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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랜차이즈는 리를 추구하는 상업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를 추

구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최 한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높고 사업

련 역량이 높은 가맹 을 선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가맹 은 랜차이즈에 한 의존

성이 상 으로 낮다. 반면 기업가 정신도 부족하고 사업역량도 부족한 세 가맹 의 경우에

는 오히려 집 인 가맹사업자의 리가 필요하나 일부의 경우 능력이 부재한 가맹본부로부터 

제 로 된 리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  기업분야에서 확산

되고 있는 소셜 랜차이징이나 미소 랜차이징은 이러한 측면에서 소규모 세 가맹 을 

상으로 하는 랜차이즈의 략방향에 한 많은 을 시사한다는 제하에 본 연구는 소셜 

랜차이징이 도시 세민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 에서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소셜 랜차이징, 미소 랜차이징, 미소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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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와 연구목

랜차이징은 한 기업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타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정 장

소, 기간, 방법을 정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로열티 등의 형태로 가를 받는 계약형

태로(Curran & Stanworth 1983) 최근 우리

나라의 자 업자 증가 추세와 소비자의 랜

드선호 상 등으로 인해 그 요성이 확 되

는 추세에 있다. 지식경제부가 한상공회의

소 산하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실

시한 국내 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의하

면 국내시장 규모는 2008년 말 재 약 77조

원으로 이는 2002년 약41조원보다 88% 증가

한 수치이며, 2010년에는 114조원에 달할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2년∼201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연간 13.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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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사건수 243 218 285 212 172 291 357 447 2,225

출처 : 공정거래 원회(http://franchise.ftc.go.kr)

<표 2> 랜차이즈 련 분쟁건수

구  분 2002년 2005년 추정 2008년 추정

추정
매출
(조원)

외식업 11.11 (26.8%) 24.07 (39.3%) 40.17 (52.0%)

도소매업 26.08 (62.5%) 34.13 (55.7%) 28.02 (36.2%)

서비스업 4.43 (10.6%) 3.11 (5.0%) 9.12 (11.8%)

계 41.69 (100%) 61.31 (100%) 77.31 (100%)

추정
규모
(개)

외식업 559 (84.9%) 1,194 (54.0%) 1,523 (62.7%)

도소매업 817 (51.0%) 515 (23.3%) 437 (19.6%)

서비스업 224 (14.0%) 502 (22.7%) 466 (17.7%)

계 1,600 (100%) 2,211 (100%) 2,426 (100%)

출처 : 지식경제부, 소유통업실태조사(2008)

<표 1> 국내 가맹사업 매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 다.(지식경제부 2008). 

한 동 자료에 의하면 체 가맹본부의 수는 

2,426개, 가맹 은 26만개, 가맹본부와 가맹

을 포함한 상시종업원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랜차이즈 산업은 이

러한 양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 으로 매

우 취약한 상황이다. 가맹본부의 평균 업력은 

5.4년에 불과하며 체 가맹본부의 60%이상

이 5년 미만의 업기간을 가지고 있다. 한 

사업경험이 부족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

히 구축하지 못한 가맹본부가 가맹 을 무분

별하게 모집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맹  부실

과 분쟁이 폐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KB 융지주 경 연구소 2012). 

이러한 사례는 주로 기술 진입장벽이 낮고 소

자본 창업이 가능해 상 으로 가맹  모집

이 용이한 외식업에 집 되어 있다. 그러다보

니 련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가 

작은 소자본 세 가맹 주들의 피해가 큰 것

이 실이다. 이러한 상의 근본 인 원인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과 가

맹 주의 특성을 제 로 고려하지 않고, 가맹

과의 공생보다는 가맹본부의 이익만을 과

도하게 추구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다. 공정

에 수된 가맹본부와 가맹 간 분쟁의 연도

별 수건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실이 반

되어 최근 수건수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공정거래 원회 2012).

한편 이 게 상업 인 랜차이즈 분야에

서 가맹본부와 소자본 가맹 간의 갈등이 증

가하는 상과는 반 로 소득층의 고용확

, 소득제고 등의 사회  가치 실 을 목표

로 하는 사회  기업의 분야에서는 사업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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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해 소셜 랜차이

징(social franchising)이나 미소 랜차이징

(micro franchising)을 용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Tracey and Jarvis 2007). 사회  

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이러한 랜차이징 방

식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득층의 고용확

  소득증진 분야에서 뚜렷한 실 을 내고 

있다. 이런 에서 주로 소자본 세 가맹 주

에 피해가 집 되고 있는 상업  랜차이징 

분야에 던지는 시사 이 많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랜차이징 방식의 상

업  랜차이징 분야에의 용을 해 먼  

랜차이즈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가맹

주의 특성에 해 살펴보고 사회  기업과 상

업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맹 주에 한 

가정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그 다음 사회

 기업과 상업  기업, 소셜 랜차이징과 

상업  랜차이징의 차이 을 분석하고 소

셜 랜차이징의 상업  랜차이징 역에

의 용 가능성에 해 검토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사회  가치 제고를 한 상업  기업

의 랜차이징 방식에 한 연구방향  시사

을 제시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연구제안 도출

1. 상업  랜차이즈

(commercial franchise)

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반 인 기업 간 

계약과 몇 가지 다른 이 있다(Comb et al. 

2004). 첫째, 랜차이즈 사업이 취 하는 분

야가 주로 고객 착형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가맹 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

스를 취 하는, 지리 으로 분산된 소매 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둘째, 계약에 의거 가맹

본부와 가맹 주의 의무와 책임, 역할이 명확

히 구분되어 있다는 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공 인 랜차이즈사업이 수행되기 

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 주의 책임의식과 

긴 한 트 십이 필요하며, 특히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가맹본

부의 책임의식이 요하다. 그러나 가맹본부

가 아무리 우수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다고 할지라도 가맹

 사업자가 사업에 한 열정과 분명한 소명

의식이 없으면 가맹본부의 우수한 아이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가맹  사업자는 가맹

본부에 속해있는 사업 트 이기도 하지만 

개별 인 독립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1. 가맹 주 역량과 성과

많은 연구결과 실제로 가맹 주의 특성이 

랜차이즈 시스템 혹은 가맹  자체의 성과

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Fenwick and Stormbom 1998, Hing 1995, 

Jambulingam and Nevin 1999, Michael and 

Comb 2008). 이  가맹   랜차이즈 시

스템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가맹 주 측면

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  기업가 정신을 들 수 있다. 기업가 정

신은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능력 그 자체, 혹

은 행동을 말하며 연구자에 따라 여러 구성요

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 으로 신성

(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험감수성(Risk-Taking)의 3가지 차원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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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되고 있다 (강병오 등 2011, Barret 1996, 

Covin and Slevin 1991). 신성은 Schumpeter 

(1934)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이후 기업가 

정신의 표 인 속성으로 리 인정되고 있다. 

신이란 일상 인 활동에서 벗어나 지속 으

로 연구개발, 생산기술 개선, 기술향상 등을 추

구하여 모든 인  물  요소를 새로이 결함하

는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결합이 경제발 의 

원동력이 된다(강병오 등 2011). Jambulingam 

and Nevin(1999)에 의하면 신성이 높은 가

맹 주의 경우 가맹본부의 신상품 도입과정

이나 창의  아이디어 도출과정 등에의 참여

가 증가하므로 결국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의 

동이 강화되고 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

를 높이는데 정  향을 미친다. 진취성

(Proactiveness)이란 시장 내 경쟁자와 극

으로 경쟁하고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지, 시장 내에서 자신의 치를 변화시키기 

해 경쟁업체에 해 직 이고 강도 높은 

수 으로 도 하는 자세(Lumpkin and Dess 

1996) 혹은 극 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부응하려는 경 활동 등으로 정의된다(강병

오 등 2011).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맹 주가 

도 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남들보다 앞서 

기회를 만들려는 진취성이 높을 경우 본부와

의 동이 강화되어 해당 가맹 의 성공가능

성이 높아지고(Jambulingam and Nevin 1999) 

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

를 한다(Olm et al. 1988). 한편 험 감수성

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 하는 의사결정을 행하거나 로젝트를 

추진하는 경 활동(이춘우 1999) 혹은 과감히 

도 하려는 의지의 정도(Sexton and Bowman 

1986)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기업가의 험

감수성이 높을수록 재 제한된 자원의 제약

을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므로 해

당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나, 랜차이즈 

측면에서는 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독립

 사업보다 랜차이즈 가맹  형태를 더 선

호하는 사람은 험 추구형보다 험 회피형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Olm et al. 

1988). 험 추구형 가맹 주는 가맹본사가 

지시하는 규제를 따라 가맹 을 운 하는 것

을 달가와 하지 않으므로 랜차이즈 시스템

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기회주의 인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의 동이 약화되며(Jambulingam and Nevin 

1999), 오히려 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한편, 가맹 주가 재 가맹 을 운 하기 

에 유사한 업무경험이 있을 경우 과거 경험

이 비추어 업무 악을 더 잘 하기 때문에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

며, 가맹본사와의 계도 보다 조 이다

(Jambulingam and Nevin 1999, Olm et al. 

1988). Kaufmann and Stanworth(1995)는 그

의 연구에서 재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

는 자 업자들이 향후 랜차이즈 가맹 주

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 업 경

험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상품을 진하고, 

가격을 정하고, 물류 리를 하고, 모든 사업

을 리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 드는 일

인지 잘 알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자 업 경

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맹본사로 부터 받는 혜

택에 감사하며, 유사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

들보다 랜차이즈 사업에 만족하며 가맹본

사에 하여 기회주의 인 행 를 덜 한다는 

것이다(Jambulingam and Nevin 1999). 이외

에도 가맹 주의 교육수 , 자본 , 사업에의 

직 참여 정도 등이 랜차이즈의 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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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맹 주 역량에 따른 추구목   랜차이즈 방식

향을 미친다(Bates 1995; Jambulinam and 

Nevin 1999; Hing 1995, Saroogi 2009). 이러

한 가맹 의 특성이 가맹 주의 사업역량을 

구성하게 되며, 가맹 주의 사업역량이 높은 

가맹 주는 그 지 않은 가맹 주에 비해 상

으로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고 성과가 높

을 가능성이 증가된다. 

1.2. 계의 비 칭성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랜차이즈 시

스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 주간 계의 비

칭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맹 주의 기

업가 정신이나 역량이 사업성과에 향을 미

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높고 역량이 충분한 가맹 주를 선호

하게 되며 이러한 가맹 주를 선별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랜차이즈는 기

본 인 속성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신

이고 진취 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

기 때문에(Hoy 2008) 기업가 정신이 높고 역

량이 충분한 가맹 주는 오히려 랜차이즈

의 필요성이 상 으로 크지 않게 된다. 반

면 상 으로 기업가정신이나 역량이 부족

한 가맹  희망자들은 자신들의 역량부족을 

메워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해  수 있는 

가맹본부를 원하게 되나, 직 인 성과를 추

구하는 가맹본부에서는 교육훈련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고 사업실패의 험이 있는 이들 

가맹 주와의 계약을 꺼리게 된다. 설사 기업

가 정신이 부족하고 사업역량이 부족한 가맹

 희망자가 랜차이즈 분야에 진입했다 하

더라도 가맹본부에 한 의존이 강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가맹본부의 기회주의  행동

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Anderson and 

Narus 1990) 결국 가맹 의 실패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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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 이러한 근거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제안이 가능하다.

∙ Proposition 1 : 가맹본부의 이윤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역량이 부족한 가맹점의 성공가능

성이 낮을 것이다.

∙ Proposition 2 : 가맹본부의 이윤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역량이 강한 가맹점의 성공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2. 소셜 랜차이즈

(Social Franchising)

2.1. 사회  기업과 상업  기업

소셜 랜차이즈의 개념은 기본 으로 사

회  기업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  

기업이라는 개념은 1970년 에 유럽에서 처

음 등장하여 1990년 이후 발 하기 시작한 형

태로 기존의 복지제도나 사회제도가 해결하

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

도 속에서 발 하며 그 역을 넓히고 있다

(박성우 2011). 사회  기업은 아직 학문  연

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뚜렷하게 확정된 정

의가 없는 상태이나 의 으로는 순수 자선

단체부터 완 한 상업  기업까지 다양한 스

펙트럼을 가지는 사회  목 을 가진 신활

동(Dees & Anderson 2003, Austin et al. 

2004)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보다 의의 

의미로는 사회  목 의 달성을 해 사회  

가치제안(Social Value Proposition)을 제공하

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Austin et al. 

2006). 상업  기업도 사회  편익을 제공하

기도 하고 사회  기업도 리를 추구 할 수

는 있으나 사회  기업은 기업 활동의 기본 

목 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가치

(Social Value)의 창출에 있으며, 수행되는 활

동체계는 신에 기반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

다(Austin et al. 2006, Mair et al. 2005). 

Austin et al. (2006)은 사회 기업과 상업

 기업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다음의 4가지 

요인을 고려하 다. 첫째,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다. 사회  기업은 사회  시장

(social market)이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즉, 

상업  시장이 사회  공공 수요를 충족시키

지 못하거나, 사회  계약에 실패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해 사회  기업이 나타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상업  기업에게 문제는 사

회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며, 반 로 상업  기업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사회  기업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 사

회  기업과 상업  기업은 추구하는 기본 사

명(mission)이 다르다. 일반 으로 사회  기

업은 공공재 등 사회  가치 창출을 기본 목

으로 하고 상업  기업은 개인의 이익을 

한 수익창출을 기본 목 으로 하는 것으로 분

류한다. 셋째, 자원 근성이다. 사회  기업

은 기본 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가

치 창출이라는 공익  목 을 가지고 있으므

로 잉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 목 의 극

화를 해 사업에 재투자 되는 것이 일반 이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  기업에서는 

잉여이익이 발생해도 이를 청구권자에게 분

배하는데 제약이 존재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본시장 근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한 

기업 내 직원에게 상업  기업과 유사한 수

의 보수 지 이 어려우므로 인 자원에의 

근성에도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넷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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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이다. 상업

 기업의 성과는 매출, 시장 유율, 매출증

가율, 순이익 등 유형 이고 양 인 측면에서 

주로 측정되어 비교  측정이 쉬우나, 사회  

기업의 성과는 사회  가치(social value)이

며, 이러한 사회  가치는 다양한 가치가 복

합된 개념이므로 성과의 측정이 상 으로 

어렵다. 

상기와 같은 기 을 활용하여 사회  기업

과 상업  기업을 개념 으로는 분류할 수는 

있으나, 실제 기업을 이러한 기 에 맞추어 

이분법 으로 분류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연

속된 스펙트럼 상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Austin et al. 2006). Abu-Saifan(2012)

은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기업이라 

할지라도 비 리  성격과 리  성격을 모

두 가질 수 있으며, 이때 수익이나 이익추구 

활동 등 리  활동은 조직의 자족성 획득이

나 재무 인 독립성, 지속가능성 등을 획득하

기 해 수행된다고 하 다. 한편 Bornstein 

(2004)은 사회  기업은 비 리기 , 공공부

문, 사 리기업 역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하 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상업 인 

랜차이즈 기업도 단순히 리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  목 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2.2. 소셜 랜차이징과 미소 랜차이징

일반 상업  기업이 안정 으로 성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회  기업이 본래의 사업목

을 달성하면서 안정 으로 성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Tracey and Jarvis 2007). 

이는 상 으로 리추구 성향이 낮은 사회

 기업의 속성이 지속 인 성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회  기업을 심으

로 소셜 랜차이징(Social Franchising)을 

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리추구 성향

이 낮아 지속 인 성장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

업에 랜차이즈 방식을 용할 경우 사업의 

확   지속가능성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

다. 소셜 랜차이징은 기본 으로 일반 인 

랜차이징 방식을 사회  기업에 용한 것

으로 이에 한 학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아 아직 명확히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

황이다(SEC 2011, Tracey and Jarvis 2007). 

재 유럽지역에서 새로운 소셜 랜차이징의 

컨셉을 개발하고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ESF

N1)은 소셜 랜차이징을 ‘조직의 확 를 목

으로 한다는 에서는 상업 인 랜차이징과 

유사하지만, 개인 이익의 극 화가 아닌 고용

확   아이디어 공유 등 사회  목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 다르며, 랜차이 나 

랜차이지 모두 사회  기업이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정의하면서 소셜 랜차이징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  소득자 등

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 목 으로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www.socialfranchising.coop). 한편, 

국의 사회 기업연합(SEC)에서 발간한 

Social Franchising Manual에서는 소셜 랜

차이징을 ‘사회  목  달성을 한 사회  

사업 모델의 복제․공유에 상업 인 랜차

이징 근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소 느슨

하게 정의하고 있다(SEC 2011). 어떠한 개념

정의를 따르던지 소셜 랜차이징의 핵심은 

검증된 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고 이

1) ESFN : European Social Franchis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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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즉, 소셜 

랜차이징은 사회  가치 창출을 사명으로 하

는 사회  기업이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규

모의 경제를 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빠르고 

안정 으로 성장하기 한 략으로 주로 사

용된다(SEC 2012, Bloom & Chatterji 2009, 

Tracey and Jarvis 2007).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최근 개발국가에서 

빈민구호사업의 일환으로 두된 미소 랜차

이징(micro franchising)이 있는데, 사업의 규

모, 가맹본부의 지원구조, 기본목표 등에서 일

반 인 랜차이즈와 다르다(Christensen et 

al. 2010). 미소 랜차이징은 일반 랜차이

즈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가맹본부가 미소 융 

등과 연계하여 가맹 주에게 보조 , 기사

업자  등을 지원하거나 여해 주는 경우가 

많고 가맹본부의 성장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득층의 고용 확 나 소득증진을 

더 요하게 고려한다. 사회  목 을 시한

다는 에서 미소 랜차이징은 소셜 랜차

이징과 유사하나, 소셜 랜차이징에서는 

랜차이지로 사회  기업이나 기 을 고려하

는 반면, 미소 랜차이징은 주로 소득층 

개인을 고려 상으로 삼는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 미소 랜차이징에서는 소규모로 

가 가능한 비즈니스 포맷을 개발하여, 이를 

실직자나 소득층에 보 하여 소득증 나 

자활을 돕는다. 

3. 상업  랜차이즈에 한 보완가능성

랜차이즈가 이루어지는 원인에 한 이론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표

인 것이 자원희소성이론(Resource Scarcity 

Theory)과 리인이론(Agency Theory)이다. 

자원희소성이론은 Oxenfield & Kelly(1969)

에 의해 도입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자원희소성이론의 핵심은 기업의 설립 

기에 확장을 한 주요자원(자 , 운 역량, 

종업원 등)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자원의 부

족을 극복하기 해 랜차이즈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리인 이론은 Jensen & Meckling 

(1976)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 일반 으로 

조직 운 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리자는 조

직의 효율  리를 해 리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선택이나 

도덕  해이 같은 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

며, 랜차이즈는 이러한 리인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최 의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즉, 

랜차이징을 사용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가

맹 주에게 이익청구권을 주게 되므로 가맹

주는 소유 경 자가 되어 포의 운 에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가맹본부는 모니

터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포를 확장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런 이유로 기업이 확장시 랜

차이즈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Tracey & Jarvis(2007)는 국의 사회  

기업인 Aspire社의 Social Franchising 사례

를 통해 상업  랜차이즈를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인 자원희소성이론과 리인이론이 

소셜 랜차이징에도 그 로 용되는지를 

검토하 는데, 실제 사례검토 결과 자원부족

이론은 소셜 랜차이징에도 그 로 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 다. 반면 리인이

론의 측면에서는, 소셜 랜차이징에서는 상업

 랜차이징과 달리 랜차이지(franchisee)

가 주로 유사한 사회  기업이고, 랜차이지 

선정시 상업  업무 수행역량 뿐만 아니라 사

회  업무 수행역량도 동시에 평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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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오히려 랜차이지를 평가하는데 더 많

은 비용(Monitoring Cost)이 소요되어 랜

차이지의 이 이 퇴색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랜차이즈 시스템이 사회  목 과 생

존을 한 리  목 의 두 가지 목 을 가

지고 있다는 은, 이들 두 목 간의 충돌로 

인해 시스템에 목표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랜차이 와 랜차이지 간의 

목표의 일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

하 다. 즉, 소셜 랜차이징에서 랜차이

나 랜차이지 모두 자기의 이익보다는 사회

 목 에 을 맞추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

익추구에 의해 발생하는 도덕  해이는 상

으로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목표달성

을 해서는 오히려 모니터링 코스트나 교육

훈련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Kistruck et al.(2011)도 개발국가에

서의 미소 랜차이징 사례 검토를 기반으로 

미소 랜차이징에 한 리인이론  자원

희소성 이론의 용가능성에 한 연구를 진

행하 는데 그 결과 일반 인 랜차이즈와

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  리

인 이론 측면에서 보면 일반 인 랜차이즈

에서는 랜차이즈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리인문제가 억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만, 미소 랜차이징에서는 기회주의  행동 

 모니터링코스트의 증가 등 리인 문제가 

여 히 큰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인 랜차이즈에서는 사업에 심이 있는 가

맹 희망자가 자신의 이익을 해 가맹을 신청

하고, 규정을 숙지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

불하며,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새

로운 포를 운 하여 자신의 사업을 한

다(Justis and Judd 2003)는 확실한 동기부여

가 있는 반면, 미소 랜차이징에서는 가맹본

부가 실업자나 소득층의 고용확 나 소득

향상 등 복지 인 목 으로 사업을 진행

(Christensen et al. 2007)하는 측면이 강해 자

신의 사업이라는 동기부여가 상 으로 

은데 기인한다. 한 미소 랜차이징에서 랜

차이지의 상이 되는 실업자 는 소득층은 

자기 자신이 기업가가 되어 새로운 사업을 개

발하고 투자할 기술이나 기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Acs 2006, Gibson 2007, 

Christensen et al. 2009), 업 규정 등을 통해 

강하게 통제할 경우 더 수동 이고 규칙에 순

응하는 형 인 종업원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Kistruck 2011). 한편 자원희소성

이론 측면에서 보면 미소 랜차이징이 자원

부족을 극복하는데 여 히 가치 있는 방법이라

는 연구결과도 있지만(Gibson 2007), 세 가맹

주일수록 자본시장 근성에 제약이 존재하

고 인 자본 수 도 낮으며, 사업 특성상 마

진 제품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자원희소성을 극복하는 도구로서의 랜차이

즈의 이 을 억 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Christensen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소득층 집단을 상으로 한 소규모 랜차이

즈의 경우 일반 인 랜차이즈에 비해 더 많

은 모니터링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며, 미소

융 등의 외부자원과의 극 인 연계가 필요

하다는 을 암시한다. 

이러한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이 리 

외에 사회  목 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랜

차이즈 방식이 기업의 성장  지속가능성 확

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리 으로 부족

한 부분이 랜차이즈를 통한 빠른 사업의 확

산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이 사회  목 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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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특히 가맹 주의 역량이 부족할 경

우에는 지속 인 모니터링과 지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  목 과 사회  목

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

간의 추구목표가 다를 수도 있고, 역량이 

부족한 가맹 주일수록 안정 인 사업 

를 해서는 리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제안의 도출

이 가능하다. 

∙ Proposition 3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

맹점 대상 집단의 기업가정신과 역량이 낮

을 경우 가맹본부의 사회적 가치 추구 성향

이 높을수록 가맹점 및 전체 시스템 차원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 Proposition 4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

맹점 대상 집단의 기업가 정신과 역량이 높

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업적 가치 추구 성향

이 높을수록 가맹점 및 전체 시스템 차원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Ⅲ. 결 론

재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양 인 확

에 걸맞은 질 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에 한 충분

한 검토 없이 가맹본부의 성장에 치 하여 무

분별하게 가맹 을 확 하다 가맹  부실이 

분쟁이나 폐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

은 일부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가맹

의 특성에 따른 가맹본부의 한 응 부

재에 있다. 일반 으로 랜차이즈는 리를 

추구하는 상업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

므로 리를 추구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는 사업의 성과를 최 한 높일 수 있도록 기

업가 정신이 높고 사업 련 역량이 높은 가맹

을 선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가맹

은 랜차이즈에 한 의존성이 상 으로 

낮다. 반면 기업가 정신도 부족하고 사업역량

도 부족한 세 가맹 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

인 가맹사업자의 리가 필요하나 많은 

경우 리만을 추구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제

로 된 리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맹 의 실패는 체 랜차

이즈 시스템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결

국 랜차이즈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은 소규모 비즈니스모델을 기

반으로 한 랜차이즈일수록 가맹본부가 단

순한 리  목 으로만 근해서는 안 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사회  기업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셜 랜차이징이나 미소 랜차이징은 이

러한 측면에서 소규모 세 가맹 을 상으

로 하는 랜차이즈 기업의 략방향에 한 

많은 을 시사한다. 리  목 보다는 사회

 목 을 추구하는 사회  기업이라도 랜

차이즈 방식을 목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 인 성장

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기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

으로 한 랜차이즈 기업에서는 본부의 리

를 과도하게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  목 도 

고려하여 지속 인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체 시스템의 안정 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본부가 과도하게 리를 

추구하다보면 본부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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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과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가

맹 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다. 이러한 원칙은 주로 세 소규모 가맹

이 많은 외식업 분야에 용할 수 있으나, 분

야와 상 없이 세 가맹 을 상으로 하는 

랜차이즈 사업에는 공통 으로 용가능하

다. 

재 국내 랜차이즈 기업은 본사의 과도

한 리추구, 성장률이나 규모 확 를 시하

는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그 다보니 가

맹본부와 가맹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으며, 랜차이즈에 한 인식도 매우 

부정 이다. 랜차이즈 산업이 장기 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성장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좀 더 공생에 한 사회  책임

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리베이트 행 등 기존의 잘못된 행

을 타 하고 규모의 확 나 성장성보다는 안

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시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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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commercial franchisors prefer franchisees with high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capability. However, these entrepreneurial franchisees with high capability tend to 

depend less on franchisors. Although franchisees with less entrepreneurship and low 

capability need intensive care from franchisors, some of them result in business failure due 

to improper supports from incapable franchisor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ropositions regarding social franchising's role in supporting 

the low-income urban people on the premise that social franchising or micro-franchising 

provides implications for franchisor strategic orientations for franchisees with little capital.

Through literature review about social franchising and micro franchising, some 

implications are drawn. Many social enterprises use franchising to get growth and 

sustainability, because franchising allow social enterprise to expand its scale and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despite of its non-commercial and social purpose. And continuous support 

and training undertake the most important role to achieve its social purpose.

In commercial franchising, especially small business format franchising sector, franchisor 

have to consider not only commercial purpose but also social responsibility because of low 

capability and less entrepreneurship of franchisee. If franchisor pursue only own profit, this 

can increase the conflict and franchise system failure. 

So far many franchisors are concerned with own profit and external growth.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mbiotic relationship,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more for 

the sake of desirable industrial growth in the future.

Key Words : social franchising, micro-franchising, micro-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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