초대해 소개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는 것이 모

지난 7월 10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이사회에서 강 회장은 준비위원

토였어요. 동선에 무리 없도록 작업 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청결하고

장을 맡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하게 매장을 꾸미고, 휴식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뒀

“한국 주방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주방

습니다. 사내 장학제도라든지 자기계발 지원, 생일자 휴가제도 만들었죠.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채무 없는 경영을 통해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도를 높였습

곧 출범하게 될 한국주방산업경영인협회는 500여 개 관련 업체를 발기인

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니 직원들도 크게 만족스러워하는 것

으로 하여 3천 여 개 회원사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주방업계의 단합을 통

같아요. 고객만큼 직원에게 정성을 다해야 사람이 들끓는 곳이 됩니다.”

해 상생을 도모하고, 외식업계와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해 우리 음식 문화

한편으로 강 회장은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지역 노인복지 시설과 청소년

의 지속 발전을 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방뱅

“주방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주방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내외의

크의 산실이 된 황학동의 불우이웃돕기에도 나서며 알게 모르게 나눔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다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가 이번에 비로소 구심점을 잡고 실현되기에 이른 거죠. 협회 창립을 통

“돈을 벌면 나누고 기부하는 것이 기업가의 책임이라 생각해요. 주방산업

해 주방산업의 위상을 뿌리내리게 하고, 공동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

이 바로 사람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얻은 이익

해 영향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의 금전적인 유혹에 눈앞이
흐려져선 안 됩니다. 명언에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간다’고 하잖아

ਙࠄധҗ٣ূۊѳొਖ਼

요? 사람의 향기가 진할수록 사람이 모이고, 주고받는 마음속에서 세상도

주방뱅크의 또 다른 면모는 다양한 직원 복지 정책, 수많은 사회공헌 활

따뜻해집니다. 주방뱅크를 찾는 고객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동에서 드러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직원들과 사

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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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사 일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보면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유
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누군가가 정리수납을 도와준다면 좋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
고 미덥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때 찾게 되는 것이 정리수납 전문가다. 정리수납 전문가는 물건과 공
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직업이다. 가정과 사무실, 점포 등
이 주요 대상이다.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니즈를 발견해 직업으로 연결한 정리수납 전문가
WRITE·PHOTO 이종철 | 자료 제공 ㈜덤인

와 그 서비스를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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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서비스에 크게 감동했다.

정리수납 서비스는 각종 짐으로 가득한 공간(가정·사무실·창고·점

수많은 강의 활동을 통해 정리수납 사업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포·공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해 공간 효율

제언을 통해 사업 방안을 차근차근 세워가면서 시기를 노리던 정 대표는

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

2011년 한국정리수납협회를 발족시키고 정리수납 전문가를 본격적으로

스인데, 우리나라는 ‘정리는 사용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국내 최초의 정리수납 전문 회사인 ㈜

시장 형성이 늦어졌다. 그러나 2015년 정리수납 전문가가 한국직업능력

덤인을 설립했다.

개발원에서 전문 직업으로 등재되고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신직업으로 선
정하는 등 수년 사이 각광받는 직업으로 위상이 달라졌다.

݇ઔ֭تਹޛрӣ

국내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처음 들여온 정경자 대표는 “사람이 머무는 공

협회와 회사 설립 이후 정 대표의 행보는 점점 바빠졌다. 강연 활동이 잦

간의 모든 물건은 각각 기능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물건의 정리

아졌고, 정리수납 전문가 교육생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책임감도 커졌다.

에 따라 작업의 효율성이 달라지기 마련이고 매장의 경우 매출에도 큰 영

650여명의 전문 강사, 5만6천명에 이르는 자격증 보유자, 그리고 약 30개

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의 가맹점이 생기면서 정 대표가 직접 강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대인은 바쁜 일과를 소화하느라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

방송 출연과 해외 기관·단체의 협력 요청이 쇄도했다.

족해요. 제가 정리수납 서비스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어느 익스프레스

“한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정리수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회사의 캐나다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이때 이미 선진국들은 정리

넓히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요.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수납 전문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 서비스를 한국에 도입하

서 만족감도 들었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30

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우리나라도 맞벌이 가족, 노인 가구 증가,

개의 가맹점을 더 만들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1인 가구 증가가 사회 트렌드여서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

래야 교육생들이 정리수납 전문가로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갖게 되고, 고

이 많았으니까요.”

객들도 가까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만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많은 교

정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5년의 일이었다. 하지만 즉시 정리수납

육생들이 정리수납을 통해 고객의 살림과 생활에 도움을 주며 만족을 느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 무르익지 않았기

끼고, 또 각광받는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할

때문이었다. 대신 베이비시터와 가정 관리사 사업을 하면서 정리정돈법

일이라고 생각해요.”

을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 강의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직원들이 가정

정 대표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정리수납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에서 일하면서 집안 정리정돈을 교육받은 대로 하니 고객 만족도가 높았

확산되면서 국내에 창업한 정리수납 업체도 여럿 생겨났다. 정 대표의 ㈜

고, 덩달아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다. 고객들은 냉장고, 옷장, 주방, 거실의

덤인 등 주요 업체가 3~4개 정도, 소형 업체는 1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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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다. 현재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려면 2급 자격증의 경우 15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고, 1급 자격증은 50시간의 추가 교
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
은 아니나, 직업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의 유무가 크게 유불리
를 좌우한다. 대부분의 정리수납 업체들도 자격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필수다.
협회에서의 전문가 과정 교육은 꽤 철저하다. 특히, 고객상담과 강사가 되
기 위해 필요한 1급 심사평가는 혹독하다 할 정도다. 1년에 2회 약 60명 정
도가 선발되는데, 수적으로 많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인원
만 선별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평가인원 각자가 다른 사람의 평가자
가 되어 그 자리에서 지적과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정 대표도 평가
자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
“평가에 앞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심을 다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죠. 한
번은 어느 응시자가 암투병 중인 것을 모르고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했
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격려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투명하게 평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은 각자 직업인으로 다양한 지역과 공간
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멘토-멘티 제도를 두어 서로서로 빠르게 성
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고도 덧붙인다.

੦נӟ࠙ీ೩ࣙٛഞ҅ђࢸ
정 대표가 최근 힘쓰고 있는 부분은 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이다. 그 활
동을 위해 지난 5월 국제정리협회연맹(IFPOA)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일
본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다. 7
월에는 일본을 방문해 상호 교육 교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처음에는 한국정리수납
협회와 ㈜덤인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콩알 봉사단’이라는 모임을 결
성해 움직여왔는데, 점차 규모와 횟수가 확대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서비스로 채택하기도 했다. 콩알 봉사단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
모 가정, 독거노인 가정 등을 방문해 주거 환경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희 직원이나 강사, 교육생들이 큰 돈을 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싶은 의욕은 강한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보자고 생각을 모
았죠. 콩알 한 쪽도 나누자는 의미에서 봉사 모임 이름도 그렇게 정했고
요. 콩알이 모일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봉사처를
찾아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콩알 봉사단은 전국에 1천여명의 단원을 두고 있다. ‘버림·채움·
나눔’이란 회사 캐치프레이즈처럼 실천적인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최상의 서
비스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정 대표의 말에 강한 믿
음이 실린다.

093

NEW FRANCHISE - 바빈스커피

바빈스커피 속초엑스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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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 시장에서 투자형 창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투자형 창업은 직접 분양받거나 신축한 건물
에 카페나 레스토랑 등을 오픈해 임대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거나, 여러 개의 매장 운영함으로써
사업화를 시도하는 등을 말한다.
자료 제공 (주)퍼스트에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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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매장을 오픈한 경우 이를 건물주 창업이라고 부르는데 임대료 수익

건물주 창업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업종으로는 카페와 패밀리레스토랑 등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건물주가 자주 선택하는 창업

이 있다. 이 업종들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서 건물이나 매장의 가치를

방식이다.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등 건물이나 매장의 이미지를 향

상승시킬 수 있는 업종으로 손꼽힌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과 매장의

상시킬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건물주 창업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가치를 향상시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많아 선호하는 것이다. 이 외

그렇다면 왜 건물주 창업이 증가하고 있을까? 오랜 기간 동안 상가를 분

에도 매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려 할 때 양수인을 찾기도 다른 업종보

양받거나 신축하는 것은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재테크

다 쉬운 편이다. 브런치가 맛있는 브런치카페 바빈스커피(www.babeans.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대 사업에 의한 수익성과 안

com) 역시 건물주 창업문의가 많은 브랜드로서 150여개 매장 중 50% 이

정성은 낮아지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적

상이 건물주 창업이다.

용된다.

올해 8월 4일 속초 엑스포로에 오픈한 180평 규모의 속초엑스포점 역시 3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아래에서는 5년 간 임대 기간이 보장된다. 즉 5

층 건물 전체를 소유한 건물주가 직접 투자해 창업한 건물주 창업 사례다.

년 간 임대료가 고정됨으로써 물가 상승과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스

속초엑스포점의 경우 건물 신축 때부터 카페 오픈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

란히 건물주가 떠안게 된다. 여기에 5년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신축비용과 인테리어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

는 임차인에 한해서는 임대료를 9%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하다.

다. 속초엑스포점은 오픈 이후 매일 예상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황 상 건물주의 임대 사업에 의한 재테크는 점차 어려워지고

웅장한 외관 때문에 현지주민과 관광객들의 랜드마크가 되어 약속 장소

있어, 실제 매장을 직접 운영하려는 건물주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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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빈스커피 본사에서는 속초엑스포점의 경우 인테리어 컨셉을 2017년과

카페의 인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바빈스커피를 보면 브런치카페가 하

그 이후 트랜드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바빈스커피 인테리어

나의 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카페창업 프랜차이즈

실 최지현 실장은 “바빈스커피 신규 인테리어 컨셉은 중후함과 웅장함이

바빈스커피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유행하는 카페 또는 테이크아웃 전문

느껴지는 외관과 모던한 우아함입니다. 특히 화이트와 블루 컬러만의 세

점의 경우 단순히 커피만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는데 '바빈스커피'는 식사

련미와 조명, 네온 등의 감성이 더해지면 어느덧 유럽을 여행온 기분을 만

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특히

끽할 수 있습니다.”라고 새로운 인테리어 컨셉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양한

2030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다채로운 메뉴라인을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실용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비즈니스,

구성해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매우 높

데이트, 가족 모임 등 어떤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다수의 프라이빗룸

다”고 설명했다.

과 외국 카페를 연상시키는 야외 테라스, 심플하면서 안락한 개인 테이블

건물주 창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점주가 직접 매장 운영에 뛰어들기 보다는

등을 갖췄다. 웅장한 파사드와 외관은 속초 엑스포로 상권에 유입되는 고

매니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하는 점이다. 점주가 직접 매

객층까지 바꾸고 있다. 속초엑스포점이 입점한 상권은 유명 닭강정전문점

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가맹본사에서 충분한 지원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안

과 물회전문점 등이 위치해 맛집 골목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이번 바빈

심하고 운영을 맡길 수 있다. 바빈스커피의 가맹본사에서는 향후에도 건

스커피가 입점하면서 외식 공간 외에도 연인과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상

물주 창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물주 창업에서 가장

권으로 어필되면서 고객층이 젊어졌다.

중요한 슈퍼바이저 시스템과 미스터리쇼퍼 제도를 운영한다. 슈퍼바이저
시스템은 매니저 운영 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력과 식자재 문제가 발

࠵ۢಗऩ৮്ऩشनূ

생했을 때 빨리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년의 가맹본사 운영 노

바빈스커피에는 속초엑스포점 오픈 이전부터 건물주의 창업 문의가 많았

하우를 갖춘 가맹본사에서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다. 커피와 브런치, 디저트를 판매함으로써 커피로만으로는 부족한 매출

미스터리 쇼퍼 제도와 방범TV 모니터링을 상시화 하여 가맹점주 부재 시

을 견인하고, 빼어난 인테리어로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

매장 운영이 원활한지 체크한 뒤 보고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매출 관

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바빈스커피는 100% 아라비카 스페셜티 블랜딩

리를 위한 매니저 인센티브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직원의 전문화를 위

원두를 사용한 커피와 고품격 인테리어, 선택의 폭이 넓은 수제 브런치와

해 상세한 바리스타 교육를 제공하고 있다.

맛있는 디저트 메뉴를 내세운 브랜드다. 가장 큰 장점은 브런치와 디저트

바빈스커피에서는 새로운 창업 방식으로 건물주와 예비창업자 간 합작 투

메뉴다. 파스타, 피자, 샌드위치, 샐러드 등 브런치 메뉴부터 페스츄리, 와

자 역시 추천하고 있다. 개설비가 없는 건물주와 점포구입비가 없는 창업

플, 케이크, 허니 브레드 등 디저트 메뉴로 다양한 연령층 고객을 확보할

자 간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본사에서는 양 투자자 간의 매출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에게 카페는 힐링 공간이다. 카페에서 향긋한 커

과 수익 분배를 조율해준다. 예를 들어 인건비, 원가재료비, 일체 경비를

피를 즐기는 것이 지친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주는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

제외한 매출 중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건물주에게, 남은

여지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심리로 인해 브런치

수익을 창업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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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식 REPORT 도정은
베이스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에 최적화된 입지 솔루션을 제시할 예
정이다. 뿐만 아니라 원할머니보쌈·족발 논현직영점과 새로 오픈
하는 원래족발, 박가부대 포차 직영점에 직접 방문해 메뉴를 시식하
고 주방 시스템, 인테리어 등 현장 운영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 예
비 창업자들이 원할머니보쌈·족발을 포함해 원래족발과 박가부대

원앤원, 9월 현장체험창업특강

포차 브랜드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실내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함께

40여년 전통의 글로벌 외식문화기업 원앤원㈜(대표 박천희)가 9월 6

매장에 방문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성공창업특

일과 20일 2회에 걸쳐 성공창업지원센터 논현사무소에서 현장체험

강은 전화(02-3408-2000) 또는 원앤원 성공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창업특강을 실시한다. 먼저 성공 창업을 위한 상권과 입지, 가맹 절

(success.wonandone.co.kr)에서 신청을 통해 무료 참석할 수 있으

차 등의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원앤원㈜는 원할머니보쌈·족발, 박

며, 특강 장소 등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전 예약은 원앤원㈜ 성공창

가부대, 모리샤브 등 오랜 가맹브랜드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데이터

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짐보리, ‘플레이 앤 뮤직’ 가을학기 시작
한국짐보리㈜짐월드(대표 박기영)가 글로벌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
짐보리 플레이 앤 뮤직(Gymboree Play & Music)’ 가을학기를 시작한
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 체
계적으로 구성된 ‘플레이·뮤직·아트·맥포머스’와 같은 영·유아 놀
이 프로그램인 ‘짐보리 플레이 앤 뮤직’은 발달 월령별로 세분화된 커리
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신체 기능 발달
및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짐보리 플레이 앤 뮤직’ 가을학기
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며,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수
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Play 1 프로그램 등록 시에는 50% 할인, Play
2 프로그램 등록 시에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애착캠페인> 프로
모션이 진행 중이며, 형제·자매·남매가 동시에 등록하면 20% 할인 혜
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커피베이,
‘스파클링차차’·‘차차보틀’ 인기몰이
사과나무㈜(대표 백진성)의 대표 브랜드인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베이
(COFFEEBAY)’가 새롭게 선보인 ‘차차보틀’과 신메뉴 ‘스파클링 차차
시리즈’가 다채로운 맛과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로 화제를 일으키며
인기몰이 중이다. ‘차차보틀’은 커피베이가 KBS 드라마 <학교 2017> 제
작지원을 기념해 출시한 것으로 세련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SNS
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관련 프로모션으로 차차 보틀 세트를
선보여 신메뉴 스파클링 차차 시리즈(‘레드 레몬 차차’, ‘허니 자몽 차
차’, ‘머스캣 차차’, ‘얼그레이 차차’) 구입 시 음료를 차차 보틀에 담아
69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어 가성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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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클럽,
가을맞이
‘피자세트
할인이벤트’ 진행
유러피안 패밀리 레스토
랑 ‘돈까스클럽(대표 이규
석)’이 다가오는 가을을 맞
아 '피자세트 할인 이벤트'
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베
이컨 포테이토 피자'와 '로
스까스 세트'를 기존 2만
4400원에서 할인된 가격 2
만1900원으로 한정 판매한
다. 세트메뉴는 담백하고 푸짐한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와 ‘스파이시 해
물볶음면’, ‘돈까스’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로스까스 세트’의 조합으로
가을의 풍성함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돈까스클럽은 앞으로도 돈까스클
럽만의 강점인 화덕피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피자세트 할인 행사
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로마무역, ‘양키캔들’ 이어
‘랑프베르제’ 국내 첫선
전세계 향초 브랜드 1위인 양키캔들의 한국공식수입원 ㈜아로

셀렉토커피,
‘레몬-히비스커스
아이스음료’ 출시

마무역(대표 임미숙)이 프랑스 120년 전통의 램프 방식 방향제

㈜맥스원이링크(대표 황규연)

브랜드 ‘랑프베르제’를 국내에 론칭했다.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의 카페 프랜차이즈 셀렉토커

‘랑프베르제’는 1898년 프랑스에서 약사 모리스 베르제가 설립

피가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한 브랜드로, 단순히 향만 내는 게 아니라 공기정화 기능까지

시원하고 상큼하게 장식할 레

갖춘 램프 점화식 방향제’다. 코코 샤넬, 알랭 등롱, 장 콕토. 등

몬과 ‘히비스커스’를 베이스로 한 아이스 음료 2종을 출시한다. 프리미

유명 인사들이 애용한 브랜드인 랑프베르제는 특히 입체파 천

엄 차(Tea)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히비스커스는 ‘신에게 바치는 꽃’으로

재 화가 피카소가 “최고로 지적인 향기”라며 찬사를 보냈다. 랑

불리며 붉은 빛깔에 새콤한 맛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

프베르제의 램프에 불을 붙이고 2분 정도 기다린 뒤 불을 끄면

이에서 피부 건강, 피로 회복, 다이어트 등에 좋다고 알려지며 음료업

랑프베르제의 독창적인 기술로 제조된 버너와 촉매연소시스템

계 대세 원료로 떠오르고 있다. 셀렉토커피가 선보이는 ‘레몬-히비스커

으로 악취의 분자 단위까지 제거하고, 공기를 살균 및 정화하

스 아이스 음료’ 2종은 레몬과 히비스커스 시럽에 탄산수를 더한 새콤달

여 미세한 곰팡이와 박테리아 등을 감소시킨다. 더불어 프랑스

콤한 에이드 ‘레몬 히비스커스 스파클링’과 얼음을 넣고 블렌딩해 슬러

최고의 조향사에 의해 제조된 깊이 있는 향취는 넓은 공간에서

시처럼 차갑게 즐길 수 있는 ‘레몬 히비스커스 스퀴즈’로 구성됐다. 히

도 빠르게 퍼지고 향도 일정시간 지속된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비스커스의 붉고 정열적인 컬러와 향에 여름철 아이스 드링크의 청량함

손색없는 이지적이면서 우아한 램프 디자인으로도 유명하다.

을 책임지는 레몬의 황금빛이 더해져 시원하고 상큼한 맛과 함께 시각

세계적 방향제 브랜드인 ‘양키캔들’과 ‘랑프베르제’가 만났다.

적 즐거움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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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식 REPORT 도정은
풀잎채,
‘PIC’로 사명 변경
종합식품기업
‘발돋움’
프리미엄 한식뷔페 풀잎채(대
표 정인기)가 ㈜푸른마을에서
㈜PIC로 사명을 변경하고 종
합식품기업으로 새롭게 출발
한다. ㈜PIC는 풀잎채(Pulipchae)의 영문 줄임말로 참먹거리 종합식품기
업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다. 새로운 CI 디자인에는 ‘풀과 잎이 가
득한 집’이라는 풀잎채의 본뜻을 담았다. 풀잎을 모티브로 하여 사람이

더진국,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획득

서 있는 형상을 오버랩 시킨 이미지로서,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먹거리

더진국의 가맹본사인 섬김과나눔(대표 손석우)이 사단법인 한

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업의 진심이 표현돼 있다. ㈜PIC의 계열사로는

국서비스진흥협회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Service

‘사월에’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 사업 계열사인 ㈜PIC

Quality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PARTNERS, 식자재 물류와 도매 유통을 담당하는 ㈜PIC FOOD WAY,

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표준업무의 일환으로, 산업통상

CK 식자재를 생산하는 생산 가공 계열사인 ㈜PIC FOOD SYSTEM 등이

자원부의 인증기관인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국내 서비스

있다. 앞으로 ㈜PIC는 1~2인 가구의 급성장에 따른 HMR 제품 라인업을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강화하고 자사 쇼핑몰 등 유통 채널을 확장하는 한편, 식품 시장의 블루칩

및 기업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

으로 떠오른 반찬 도시락 카페 사업에도 도전함으로써 진정한 참먹거리

선 방향을 제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평가에서 섬김과
나눔은 ▲서비스 경영철학 ▲외식 서비스품질 표준 ▲VOC 수집
및 대응 ▲고객 만족도 조사와 이를 통한 서비스 개선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섬김과나눔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더
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며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차어게인,
2030 여성 공략용 메뉴 출시
포차어게인(대표 배승찬)이 외식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20, 30대 여성을
공략하여 신메뉴 ‘빠네크림치킨’을 출시했다. 최근 외식시장의 트렌드는
20 ,30대 여성이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녀들의 눈길, 손길, 발길에 주목하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포차어게인은 2017년 외식 트렌드인
‘복고’와 ‘비주얼’에 비중을 두었다. 눈으로 먼저 먹는 음식이란 컨셉트을
확고히 정하고 메뉴개발을 진행했으며 내부 20 ,30대 여성 직원을 통해 1
차 테스트, 직영점에서 일반 고객을 통해 2차 테스트 후 전체 가맹점에 선
보여 현재 전국 매장에서 맛볼 수 있다. 한편, 포차어게인의 가맹본사인
㈜가업에프씨는 ‘구이가’를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을 발판으로 ‘
포차어게인’을 성공적으로 런칭했으며 최근에는 컴포트 스시전문점 ‘스시
박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종합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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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지사께,
수목드라마
<맨홀> 제작지원
한국형 이자카야 꼬지사
께(대표 김성윤)가 KBS
2TV에서 지난 9일부터
방영중인 수목드라마 <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제작지원에 나섰다. 군복
무를 마치고 첫 드라마로
복귀하는 가수 JYJ 김재
중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맨
홀>은 봉필(김재중)이 28
년 짝사랑 ‘여사친’ 수진(유이)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낙담하던 어느 날 범

김가네, ‘사랑더하기 운동’ 5년째 후원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김가네(회장 김용만)가 ‘박상민·황
기순의 사랑더하기’ 행사후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
고 있어 훈훈함을 전했다. ‘사랑더하기’ 운동은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국토대장정 모금행사로 전국 각 지역에서 미니콘서트를
통한 현장모금을 시행하여 모은 성금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사
용된다.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국토대장정 행사는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가수 박상민과 개그맨 황기순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모금행사로 진행된다. 이 행사에 김
가네는 5년 연속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후원금과 함께 김밥도
시락 지원을 병행했다. 김가네는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마다 참여하는 사랑더하기 운동 후원을 통해 나
눔 문화에 한층 더 가까워지며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상치 않은 맨홀에 빠지면서 황당한 시간여행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유쾌
하고 진솔한 드라마다. 맨홀로 시작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봉필의 시
간여행은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현실을 뒤죽박죽 신세계로 바꿔 놓는
상상초월 나비효과를 불러온다. 28년 짝사랑의 마음도 다시 사로잡아야
하고, 뒤엉킨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하는 봉필(김재중)의 좌충우돌 시간여
행이 막바지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웃음을 선사한다. 꼬지사께 가맹본
부인 ㈜SY프랜차이즈는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경영과 동반성장 실
현을 위해 드라마 제작지원 홍보 등과 같이 본사 차원의 대대적인 브랜
드 홍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딤 백제원, 가성비 좋은 민어 요리 선보여
외식 전문기업 ㈜디딤(대표이사 이범택)이 운영하는 한정식집 ‘백제원’
이 지난 7월 메뉴 개편을 단행하고 이번 새롭 ‘민어굴비한상’과 ‘민어굴
비한정식’ 메뉴를 선보였다. 민어굴비는 다른 수산물에 비해 비교적 합
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영양소가 풍
부해 기력 회복에 좋아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백제원
을 방문한 고객들 사이에서도 정성 가득한 요리 구성과 ‘가성비갑’ 메뉴
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백제원은 메뉴 개편을 통해 민어굴비 메뉴
출시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부담 없이 백제원을 찾고 다양한 한정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가격대를 낮췄다. 이에 가족고객뿐만 아
니라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부담 없이 한정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최근 식후 고품질의 콜드브루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
어 가성비가 뛰어난 외식 장소를 찾는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디딤은 앞으로도 백제원을 비롯한 디딤의 모든 브랜드에서 이벤트, 프
로모션, 메뉴 개편, 할인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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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식 REPORT 도정은
바늘이야기
‘머플러데이’, 1365봉사활동센터 등록
㈜바늘이야기(대표 송영예)가 2007년 발족한 (사)한국손뜨개협회가
주관해 10년간 지속해 오던 ‘머플러데이’ 봉사활동이 올해부터 1365
봉사활동센터에 등록되었다. 이로써 ‘머플러데이’에 참여하는 학생
들과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제작하는 머플러 길이에 따라 각각 5시간
및 10시간씩의 봉사참여 시간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늘이야
기는 앞으로 1365봉사활동센터와의 연계를 계기로 더 많은 봉사자들
이 머플러데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다가오는
겨울을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피자알볼로, 온라인 주문 할인 프로모션 진행
수제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알볼로(대표 이재욱)가 8월 21일부터 9월 17일
까지 온라인 주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피자알볼로는 이번 프로모
션을 통해 매장의 온라인 LSM(Local Store Marketing)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온라인 주문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모션은 피자알볼로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비
회원 고객들의 회원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모션 혜
택은 온라인·모바일·APP를 통해 장인, 달인, 명품 피자(L) 단품을 주문
하면 3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단, 세트메뉴는 행사 메뉴에서 제외되며,
참여매장 정보 및 자세한 사항은 피자알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피자알볼로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기획해 진행할 계획이다.

바비박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
캐주얼한식 토핑밥&수제도시락 바비박스(대표 박은석) 브랜드가 대
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유망아이템으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100
대 프랜차이즈 2017 연감’은 프랜차이즈 아이템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
수하다고 인정되는 브랜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별한 창
업 지침서다. 바비박스는 일상 한식을 현대 도시인의 입맛과 선호하
는 취식 형태에 부합하도록 전통 한식의 맛을 보편화하고, 간편한 형
태의 운영 시스템으로 구현한 ‘캐주얼한식’ 프랜차이즈이다. 전국 33
개 직·가맹점뿐만 아니라 해외 5개점(홍콩, 대만, 필리핀)을 운영하
고 있으며 캐주얼 한식의 글로벌화에 앞장서는 브랜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바비박스 메뉴는 전용 패키지에 밥과 토핑을 얹고 소스를
뿌리면 완성되는 간편한 조리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스트푸드 운
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식의 2분 조리를 가능케 했고 최소인력 운
영으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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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이태원점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신규회원사로 선정
하남에프앤비(대표 장보환)의 삼
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이태
원점이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신
규 회원사로 새롭게 선정됐다. 서
울 MICE 얼라이언스는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이 MICE산업 육성
을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체로 컨벤
션센터, 호텔, 국제회의기획자, 여

스시노백쉐프,
창업투명성 위해 ‘더매칭’과 업무협약 체결
수제초밥 전문 프랜차이즈 스시노백쉐프(대표 이정훈)가 공정창
업 플레이스 ‘더매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맹을 희망
하는 예비창업자와 본사 직원 진단에 나섰다. 가맹점과 갑을관계
가 아닌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컨설팅업체
진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더매칭은 창업자마다 성향과 적성이 다
르고 창업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착
안해 개발된 서비스다. 창업 전 적성과 진단을 받아 창업 실패율
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컨설팅과 차별화됐다. 예비 창
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업종과 브랜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창업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스시노백쉐프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주를 비롯해 본사 직원과 슈퍼바이저 등의 성향과 적성을 파악해
가맹점주와 가장 최적의 합을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하여 가맹점주

행사 등 MICE 업계 10개 분야의 회
원사를 모집, 공동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MICE는 Meeting(기업회
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
시회)를 뜻하며, 올해 신규 회원사로는 하남돼지집 이태원점을 포함해
총 38개 업체가 새롭게 선정됐다. 하남돼지집 이태원점은 MICE 업계 10
개의 분야 중 회의장이나 연회 시설을 갖추고 대관이 가능한 유니크베
뉴(Unique venue) 분야의 회원사로 새롭게 등록되어 국제회의를 비롯
한 다양한 행사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외식업과 이국적인 인테리어의 스토어들로 유명한 이태원상권에서 하
남돼지집 이태원점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이번 MICE 신
규 회원사 선정을 통해 하남돼지집 이태원점은 서울 관광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포지셔닝 되고 외국인 고객 유치 및 해외 진출 목표
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의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가맹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리맥스코리아,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업무협약
리맥스코리아(대표 신희성)가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이하 부교
협)와 지난 8월 11일 리맥스코리아 본사에서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와 글
로벌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교협은 부동산
실무와 직무 교육, 중개실무 등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은 업무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컨텐츠를 기획, 제공하고 있는 단체다.
또한 올바른 부동산 교육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대학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성

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스템, 교육 인프라 그

공 경영, 투자와 관련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교협과 함

리고 사이버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

께하는 협력대학교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부동산 거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이 만

래사고 예방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른 신속한 재교육을 제

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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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최고 문화 아이콘

ঋ୕ഒंҀҙߌਖ਼଼ܵউࢴ
WRITE 이정식 (서울문화사 대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체호프 극장

러시아의 극작가 겸 단편작가 안톤 체호프(1860~1904)는 1890년 두 달

리하고 있었는데, 박물관 앞에 체호프의 <사할린 섬> 책을 형상화한 조

20일에 걸쳐 마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극동에 위치

각 작품이 먼저 눈길을 끌었다. 외부와 구분을 해놓은 박물관의 철제울

한 유형의 섬 사할린에 가기 위해서였다. 이 모험적 여행은 그의 문학에

타리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 앞쪽 높은 자작나

커다란 전기가 되었으며, 그의 인생관을 크게 바꿔놓았다. 불후의 명작

무 아래에 체호프의 흉상이 우뚝 서 있었다.

이 된 희곡 <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 자매> <벚꽃동산> 등이 모두 사

박물관 건물은 2층 구조로 1층은 체호프 관련 두 개의 전시실로 이루어

할린 이후의 작품들이다.

져 있다. 2층에서는 이날 체호프와 직접 관련 없는 러시아 유명 화가의

체호프는 당시 약 석 달간 사할린에 머물렀으나 그의 족적은 사할린 전

작품을 전시 중이었다.

역에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할린 최고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 이곳에

첫 번 전시실에는 1890년 7월 체호프가 사할린 여정을 시작한 알렉산드

서 여전히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롭스크의 모습과 수용소의 내부를 재현해 놓았다. 족쇄를 찬 채 거적을
덮고 잠을 자는 유형수들의 디오라마(박물관의 입체 모형) 등 당시 수용

߇ޝқূݼיೣܿࢽ!ࣽࣙ੦ഇ

소 내부를 실제 크기로 보여주고 있고, 유형수들의 족쇄, 작업할 때 쓰

필자는 안톤 체호프의 흔적을 찾아 2017년 8월 12일 처음으로 사할린에

던 도끼 등 도구들도 전시해 놓았다. <사할린 섬> 책에 나오는 이곳 원

갔다. 그동안 쓰고 있던 <시베리아 문학기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행이

주민인 길랴크인(니브흐인)과 아이누인에 대한 설명도 사진과 함께 적혀

었다. 이날 새벽 5시 집을 나설 때 서울의 기온은 영상 25°C, 사할린의 주

있었다.

도(州都) 유즈노사할린스크는 13°C라고 스마트폰에 떴다. 낮 최고 기온

두 번째 전시실에는 체호프의 작품집, 사진 등과 더불어 <사할린 섬>

은 서울 32°C, 유즈노사할린스크 16°C라고 나온다. 여름에서 가을로의

을 번역한 여러 나라의 책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우리나라 동북아역사

여행이었다. 인천 공항에서 2시간 40분 만에 사할린에 도착했다. 유즈노

재단에서 출판한 에메랄드 색 표지의 <안톤 체호프 사할린 섬>도 눈에

사할린스크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1시간 이상 진을 빼는 바람에 첫 인

띄었다.

상은 그리 상큼하지 않았다. 공항에서 시내는 별로 멀지 않았는데 건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사할린 주정부 청사 앞에는 큰 규모의 체호프 극

들은 나지막했으나 도시는 잘 정비되어 있었다. 지진 우려 때문에 오랫동

장이 있다. 시립 미술관 앞 공원에는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체호프의 동

안 건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했다고 한다.

상이 있고, 공원은 ‘체호프 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었다. 또한 타타르 해협

도착 직후 시내의 체호프 박물관부터 찾았다. 체호프 박물관의 정식 명

쪽 중북부 항구도시 알렉산드롭스크에도 체호프 박물관이 있으며 사할

칭은 ‘안톤 체호프 책 <사할린 섬>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공원 한편에 자

린 서쪽 해안에는 그의 이름을 딴 체호프 마을이 있다.

ঋ୕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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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호프 마을에는 도착 이튿날 찾아 갔다. 거리는 약 150km. 소요시간은
2시간 반가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서쪽에 있는 항구도시 홀름스크까
지 가서 해안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50km가량 올라가야 했다.
홀름스크로 가는 도중 뽀쟈르스꼬에 지역을 지날 때 도로 인근에 세워져
있는 ‘한국인 피살자 27인 추념비’에 잠시 들러 일행과 함께 묵념을 하였
다. 추념비는 1945년 8월 20일에서 22일 사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일
본군에 의해 분풀이 대상으로 학살당한 사할린 한인 27명의 넋을 위로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홀름스크까지는 도로가 좋았으나 그곳부터 체호프 마을까지는 비포장이
었다. 마을입구에는 ‘체호프’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우뚝 서 있었다. 표지
판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잠시 내렸을 때 우연히 이곳이 고향이라는 알렉
산드르 바실렙스키 사할린 주립대 교수를 만났다. 그 분은 나와 함께 간
사할린 우리말 방송 김춘자 국장이 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웠
다고 했다. 두 분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바실렙스키 교수를 통해 체호프 마을의 유래를 잠시 들을 수 있었다. 체
호프 마을은 일본이 40년간 남부 사할린을 지배할 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다. 2차 대전 패전으로 일본이 쫓겨나간 후 1947년에 다시 이름을 붙
이면서 사할린과 인연이 있는 문호 체호프의 이름을 붙였다. 체호프 마
을은 한 때 인구가 1만 2천에 이르는 시(市)였다. 어업과 농업, 수산물가
공공장, 선박수리공장에 제지공장까지 있어 활기가 넘쳤으나 언제부터인
가 쇠락하기 시작해 지금은 인구 3천으로 촌(村)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사할린 서쪽 해안 체호프 마을의 체호프 흉상 옆에서 필자

이곳을 체호프 마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나는 체호프 동상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니 동네를 돌아보자고 했다.
마을은 폐쇄된 공장들과 폐허가 된 아파트들 때문에 을씨년스러웠다. 차
로 천천히 마을을 돌아보는데 체호프 흉상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시베리아 문학기행
(이정식 지음, 서울문화사 발행)

차를 멈췄다. 김춘자 국장도 이곳에 체호프 흉상이 있는 줄은 알지 못
했다고 했다.
체호프 마을을 떠나 홀름스크에서 점심을 먹고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돌
아오는 내내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러시아에 의해 사할린이 개발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다. 러시아는 이곳
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유형수들을 보냈다. 그러나 사할린 유형수들은 다
른 시베리아 유형수들과 달리 가혹한 환경 속에 가까스로 형기를 마친
후 농민으로 신분이 바뀌어도 사할린 섬을 떠날 수 없었다. 강제노동형
과 종신유배형을 함께 받은 셈이다. 사할린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비인
간적인 조치였다.
체호프는 1895년 <사할린 섬>을 펴냄으로써 절망적 상황에 처해있는 사
할린 유형수들의 비참한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차
르 정부가 일부나마 문제점을 시정하는 단초를 던져줬다. 사할린이 오랫
동안 체호프를 기억하고 기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필자 프로필
CBS 사장
뉴스1 사장, 부회장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사단법인 월드하모니 이사장
예술의 전당 비상임이사(현)
충무아트센터 비상임 이사(현)
안중근 의사 홍보대사(현)
(주)서울문화사 사장(현)

서울문화사

www.ism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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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자 화가
경남 통영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수료

"NBU)ZEFSBCBE"JSQPSU

서울미술협회회원
씨올회회원, ICA회원, 홍미회원

"NBU)ZEFSBCBE"JSQPSU
ղоੋܳبೠ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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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자 작가는 지금까지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했
으며, 올가을 하이데라바드(인도)에서 11번째 개인
전 준비를 하고 있다. 100회 이상 그룹전에 참여
했으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외 장
단편집 6권, 정영희의 <아프로디테의 숲>, 시몬 드
보봐르의 <편안한 죽음>의 표지에서도 작가의 작
품을 만날 수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연세
대학교사회교육원, 전경련 IMI 국제 경영원, 교보
생명, 전경련 하계포럼 등에서 특강을 진행했으며,
법원 공무원 연수원, 예뿌리 민속박물관, 자유컨트
리클럽, (주)아이스테크, 코인, 스페인대사관, 동부
센트레빌, 인도대사공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NBU)ZEFSBCBE"JSQPSU
01:30 Am at Hyderabad Airport.
It is where I first encountered India.
It is the place where I face the sweet wind of blue-gray color.

개인전
2016
제 10회 개인전(ABLE FINE ART Gallery, 뉴욕)
2015
제 9회 개인전(미술세계갤러리, 서울)

I wanted to imply and implicate time in them.

2012
제 8회 개인전(노암갤러리, 서울)

From the old walls of the temple, dirt, stone…

2010
제 7회 개인전(Scola Art Center, Beijing China)

Meaning of old time.

2010
제 6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2006
제 5회 개인전(키미갤러리, 서울)
2004
제 4회 개인전(BoA Art Gallery, Canada Vancouver)
2002
제 3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2001
제 2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1999
제 1회 개인전(인사갤러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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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ng I want to express are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2관

일시

2017년 7월 17일(월) ~ 10월 15일(일)10:30~20:00 *휴관 없음

문의

so beautiful and pure.”

㈜와이제이커뮤니케이션 02-784-2117
세종문화회관 02-399-1000

- M. C. Escher -

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미술관의 기획대관전시 〈그림의 마술사: 에셔
특별展〉이 10월 15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번 특별전은 20세기를 대
표하는 네덜란드 판화가이자 드로잉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인 마우리츠 코
르넬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1898~1972)의 예술 세계를 조
망하는 작품 130점을 공개한다. 에셔는 철저히 수학적으로 계산된 세밀한
선을 사용하여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의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해낸
초현실주의 작가로 유명하다. 마치 텍스타일 디자인처럼 반복되는 패턴과
기하학적인 무늬를 수학적으로 변환시킨 테셀레이션(Tessellation: 동일
한 모양을 이용해 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하게 덮는 것)

Ҷմ୯ୣӑݿन
에셔의 작품은 20세기 이후 가장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었음에
도 불구하고 예술의 고전적인 범주를 뛰어넘음으로써 당대의 평단에서
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예술가보다 수학자와 과학자에게 더 큰 관
심을 받았던 에셔의 예술은 세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수많은 현대 화가
들과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테셀레이션 작
품의 이미지는 현대 건축과 공간 인테리어에 널리 차용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에서 열린 에셔 전시회에는 최다 관람객
이 몰려 세계인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기도 했다.

으로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M. C. ES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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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scending and Descending(올라가기와 내려가기).1960

⇦

⇥ Bond of union(연결의 끈).1956

중세 수도원을 그린 이 그림 속의 ‘끝없이 반복 순환되는 계단’을 통해 수학자 펜로 에셔와 에셔 부인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나선형으로 꼬아진 두 개
즈의 삼각형 이론이 드러나며, 수도사들의 계단 오르내리기 반복을 통해 경건한 신 의 선이 왼쪽으로는 여성의 머리를 오른쪽으로는 남성의 머리를 만들어낸다. 끝
앙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없이 이어지는 나선을 통해 서로 얽히고 돌리자 하나의 개체가 된다. 에셔는 나
선형 띠를 소재로 인간관계의 따뜻한 유대를 표현하고 있다. 둥둥 떠다니는 공
들로 인해 시공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 Reptiles(도마뱀).1943

⇦ Hand with Reflecting Sphere(반사 공을 든 손).1935

도마뱀이 평면 그림에서 나와 3차원적 세계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2차원적 그림으 유리구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변형되었지만, 그 세계의
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작가 자신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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ਫ਼יؼೄ੍ࣽబܽ
행운과 건강, 재복이 넘쳐나는 명당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높은 산의 정상 아니면 중턱, 아니면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 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의 높은 곳이나 최소한 중턱 이상의 곳을 명당으로 여기는 경우
가 많다. 물론 음택(陰宅: 주로 묘지, 무덤 등 사후에 발복을 위한 명당)의 경
우에는 일면 맞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양택(陽宅)이든 음택(陰
宅)이든 가장 기본적인 명당의 위치는 산의 정기가 끝나는 지점 다시 말해
마을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WRITE 김동환

PROFILE

‘운명(運命)’의 등불을 밝히다 - 명(命) 철학원 원장
‘자미두수’와 ‘풍수인테리어’ 전문가
국내외 유수기업 및 브랜드 기업운명컨설팅
풍수인테리어 및 운명컨설팅 상담
010-6205-2780

ೄ੍ࣽబܽ

FRANCHISE WORLD - 118

쉬운 예를 들자면 모든 나무의 끝에 꽃이 맺히고 열매가 달리는 이치와 동

풍수의 큰 흐름은 20년을 주기로 변화한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 하더라

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땅의 정기와 에너지 그리고 영양분이 뿌리

도 20년을 주기로 그 방향이 바뀌면 기존의 아무리 좋은 장풍득수와 좌청

를 통해 흡수되어 줄기와 몸통에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한 에너지 밸런스

룡, 우백호의 형세의 명당이라 하더라도 그 발복(發福)의 기운을 제대로

를 유지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나뭇가지의 끝자락에서 결국 꽃을 피우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풍수의 기운이 변화하는 방향과 시간 그리고 각각

고 영양분의 결정체인 열매를 만든다. 그 꽃과 열매 속 생명의 재탄생 에

의 지형에 따른 기본 원칙인 장풍특수, 전저후고, 좌청룡, 우백호의 개념

너지와 모든 유전적 정보와 그 생명의 원천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영

을 실질 환경과 인테리어에 접목하는 것이 좋다. 가게 또는 회사의 성격과

양분을 저장해 놓는 것이다. 무릇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히

브랜드 콘셉트에 적절하고 효율적일 풍수건축과 풍수 인테리어를 접목한

지기(地氣)의 핵심 에너지가 어디에서 맺히고 풀어지는 지가 자연의 법칙

다면 본연의 타고난 숙명과 운명을 개선하고 풍수와 개인의 열정과 노력

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 조화를 이루어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너무 작은 것만 관찰하
면 큰 대세를 놓치게 되고, 너무 큰 대세를 좇으면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

풍수(風水)의 양택(陽宅) 3개 간법 중 첫 번째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

그 역시 실패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세를 이루어야 함은 전편에서 언급했다. 두 번째가 바로 전저후고(全低後
高), 집의 앞은 낮고 뒷면은 높아야 한다.

사업이든, 성공이든, 풍수이든 큰 대세와 작은 변화를 현미경과 망원경처

집이나 상가 뒤에 높은 지형이나, 건물, 산 등이 있다면 모든 기운을 흩어

럼 멀리서, 또는 작고 가까운 것에서의 변화를 읽어내고 대비하는 것이 성

내고 약하게 만드는 바람(風)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그리고 생명의 에너

공의 가장 기본이자 원칙인 것이다.

지와 재물의 기운을 붙여주는 물(水)을 얻는 지형이라면 명당이라 불릴 수

생활풍수는 바로 이러한 큰 대세와 작은 발복(發福)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있다. 즉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땅의 기운을 머금고 내려와 지기(地氣)가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얻는 지혜

물(水)을 만나 부드럽게 융화되며 생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그

로운 선택인 것이다.

러한 자리는 사람이 모여들고 왠지 모를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끼고 머물
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면 당연히
장사나 매출은 오르기 마련이다. 체류하는 시간을 얼마나 늘리고 머물게
만드는 것이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흔히 좌청룡, 우백호의 형세를 선호한다. 백호의 기운은 주로 바위산으로
금(金)의 기운 즉 재물과 금속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청룡은 목(木)
의 기운을 응집하고 발산하여 생명의 에너지 즉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생(相生)의 에너지는 생명의 기운을 만들고 보호하는 역학을 하
게 되는데 아무리 작은 가게 또는 집, 사무실, 회사라도 최대한의 지형에
맞는 방향과 구조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이미 계약이 되
어 어쩔 수 없는 상태의 사무실 또는 가게, 집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좌
청룡, 우백호, 장풍득수, 전저후고의 형세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만 하
더라도 개운(改運) 즉, 운의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가게로 예를 든다면, 입구 쪽에 미니 분수를 설치하고 안쪽 벽면에는 산의
그림이나 수석, 자연석 등으로 우백호 형상을 만들고, 좌측에는 화분이나
나무 등 좌청룡의 목(木)의 에너지가 있는 자연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렇게 함으로써 인공적으로나마 흩어내는 바람의 기운을 막고 생기복덕의
청룡 목(木)기운과 결실과 재물운을 발현하는 백호의 금(金), 생명의 에너
지를 성장시키는 물(水)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준다면 머지않아 예상치
않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풍수는 무릇 숙명이나 운명처럼 확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그 형세에 맞
은 적절한 배치와 조화, 변화를 줌에 따라 발복(發福)하는 행운의 에너지
로 또는 패망하게 되는 살기(殺氣)의 에너지로도 변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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חԓࠃਖ਼
- 광주남한산성문화제 9월 22일부터 3일간 왕실 시찰 퍼포먼스 등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자! 세계문화유산 광주남한산성’이라는 주제로 개최
되는 이번 축제는 1. 조선 군영악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남한산성 수
어청 ‘취고수악대’ 재현 2. 왕과 왕비, 신하와 궁녀, 내시들과 함께 왕의
시찰을 재현한 ‘왕실 시찰 퍼포먼스’ 3. 호위 군사의 근엄한 근무 교대식을
재현한 ‘한남루 근무 교대식’ 등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또한 남한산성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무용공연, 남한산성을 주제로 광주시
농악단과 타 시·군 농악단과의 콜라보 공연, 남한산성 성곽의 소무대에서 이

호국의 성지로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제22회 광주남한산성

뤄지는 산성 버스킹 공연, 국악 관현악 공연, 마당극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문화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3일간)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에서 화

한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 인형만들기 및 장식체

려하게 펼쳐진다. 남한산성은 숱한 외세 침략이 있었던 한반도의 역사 속

험이 있으며, 광주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자연채 특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판

에서 단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지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

매 행사도 열린다.

주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이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지였고, 고려시대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자긍심과 호국의 역사적

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국난 극복의 정신을 담은 역사

의미의 중요성을 일깨움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적 장소라는 데 초점을 둔 각종 전통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իೢࣁޛ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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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행궁문화마당
왕실시찰 퍼포먼스, 한남루 근무교대식,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퍼레이드
❷ 조선문화마당
민속문화 체험, 농경문화 체험, 주막거리 운영, 전래놀이 체험 등
❸ 문과/무과마당
문과시험, 무과시험, 전통무기 전시, 군영체험

❹ 무대 공연
줄타기 공연, 퓨전 태권무 공연, 시립 농악단 공연, 무용공연, 타시군
농악 교류공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국악 관현악 공연, 산성 버스
킹, 마당극
❺ 프리이벤트
남문수위 군점식, 수어사 성곽순찰 행렬, 역사재현 퍼포먼스, 암문 퍼
포먼스, 조선백성 플래쉬몹, 대동굿, 남한산성 밟기 및 유적탐사, 난공
불락성곽쌓기
❻ 기타 부대행사
특산물 마당, 예술인 마당, 소원지 태우기, 산성음식 시연회, 다문화 체
험, 연 그림 그리기, 인형 만들기, 돌/원목 장식체험

행사명

제22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장소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 (*주행사장 : 남문주차장)

주제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자!」 세계문화유산 광주 남한산성

주최

광주시

기간

2017. 9. 22.(金) ~ 9. 24.(日) / 3일간

주관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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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여행은 "구경하고", "먹고", "말하고" 이 세 가지를 한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행복의 "3종 세
트"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두가, 언제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하는 것. 그러나 어떤 이는 시간과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여행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여행가는 것을 손에 꼽는다. 행복한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크루즈여행을 권한다. ‘은퇴해서 하는 여행’, ‘춤을 잘 춰야 한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등 크루즈여
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대부분 오해다. 사실 크루즈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
들의 말이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국내여행사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지중해 크루즈여

WRITE 여운봉(경영학박사)

PROFILE

현) (주)보스톤경영컨설팅 대표이사
현) 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행은 1인당 최소 700만원~1000만원 정도로, 부부 한 쌍이 가려면 엄두가 나지 않는 가격이다. 그

경제ㆍ금융ㆍ자산관리 전문가

러나 최근에 인터넷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예약하면 1인당 항공료 포함해서 불과

대기업/대학 강연 및 저술ㆍ출간, 방송활동 중

200~250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다.

ROYALCARIB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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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하면 절반 이하 가격으로
특히 전 세계 대형 크루즈선사 중 하나인 로얄캐리비안(ROYALCARIBBEAN)
선사는 유일하게 인터넷으로 한국말 홈페이지(WWW.RCCL.KR) 서비스
를 해주고 있어서 영어에 불편한 분들도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
접 실시간 승선예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에 스페인
에서 출항하는 서부지중해 크루즈의 경우 내측선실 1인당 항공료를
제외한 순수 크루즈 가격만 $1265(약 145만원)부터 시작한다. 그러
나 크루즈선사를 통한 예약에는 크루즈여행을 하는 동안 가이드가 없
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항공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므로 항
공편은 스스로 결정해서 별도 예약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사
실 크루즈선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도 불편함이
없다. 수천명이 한 선박에 승선하는 크루즈여행에는 비영어권 승객들
도 불편 없이 잘 지내며 여행하므로 굳이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기죽
을 필요는 없다.
항공권 역시 항공권 전문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면 오히려 내가 다양
한 항공사 또는 출발· 도착 시간을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어서 오히려
편리하다. 더군다나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다면 무료 항공편 예약도 가
능하다. 현대 국내 항공사의 경우 비수기 때는 7만마일 정도의 마일리
지만 쌓여 있어도 유럽, 미주 지역은 공짜로 왕복해서 다녀올 수 있다.
국내 여행사패키지 여행의 경우에는 항공편 가격이 이미 정해져서 포
함되어 있으므로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
함이 있다. 따라서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 하나 정도
는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레스토랑이나 식사, 쇼핑 등을 할 때 해당 신
용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을
수 있어 좋다.
바다에서 보는 일몰과 일출의 매력
크루즈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육상 여행과 달리 호텔이 바뀔 때 마다
매일 짐을 풀고 다시 싸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이다. 선내 객실
을 배정받으면 7박 8일 동안 같은 객실을 이용하며 이동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7박 8일 일정 내내 식사가 모두 해결된
다는 점이다. 크루즈가격에는 이미 객실과 조식, 중식, 석식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선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먹을 것이 떨어
지는 법이 없다. 특히 저녁에는 넥타이를 매고 들어가야 하는 정찬 레
스토랑도 무료이므로 매일 저녁 5성급 호텔에서 맛보는 코스요리를 일

광지를 걸어서 관광할 수 있다는 점은 빼놓을 수 없는 크루즈여행의 장

정 내내 맛볼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다에서 보는 하늘의 별과, 아

점이다. 버스타고 이동하며 관광지에 내려서 잠깐 사진찍고 다시 다음

름다운 일출과 일몰 장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지로 이동하는 육상여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유스런 여행을

네 번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상에 하루에 무료 80가지

적은 비용으로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루즈여행이다.

이상의 각종 문화, 스포츠, 음악, 뮤직컬 쇼 관람 등 여러 가지 행사 중
에서 본인이 골라서 무료로 참가해서 관람하거나 직접 참가해서 즐길

최근에는 최저가 크루즈여행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전 세계 1위의 미국

수 있다는 점. 특히 매일 저녁 열리는 브로드웨이 쇼에 버금가는 현란

여행클럽인 드림트립스(WWW.DREAMTRIPS.COM)에 가입해서 크루

한 춤과 음악이 곁들여진 뮤직컬 쇼는 수천명이 동시 관람가능한 선내

즈여행을 즐기는 국내 회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튼 가격은 가

외 대형 대극장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장 비싼 편이지만 한국인 안내자가 동반하여 언어적인 편리성을 누릴

마지막으로 크루즈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 잠자는 동안에 이

수 있는 국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크루즈여행의 장점도 있으므로 여

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밤새 자다가 아침이 되어 깨어보면 새로운 관

러 가지 여행업계에서 제공하는 크루즈여행을 상호 비교하여 본인의

광지에 이미 도착해 있다. 기항지 항구에 내려서 하루종일 여유롭게 관

여건과 조건에 맞는 크루즈여행을 고르는 것이 좋다.
로얄캐리비안

www.rcc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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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명

피터 밴스 콘서트

연주자

피아노 Peter Bence, 스페셜 게스트 김요한

일시

2017.9.21(목) 오후8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주최

브라보컴 1661-1605 http://www.bravocomm.co.kr

프로그램

Cry me a river (Timberlake meets Bach)
Prelude C Minor (Bence meets Bach)
Alive (original)
The New Beginning (original)
Mirrors (Justin Timberlake meets J.S. Bach 2)
Star Wars Medley - John Williams
Home (original)
Human Nature - Michael Jackson
Fibonacci (original)
Film Music Medley

tউ֤݅ँu
ఢߗटմೢҗ্
੦উצटౡٞ݇իl
рܽपੋشঽ؏ఢߗट৮ೢҶपشӥਅೢ

Somebody to love - Queen
Cheap Thrills - Sia
The Greatest - Sia
Letting it go (original)
Bad - Michael Jackson
The Awesome Piano (original)
Loop Song (original)
Flashback (original)
Don’t Stop Me Now - Queen
Black Or White - Michael Jackson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ETER B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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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똑 닮은 두 연주자 한 무대에 선다

회의 타건으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건의 연주자’로 등재되었다.

헝가리의 피아노 신동이었던 피터 밴스와 한국의 피아노 신동 김요한이 만난다.

피터는 버클리 대학 재학시절에 유투브에 그의 연주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

절대음감을 가진 두 사람은 피아노는 물론 작곡과 편곡에 또한 천재이며, 피터

하였고, 2015년 마이클 잭슨의 ‘Bad’를 편곡한 그의 연주 영상은 단 며칠 만에

밴스가 편곡한 마이클 잭슨 <Bad>를 연주한 영상이 유투브와 페이스북에 화제가

1,000만의 조회를 기록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투브

되었던 연주자들로 9월 21일(목) 롯데콘서트홀 한 무대에 선다. 피터 밴스의 요

의 누적 영상뷰는 1억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해만 16개국에서 수

청으로 무대에 서게 되는 김요한은 2015년 SBS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에 피아

만 명의 관중을 두고 공연을 하였다.

노 신동으로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미래 한국을 대표할 아티스트로 피터 밴스

‘Ellen DeGeneres Show’의 웹사이트, Buzzfeed, 9GAG, Classic FM, iHeart

와 함께 천재들의 재능을 들려준다.

Radio 그리고 Billboard 차트에 랭킹 되었다. 그는 현재 데뷔 앨범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의 커버와 솔로 피아노 작품 중 일부를 선보이고 앨범은 2017

피아니스트 피터 밴스 Peter Bence

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아니스트로 기네스 등재(2012). 페이스북과 유투브 누적
뷰 1억 조회 기록한 팝 피아니스트. 풍부한 연주 스타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Special guest 김요한 Yohan Kim

경계를 파괴하며 새로운 차원의 피아노 연주는 세상의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

2002년 생으로 3세 때부터 들은 음악을 피아노로 조성과 멜로디를 그대로 따라

을 주고 있다. 2살 때 이미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만화와 영화에 나오는 음악

쳐서 절대음감임을 알게 되었고 4세 때부터 즐겨보던 영화의 주제곡들을 전부

을 치기 시작했으며,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보여 4살 때부터 헝가리의 집 근처

따라 치며 영재성을 나타냈다.

학교에서 음악공부를 시작하였다.

그 뒤 유투브를 통해 뮤지션들의 연주를 오직 청음으로만 습득하여 10세 때

그는 일찍이 선생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신동으로 여겨져서 초등학교 다닐 시기

부터 유투브에 연주영상을 올리기 시작, 11세 때 연주한 스콧 윌키의 <Water

에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 입학이 허락되었다.

Baloons> 연주영상이 화제가 되어 2015년 SBS 방송국 <영재발굴단>에 천재 피

7살 때 모차르트와 쇼팽의 음악에 깊은 영향을 받아 작품을 첫 작곡하였으며 11

아노 영재로 출연, 가수 보아와 조규찬의 극찬을 받으며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살 때 첫 작품을 출판하였다. 청소년기에 특히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에 관심

13세 때 유투브 영상을 통해 알게 된 Peter Bence가 편곡한 마이클잭슨 <Bad>

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그가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었고 스스로 더 음악적 탐구

를 연주한 영상이 유투브와 페이스북에 화제가 되어 미국 빌보드 매거진과 미국

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엘렌 드제너러스 쇼의 웹사이트 <엘렌튜브>, 그리고 마이클잭슨 공식 오피셜과
뉴욕 FM 방송 등 수많은 곳에 소개되었다.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그는?

2015년부터 롤랜드 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자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에서 클래식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한 후 미국 버클리 음대

신만의 음악 스타일로 소화해내며 유투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업로드 된 영상은

에서 영화음악과 피아노 수업을 받은 그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받아들였으며 특

누적 영상뷰 150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차세대 크

히 마이클 잭슨의 음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2012년 1월에는 1분에 765

로스오버 아티스트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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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공생(symbiosis)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책이 출간되어 업계와 학계로부터 주
목을 받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의 한규철 교수는 지난 2010
년 저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을 정의하면서 가맹본부가맹점-공급업체-고객(소비자)의 4개의 구성체 간의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를 통해서 프랜차이즈의 목표인 4자 간의 공존공생을 이룰 수 있
다고 보았다.
금번에 출간된 <글로벌 시대 프랜차이즈 경영론>은 공생적 관계 기반의 프랜
차이즈 기업의 경영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과 업계가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국내 시장 지향에서 글로벌 시장 지향
으로 하는 본격적인 전환기에 와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의 기본 정신인 신뢰와
상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와 위
상, 프랜차이즈 기업의 평가, 그리고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 전략 등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한 단계 도약하는데 있어 그동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의 지속적인 노력이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실무 사례들이 본
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작금의 과도기를 전략적으로 잘 극복하고 세계적인 프
랜차이즈로 발전하는 데 있어 금번 발간된 책이 이론 공부를 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나 관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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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에는 미술, 문학, 음악, 영화
의 역사에 대한 뜻밖의 통찰이 드러나
기도 한다.
반 고흐와 고갱의 복잡하고 격렬하고
예술적인 관계가 아를에서 함께 했던
두 사람의 정신 나간 식생활을 통해 드
러나고, 살바도르 달리와 알프레드 히
치콕의 삐딱한 유머감각은 그들의 음
식 기벽에서도 확실하게 엿볼 수 있다.
도로시 파커는 부엌에 있는 베이컨으
로 뭘 해야 할지 몰랐던 반면, 조지 오
웰은 맛있는 블랙베리 젤리를 만들 줄
알았고, 존 스타인벡은 자신의 개 찰
리를 위해 핫케이크를 즐겨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샐린저는 자신의 집 굴뚝
꼭대기에서 연어 한 마리를 통째로 바
구니에 넣고 훈제하려고 했다. 마릴린
먼로가 아서 밀러에게 그랬듯이, 실비
아 플라스도 테드 휴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빵을 구웠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의 엄청난 남편 욕심은 음식에 대한 열
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책은 먹는 것을 사랑한 위대한 예
술가들의 맛있는 인생을 소개하며, 그
들의 음식을 닮은 조리법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역사의 식탁에 앉아볼 수
있을 것이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유로 고객들
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누
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객들의 행태
는 ‘진상’과 ‘갑질’로 대변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객들을 무조건 진상으로만
매도할 것인가? 진상 고객들은 무조
건 경계해야 할 대상인가? 고객의 ‘
진상’과 ‘갑질’은 일종의 신호다. 기업
의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한 뒤 앞으로
도 계속해서 이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
여 주는 것이다. 고객은 당신의 서비
스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
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떠나 버
릴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고객의 신호를 잘 캐치
하여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
떻게 해야 고객의 니즈를 알아챌 수
있을까? 이 책 <기적의 7초 고객 서비
스>는 그 방법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고객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다. 고
객의 입장에서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
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살피고,
그것을 충족시켜 충성 고객으로 만드
는 것이 서비스 전쟁의 시대에서 살아
남는 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마케팅 전략
>은 당신의 회사가 제품 또는 채널 중
심에서 진정으로 개인 맞춤화된 경험
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개별 고객의 평
생가치를 극대화하는 고객중심 마케
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상세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이 책은
최첨단의 기계학습 테크놀로지와 실
용적인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을 활용
하여 기업의 고객 획득 및 유지를 개
선하도록 해준다.
과거에는 고객의 행위와 기호를 이해
하는 것은 동네상인들만의 장점이었
지만, 이제는 쉽고 자동화된 예측분석
프로그램으로 모든 마케터들이 대규
모로 고객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전략,
조언, 충고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케터들에
게 도움을 준다. 당신은 작은 기업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보
다 앞서나가는 현실 세계의 사례들을
보게 될 것이다.

카멜북스가 금융업계의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공지능 투자가 퀀트>를 출
간했다.
뉴욕 현지에서 한국인 퀀트로 활약 중
인 권용진의 신작 <인공지능 투자가
퀀트>는 국내에서 아직 낯선 개념인
‘퀀트’의 다양한 세계를 쉽고 재미있
게 풀어낸다.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면
서부터 지난 7년 여 동안 직접 목격하
고 경험해온 세계 금융시장의 기술혁
명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월스트리트에서 전 세
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퀀트들
의 과거와 현재를 박진감 넘치는 구성
으로 꾸며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즐거
움이 있다. 또한 ‘퀀트 노트’를 따로 수
록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돈을 벌어들
이는 원리를 제공해 월스트리트 인사
이더에 관심 있는 학생부터 동종 업계
종사자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통한 트레이
딩이 세계 금융시장을 압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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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
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 시정명령
을 부과하였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A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는 병원
내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
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대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
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 때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B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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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영업 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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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위탁 관리 계약의 내용 및 해당 점포 운영의 실

아닌 가맹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위 사례의 경우 계약 명칭은

질이 위 ①~⑤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공정위는 계약의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계약의 내용과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닌 가맹사업이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

최근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론 악화, 공정위의 더욱 강화된 규제, 가맹사

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업법의 개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사업 환경이 날로 열악해짐에 따라 가
맹본사들은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여 해

рূߪݜ҇יؼণਅѦ

당 계약의 내용이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란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 내용의 실질을 보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

가맹사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용하게 하고,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
록 하고,
③ 위 품질 유지 및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그런데 앞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 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
니라 계약 내용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이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본부
는 창업자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섣부르게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가맹사업법상의 절차를 미준수하는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 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

경우 결국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

에게 가맹금(명칭 불문, 가맹사업의 대가로 받는 가맹본사의 이익)

무위반 등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

을 지급하는,

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정의한다.

특히,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은 그 자체 위반 문제뿐 아
니라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의 문제, 필수공급 원자재 여부 및

위 ①~⑤항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때에 해당 사례는 가맹사업에 해당하

불공정행위의 문제(가맹사업법은 필수공급 원자재로 보기 위하여는 가

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만약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영업통제

맹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준 외에

가 없는 경우, 물류공급만 하는 경우, 계속적 거래가 아닌 일시적 거래

도 가맹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알렸

인 경우, 해당 매장의 부수적 영업의 지원만 하는 경우 등에는 위 가맹

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본다) 등으로까지 연결되어 가맹본부에 예

사업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129

COLUMN - 상권분석

рݜਦೢ
/60 োಪ݅ீ ੋਅೢੋਮ
과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본사에서 설정한 목표
고객군을 대상으로 대량 마케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 마케팅은 대부분 전체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이 속한 상권
의 특성에 따라 마케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
다. 예를 들면 A가맹점은 마케팅 효과가 매우 좋다고 느
끼는 반면, B가맹점은 마케팅 효과가 크지 않다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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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하여 일부 가맹점은 마케
팅비용 분담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MBA 주임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상권분석전문가 과정 지도교수
부산, 창원 부동산·상권분석전문가 과정 지도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외식사업콘셉터 과정 지도교수
사단법인 일자리창출진흥원 원장
www.facebook.com/web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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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무차별 또는 제한적인 차별화
마케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LSM(Local Store Marketing, 지역
상점마케팅, 로컬스토어마케팅, 이웃마케팅, 미세마케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즉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 향상을 위한 본
부 차원의 대량 마케팅 이외에 각각의 가맹점 특성에 맞는 미세한 마케
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가맹점이 위치한 상권특성에 맞는 지역점포마케팅이 필요하다

강남역, 일산 라페스타, 부산 서면역, 대구 동성로, 대전 둔산동,
울산 삼산로 상권은 12-18시가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다.

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ӥߑࠛݸۆऩછҶմ࢜ਦ࢜ӄҌѓ߄ࣙ࠼ౢࣁ࠼Ұۻ
구분

강남역

홍대

일산
라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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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비중

ɩ

연령별 비중
성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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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연령별 비중은 홍대, 수원역은 20대, 대구
동성로는 40대 비중이 높고, 나머지 상권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음.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점포 수 비중은 대구 동성로 상권이 가장
높음.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성별 비중은 홍대, 일산 라페스타, 수원역,
광주 상무지구는 남성 비중이 높고 나머지 상권은 여성 비중이 높음.

⇤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평균매출액은 광주 상무지구 상권이 가장
높음.

⇥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평균결제금액은 광주 상무지구 상권이 가
장 높음.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특성과
소비특성은 상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마케팅은 상권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LSM(지역점포마

⇦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시간대별 매출액 비중은 강남역, 일산 라

케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페스타, 부산 서면역, 대구 동성로, 대전 둔산동, 울산 삼산로 상권

한다. 여기서 전제조건이란 각각의 가맹점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경영자

은 12-18시가 가장 높음. 다만 홍대, 수원역, 광주 상무지구 상권은

능력, 소비자 욕구, 경쟁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분석 능력을 의

18-24시 비중이 가장 높음.

미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LSM(지역점포마케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요일별 비중은 강남역은 금요일, 대구 동성
로는 일요일 비중이 높고 나머지 상권은 토요일 비중이 가장 높음.

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가맹점별로 정기적인 상권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영갑 교수 blog.naver.com/webkim

131

COLUMN - 노무

୯Ӛ੍࢜ۿ
ୣ׳नтӖۿਖ਼Ҍךը٢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
라 시간급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시
급이 1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무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하
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

WRITE 이금구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PROFILE

노무법인 C&B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1991년 제3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시행처 노동부)
2011년 (사)장기요양기관정보나눔회 고문, (사)한국인재파견협회 고문
2012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
2014년 11,000개 사업장 사무 위탁 관리
2015년 (사)한국소상인단체연합회 고문
2016년 GS25,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1544-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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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된 7530원이 2018

⇣ਚҀ

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다. 시급 7530원은 직접 인건비며,

가맹점은 월 매출과 지출을 기준으로 직접 인건비 및 간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인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감안하면 실질 임

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 단위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월 결산

금은 시급 1만662원이 된다.

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월 단위로 예측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시급

세 대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출 대비

주휴수당

1506원

일주 총근무시간/40X시급X8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예측할 수

국민연금

9036원 X 4.5% = 407원

시급의 4.5%

건강보험

9036원 X 3.06% = 277원

시급의 3.06%

장기요양보험

277원 X 6.55% = 18원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

9036원 X 0.9% = 81원

시급의 0.9%

산재보험

9036원 X 1% = 90

시급의 10/1000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4대 보험 가입자를 대

퇴직금

9036원 X 8.3% = 753원

시급의 8.3%

상으로 지원할 것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직원이 입사

합계

1만 662원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차이가 있음
※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ࠃқܽ

할 경우 취득신고, 퇴사할 때 상실신고를 제때에 해야 한다. 퇴사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고 있는 경
우도 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활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ޘқܽഞ҅ߺ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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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Ӛ٣Ӛқܽ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은 임금대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가맹점주는

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하는 자를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 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

임금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인

법상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건비 지원과 4대 보험의 적용 및 제외 기준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

또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근로일이 8일 미만인 경우 국민연

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금대장이다. 근로

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간접 인건

기준법에서 사업주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로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ࠃр߄ೱઁޘ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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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나 아

가맹점주는 노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

직 정해진 것은 없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간당 581원을 지원한

이 현실이다. 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하

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맹본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

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대 보험에

다. 가맹점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가맹본부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

가입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

문에,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선제적

금 인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

으로 도입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상생의 프랜차이즈 가맹관리가 가

야 하며, 4대 보험의 가입, 취득, 상실 등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

능할 것이다.

로 예상된다.

⇥֤ࠛޘ੮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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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의 임금과 관련한 법적기준이 명확히 인식됨으로써 노무 분쟁 증가
로 인한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노무법인 C&B

www.fran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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ਖ਼೩ࢵ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근
절하기 위하여 이른바 프랜차이즈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마진 공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 비밀로서 이의 공개는 산업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
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WRITE 장완수

PROFILE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現) 이안 국제특허 대표변리사
KT, 한국전력,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LS전선 특허/상표전담변리사
Oracle ERP Consultant, Oracle CRM/BI Consultant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전문강사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법률상담 변리사
031-806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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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

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

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

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상표사용료, 광고 분담금,

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지도 훈련비 등 외에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보호하고 이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착물,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

따라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및 마진율은 가맹

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부정경

을 넘는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쟁방지법에 어긋나며, 공정거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위원회는 상기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맹금에 대한 상기 가맹사업법 조항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қ੍҇ূੋੌઃҗjട࠙شҵࣚ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
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다른 사업자와 직
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 2)가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
이 문제되는 이유는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의 불투명한 거래 행위
에 의해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필수물품의 구입
을 요구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되
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거래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강제하는 것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
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용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규정하여 시중가격 대비 비싸게 구매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
맹본부와 맺은 가맹계약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 요
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자 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
불해야 되는 비용 즉 ‘가맹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맹금에 관한 다양
한 규정들(반환 규정, 예치 규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한 가
맹금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적정한 도매가
격이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도매가격의 기
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상품 등의 도매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맹본사가 요구하는 필수품목의 마
진이 반드시 적정한 도매가격이 넘는 대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
서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필수물품 유통마진을 가맹금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법 규정에 대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
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진입장벽 강화 등 가맹사업의 선진화
유도, 2. 물류수익에 의존하는 현재 수익구조를 로열티 수익구조로 전
환, 3.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시비의 해소 등이 그것
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가맹본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주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다. 다만, 가맹점사업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에 못지않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영세 가맹본부들이 고사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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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재 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현행법상에서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
고 있음에 기인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맹본부에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원가 및 마진율 공개를 강제하려고 한다.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마진율 등 필수품목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되 그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계
에 대한 또다른 관치 규제로 악용될 소지가 더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필수물품의 유통 마진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에 해당되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는 ‘가
맹금’의 하나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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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한 분야에서 상징적인 컬러를 쓰게 된다. 이미

퍼스널이미지브랜딩(PIB)연구소장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본능적으로 컬러를 선택한

숭실경영대학원 퍼스널이미지경영 겸임교수

다. 평균적으로 신뢰를 상징하는 금융이나 기업의 경우 블루를 쓴다. 계

노루 홈데코레이터 (인테리어 컬러컨설팅)

절별로 떠오르는 컬러들도 있다. 추석이 다가오는 가을은 단풍과 더불
어 평야를 물들이는 황금 들녘이 떠오른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그림
속 가을은 울긋불긋한 색과 황금빛을 내는 색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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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골드 컬러의 상징은 풍요와 지혜이다.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일컬을 때 우리는 황금시
대라 표현한다. 또 하나 황금열쇠. 특별한 해결
책을 써야할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는 황금열
쇠라는 말을 하게 된다. 스포츠에서도 정치 그
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지혜’의 대명사로 황금
열쇠란 말을 쓴다. 이외에 황금열쇠는 누군가
에게 감사와 성의를 표할 때 가장 선호도가 높

골드의 긍정에너지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행복한 상태이다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다
□타인에게 신뢰감으로 존경 받고 있다
□주변에 즐겁고 우호적인 사람이다
□협력하며 배려가 많다

골드의 부정에너지

□자아도취가 심한 편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비판적이다
□감정기복, 미움, 증오의 감정이 자주 올라온다
□소비욕구가 많아진다
□이유 없는 불안이 지속 된다
□무기력해 진다

은 선물중 하나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

력을 상징하는 현실적인 부와 권력으로 황금은

어떤 컬러가 끌릴 때 그 컬러감정의 부정과 긍

에서도 황금이 나온다. 마를 캐는 아이라는 뜻

부와 지혜의 상징이다.

정을 인식하고 파악 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인 서동은 신라의 진평왕 셋째 딸인 선화공주

하지만 황금 빛 골드컬러도 긍정의미만을 지

것이 지혜이다.

가 아주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서라벌

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골드가 왠지 끌리는

올 가을엔 골드의 지혜로운 파장을 시작으로

에 도착한다. 선화공주의 미모에 첫눈에 반한

때. 금 귀걸이 반지 등의 액세서리 등이 갖고

지혜와 부를 한꺼번에 만끽해 보자. 골드 빛

서동은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궁리

싶을 때. 당신은 지금 두 가지 방향의 에너지

넥타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해보길 권하며 인

했다. 서동은 자신이 가져온 마를 아이들에게

를 쓸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골드 빛이 끌릴 때

테리어나 골드 푸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눠주며 동요를 가르쳤다. ‘선화공주님은 남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파악해 볼

몰래 시집가서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수 있다.

동요는 순식간에 퍼졌고 노한 진평왕은 선화공

위의 골드 의미들 중 당신은 어떤 쪽에 체크를

주를 멀리 귀양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많이 했는가. 만일 부정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

선화공주 앞에 나타난 이가 바로 서동이었다.

다면 긍정으로 바꿔주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서동은 그렇게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공

좋다. 긍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자신의 에

주는 가난한 서동의 살림을 보고 어머니가 몰

너지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래 싸준 황금을 서동에게 건넸다. 서동은 그제

골드 에너지의 균형을 위해 로얄블루를 권한

야 그것이 황금인 줄 알고 자신이 마를 캐는 산

다. 로얄블루는 통찰력이며 논리적인 대표적

에 황금이 널렸다 알리면서 수많은 황금을 캤

인 파장이다.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로얄블루(

고 그로 인해 서동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 백

감청색)컬러파장을 골드컬러와 함께 사용하면

제의 왕위에 까지 올랐으며 그가 바로 백제 30

균형감을 가질 수 있다. 로얄블루가 훌륭한 판

대 무왕이다.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 속 황금

단력으로 중립적이며 객관성을 유지시켜 줄 것

은 풍요와 지혜의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이다. 사람의 감정이 변하기에 컬러파장도 변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태양을 신으로 숭배

한다. 한 컬러가 평생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했던 시절 태양의 상징이 금이었다. 최고의 권

않는다. 세상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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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16일까지 고양시 KINTEX에서 역대 최대 규모 ‘예약’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눈앞⋯
하반기 창업시장 ‘활짝’
REPORT 김종백 | PHOTO 김동하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경기도·고양시가 후원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KINTEX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가 가을의 시작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하반기 창업 시
장의 포문을 활짝 연다.
코엑스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킨텍스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는
9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전시관 7홀에서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박람회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450여개 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창업 시장에서 유례없는 12회 연속 부스 판매 조기 마
감의 신화를 또 한 번 써내려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의 프랜
차이즈 브랜드와 더불어 주방용품, 인테리어, 디자인, 인터넷, 금융, 부동산, e-BIZ 등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
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전등록을 마친 예비 참관객 숫자가 지난 박람회에 비해 이미 수 배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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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및 회원사 지원 대폭 상향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특히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협회 회원사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있어 많은 업체들의 참가가 예상된다.

이미 SPC, 놀부 등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

우선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이 제공

데 채용관 부스는 총 20개 부스 규모로 무료 운영된다. 참여 기업들에는

된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인 본점과 물류센터 주소가 경

본사 직원, 매장 직원 등 원하는 직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수 인재들과

기도에 위치한 회원사로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부스당 30만원이 지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된다.

얻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코엑스로 무대를 옮겨 세계 1위 MICE사인 리드(REED)사와 함
께 연 2회 ‘국제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협회는 이

참가업체·참관객 ‘윈-윈’하는 박람회

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회원사에게 내년 박람회 참여기회를 우선적으로

이밖에 협회는 참가업체들과 참관객들 모두에게 풍성하고 알찬 박람회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와 창업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 및 세

또한 협회는 이번 박람회에 ‘1+0.5제’를 도입, 2부스를 계약하는 회원사에

미나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시·정보뿐 아니라

게 1부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한다. 아울러 회원사

볼거리와 즐길거리, 유익함이 가득한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할인율 역시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돼 비회원사에 비해 회원사

또한 공동 주최 측인 킨텍스가 주관하는 ‘K-SHOP’ 및 ‘LMF 박람회와 연계

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국내 관람객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까지 많은 관심
을 보이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관 통해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이에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 홍보 및 가맹점 유치 기

특히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부

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

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참가 업체들과 함께 박람회

게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장에 채용관을 운영,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프랜차이즈의 순기능 알리기

하반기 및 2018년의 창업 트렌드를 미리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에 앞장선다.

창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표적인 순기능인 일자리

참가를 원하는 가맹본부 및 협력사 등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

창출 기능을 널리 알리고 참가 업체들이 현장에서 양질의 인력과 직접 만

사업실 (02) 3471-8135~8, 사업운영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수 있다. 또한 박람회 참관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홈페이지(HTTP://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KFAEXPO.CO.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할 경우 5,000원의 입장료

5273개, 가맹점은 21만8997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규모가 100

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전시는 9월 14~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조원대, 종사자 수는 무려 130만여 명이다. 취업 시장이 크게 불황을 겪고

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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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REPORT 김종백
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분과위원회 재구성· 대의원 선임 의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

이날 대의원총회는 지난해 사업결산 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 박기영 협

해 마련된 다양한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각종 현안들에 대해 회원사들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 및 혁신위원회

과 가감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

구성 관련 사항 의결, 대의원 해임 및 선임안 의결, 협회 분과위원회 체

초동 협회 희망실에서 ‘2017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장

계 재구성안 관련 의결 등으로 진행됐다.

을 맡은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무쪼

또한 혁신위원회 구성 및 자정안 마련 등 현재 협회와 프랜차이즈 산

록 다들 바쁘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참석해 주

업이 맞닥뜨린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여러 대의원들이 가감없이 의

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특히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어지

견을 개진, 박기영 협회장과 대의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

거나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이 많이 있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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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과정 수료
효율적 매장 관리 실무 능력 갖춘 32명 배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재

차이즈 기업의 실무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장사례 중심의 강

남)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 슈퍼바이저 교육과정 ‘제 32기 프랜차이즈 슈

의를 바탕으로 수강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 능

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이 10주 간의 과정을 마치고 지난 7월 29일 수료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들은 교육과정 수료

식을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32명의 수료생

를 통해 프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슈퍼바이저 자격

들과 장재남 원장이 참석했다.

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 특전도 받게 됐다.

본 과정은 총 800여명의 슈퍼바이저 전문가를 양성해 온 협회 차원의 공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33기 과

식 교육과정으로, 현재 교육생 대부분이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프랜

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의 이해> 등 예비창업자 무료 교육
창업 희망자들 80여명 참여⋯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순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8월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희망실에

혜)는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

서 80여명의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프랜차이즈 기본이론과

맹사업법의 주요 뼈대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 중, 가맹계약

정교육’을 진행했다.

종료 후 등 다양한 시점에서의 분쟁 유형 및 방지책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프랜차이즈 산업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어 이홍구 창업피아 대표는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분석과 입지전략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

그리고 창업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상권분석의 의미와 방법론 및 각

관하며 협회가 시행하는 ‘2017년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종 입지 전략,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법 등과 함께 실제 창업 과정에

간단한 시청각 교육에 이어 첫 강연자로 나선 조은혜 변호사(법무법인

서 유용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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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소식 REPORT 도정은

대구경북지회 소식

2017 후반기 자문단 토론
9월 7일 오후 2시 협회 대

지회장 : 이재백

강의실에서

대구경북지회

자문단 토론을 갖는다. 대
구경북지회 운영 활성과 방
안에 관하여 논의하며, 김충

제8기 프랜차이즈지도사 자격전문

옥 노무사, 박경보 변호사,

교육과정

이지윤 가맹거래사, 이희백

9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8기 프랜

세무사가 자문의원으로 참

차이즈지도사 자격전문 교육과정을 진행한

석한다.

다. 대구경북지회의 본 교육과정은 프랜차
이즈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프랜차이즈
브랜드기획, 전략경영, 시스템구축, 매뉴얼
작성 등 전문영역을 교육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
프랜차이즈지도사 인증자격증 과정으로 소
상공인 지도사 자격증 응시기회가 제공되
는 특전이 주어진다.

9월 정기월례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9월 12일 오후 2시 협회 강의실에서 정기월례
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교육을 진행한다. 1부
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 차희연 소장의 ‘
윤리경영과 기업가 정신’, 2부는 영남일보 이
춘호 기자의 ‘푸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구
성되어 있다. 세미나 교육 후에는 정기월례회
를 진행한다.

8월 정기봉사
8월 17일 누리글터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요리교실
(Cooking Class)을 운영했다. 이날 음식협찬으로는 ㈜미식주 이경숙
대표와 신참F&C 박재석 대표가 주먹밥과 떡볶이를 제공했다.
대구경북지회 봉사단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경숙, 간사 김창숙)가 주최
가 되어 운영하는 대구경북지회 봉사단은 지난 1월 대구 누리글터 지역아동
센터에서 프랜차이즈 특색에 맞는 요리교실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어 매월 꾸
준히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주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
지로 봉사단을 구성, 현재 80여 개 협회 회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대
구경북지회 봉사단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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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회 소식
지회장 : 신영호

2017 하계 워크샵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많은 회원사와 게스트들이 참
석한 가운데 경남 밀양으로 하계 워크샵을 다녀왔다. 1, 2
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하계 워크샵은 특별 강의로 더욱
알차게 구성되었다. 또한 워크샵 행사는 모두 부울경 지회
회원사의 협찬 및 찬조로 이루어져 회원사들의 끈끈한 협회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예비창업자 무료교육
부산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참관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4일 무료
창업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
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마케팅 진행
회원사 간 2차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부산광역시가 개최하는 ‘글로벌 프랜차이
즈 기업인 생생토크’에 참여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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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7
2017

신규·협력회원 현황

구분

08
05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신청일

라라코스트 진 f&b

raracost

도매업

안영진

2017.07.17

㈜위치

위치커피

도매업

박현자

2017.07.18

서비스업

강애선

2017.07.25

정회원

웰킨두피탈모센터/

㈜코비스타

스마트뷰티센터 비티엘

㈜핫시즈너

불닭발 동대문엽기떡볶이

서비스업

금주영

2017.07.25

㈜푸드테크

푸드테크

서비스업

강병태

2017.07.27

㈜토탈베이커리시스템

토탈베이커리시스템

도소매업

채형원

2017.08.18

협력회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7

9월 교육 일정 안내
교육명

09

기

2017년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노무교육)

간

9월 1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50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인원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가맹점주(가족) 및 가맹점임직원, 가맹본부 임직원
목

적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적인 노무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
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자 함

혜

2017

택 : ※교재/다과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교육명

09

기

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가맹상담 스피치 노하우
9월 5일(화)~6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교육인원

교육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경영지원 부서장, 운영총괄 부서장, 부분별 부서장
목

적 : 프랜차이즈 가맹상담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보이스 트레이닝, 스피치 및 상담기법 등 다양한 화법과 유형을 파악하여 영업

혜

택 :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고자 함

2017

교육명

09

기

간

2017년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세무교육)
9월 7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50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인원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가맹점주(가족) 및 가맹점임직원, 가맹본부 임직원
목

적 :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의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혜

택 : ※교재/다과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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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육명

09

기

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마케팅 전사자 양성
9월 12일(화)~13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교육인원

교육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해외진출 관련 업무수행 또는 수행예정자
목

적 : 기본부터 체계적인 마케팅의 기획 및 광고시장의 이해를 학습하여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양성하고자 함

혜

택 :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교육명

09

기

간

2017년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창업교육)
9월 14일(목)

교육장소

킨텍스 제2전시관
(일산서구 대화동)

50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인원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가맹점주(가족) 및 가맹점임직원, 가맹본부 임직원
목

적 :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도모

혜

택 : ※교재/다과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교육명

09

기

간

2017년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창업교육)
9월 15일(금)

교육장소

킨텍스 제2전시관
(일산서구 대화동)

50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인원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가맹점주(가족) 및 가맹점임직원, 가맹본부 임직원
목

적 :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도모

혜

택 : ※교재/다과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교육명

09

기

간

교육인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9월 19일(화)~20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사내강사, 가맹점 관리자 등
목

적 : 국내 프랜차이즈 실무자(재직자) 대상으로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기업에 맞는 상권과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혜

택 :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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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2017년 7월 신규등록
순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등록일

업종

20170773

20170703

기타 외식

20170774

20170703

분식

1

우럭만

살아있는 우럭만
취급합니다

2

(주)참에프앤디

싸다김밥

3

(주)동은교육

조이스감성미술

20170775

20170703

기타 교육

4

(주)온뷰

멜팅VR시네마

20170776

20170703

오락

5

제이앤제이푸드

핑거스버거

20170777

20170703

패스트푸드

6

목차테스트

목차테스트

20170778

20170704

한식

7

빨간화덕푸드

빨간화덕

20170779

20170704

피자

8

(주)밀라노푸드시스템

유치짬뽕

20170780

20170704

중식

9

스마트 독

스마트독

20170781

20170704

기타도소매

10

88키친램

88키친램

20170782

20170704

기타 외국식

11

(주)하즈키친

하즈벤(HAZBEN)

20170783

20170704

일식

12

(주)대세에프엔비

육첩반상

20170784

20170705

한식

13

오덕돈까스

오덕돈까스

20170785

20170705

서양식

14

슈퍼키즈스카이방방

슈퍼키즈스카이방방

20170786

20170705

기타 서비스

15

(주)바른맘푸드

꼽창꼽창

20170787

20170705

기타 외식

순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등록일

업종

56

록원에프엔비

리얼안심탕수육

20170828

20170714

기타 외식

57

(주)케이디엔푸드

닭꾸버

20170829

20170714

치킨

58

(주)이랜드파크

다구오

20170830

20170714

기타 외국식

59

(주)이랜드파크

아시아문

20170831

20170714

기타 외국식

60

(주)이랜드파크

테루

20170832

20170714

분식

61

빵사부식빵공방

빵사부식빵공방

20170833

20170714

제과제빵

62

(주)오독오독

오독오독

20170834

20170714

기타도소매

63

(주)네모비앤에프

네모오징어

20170835

20170714

한식

64

(주)나우에프앤비

나우플러스
(NOWPLUS)

20170836

20170714

편의점

65

(주)탑에이전시코리아

술방

20170837

20170714

주점

66

농업회사법인
(주)늘처음

와이디에스치킨
(Y.D.S치킨)

20170838

20170719

치킨

67

(주)손큰

손큰국밥

20170839

20170720

한식

68

(주)바른식

바른식수유동옛
날면옥

20170840

20170720

기타 외식

20170841

20170720

한식

16

(주)곽푸드에프씨

곽만근갈비탕이야기

20170788

20170712

한식

69

㈜길한컨설팅

17

청춘유통

더샵 아이스크림
할인점

국가대표찜닭&
국가대표닭발

20170789

20170712

아이스크림/빙수

70

(주)계영에프앤비

하몽하몽이베리코

20170842

20170720

기타 외식

18

노랑물고기

노랑물고기

20170790

20170712

한식

71

(주)푸른날개

전티마이 쌀국수

20170843

20170724

기타 외국식

19

마치래빗
(March rabbit)

마치래빗

20170791

20170712

서양식

72

(주)바움

바움어학원

20170844

20170724

교육 (외국어)

73

(주)테이스티컴퍼니

매란방

20170845

20170724

중식

20

(주) 솔푸드시스템

가마깨비

20170792

20170712

한식

74

(주)챕터원

폭탄마끼

20170846

20170724

일식

21

(주)삼우에프앤씨

그린쿡

20170793

20170712

기타 외식

22

(주)삼우에프앤씨

베리쥬스

20170794

20170712

음료 (커피 외)

75

Global Hospitality
Licensing S.a.r.l.

메리어트
호텔 앤 리조트

20170847

20170725

숙박

23

(주)삼우에프앤씨

무한갈비

20170795

20170712

기타 외식

76

지니소프트 영재스쿨

지니소프트 영재스쿨

20170848

20170725

교육 (교과)

24

김볶스

김볶스

20170796

20170712

서양식

77

(주)애드쉐어

맛들의축제

20170849

20170725

한식

25

(주)놀작에듀

놀작마이아트

20170797

20170712

유아 관련 (교육 외)

26

(주)대종컴퍼니

썬데이반점

20170798

20170712

중식

78

꿀's 커피
(GGUL'S COFFE)

GGUL'S COFFE

20170850

20170725

커피

(주)온누리펫

온누리동물병원

20170851

20170725

반려동물 관련

27

(주)니혼푸드빌

가츠라(桂)

20170799

20170712

일식

79

28

(주)골든펍

프롬하와이

20170800

20170713

주점

80

(주)와이비케이홀딩스

소도둑

20170852

20170725

한식

29

비에프씨 F&D

부산어묵

20170801

20170713

분식

81

라파하우스

라파하우스

20170853

20170725

서양식

30

올나노

올나노

20170802

20170713

기타 서비스

82

드림위드FC

갈통삼

20170854

20170725

한식

31

프렌디

프렌디

20170803

20170713

기타도소매

83

일품백송칼국수

일백송칼국수

20170855

20170728

분식

32

주식회사 채드

에이컷 스테이크

20170804

20170713

서양식

84

낙샌

낙샌

20170856

20170728

패스트푸드

33

진이푸드(주)

진이국밥

20170805

20170713

한식

85

태브라더스

이찌방야끼

20170857

20170728

일식

34

(주)바다드림

조개꽃천지

20170806

20170713

한식

86

안푸드

조대포

20170858

20170728

기타 외식

35

(주)제이엔에프아
이티씨

스펙터

20170807

20170713

안경

87

(주)티앤지에프씨

인디고 피씨 카페
(INDIGO PC CAFE)

20170859

20170728

PC방

36

(주)디에스에프앤비

헝그리박스

20170808

20170713

기타 외식

88

따봉시래기

따봉시래기

20170860

20170728

한식

37

(주)원우컴퍼니

8등신 포테이토

20170809

20170713

기타 외식

89

주식회사 지젠

아이블링 힐링센터

20170861

20170728

(건강)식품

90

(주)지디

곱돌이곱창

20170862

20170728

한식

91

에프앤에프베네치아

프리-엠베네치아
(PRE-m 베네치아)

20170863

20170728

한식

92

지배온삼겹

지배온삼겹

20170864

20170728

한식

93

한국식품벤처(주)

방망이닭꼬치

20170865

20170728

기타 외식

94

(주)리얼이엠에스

스페이스핏
(SPACE FIT)

20170866

20170728

이미용

95

(주)골든펍

흥청1433

20170867

20170728

주점

96

삼미유통

덤덤치킨

20170868

20170728

치킨

97

김정식의삼일뒷고기

김정식의삼일뒷고기

20170869

20170728

한식

38

조은맘산후도우미

조은맘

20170810

20170713

인력 파견

39

또봉이에프앤에스(주)

또봉이핫독&도넛

20170811

20170713

제과제빵

40

또봉이에프앤에스(주)

또봉이통닭&핫독

20170812

20170713

치킨

41

(주)해랑

해초과메기

20170813

20170713

기타 외식

42

KING 아이스크림 할
인매장

킹아이스크림

20170814

20170713

아이스크림/빙수

43

김영화부대찌개

김영화부대찌개

20170815

20170713

한식

44

(주)디에스피
이노베이션

회초리

20170816

20170713

일식

45

신세카이

신세카이

46

그집푸드

고집센그집갈비탕

20170818

20170713

한식

47

(주)티번

티번(T Bun)

20170819

20170713

음료 (커피 외)

48

(주)더블유에스컴퍼니

찜수성찬

20170820

20170713

한식

20170817

20170713

일식

98

(주)대만대첩

국민핫도그

20170870

20170728

제과제빵

99

(주)나눔에프씨

G글G글오돌구이

20170871

20170728

한식

49

(주)하파

공동음주구역

20170821

20170713

주점

100

나루에프엔비

나루에프엔비톰스
(나루F&B톰스)

20170872

20170728

피자

50

치즈케익카스테라

치즈케익카스테라

20170822

20170714

제과제빵

101

더나은 F&D

더나은마을회관

20170873

20170728

한식

51

주식회사
디저트팩토리

할배치즈케이크

20170823

20170714

제과제빵

102

(주)군족

군족

20170874

20170728

한식

52

수플넷 치즈케이크

수플넷 치즈케이크

20170824

20170714

제과제빵

103

주식회사
에스에프이노베이션

분짜라붐

20170875

20170728

기타 외식

53

POP아이스크림
여수도원점

POP아이스크림
할인점

20170825

20170714

기타도소매

104

(주)명랑식품

명랑회관

20170876

20170728

한식

54

(주)제이에스드림

마마쿡(MAMA COOK)

20170826

20170714

한식

105

허동돈까스

허동돈까스

20170877

20170728

서양식

주식회사
에이치비푸드

106

이름없는술집

이름없는술집

20170878

20170728

주점

55

핫브레드

20170827

20170714

제과제빵

107

(주)올댓메이커

작당

20170879

20170728

스포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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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개정 2016. 06. 30

전문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
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
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
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
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
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
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
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
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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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Ⅰ.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
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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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하나 협력을 도모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
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
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
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
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
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방
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
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

Ⅱ.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

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
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
을 기울인다.

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
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Ⅲ.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
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
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
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
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SSOCIATION NEWS - 회원사 혜택 / 회원가입 신청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사입니다.

회원사 혜택 / 회원가입 신청서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성공 창업의 요람!

ۓহੌ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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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হधଵ߃೨ৼ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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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지도사, 슈퍼바이저 전문가,
외식경영관리사, 맥세스 실무형 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최고경영자(CEO)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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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학사 및 석사

ೠә٢ೠਥҘ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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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홍보 플랫폼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fࣂբfஷ߯࣍ଶп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00명 수용 가능한

ഖಖffऩޚf٤রങࠂ

үਮੑ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각종 규제 개선 건의

࠘ଽѥ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ஙݿ۾ӓەଶп
임원사 정기 골프회,
정회원·협력회원을 위한 산악회, 체육대회, 송년회, 봉사활동 등
따뜻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정업체

%%হగ
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업체인
사무용품, 꽃배달서비스, 배달앱, 복지몰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를 위한

ҵਸৼഝਸ࠻ࢳञగ
협회 회원사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 연 3.5% 16. 08.08일자 신용1등급 기준)
*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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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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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신 청 인 정 보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화번호

브랜드명

휴대전화
(대표자)
팩

대표자명

(우

협력회원

스

이메일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회사주소
홈페이지
담당직원

업
이름 :

계좌정보

Tel :

개인 /

법인통장

종

가입경로

홈페이지

출금일자

매월

회사명

계좌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납입액

금

원 (\

)

추천인(
5일 /

)
14일 /

기타(

)

28일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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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 동 의 /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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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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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산 학 연 전문가들이 집필한

프랜차이즈 최초의 역사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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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수많은 브랜드 중
당신은 소비자에게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나요?
잠깐의 인기를 넘어 오래오래 사랑 받는 브랜드로,
광고를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세요.

27년 광고전문가 KFN애드콤이

귀사의 사업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제작 TVCM | RCM | CM-SONG | PPL | 인쇄광고(신문,잡지 등) | 옥외광고(버스,지하철,야립 등)
광고교육 KFN애드콤만의 ‘찾아가는 광고전문교육 서비스’ 무료 제공
문의전화 02-501-2141 | 광고전문교육 신청 02-556-5280

21 2017

Vol.
Vol.22 2017

월간

╋ Cover Story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쏟아지는 규제로 고사 위기
Special Report
드라마&영화 속, 그 프랜차이즈 Part 1

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의
법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판단기준

tvN 드라마 ‘도깨비’
Guide Post
대만 프랜차이즈 탐방기

22 2017 May

Vol.

장기불황 속 편의점·조찬 시장 활황
Vol.22
.2
2 2017

Zoom In

제6기 KFCEO
KFCEO 교육과정 시작
시작

╋ Cover Story

May

정기구독 안내

정치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문제점
Special Report
공공요금인상보다 더 어려운

Focus

치킨가격인상
Guide Post
일본에서 본 한국의 내일

체험·접객·초니치 전략으로 승부
제40회

People & company

철학이3일간
있는 행동가 ‘네네치킨’ 현철호 대표
2017. 6. 22(목)~6.24(토)

‘제39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성료

2017 SEPTEMVER- Vol.25

드라마&영화 속, 그 프랜차이즈 Part 2

THE39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7 SEPTEMBER - Vol.25
th

The 40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7 in Busan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최저임금 급등 후폭풍 - 3인근로자 가맹점 월 56만원 추가 부담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월간지입니다.

2017 소비자 만족도 1위 ‘노랑통닭’
백년된 벤처기업 ‘통인익스프레스’
FC Partner ‘하파’

긴급진단

가맹사업 위기와 해법
제40회

2017. 6. 22(목)~6.24(토) 3일간

The 40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7 in Busan

■전국 교보,영풍,알라딘,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업협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 100,000원 / 2년 구독료 16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혁신위원회 발족
로열티 정착 6가지 걸림돌
시장진입 장벽 높여라
정부 무관심·낮은 고용률도 ‘한몫’
<가맹사업법> 개정 통해 본 규제 변천사

www.franchiseworld.kr

,661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값 : 1권 10,000원 / ㈜KFN애드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0-477949

PEOPLE & STORY
양기대 광명시장 / ㈜장수산업 장순옥 대표
㈜주방뱅크 강동원 회장 / ㈜덤인 정경자 대표

10,000원

하나은행 389-910002-30504

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광고단가 안내 *부가세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A

표2

350만원

1면

B

표 2 대면

300만원

1면

C

표3

300만원

1면

D

표4

500만원

1면

E

표 3 대면

250만원

1면

F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G

내지 앞쪽

200만원

1면

H

내지 뒷쪽

150만원

1면

크기
(가로×세로/mm)

전면컬러
226×296
(300dpi해상도의 ai,psd파일)

청약내용
❶ 5회+1 ❷ 10회+3
(단, 선입금)

※ A, B, C, D는 별도협의
※ 서비스는 내지 게재(G 또는 H)

프랜차이즈월드 정기구독 신청서
구독기간

201

□

년

1년(100,000원) /

월부터

□2년(160,000원)

구독부수

성명

회사명

연락처

주소
*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02)556-7889 또는 팩스(02)556-5281로 연락주십시오.
* 입금 후 kfn1991@naver.com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광고주는 정기구독 1년 무료

부

구독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