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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ing trends have emerged recently in both South 

Korea and Indonesia as governments move to plac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stores large franchise companies 

can develop. I believe that these policies are misguided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involved lack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and its impact on self-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가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업할 수 

있는 매장의 수를 제한하는 충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정책과 관련한 정부 고위층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본이

해가 부족하고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과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n Indonesia the government, in a sign towards promoting 

and protecting small business,  has established new rules that 

limit the number of outlets that foreign franchise brands such 

as Starbucks and KFC, can control. These moves appear to 

be political in nature and appeal to nationalistic tendencies of 

voters ahead of the 2014 elections, as the government promotes 

local ownership of businesses. The odd part of this policy is 

that both KFC and Starbucks franchise rights are owned by 

local Indonesian businesses although they do make transfer 

payments overseas such as franchise fees and royalties.  In 

essence, the government wants to encourage these master 

franchisees and others to do more sub-franchising to 

local individuals as well as sell off stores to Indonesian 

entrepreneurs.  According to a government spokesperson, 

franchisers will be allowed to open up to 250 stores nationwide 

if they sell partnership stakes and/or agree to open units in 

designated remote areas.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KFC

와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의 수를 제한하

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런 동향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데, 정부가 사업의 지역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4년 선거 투표자

들의 국수주의적인 성향에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에서 이상

한 부분은 해외로 가맹비나 로열티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KFC와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권리가 결국 인도네시아 지역 사업으

로 경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인도네시아 사업가들에게 매장을 가맹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

브-프랜차이징(Sub-franchising, 거대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

즈 권리를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여, 권리를 받은 대상이 다

른 가맹점주를 직접 모집할 수 있는 계약)을 독려하길 원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업 지분을 팔고, 또

는 동업 지분을 팔거나 지정된 외진 지역에서 매장을 열기로 동의

하면, 전국적으로 250개의 매장까지 오픈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

이라고 한다.

Franchise Systems are 
Facing Unfair Restrictions
프랜차이즈 시스템, 
불공정한 제약에 직면하다

Joel의 Global Din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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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pressured by 

politicians concerned over economic concentration by Chaebol 

related companies, has sent letters to many leading Korean 

franchise chains telling them to restrict further store 

development of existing concepts as well as to stop any 

new concept development. These rules will apply to both 

Master Franchisees of foreign brands as well as local Korean 

franchisers. The purported goal of these new regulations is to 

promote local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and restrict 

the further power of the big conglomerates like Samsung and 

Lotte. 

현재 한국 정부는 재벌그룹의 경제적 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정치인들의 압박을 받아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새로운 콘셉트 개

발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존재하는 매장의 확장을 제한

하겠다는 문서를 각 업체에 발송했다. 이 정책은 한국계 프랜차이즈 

업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프랜차이즈 권리를 가진 기업 또는 개인

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새로운 규제의 목적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

하고 삼성과 롯데 같은 대기업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다.

Are these new regulations in Indonesia and Korea fair and do 

they make sense? Let’s take a closer look.  

그렇다면 과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이 새로운 규제가 과연 공명정

대한 것인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Indonesia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and many large scale 

conglomerates do exist with sizeable control over retail, mining 

and the agricultural sector. Some of these conglomerates are 

close to the government and license brands in the country such 

as Starbucks. However, there are also local coffee house chains 

like EXCELSO that cater to a growing Indonesian middle class 

and are doing well.  There are also chains like Hoka Hoka 

Bento with over 200 stores and growing offering affordable 

meals for US$ 2-3, primarily located in food courts. Indonesia 

is not developed sufficiently to support single unit franchising 

successfully so even if the big chains are pressured to sub-

franchise or sell off stores they are likely to be purchased 

by other large groups and defeat the government’s purpose 

entirely.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다수의 대기업이 소매업, 광산

업, 농업 분야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대기업들 중 몇몇은 

정부와 스타벅스 같은 라이선스 브랜드 업체와 가깝다. 그러나 엑셀

소(Excelso)처럼 점차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에게 수요가 있는 

커피하우스 체인 또한 존재한다. 또, 2000~3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고 주로 200여개 매장이 주로 푸드코트에 자

리잡은 호카호카벤토(Hoka hoka bento)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줄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서,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권리를 이

양하거나 매장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대기업에 흡

수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규제를 통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적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고 있다. 

No one can say that the franchise industry in South Korea 

lacks competition or that there is limited choice. One only needs 

to look at the coffee house or chicken sector to see the highly 

fragmented nature of the industry.  Of course some of the 

chaebol do have ownership positions in certain local chains, but 

there are many growing chains founded by local entrepreneurs 

as well.  Famous brands such as BBQ, Kyochon, Mister Pizza, 

Bonjuk, and Nolboo, for example, were all founded by local 

individuals, and while they all have strong positions in the 

marketplace, it is easy to find alternative concepts to visit as 

well.  Franchising in South Korea offers new opportunities to 

retirees looking to extend their business lives or to younger 

people seeking self-employment. Thi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economy and restricting the number of successful 

franchise chain stores will likely have a negative effect as 

these potential franchisees that may be forced to invest in less 

proven concepts with higher risk.

누구도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쟁이 부족하거나 분야가 제한된

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단, 커피와 치킨 분야에 프랜차이즈 산업

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 물론 몇몇 재벌들이 

특정 지역 체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만, 한국에는 지역 사업가들

에 의해 성장한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BBQ, 교촌, 

미스터피자, 본죽, 놀부와 같은 유명 브랜드는 지역 사업가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가질 동안 다른 콘셉트

의 시장진입도 쉽게 이뤄졌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은퇴한 사

람들에게 그들의 생계수단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를, 청년들에게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전체 경제에 긍

정적인 효과를 주기에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수를 제

안하는 것은 잠재적 가맹점주들이 증명되지 않은 위험한 브랜드에 

투자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Japan was the first market in Asia to begin the franchising 

model of business, and McDonald’s and KFC entered the 

market in the early 1970’s with joint venture relationships. 

McDonald’s joined up with an entrepreneur, Fujita Den,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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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chose Mitsubishi Corporation. More than 40 years later, 

McDonald’s is the dominant fast food chain in Japan but there 

are numerous local franchise chains covering all aspects of 

food and other service businesses. Would it have made sense 

to restrict KFC because of the Mitsubishi relationship or stop 

McDonald’s from building more stores because they were the 

industry leader?  Could government bureaucrats foresee the 

growth of convenience store chains which now dominate the 

food service franchise network?  

일본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시작한 첫 아시아 시장이고, 1970년대 초

기에 맥도날드와 KFC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2인 이상의 당

사자가 특정한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

사업체로, 이 사업체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작업

이 수행되며, 합병회사라고도 함) 관계로 진출했다. 맥도날드는 후

지타 덴(Fujita Den)이라는 기업과 함께, KFC는 미쯔비시(Mitsubishi 

Corporation)와 함께 시장에 입성했다. 40년이 지난 후 맥도날드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되었지만 일본

에는 여전히 다양한 음식분야와 다른 서비스 산업이 연관된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가 존재한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미쯔비시와의 관

계 때문에 규제하거나 맥도날드가 산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매

장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 과연 일본 정부 관료

들이 현재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편의점 프랜차

이즈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In the USA itself, clearly McDonald’s is the leading QSR player 

but there are many fast growing new hamburger concepts 

throughout the country in addition to new fried chicken, pizza, 

sandwich and Mexican brands.  Would it have made any sense 

for the government to stop McDonald’s expansion? 

미국 자체적으로는, 분명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이끄는 

대표주자이지만 프라이드치킨, 피자, 샌드위치 및 멕시칸 푸드를 비

롯하여 새로운 햄버거 콘셉트 브랜드 또한 전국에 걸쳐 존재하고 있

다. 정부가 맥도날드의 확장을 규제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 

Innovation is all around us in our industry and the creative 

destruction of capitalism is very visible for all to see. When 

government steps in to try and bend the natural laws they 

usually end up causing more harm than good. Franchising is 

a proven business model throughout the world and has enjoyed 

robust growth in South Korea, providing employment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many entrepreneurs and retired 

citizens.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있고 자본주의 하에서의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또한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

하여 자연적인 규칙을 거스르려할 때 대체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야

기하면서 끝을 맺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 세계에서 증명된 사업 

모델이고 한국에서는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많은 자영업자와 

은퇴자들에게 고용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Government do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to ensure 

that the franchiser provides clear and honest documentation 

to a potential franchisee in a manner that represents the 

business model fairly. The franchisee in turn is expected to 

do his own due diligence by meeting with the management of 

the franchiser and speaking with other franchisees operating 

the concept. Once this relationship is established it is in the 

mutual interest of both parties to ensure that the business is 

successful. 

정부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분명하고 정직한 계약서를 잠재적인 가맹

점주에게 제공해서 공정한 사업모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

을 접하고 다른 가맹점주와 소통하며 주의 깊게 운영하기를 기대 받

는다. 이런 관계가 정립되면 두 집단의 상호이익과 사업성공을 보장

한다.

I hope that both the Indonesian and Korean politicians will 

study this issue more carefully before trying to solve a problem 

that probably does not exist. 

필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치인들이 실재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무모한 시도를 하기 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바란다.

※본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탈리티 그룹 대표

President of The East West Hospitality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