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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홀딩스는 운정 신도시 <월드스퀘어> 빌딩에 1940년대 개화기 경성을 콘셉트로, 각 지역 장인들의 오래된 점포를 외식사업창업 희망자들에게 성

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년가게들의 시간과 경험을 시대별로 구성해 13개 특색 있는 장인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발전시켜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백년가게’ 입점, 점주-고객만족 견인  
D&T 홀딩스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F&B 또는 키테넌트매장(선도적매장)으로 큐레이션 해 건물 특성에 맞게 분석해 다양한 콘셉트의 F&B 매

장을 입점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상업시설 빌딩들을 대형화된 프랜차이즈 매장,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매장 등 획일

백년가게를 담다, <월드스퀘어> 운정

1940년대 개화기 경성을 재현하다   

스페셜특집Ⅰ백년가게에서 배우다

D&T홀딩스는 지역 상권에 맞는 콘셉트를 확정한 후 콘셉트에 맞는 테마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이

다. D&T홀딩스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F&B 파트너들을 각각의 콘셉트, 테마에 맞는 상업시설에 입점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서는 운정 <월드스퀘어>는 1940년대 개화기 경성을 그대로 재현해 ‘백년가게’의 품격과 아이덴티티를 더욱 

높여줄 계획이다. ‘백년가게’들의 새로운 도전, 바로 <월드스퀘어>에서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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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F&B 매장으로 구성하다 보니 건물주, 테넌트매장(임차인),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에 D&T

홀딩스는 17년동안 외식사업을 운영한 경력을 바탕으로 브랜드별 매장분석, 소비자 트렌드 등 다각도의 사업 분석을 통해 백년가게를 

멋지게 입점시키고 운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고의 맛, 품질…엄격한 큐레이션
<월드스퀘어> 운정 F&B 파트너 선정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각 지역의 F&B 매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는 장인들이어

야 하기 때문이다. 즉, 매장 별 개성이 뚜렷하며 최고의 맛, 품질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오랫동안 손맛을 지켜온 장인

의 매장은 운영의 노하우와 고객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성공한 노포여야 한다. 하지만, 노포들은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워낙 강해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D&T홀딩스는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F&B사업에 종사해왔으며, 지역별 상업시

설에 대한 상권분석, 콘셉트, 특화된 디자인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계 형성 후, 많은 대화와 오랜 기다림과 설

득 끝에 마침내 다양한 백년가게들을 입점시켜오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고려한 세심한 컨트롤
외식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은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오랜 기간 경

험이 축적된 장인들의 식당을 운영하고 싶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어디서 어떻게 시

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D&T홀딩스는 장인들의 정성과 각 메뉴에 대한 레시피 전수 등 교육을 책임져 창

업자 개인들도 노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D&T홀딩스 특기는 최근의 경

기상황, 입점 상권 분석,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메뉴 구성, 고품질, 대중적인 가격 

등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세심한 컨트롤로 이뤄낼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상생과 관리를 위해 D&T홀딩스 자체 보유 F&B브랜드들도 함께 입점, 

공동 운영, 관리해 나간다. 이러한 큐레이션을 통해 건물주, 외식브랜드 창업자,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복경영을 이루고자 한다. ‘백년가게’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02- 6406-3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