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Telepizza,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하고, 몰타에 매장 열기로 합의 
 

-- Telepizza,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브랜드로서 국제적 여세 이어가 

-- 몰타에서 자사 사업 개시할 노련한 기업가 선택, 올해 말 이전에 스위에키에 첫 매장 

개점 예정  

-- 몰타 소비자에 양질의 제품 공급하고자 자사의 산업망과 공급망 역량 이용  
 

(마드리드 2016년 7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미국 외 국가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규모(매장 수 기준)의 피자 배송업체 Telepizza 가 자사의 국제 전략을 발전시키고, 

몰타에서 영업을 시작할 자사의 첫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884851-telepizza-franchise-to-open-in-

malta/ 

 

몰타에서 Telepizza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리를 보유한 Joseph P. 

Attard는 올해가 가기 전에 스위에키에 첫 매장을 열고, 3년 내에 4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Attrad는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몰타에서 다른 QSR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Telepizza의 국제적 확장에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몰타는 전략적 위치와 

완전히 개발된 열린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고소득 국가로, 매년 2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한다. 친절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신선하고 맛있는 수제 피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피자 브랜드 Telepizza 에 있어 이와 같은 몰타의 조건은 최상이라고 볼 수 있다. 
 

Telepizza의 CEO 겸 회장인 Pablo Juantegui 는 “자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에서 매장을 열 계획을 발표했으며, 몰타 진출 발표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또한 

양질의 음식을 공급하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중해 중심 몰타에 적용할 이 멋진 

파트너십의 동반자 Mr. Joseph 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Joseph P. Attard는 “Telepizza 가족이 돼 무척 기쁘다”며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Telepizza의 독특한 브랜드 컨셉, 높은 제품 혁신 수준(지중해식으로 만든 

신선하고 질 좋은 수제 피자) 및 우수한 고객 배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앞으로 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Telepizza는 마케팅, 기술 및 공급망에 회사의 전문지식과 입증된 기록을 적용한다. 

Telepizza의 마케팅, 기술 및 공급망은 Telepizza의 파트너 운영 강점 및 지역 관리와 

더불어 Telepizza가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는데 일조했다.  
 

산업, 구매 및 물류 총책임자 Manuel Loring은 “몰타 소비자를 비롯해 매년 몰타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자사의 독특한 ‘신선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공유하게 돼 무척 

기쁘다”면서 “자사는 매일 제품을 공급하는 1천 300 개 매장으로 구성된 공급망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양질의 원료와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유지한다”고 말했다.  
 

Telepizza는 30년 넘게 운영 우수성을 발휘하며 축적한 노하우, 지속적인 훈련 및 

브랜드 견고성을 통해 모든 프랜차이즈를 지원한다. 또한, Telepizza는 공장부터 

소비자까지 전 공정을 관리해 품질 기준을 준수한다.  
 

국제적 전략 
 



Telepizza의 국제적 전략은 현재 사업 중인 시장에서의 성장, 새로운 사업 기회 탐색 및 

새로운 시장 진출(유기적으로, 지역 업체 인수를 통해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해)에 

중점을 둔다.  
 

전 세계 Telepizza 매장 중 약 35%는 Telepizza 가 소유 및 운영하고, 약 65%는 사업 

파트너가 소유한다. 지금까지 Telepizza는 15개국에 진출했으며, 회사의 국제 매출액은 

전체 매출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편집자 주  
 

Telepizza는 매장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비미국 피자배달 업체다.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는 Telepizza는 모든 국가에서 일관된 맛을 보장하고, 진출한 시장에서 지역적인 

적응과 혁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피자와 보완 제품을 판매한다.  
 

Telepizza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및 폴란드),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15개국에 진출했다. 2015년 3월 

현재 Telepizza는 1천 311 개 매장(461개는 소유 매장, 850개는 프랜차이즈 및 마스터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개 피자반죽 생산시설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2015년 체인 매출은 4억 9천 180만 유로, EBITDA 는 5천 770만 유로를 기록했다. 
 

http://www.telepizza.com 

https://www.facebook.com/telepizza 

https://twitter.com/telepizza_es 

 

문의처: 
Kreab - T. +34-917027170 

Susana Sanjuán / ssanjuan@kreab.com  / M. +34-677-946-805 

Francisco Calderón / fcalderon@kreab.com / M. +34-654-642-160 

Luis Meseguer / lmeseguer@kreab.com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317/735407-a )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7884851-telepizza-franchise-to-
open-in-malta/ 

 

출처: Telepizz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