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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vs 자체 브랜드

배달전문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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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선�자체 브랜드

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체 브랜드 창업의 장단점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반대로 적용해보

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브랜드 창업의 장점

    (= 프랜차이즈 창업의 단점�

첫째�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면 가맹비� 교육비� 초도 재료비가 기본적으로 듭니

다� 창업박람회에 가보면 가맹비와 교육비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

통 이럴 경우에 매달 나가는 재료비에 초기 비용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

다�

인테리어의 경우 주방 인테리어� 간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해진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포장 봉투 하나라도 따로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많죠� 따

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개당 단가가 비싼 경우가�많습니다�

자체 브랜드의 경우 가맹비� 교육비가 들지 않고� 인테리어도 최소한으로 하

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료도 각각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따로 주문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배민상회와 네이버최저가 검색을 매일 해보면서 자주 구매하는

재료들의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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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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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창업,

종부세세율,

종합부동산세

전체 방문자

22,764
Today : 656

Yesterday :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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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창업 자체브랜드로 시작한 이유�

둘째� 자율성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

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료나 포장재 등을 본사에서 공급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

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를 비롯한 광고 정책들도 본사 방침에 따라야 합니

다� 간판과 전단지를 바꾼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본사에서 새로운 간판과 홍

보물이 새로 나오면 받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배달 반경도 함부로 넓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장 반경 3km 정도

밖에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이 있다면 그 매장의 배달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자체 브랜드로 창업한다면 이 모든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전단지가 필요 없다고 느끼면 제작을 안하면 되고� 배달 반경도 배달대행업체

와 이야기가 잘 되거나 자체 배달 직원을 둔다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도 없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을 수도 있고� 주방이

넓어서 샵인샵 형태로 다른 메뉴를 더 넣고 싶다면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배달전문점을 자체 브랜드로 창업한다면 비용과 자율성 측면에서 많

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사장인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에 비례해서 전적

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로 창업한다면 본사에서 가이드를 주는 등 의지할 수 있는 곳

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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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브랜드 창업의 단점이자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

팅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배달전문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브랜드로 시

작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

다�

 

'자영업_사업_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 음식 창업  (0) 2020.10.08

배달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 장점  (0) 2020.10.08

배달전문점 창업 자체브랜드로 시작한 이유  (0) 2020.09.25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배달전문점 꼭 가야 하는 이유  (0) 2020.09.23

배달전문점 창업 준비� 반드시 할 일  (0) 2020.09.12

배달전문점 위치 정하는 방법  (0)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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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배달전문점창업 자체브랜드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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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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