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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윤홍근 회장은 ‘공격적 경영의 귀재’이다. 1995년 창업 이후 2002년 그룹의 회장을 역
임하면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경영마인드로 공격적인 경영을 진행하여 왔다. 창업한지
얼마 안 되서 외환위기를 맞이한 시기에도 다른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감축하며 긴축 경
영을 하는 시기에 그는 오히려 광고비를 증액하는 등의 공격적인 경영을 하며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시켜왔다. 윤회장은 1995년 제너시스 BBQ 그룹을 창립하여 2014년 현재
57개국에 진출해 현지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30여국에서 350개
의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이른바 ‘천년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윤홍근 회장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경영이념이자
경영철학으로 첫째,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둘째,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하겠습
니다.’셋째, ‘회사의 성장에 따른 보람과 대우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생경영과 서비스경영의 이념이야말로 ‘천년기업’의 밑바탕이 된 것이라
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홍근 회장의 생애를 시작으로 그의 기업가정신이 형성된
배경, 그리고 제너시스 BBQ 그룹의 성장역사 및 경영전략에 대해서 분석하여 성공요인
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제너시스 BBQ, 기업가정신, 경영전략, 상생경영, 서비스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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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윤홍근 회장은 ‘공격적 경영의 귀재’이다. 1995년 창업 이후 2002년 그룹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경영마인드로, 창업 2년 만인 외환위기 때에도 다른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감축하는 시기에 그는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진행하였다. 그렇다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CEO라고 판
단하면 큰 오산이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을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 외식
산업, 산업디자인, 바이오, 지배 구조개선, 음식 평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부
를 하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실적을 올린다면 경
영학만 공부하면 되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하기 위해
서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CEO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
다.
윤홍근 회장은 1995년 제너시스 BBQ 그룹을 창립하여 2014년 현재 57개국에 진
출해 현지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30여국에서 35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이른바 ‘천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윤홍근 회
장은‘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회사의 성
장에 따른 보람과 대우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
생경영과 서비스경영의 마인드가 바로 ‘천년기업’의 밑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는 많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기업을 지배, 운영하는
경영자로 정의된다. 즉, 기업에 대하여 스스로 출자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
하며,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영리경제의 단위이
고 개별 자본이므로 그 주체인 기업가는 영리활동의 주체이고, 또한 자본의 소유자
인 자본가로도 규정 할 수 있겠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기업가는 본질적 목
표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새롭고 이질적인 것 또는 변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
만 보편적으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그리고 국내외적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요소를 창조해내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기
업가 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등장하곤 한다.
기업가가 본질적으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 또한 다양
한 의미로 해석된다. 피터 드럭커(Peter F. Druker)는 기업가정신을 일종의 과학도
아니며, 한 특별한 기예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천이다.1) 또한, 안철수 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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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을 일으킬 기(起)에 일 업(業)의 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뜻풀이대로 커
다란 위험에도 자기 스스로 행동하여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고 표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
정에서 성실, 도덕적인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사회적 자
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2) 다음의 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위해서 실패를 한다 해도 다시 한 번 도전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21세기
의 기업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정신 또한 함량하고 있어야 한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여러 경영대학원에서 기업가론 또는 기업가정신이란 교과
과정을 신설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기업가 정신은 꾀 오랜 시간 학문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중 하나의 이론은 예로 들어 보자면 경영학자 페이욜(H.
Fayol)의 성공하기 위한 기업가의 자질론을 들 수 있다. 페이욜은 모든 관리계층의
기업가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즉 갖추어야 할 자질을 다음의 7가지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➀ 건강과 신체적 적합성이 필수요건이다.
➁ 지력과 정신적 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➂ 도덕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
➃ 일반교양과 상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➄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➅ 타기능에 대한 지식도 고려해야 한다.
➆ 기업에 특유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갖은 난관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의 신화가 된 제너시스BBQ 그룹의 윤홍근 회장의 생애를 시작으로 그의 기업
가정신과 경영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기업의 성공요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인물사
의 연구이므로 윤홍근 회장의 기고문, 기사, 회사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
입관을 제거하고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Ⅱ.제너시스 BBQ 그룹의 성장 역사
1) peter F. Druker (2004),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신문, 5쪽.
2) http://blogsabo.ahnlab.com/766 안철수 교수가 말하는 창업, 기업가정신 중에서.
3) 김성수 (2004), 『성공한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삼영사,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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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Q의 창업 배경
윤홍근 회장은 1984년 육군학사장교 1기로 군대생활을 마친 후 처음으로 직장생
활을 한 곳은 국내 최대 조미료 회사였던 미원(현 대상)이었다. 윤홍근 회장은 미원
그룹에 입사할 때도 그의 꿈은 미원그룹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이었다. 미원의 사업
본부 구매과에 배치되어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늘 ‘최고
경영자의 눈’으로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는 일벌레였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밤
12시 이전에 귀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 대단
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에 홀로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거나 외부인
을 만나 술을 마셔도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다. 그는 항상 일이 많은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의 일에 행복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더 나아가 회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가 가는 곳
마다 새바람이 불었다. 매출액도 2~3배씩 솟구쳤다. 그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뛰어
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승진해 사료공장 총무과장이 되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미원의 자회사인 ‘마니커’의 신규사업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난 것이다. ‘마니커’는 닭고기가공 유통회사였는데, 닭고기수요가 점점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고 회사 사정 또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는 혼신의 노
력을 다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윤홍근 회장과 닭의 운
명적인 만남이었다.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회사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
어, 당시 그는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소형 점포 방식의 자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영진에게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10~15평 정도의 소형 치킨점보다는 맥도널드나 KFC 같은 대형점포
를 원했던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미원그룹 같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들
면 그룹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 200개가 넘을 정도로 소형점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로 결심했
다. 그리고는 마침내 승부수를 던졌다. 지금의 BBQ를 창업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1995년 7월 사표를 내고, 같은 해 9월 1일 자본금 5억 원의 BBQ 가맹 본사를 설립
했다.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자본금 5억 원을 모으기 위해 윤홍근 회장은 동분서
주했다.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옮기고 저금과 대출을 탈탈 털어 1억 원을 마련했지
만, 나머지 4억 원이 문제였다. 주변의 지인과 선⋅후배에게 2,000만~5,0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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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받았다. 창업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윤홍근 회장은 당시 집 한 채에 해당하
는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승부수라는 것
은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에게서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윤홍근 회장도 새로운 사
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쏟은 열정과 고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1년여를 준비한 사업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지방출장을 가면 경비를 아끼느라 여인숙을 이용
하기도 했다. 윤홍근 회장은 스스로도 말한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닭을
먹지 않은 날이 없다. 특히 초기에는 신선한 닭의 느낌을 알고 싶어서 생닭을 수없
이 먹었다.” 이렇게 그는 상품개발, 물류센터, 가맹점관리시스템 등을 완벽하게 준비
했다고 판단해 그해 10월 첫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는 고작 10명에 불과
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BBQ가 창업됐을 당시는 국가 외환위기가 닥
친 데다 국내 닭고기 외식업체가 200여 개로 굉장한 ‘레드오션’이었다. 그 누구도 선
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홍근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현존하는 닭고기
외식업체와 차별화된 맛과 전략을 펼치면 소비자에게 더 크게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
했다. 오히려 더 큰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11월 16일 가맹
1호점을 경기도 연천군에 탄생시켰고, 연말까지 16개점이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BBQ치킨을 이용하면서도 브랜드명인 ‘BBQ’와 ‘제너시
스’에 대해서 묻는다. ‘BBQ’는 지인들의 공모로 결정되었다. ‘Best Believable
Quality’, 즉 가장 믿을 만한 품질의 약자인 것이다. 그룹명인 제너시스는 성경의 창
세기를 뜻하는 단어이다. 윤홍근 회장이 창업을 결심하고 열심히 다녔던 교회의 목
사가 선사한 이름이다. 운이 좋았는지 두 이름 모두 엉뚱한 일로 소비자들 머릿속에
자리매김 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BBK 특검과 국내 최대자동차 회사에서 출
시한 자동차 브랜드인 ‘제너시스’가 출시되었을 때였다.
그룹명인 Genesis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Global그룹이란 의미로서의 글자 "G"가
어우러져 지구모양을 의미함으로써 회사의 Vision인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CI에는 두개의 "G"가 합쳐져 프랜차이즈 유
통(Chain)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성원이 즐겁게 포옹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하고 있
다. 황금빛 형상은 제너시스의 황금빛 미래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프랜
차이즈를 목표로 한 제너시스는 글로벌브랜드로 부상하는 회사명과 기존 CI의 일체
감이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가 낮다고 판단, 새롭게 글로벌 프랜차이즈 그룹이란 문
구를 넣어 CI를 변경했다. 하지만 BBQ의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적극 활용키 위해
최근 사명을 「제너시스 BBQ」로 변경하였지만, 또다시 CI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 BBQ측은 글로벌 핵심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BQ의 B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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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비해, CI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직
까지는 새로운 회사명에 맞는 CI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 측은 바
뀐 회사명은 대표 브랜드와 회사 명칭 간의 일체감을 형성, 일반 소비자는 물론
BBQ해외사업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기업개요
윤홍근 회장의 ‘영원한 동반자’는 ‘닭’이다. 윤 회장의 말, 옷차림, 취미생활에서 닭
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다. 1995년 제너시스BBQ 그룹을 창업한 이후 20
년 가까이 줄곧 닭튀김 냄새를 맡아와 지겨울 때도 됐지만 “닭튀김 냄새가 엔돌핀
역할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단언한다. 이런 그에게 지인들은 ‘닭사마’라는 애칭을 붙
여줬다.
윤 회장의 생활은 온통 닭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 윤 회장은 닭과 함께 태어났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회장의 어머니는 닭들이 춤추는 태몽을 꾸고 윤 회장을
낳았다고 한다. 그는 요즘도 ‘영양 만점’이라며 하루에 치킨 한 마리씩 먹어치운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닭요리를 먹어보고, 맛을 분석해야 새로운 맛을 창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닭의 신선함을 느끼기 위해 생닭도 수없이 먹어치웠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너시스 BBQ의 모든 음식에는 깊은 장인 정신이 깊이 배어있
다.
⟨표 1⟩ 제너시스 BBQ의 주요 사업내역
회사명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

설립일자

1995년9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제너시스빌딩

가맹점 수

4000점（2013년12월 현재）

매출액

9,850억원（2013년12월 현재)

사업 내용

BBQ, BHC, BBQ 참숯바베큐, BBQ Chicken & Beer, 닭익는 마을, 도리마
루, 돼랑, 맘앤팜, 우츄야, 유나인, 와바이, 오션스타, 올떡, 찹스, 델리전문점
델리아띠, 치킨대학, Logistics, Design group up, GNS Food, GNS M&F,
DNS 창업전략연구소.

대표

윤홍근

닭 무늬 넥타이에 닭 무늬 넥타이핀을 즐겨 착용한다. 임직원들에게는 닭 액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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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선물도 자주 한다. 먹고 입는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윤 회장의 취미 생활은 닭 모
형 수집이다. 창업 이후 30여개의 나라에서 5,000여 개의 닭 모형을 수집했다. 국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사온 기념품들이다. 재질은 나무, 도자기, 유리, 금, 크리스털
등 수십 종에 달한다. 손톱만한 크리스털 모형에서 어린 아이만한 도자기 모형까지
크기도 다양하다. 그의 집무실은 온통 닭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는 수집한 닭 모형을 ‘꼬꼬 랜드’의 ‘닭 모형 전시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제너
시스 BBQ 그룹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의 8만평 부지
에 테마파크 ‘꼬꼬 랜드’를 만들고 있다. 또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인들은 닭이 새벽을 불러 온다며 희망과 믿음의 상징으로 여긴다. 윤 회장은
사업차 프랑스에 갔다가 집 꼭대기에 달린 수탉 모양의 풍향계를 보았다. 수탉이 프
랑스의 국조(國鳥)란 걸 안 순간부터 프랑스가 좋아졌단다.
제너시스 BBQ는 2013년 기준으로 9,8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1995년 설립
돼 20년 만에 1조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제너시스 BBQ는 14개 브랜드로 국내 총
4,0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2003년 중
국을 시작으로 2004년 스페인, 2006년 일본과 미국, 2007년 오세아니아를 비롯하여
중남미의 국가들과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체결하고 현재는 57개국에 진출해 현지기
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30여국에서 35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해외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표1⟩은 제너시스 BBG의 주요
사업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BBQ는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순수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
고 신선한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양화되는 소비자의 식문화 욕구를 충족
시킴과 동시에 국내 외식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설
립된 닭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맛과 서비스도 기술이라는 장인정신을 바탕
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BBQ는 소형 치킨 시장을 타깃으로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사업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한 결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최초로 1,000
호 점을 오픈 시켰으며, 프랜차이즈라는 선진경영기법을 순수 국내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시장에 맞게끔 토착화시키는데 성공한 국내 유일의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외 외식산업의 보호는 물론 국내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
고 있다. 2003년 중국에 프랜차이즈 지점을 오픈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시작한
BBQ는 세계로 나아가 2020년에는 50,000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갖는 그룹으로 성
장하여 2020년 이후에는 맥도널드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2⟩는 제너시
스 주요 시기별 주요 약사를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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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너시스 주요 시기별 주요 약사
시기구분

연도

태동기
(1995)

1995년

-제너시스 설립
-BBQ 1호점 개점

창업기
(1996~1998)

1996년

-BBQ 100호점 오픈

1999년

-닭익는마을 1호점 개점
-BBQ 1000호점 오픈(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2000년

-BBQ 치킨대학. 물류센터 개관

2002년

-문정동 신사옥 이전 및 제2창업 선포
-닭익는마을 100호점 개점

2003년

-U9 가맹점 1호점 개점
-BBQ 중국진출 상해 BBQ유한공사 설립
-치킨대학 확장 이전(경기도 이천)

2004년

-BBQ 스페인 출범(Europa BBQ Espand, S.A)
-(주)GNS BHC 설립

2005년

-제4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BBQ스페인 1,2호점 오픈

2006년

-BBQ China 30호점 오픈
-일본 진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BBQ Chicken & Beer 1호점 오픈
-중국 동북3성/ 베트남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호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2007년

-베트남 1호점 오픈
-참숯바베큐 1호점 오픈
-올리브 떡볶이 1호점 오픈
-말레이시아, 싱가폴외 동남아 7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중남미 13개국/중국 광동성/두바이, 카타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2008년

-Pizza Q 1호점 개점
-미국 1호점 오픈
-국내 브랜드 가치 100대 브랜드 계약
-모로코 진출
-영국, 가나, 아일랜드 진출
-BBQ ASIIA PACIFIC HQ AWQARD 수상
(싱가포르 정부기관 EDB 주관)

2009년

-제36회 상공의 날 은탑 산업훈장 수훈 1호점
-터키 진출
-남아공 계약식
-M&F 1호점 오픈

제 1 성장기
(1999~2002)

제 2 성장기
(2003~2007)

제 3 성장기
(2008~현재)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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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캄보디아 진출, 터키 이스탄불 1호점 오픈
-이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캄보디아 프놈펜 1호점 개점 프랜차이즈 계약
-피지 진출
-BBQ 브라질 진출
-윤홍근 회장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상임회장 취임, BBQ 태국,
사우디, 인도, 인도네시아 진출
-윤홍근 회장 국제구호전문 NGO(사)아이러브아프리카 세계본
부 총재 취임
-소비자품질만족대상(조선일보)
-지식서비스 최우수 기업 수상(한국경제신문)
-제1회 고용창출선도대상 수상
-중앙일보‘2012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선정
-BHC‘글로벌 마케팅 대상’수상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수상
-한국유통대상 대통령상 수상

출처 : 제너시스 BBQ 홈페이지 자료에서 수정·보완

Ⅲ. 윤홍근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

1. 윤홍근 회장의 생애
1) 윤홍근 회장의 청년 시절
윤홍근 회장은 파평윤씨 종가의 1,000섬 지주로써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하풍리 섬
진강하류에서 머슴을 다섯 명이나 부리던 대농 집안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
다. 오늘날 그가 살던 집과 동네는 순천정원박람회장이 돼버렸지만, 당시만 해도 등
잔불로 공부했을 정도로 외딴 곳이었다. 증조부와 조부가 일찍 돌아가셔서 증조모와
조모,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윤홍근 회장은 집안에서 종손이라고 어른대접을 받았
다. 어머님은 윤홍근 회장이 어렸을 적에도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다. 항상 ‘장손’이
라고 불렀다. 지금은 ‘회장님’이라고 부른다. 생일상을 차려드려도 절대로 한 상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유교적 전통에 길들여진 어머니는 아들과도 평생 겸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요즘도 윤홍근 회장이 식사를 마친 뒤에야 식사를 하신다. 윤홍근 회
장은 늘 증조모와 겸상으로 밥을 먹었다. 어머님은 맛있고 귀한 음식은 그에게만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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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누님과 여동생은 참기름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다.
윤홍근 회장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다. 할머니와 고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
리에 충격을 받은 윤홍근은 아버지가 사준 외제 시계를 풀어 던져버렸다. 당시에는
상당한 고가의 시계였다. 때마침 닥친 사춘기와 겹쳐 방황의 바람이 몰아쳤다. 고등
학교 때는 학업과 담을 쌓다시피 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
기 일쑤였다. 한번은 술집에서 아버지와 맞닥뜨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요즘 말하는
‘악동’이었다. 그 방황기에도 어머니는 윤홍근 회장이 더 이상의 위험 선을 넘지 못
하게 하는 안전핀 같은 존재였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수렁에 더
빠지지 않게 잡아끄는 마력 같은 게 있었다. 저마다 크고 작은 굴곡을 겪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어머니는
윤홍근 회장이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복무하다 여수에서 선박 관련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오셨다. 아버지는 윤홍근 회장이 대입을 준비할 무렵 돌아가셨다. 아
버지의 별세는 부도로 이어졌다.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어 살림살이를 전부 가져갔다. 대대로 천석꾼 부자였던 집안은 그렇게 허망하
게 무너졌다. 어머니는 마침내 몸져누웠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누나와 윤홍근
그리고 동생은 한겨울 들판에 나뒹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아버지께서
임종의 순간 말씀하셨던 “홍근아, 미안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너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말한 솟아날 구멍이 어디
일까? 도저히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남으로써 생계를 책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와 누나
는 윤홍근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발을 동동 굴렀다. 명색이 뼈대 있는 집안
의 장손인데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공부를 끝내서야 되겠느냐며 집안의 몰락을 한탄
하고 윤홍근의 장래를 걱정했다. 그러던 차에 윤홍근이 마음을 바꿔 먹을 계기가 생
겼다. 친구가 제안한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해 학비를 면제 받는 방법이
었다. 장학금을 노리고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 원서를 냈다. 친구 손에 끌려가
다시피 해 시험을 봤다. 발표 때도 함께 학교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잤다.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꼭 성공해 영원히 우정을 나누자는 뭉클한 이야기들이었
다. 장학생으로 합격한 윤홍근은 대학생활에서 미팅이나 축제는 생각지도 못했다.
장학금을 위해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상고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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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제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임직원을 해고하는 법도
없다. 이처럼 윤홍근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의 소중함을 절감한 것은 학사장교 시절
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9월 임관한 학사장교 1기는 모두 623명이었다. 그는 보
병 소대장으로 최전방인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천도리의 12사단에 배치 받아 일반
병사들과 형제처럼 뒹굴었다. 장교숙소가 아니라 내무반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잤다.
같이 라면을 끓여먹고, 울고 웃었다. 그 일대 학사장교 동기회장도 맡았다. 선배 기
수가 하나도 없는 동기생들은 윤홍근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그가 호출하면
인근 지역 학사장교 100여명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올 정도였다고 한다. 장교 100여
명을 거느리는 것은 군단장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동기들은 그에게 ‘천도리 군단장’
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천도리 군단장’으로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84년 전역을
앞 둔 동기생들의 취업문제가 당면하자, 430명의 이력서를 더플백에 넣고 서울로 올
라가 10여개 대기업의 취업접수 마감 날에 모두 접수시켜 100%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동기생들은 현재까지도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윤 회장은 군 전역 후 기업에 입사했을 당시 지방대 출신으로 많은 서러움을 겪었
다고 한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 조선대에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
을 했지만 사회에 나와 보니 명문대 꼴찌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
니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내가 이 회사의 사장’
이라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다섯 배는 일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윤홍근 회장 마음속
에는 당장의 월급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처럼 CEO의 경영마인드가 제너시스 BBQ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투지가 있었기에 가능했
던 것으로 보인다.

2. 윤홍근 회장의 기업가정신
윤홍근 회장은 군대시절 사람 사는데 ‘정’그리고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
다.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윤홍근 회장은 한번 맺은 인연
은 끝까지 간다. 직원이 타계하면 그 자녀들 대학등록금까지 책임진다. 10년 이상의
가맹 점주들도 마찬가지다. 윤 회장은 여러 사람이 고루 편하고 잘살게 하기 위해
경영을 한다고 말한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
다.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경영마인드인 것이다.
윤홍근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대학원에서 외식산업, 산업디자인, 바
이오, 지배 구조개선, 음식 평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부를 했다. ‘경영인으로
서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혹은 ‘경영인에게 이 많은 공부가 왜 필요한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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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이 생길 정도이다. 그의 마인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돈만 아는 CEO가
되지 마라. 학구적인 면을 두루 갖추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은사의 가르침과
천년기업을 위한 자신만의 준비였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날로 성장하는 회사를 경
영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이다. 업계 최신 동향, 디자인의 유행,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 등 삽시간에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홍근 회장의 꿈은 해외 가맹점을 5만 개까지 늘려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세계 1위의 ‘천년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
군가에게는 이러한 꿈이 몽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윤홍근 회장은 창업 준비 당
시부터 많은 분야의 공부와 상생이라는 경영마인드를 통해 몽상을 상당히 빠른 속도
로 가시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업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영속
성이다. 기업이 영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 즉,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시스
템, 조직구조, 상호 간의 뜻이 원만해야 한다. 윤홍근 회장은 당당하게 말한다. “맥
도널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 약 50년이 걸렸습니다. BBQ의 성장 속도는 세
계 프랜차이즈 업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25년이면 매장 5만개를 개
설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2020년입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보다 2배나
빠른 속도라는 것입니다.” 윤홍근 회장의 치밀하면서도 공격적인 경영마인드가 엿보
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1) 서비스 경영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크게 보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다. 빠른 결단도 중요하지만 강한 추진력이 필수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는 특전사의 구호처럼 악조건을 돌파해내는 능력이 필수이다. 특히 대다수가 반대하
는 안을 채택했을 때가 문제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설득의 기술’이다. 믿음을 갖고
따라오도록 만들지 못하면 돌파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윤홍근 회장의 일화가 있다. 기존의 튀김용
콩기름이 아닌 고객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에 이로운 올리브유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윤홍근 회장이었다. 그것도 최상급인 엑스트라 버진(extra virgin) 올리
브유로 바꾸자고 하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안정기에 접어
든 회사사정에 만족하고 있던 임직원들은 콩기름보다 일곱 배나 비싼 올리브유를 사
용하면 연간 추가 부담이 600억 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거세게 반대했다.
회사의 비용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비싼 원재료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
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였다.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회사가 큰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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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리라는 게 임직원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윤홍근 회장은 자신의 결단력을 믿었다. 값이 오르더라도 몸에 좋은 기름
을 쓰면 소비자들이 더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몇몇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품
질이 다소 떨어지는 기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얻는 상황에서 그러한 요
소를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찾을 것이라는 소신이 있었
다. 가격은 그 다음 문제라고 판단하고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 사회적으로
웰빙(well-being) 열풍도 윤홍근 회장의 설득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난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임원들의 설득을 얻어 제품 출시를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데,
본래의 맛이 나지 않았다. 튀김용 기름이 바뀌니 맛도 달라진 것이다. 미처 생각지
도 못한 부분에서 난관에 부딪힌 것이었다. 연구팀의 직원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
순간 윤홍근 회장의 몽상과 같은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본래의 맛을 내
지 못한다면 더 맛있는 제품을 개발하면 될 게 아닌가?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치킨을 만들자!’라는 것이었다. 또다시 고집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홍
근 회장은 다시 한 번 다짐을 한다. ‘나를 위한 제품 개발이 아닌, 우리를 위한 제품
개발이다!’ 연구팀은 20여 가지 양념을 조금씩 달리 배합해가며 실험을 계속했다. 튀
기고 또 튀겼다. 시식을 하고 또 했다.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찾는 데
꼬박 3년이 걸렸다. 2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처절한 노력 끝에 지금의 ‘BBQ올리
브유 치킨’이 출시된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지 2년 만인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다. 환율이 2배 가
까이 폭등하면서 수입 사료와 닭고기, 식용유 값이 덩달아 오른 데다 소비자들은 지
갑을 닫아버렸다. 2003년 12월, 쓰레기처럼 매몰되는 죽은 닭들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가득했다. 마스크를 쓰고 하얀 복장을 한 방역요원들의 움직임은 살벌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연일 쏟아지는 조류독감 보도에 업계 매출이 50퍼센트 이상 하락했
고, BBQ도 예외는 아니었다. 승승장구하던 BBQ도 매출액이 30퍼센트까지 떨어졌
다. 윤홍근 회장은 수많은 가맹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당장 걱정이었다. 어디서부
터 수습해야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3~4주가 지나자 매출은 90퍼센트
이상 곤두박질 쳤다. 눈뜨고 거리에 나 앉는 생각서부터 시작해 별의 별 불안한 생
각이 들었다.
윤홍근 회장은 간부들을 불러 놓고 문제를 원점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 안전성에
대한 홍보 부족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
면 어떻게 해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공인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다. 섭씨
73.9도에서 0.8초만 가열해도 바이러스가 박멸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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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분이었다. 윤홍근은 우선 한국치킨외식산업협
회를 결성해 초대 회장직을 맡으면서 업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업
계가 살아야 자신도 산다는 일념뿐이었다. 윤홍근 회장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정부에서 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고 치킨의 안전성을 소비
자들에게 알려준다면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는 농림부
장관을 찾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닭고기 업계를 살리기 위해 장관께서 나
서달라고 애원했다. 1퍼센트의 가능성만 보고 끝까지 밀어붙여 장관을 설득하고, 장
관의 힘을 빌려 닭고기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
다.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 원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국
민들에게 안전성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언론사를 통해 닭고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 시켰다. 닭고기의 수요가 되살아났고, 소비를 꺼리던 사람들이 앞 다투
어 닭고기를 찾는 바람에 공급 부족 현상까지 발생했다.
1차 파동이 이렇게 마무리 되고, 2년이 지난 2005년 가을 악몽이 되살아났다. 또
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온 것이다. 제너시스 BBQ가 세계시장에 진출
하고 본 궤도에 오르던 때여서 1차 파동 때 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당시 BBQ는 중
국의 상하이와 칭다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매장을 오픈하고 시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터라 충격은 몇 배 더 크게 다가왔다. 업계에선 다시금 윤홍근 회장
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1차 파동 때 해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나서달라는 것
이었다. 그에게 번뜩 스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닭고기가 못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
이 퍼지자 이 편견을 깨뜨려야 장기적으로 안전성 측면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했다. 즉, ‘조류독감’이라는 명칭이 문제였다. 독감은 사람이 쉽게 걸리는 바
이러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옮길 수는 있어도 먹어서 걸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1차 파동의 해결책이 정공법이었다면, 2차 파동 때는 회유책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
다. ‘조류독감’의 영어식 표기를 보니‘avian influenza’또는‘bird flu’였다. 줄여서 AI라
고 표현하면 닭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활을 걸기로 마
음을 먹고 언론사로 출근하다시피하며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각종 신문에서 조류독감이라는 명칭을 AI로 바꿔 썼으며, KBS
와 SBS 등 주요 방송사들도 명칭을 바꾸자 하루 이틀 사이에 언론사 전체가 조류독
감을 AI로 통일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뒤
에도 몇 차례 AI가 발생했지만 업계와 BBQ에도 큰 타격은 없었다. 근시안적인 해결
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 전체를 구제한 그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이처
럼 윤홍근 회장은 미래를 향한 당찬 포부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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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그는 소비자를 위하여 언제나 긍정적인 힘을 강조
한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2) 상생의 경영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윤홍근 회장이 평소 임직원들에게 하는 말이다.
윤 회장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공조건으로 가맹점 관리를 꼽는다. 아무리 본사 차
원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핵심가치를 강조해도 가맹점이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다. 2014년 3월 10~11일 제주도에서‘2014 제너시스BBQ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
최하고 5,000여명의 가맹 점주를 초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됐으며, 전국 7개 공항에서 10대의 전세기를 동원하는 등 총 30억
원의 비용은 본사에서 전액 부담했다. 윤홍근 회장은 “매장 운영으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힘든 가맹 점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
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제너시스BBQ 그룹은
가맹점과의 협력과 상생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너시스BBQ 그룹은 매년 가맹점과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3년도에는 윤 회장이 전국을 직접 순회하며 호텔에서 가맹 점주들과
소통하는 ‘패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가맹점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가맹
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름캠프, 가맹 점주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간담회 등 다양한 상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윤홍근 회장은 가맹 점주들 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직원들에게도 3가지 약
속을 하였다. 첫 번째는 ‘동종 업계보다 임금 2배 높게’라는 것이다. 타 기업들은 기
업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반면, BBQ그룹은 기업의 이익을 직
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헌신
한 직원들의 노후 보장’과 ‘사택 지어 집 장만 걱정 끝’이다. 윤홍근 회장은 제너시스
BBQ의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사람, 즉 제너시스 BBQ의 인재들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를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열정적으로 뛰어준 직원들이 있기에 현재 제너시스
BBQ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회사의 성장에 따른 보람과 대우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
하기 위해 위와 같은 3가지 약속을 했다. 이와 같은 윤홍근 회장의 직원들에 대한 3
가지 약속은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경영자로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바
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생의 마인드’는 세계 속
의 제너시스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공격적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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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두 배 성장이 목표이다.” 모 언론사와의 2014년 연초의 인터뷰 내용이
다. 다른 기업들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상유지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윤 회장은 그렇지 않다. “올해는 가맹사업에 집중해 국내 창업시장 활성화에 기여하
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같은 성정 동력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배
성장 전략에 맞춰 해외시장도 새로운 지역 개척에 눈을 돌리기로 했다. 윤 회장은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유럽지역과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계획”이라며“현재 글로벌
매장이 350개인데 신규 지역진출 등을 통해 올 해 1,500개를 새롭게 확보해 연말까
지 1,850개의 글로벌 매장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터뷰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제너시스BBQ의 최종목표는 맥도널드입니다.” 아직은 맥도널드에
비할 수 없지만 세계 어디든 고객이 원하는 곳이라면 달려간다는 ‘칭기스칸식 경영
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표 3⟩ 제너시스 BBQ와 맥도널드의 시장성장율 비교
기간

제너시스 BBQ

맥도널드

200개 가맹점 개설 기간

1년

5년

1,000개 가맹점 개설 기간

5년

14년

세계 시장 진출 기간

7년

15년

⟨표 3⟩은 제너시스 BBQ와 맥도널드의 시장성장율을 비교한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남을 베끼고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는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창조자가 되라고 주장한다. 2020년까지 전 세계에 5
만 개 가맹점을 열고, 연 매출 50조원을 달성하면 맥도널드를 넘어설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윤 회장은 성장 아니면 퇴보만 있을
뿐이라는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다. 실제로도 제너시스 BBQ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맥도널드 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홍근은‘맛의 편집광’이다. 닭고기 요리로 ‘소문난 집’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경
상남도 진주의 유명 찜닭가게를 20번도 넘게 다녀왔다. 바베큐 메뉴를 개발할 땐 전
국 300여 치킨 집을 찾아가 직접 맛보았다. 그가 보통 한번 시식할 때 먹는 닭고기
는 40∼60조각으로 한 번에 무려 5∼7마리를 먹는 셈이다. 양이 많아 토하고 다시
먹을 수밖에 없다. 소화제는 여행 필수품 1호이다. 요즘도 반드시 하루 한 끼는 닭
고기를 먹는다. 이삼일 내리 닭고기만 먹는 날도 흔하다. 신선한 육질의 식감을 알
기 위해 생닭까지 먹었다면 그가 찾는‘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에 대한 집념을 가
늠할 수 있다. 명색이 치킨사업을 하는 사람이 생닭의 식감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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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생닭을 먹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제너시스 BBQ 그룹의 치킨대학의
연구소 원장은 윤 회장과 같이 수백 번도 넘게 생닭 맛을 본 사람이다. 그는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연구원은 금연, 금주가 원칙이다. 술과 담배로
그들의 식감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올리브치킨을 개발할 땐 전 연구원들이 6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윤 회장은 음식 맛의 99.9%는 사람의 노력으로 탄생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0.1%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너시스 BBQ의 성공비결을 들어다보면, 문제를 인식한 업계의 다른 경영자들이 관
행이라는 틀에 얽매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윤홍근 회장은 도전과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역량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인재경영
미국 맥도널드의 ‘햄버거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제너시스 BBQ 그룹은‘세계 최대⋅
최고 프랜차이즈 그룹’을 기업비전으로 인재경영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
해 경기도 이천에 연면적 7만 2천 평의 자체 교육기관 ‘치킨대학’을 설립하였다. 예
비창업자들의 교육을 비롯하여 가맹점 및 직원들의 교육, 제품개발과 연구소를 함께
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치킨대학’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받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호텔수준의 숙소
와 레스토랑을 제공하며 역사관, 실외수영장,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치킨대학’은 개방적인 교육 및 연구기관이라‘치킨대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게 전시 관람을 보여주고 있다. ‘치킨대학’은 ‘인재육성’과 ‘가맹점 교육’의 두 분야로
나누어 있다. ‘인재교육’은 최고 경영자 양성을 비롯하여 종업원 및 직원들이 입사
때 가맹점자들과 동시에 교육을 받는다. ‘가맹점 교육’이란 본사의 경영전략, 메뉴개
발 및 직원훈련 등을 가맹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맹점 교육’은 서비스교육, 기술교육, 기초교육 등 직원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운영관리, 마케팅전략, 현장업무, 자금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시
킨다. ‘가맹점 교육’의 목적은 제너시스 BBQ 그룹의 경영이념의 뜻대로 고객에게 언
제 어디에서나 최상의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표 4⟩는 치킨대학
의 운영목표 및 운영 방안을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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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킨대학 운영목표 및 운영방안
운영목표
￭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마련
￭ 외식업에 대한 인식제고
￭ 한국외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교육철학
￭ 정이 담긴 맛, 정이 담긴 서비스는 보다 우수한 맛과 마음에서 우러난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고객감동을 실현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이러한 맛과 서비스를 통해 유대가 더
욱 깊어지고 함께하는 사회,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운영방향
￭
￭
￭
￭
￭

관리능력 배양 : 점포관리를 위한 기본지식 향상, S/V 능력개발
외식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BBQ, 닭익는 마을, U9에 대한 교육 및 점포운영 능력배양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
소비자와 함께 하는 기업문화를 익힐 수 있는 장으로 활용

￭
￭
￭
￭
￭
￭

전문화된 교육 실시로 전문인 양성
기초과정 교육심화 - 정기보수교육 체계 강화
신경영기업 전수 : 보다 발전된 경영기술 전수로 한 발 앞서가는 외식 사업가 양성
본사 직원의 역량 강화 : 최적의 S/V 요원양성, 직급별 교육 강화로 개인의 능력배양
점포의 매출증대 이바지
외식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

추진방향

자료 : 제너시스 BBQ그룹의 치킨대학 홈페이지 자료를 수정·보완

⟨그림 1⟩ 윤홍근 회장의 기업가정신
서비스
경영
상생의
경영

기업가정신

도전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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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또한 ‘치킨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제품기술, 경영방침,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외부업체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제너시스 BBQ 그룹은 인재개발에서부터 경영방침
및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이곳
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점포운영의 기초과정에서부터 최고경영자 과정 등 8개 프
로그램, 총 21개 과정이다. 제너시스 그룹이 2020년까지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회
사인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대학의 설립배경과 프로그램 과정이 유사하다. ⟨그
림 1⟩은 윤홍근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요약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Ⅳ. 제너시스 BBQ의 경영전략

1. 국내시장 경영전략
1995년 창업한 제너시스 BBQ 그룹은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이라
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제너시스
BBQ의 국내시장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치킨시장은 이미 200여개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
지만 대부분의 치킨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연구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성공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믿었다. 즉, 한국 최초의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실현하여 성장기반을 확
보한다는 전략이었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첫 번째 전략은 윤 회장의 상생 방안인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맹점 간담회’를 주기적으
로 개최하는 것이었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을 위해 긴밀
한 협력을 돕는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의 도입이다. 다른 치킨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개별적
으로 고객관리를 하는 것과 달리 마케팅 업무를 통합해 고객을 관리함으로써 고객과
업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사는 고객들의 의견을 직
접적으로 접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메뉴 개발과 같은 고객들의 욕구를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제너시스 BBQ 그룹은 단기적인 이익에 치
중한 운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활성화전략에 전념하였다. 그룹 내에 ‘세
계 식문화 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메뉴를 개발하고 ‘치킨대학’과 같은 기관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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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국내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표 5⟩는 제너시스
BBQ 그룹의 국내시장의 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2. 해외시장 진출전략
“한국에선 규제가 심해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윤홍근 회장은 인도네시
아 굿웨이그룹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뒤 이렇게 말했다. 윤홍근 회장은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 사업 인생 1막이라면, 맥도널드를 넘어서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의 성장이 사업 인생 2막의 완성판이라고 말한다. 제너시
스 BBQ그룹은 2020년까지 세계 5만개 가맹점을 보유한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그룹
을 꿈꾸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맹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출 국가의 매장이 1곳이든 100곳이든 진출 국가마다 ‘CK(Central Kitchen) 공장’을
설립해 맛과 품질 보증을 책임지고, 수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전략을 가지
고 있다. 이처럼 제너시스 BBQ 그룹은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철저한 현지 조사와
분석 그리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너시스 BBQ 그룹
윤홍근 회장의 해외진출 시장 전략에 대한 내용을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표 5⟩ 제너시스 BBQ의 국내시장 전략
기간

전략

시장진입전략
(1995년 ~ 1998년)

1.
2.
3.
4.
5.

틈새시장 공략
프랜차이즈시스템 정립
품질, 가격, 포지셔닝 차별화
유명연예인을 통한 광고
업계최초의 리콜제 시행

성장전략
(1999년 ~ 2002년)

1.
2.
3.
4.

신제품 출시 및 기존제품 품질 향상
브랜드파워 메이킹을 위한 광고 강화
가맹점 재교육(서비스 및 품질 교육)
신규브랜드 출시(시너지효과 극대화)

NO. 1 전략
(2003년 ~)

1. BBQ 가맹점 네트워크 활용전략
2. No.1 브랜드간 CO-마케팅 실시
3. 디지털경영 인프라 구축

자료 : 제너시스코리아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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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한국최초의
프랜차이즈시스템
시현으로 성장기반
확보
99년 이후
국내치킨업계
1위로 부상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화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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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시장
BBQ가 맨 처음 진출한 해외시장은 중국이다. 해외시장 공략을 어디에서부터 할
것인가를 고민할 당시 대부분의 의견은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을 택하자는 의
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윤홍근 회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중국의 시
장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경제성장 더 증가될 것이며, 한류에 의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호의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시장 진출 파
트너 선정 당시 KFC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 및 사
회주의국가 특성상 전단지 배포와 같은 홍보가 쉽지 않다는 점과 신분증 확인이 필
수적인 사회특성상 배달문화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
고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음식을 먼저 먹은 뒤 나중에 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였기 때문에 음식을 받자마자 선불로 돈을 내야 하는 배달 문화가 중국인들에게 생
소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들로 인해 중국진출 3년 동안 40개점이라는 다소 저조한 외
형적 성장을 보였던 BBQ는 2004년 말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해외단독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브랜드 확장에 나섰다. 기존의 중국 BBQ 표
적시장은 20대를 목표로 잡았다. 20대 중 대학생들이 집중 공략대상이었다. 타 연령
대에 비해 외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은 계층이자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도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롱런 고객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에게 치킨은 한국인과 달리 간식이 아닌 주식의 개념이다. 피자와 햄버
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이다. 메뉴 제공 방식도 이러한 특성에 맞췄다. 다이닝 매장의 경우 치킨과 국물요
리, 볶음밥 등을 한 데 묶은 세트 메뉴로 구성, 한 끼 식사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국물요리는 탕 또는 수프, 볶음밥은 새우, 김
치, 버섯 등 다양한 종류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표적 캐주얼 다이닝 프랜차이즈인 피자헛의 80%의 가격 수준으로 고객에게 고
급 레스토랑과 같은 Full Service를 제공했다. 원가적인 부분에서도 직영점 내점 기
준 원가율 35%이하 유지, 주방 조리를 통해 원가율 인하, 판매 믹스를 통해 원가율
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손익 부분도 관리하였다. 중국시장 진출 초기의 시행
착오를 바탕으로 BBQ는 주택가와 중심지 혼합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개하는 것도 지역마다 식문화, 고객성향, 각종 제도 및 법률
등의 차이가 큰 중국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가 중심이 되는 것
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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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시장
일본은 외식산업이 발달한 국가이며, 한국 음식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다. 또한 한
국과 같이 음식 배달업이 발달해 있고 반찬도 따로 사먹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나
배달 치킨시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일본 최대 배달⋅외식 컨설팅 운영업체인
REX라는 회사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체결로 일본의 기존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했다. 업체 인지도도 굉장히 좋아 가맹사업에 대해 플러스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 업체와의 계약으로 일본인들의 특성 파악과 니즈
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BBQ 측은 사이드메뉴 선택도
현지 프랜차이즈 대행업체에게 일임하며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식문화 특성상 일부 품목에 대한 배달 문화와 사케, 맥주와 같은 잦은 음
주 문화를 반영하여 배달시장과 맥주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 스시 배달
프랜차이즈인 REX와 2006년 5월 25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일본 내
BBQ 운영을 REX사에 전담하였다. BBQ는 진입 초기에는 배달형과 맥주집 두 가지
모델을 세부적으로 소형 배달과 중소형 배달, 중형 내점과 대형 내점 중 어떤 모델
이 일본 시장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형 배
달 중심의 배달형과 맥주집의 중형 내점형으로 압축하여 진입하여 성공하였다. 통상
매장규모는 한국 BBQ와 유사한 8~10형 수준으로 치킨 전문 배달업체가 거의 없는
일본시장에서 고급 배달 치킨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였다.
일본시장에서 제품은 한국 전통적 맛인 매운 맛과 웰빙의 요소인 올리브 오일이라
는 콘셉트를 통해 시장에서 차별화 시켰다. 소스 파우더는 현지에서 한국 본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준수하며 생산을 하였으며, 주재료인 닭은 한국에서 생산된 인젝터
를 공급공장에 설치하여, BBQ만의 원료육 기준을 맞추었다. 오일은 한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메뉴구성은 한국
BBQ의 맛을 기본으로 하고 주 메뉴인 치킨에 야채치킨과 옛날통닭 메뉴를 추가했
다. 가격은 일본시장 진출 당시 엔화가 강세였던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고가전
략을 취했다. 한국보다 닭 한 마리의 가격을 7천 원 정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였으
며, 메뉴에 따른 각 조각의 가격도 달리 책정하여 판매했다.

3) 미국시장
중국을 점령한 제너시스 BBQ 그룹은 프랜차이즈의 본토인 미국을 타깃으로 삼았
다.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는 맹수처럼 윤홍근 회장도 미국
시장 진출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먼저 LA와 뉴욕으로 날아가서 KFC, 맥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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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케네디 치킨, 보스턴 치킨 등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모두 맛
보며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했다. 또한 닭고기 재료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
기 위해 할인점들도 수없이 방문하고 분석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넓은 지역, 다양한 식문화를 가진 특성을 지닌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에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
별화가 뚜렷한 전략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두 가지 차별
화 전략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가 ‘슬로푸드(slow food)’ 정책
이었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맛과 건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슬로푸드(slow food)’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맥도널드나 KFC처럼 미리 조리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은 뒤 조리에 들어가 따뜻한 상태의 메뉴
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패스트푸드에 거부감을 느끼는 미국인들 사이
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동양적인 맛을 가미한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치킨 샌드위치, 고추장 떡볶이, 궁중떡볶이 등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는 ‘올리브 유’로 조리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진출 당시 미국 FDA가 ‘트랜스 지방’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제너시스 BBQ 그룹에게는 큰 기회였다. 올리브유로 요리한 프리미엄 치킨으로
건강한 맛을 표방한 이미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TV, 신문, 라디오 광고와 함께 시식회, 할인쿠폰, 증
정품을 통해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마케팅노력과 스포츠에 관심이 큰 미국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13개의 주 각종 스포츠 경기장의 푸드 서비스사와 제휴, 경기장
메뉴를 추가하고, 장학회 및 홈리스 식사 제공 등 언론의 관심 유도를 통하여 인지
도 상승 및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표 6⟩은 제너시스 BBQ 그룹의 해외
진출의 지역과 진출 시기, 형식과 세부 계약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윤홍근 회장의 투철한 기업가정신과
상생의 경영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윤 회장은 1995년 창업 이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제너
시스BBQ 그룹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켜 가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능률협회
(KMA)가 주관하는 '2009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
서 주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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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윤홍근 회장은 상에 대한 욕심 보다는 자
신이 개척하고 있는 해외프랜차이즈 산업이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많은 자부심
을 느끼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프랜차이즈가 산업으로서의 올바른 인식과 대
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제너시스 BBQ 그룹의 윤회장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의 노력과 차별화전략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무형의 지식
산업으로 인정을 받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산업으로 인정받고 제너시스 BBQ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는 윤홍근 회장의 공격적이면서도 치밀한 차별화전략
과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
고 ‘기업에는 성장 아니면 퇴보만 있을 뿐이다. 현상 유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 토종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세계 57개국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30여 개국에 35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너시스 BBQ의 윤홍근 회장. 그의 최종
목표는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인 맥도널드를 뛰어 넘는 것이다. 객관적인 측면
에서 현재까지의 성장 속도를 맥도널드와 비교해보면 맥도널드가 20년 만에 이룬 성
과를 BBQ는 10년 만에 이뤘다. 이 속도라면 2020년에는 맥도널드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홍근 회장은 좌우명으로‘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밝히며 젊은
이들에게 개척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이다.
청년 시절부터 기업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항상 자신이 일하는 곳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했고, 회사의 주인 입
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도 망설임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그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제너시스 BBQ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내가 곧 사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일하라고 주문하고 있
다. 그도 월급쟁이 시절부터 이런 생각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가로의 변신
기회도 포착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앞으로 제너시스 BBQ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
리고 윤홍근 회장이 또 어떠한 차별화전략을 내세울지 기대가 된다. 조그만 개인 치
킨집 매장이 글로벌 제너시스 BBQ가 되기까지 회장 윤홍근의 기업가정신과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윤홍근 회장의 지인들은 그가 상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올해의 글로벌 마
케팅 대상’의 경영자 부문 최고경영자상과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매경이코노미
에서 선정한‘올해의 CEO’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경력은 단순한 상복만이
있어서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윤홍근 회장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치밀하면서도 강

- 106 -

임상혁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윤홍근 회장은 기업
의 성장측면만 강조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라는 상생의 마인드
와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준 사회에 대한 공헌도 잊지 않는다. 훌륭한 기업가는 궁극
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직원을 위해,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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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Strategy of GENESIS BBQ Yun Hong gun

Sang-Hyuk Lim*4)

Abstract
The president, Mr. Yun, Hong-gun is a man of remarkable talent for his aggressive
style of management. Since he established his private company in 1995, taking the place
of chairperson of the corporate in 2002, he has ran the business with the highly aggressive
management theme, 'The challenge is the opportunity'. Facing the currency crisis, a
while after establishment, he boosted his will of aggressive marketing with the increased
budget for promotion unlike other businesses that reduce their investment for marketing,
and it has worked well up until now. Since 1995 when established his company, Mr.
Yun, the president, has enlarge the scale of the operation with around 350 direct stores
in 30 different countries, and has made master franchise agreement with enormous local
companies in 57 different nations, being renowned as a "Millenium Corporate".
The president, Yun states that he has never led his corporate groups for the purpose
of their internal profits only.
As for his business philosophy, he states "The profits of the franchisees' means the
conclusive interest to franchise headquarter.", "We serve everything what the customers
want, unconditionally.", and "All the profits of the total corporate business should proceed
to the benefits of all the employees for the rewards.". The co-existence management
of president Yun has formed the basis of the present honor toward his company, the
Millennia Corporation.
This study states and analyzes the background of his entrepreneurial spirit, the history
and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Genesis BBQ, starting with biography of the president
Yun aiming for the implication of the contents.
⟨key Words⟩ Genesis BBQ, Entrepreneurship, Management Strategy, Co-prosperity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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