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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1  해외진출 절차

 가. 해외진출 기본절차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절차는 보유 아이템별, 진출 국가별, 진출 

기업별 또는 실제 현장과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본 교재에서는 외식 프랜차
이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단계를 크게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발생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함

[참조. 해외진출 외식기업 실무매뉴얼(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기 단계별 절차는 일반적인 것으로 실제 해외 진출시에는 진출유형 등에 따라 진
출절차와 중요내용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진출유형 중 가장 많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
식』의 경우 ‘①해외진출 준비단계’와 ‘②해외진출 확정단계’만으로도 해외진출이 가
능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파트너 선정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매뉴얼과 교육 
등이 중요 고려요소임

   투자 코스트와 Risk가 높은 「직접진출 방식』의 경우 ‘①해외진출 준비단계’, ‘②해외
진출 확정단계’, ‘③해외개업 준비단계’, ‘④해외사업 관리단계’ 모두가 필요하며, 해

해외진출

준비

해외진출
확정

현지개업
준비

해외사업
관리

1. 진출 검토
2.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유형 탐색
3. 기초 조사
   해외진출 사업계획
4. 지식 재산권 취득

5. 해외사업 홍보채널 구축

6. 1차 현지 시장 조사

7. 파트너 기준

  적극적 파트너 탐색

8. 파트너 선정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9. 2차 현지 시장 조사

   파트너 계약 체결

10. 현지 법인 설립

11. 입지 선정

12.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  

   교육

13.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계획

14. 점포 운영 매뉴얼

15. 인허가 취득 및 매장

    시공

16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17. 오픈 마케팅

18. 오픈

19. 글로벌 슈퍼

    바이징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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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 사업계획, 시장조사, 매뉴얼과 교육, 메뉴뿐만 아니라 현지 매장운영에 필요
한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점포인허가 취득 및 시공, 매장인력 채용 및 교육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표 1-1  해외진출 유형 별 단계별 주요내용

진출단계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합작) 

투자
직접 진출 국제 가맹

1. 내부역량진단 O O O △

2. 기초조사 O O O △

3. 지식재산권 취득 O O O O

4. 해외 홍보채널구축 O O O X

5. 시장 조사 O O O △

6. 파트너 선정 O O X X

7. 파트너 계약 체결 O O X X

8. 현지 법인 설립 X O △ X

9. 입지 선정 X O O X

10. 매뉴얼 및 교육 O O O O

11. 식재료 시스템구축 O O O △

12. 인허가 및 매장시공 X O O X

13. 매장 인력 X O O X

14. 매장 마케팅 X O O X

15. 세무 및 자금송금 △ O O △

16. 가맹점모집 △ O O X

17. 가맹계약 △ O O O

18. 가맹분쟁 O O O O

19. 철거 및 폐업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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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구체적인 해외진출 단계별내용과 단계별 CHECK LIST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의 해외진출 외식기업 실무매뉴얼 MAPPS(Manual of A Global F&B 
Business Project Plan & Strategy)』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꼭 참조하길 권함

◦ 상기 단계별 필요서류 중 매뉴얼 및 사업안내서 등의 홍보서류, MOU 등 계약
관련 서류는 현지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준비하여함. 특히 매장운영 매뉴얼
의 경우 파트너와 상담시에도 필요하기에 사전에 현지어 또는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음

진출단계 관련서류

해외진출준비 ◦ 내부역량진단 시스템 표준화

◦ 기초조사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 지식재산권 취득 상표 및 특허 등록, 도메인 등록 진행

해외진출확정
◦ 해외 홍보채널구

축

사업안내서 등 홍보물, 해외사업 일정표, 

상담서식

◦ 시장 조사
시장조사보고서, 현지 표준매뉴얼, 

상권조사보고서

◦ 파트너 선정

파트너 선정기준, 파트너 관련서류(재무제표, 

파트너 회사소개서, 신용등급증명서, 

마케팅계획서)

◦ 파트너 계약 체결
NDA(비밀유지계약서), LOI(투자의향서), 

MOU(양해각서), 계약서

◦ 현지 법인 설립
현지 법인설립 준비서류, 부동산계약서, 

법인계좌계설, 정관 등
◦ 입지 선정 상권조사보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매뉴얼 및 교육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점포운영자 

교육계획서

현지개업준비
◦ 식재료 시스템구

축
레시피, 메뉴북, 식재료 통관 관련서류

◦ 인허가 및 매장시
공

영업허가필요서류, 설비 및 물품조달 계획, 

시설매뉴얼

◦ 매장 인력
현지 점포 운영매뉴얼, 근로계약서, 채용 및 

인력운영계획
◦ 매장 마케팅 매장 마케팅 계획서, 오픈 체크리스트

해외사업관리 ◦ 세무 및 자금송금 재무계획서

◦ 가맹점모집 가맹점 출점계획서

◦ 가맹계약 현지 가맹계약서

◦ 가맹분쟁

◦ 철거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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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출 단계별 주요내용

  (1) 해외진출준비

1 

▶
2 

▶
3

▶
4

- 진출 검토 - 목적의 명확화
- Self 역량 진단
- 진출유형 탐색

- 기초 조사
- 해외진출
  사업계획

- 지식 재산권
  취득

    해외진출 준비단계에서는 내부적 분석, 외부적 분석을 통해 진출국과 진출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적 요소는 진출기
업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 및 특허등록’과 진출기업의 내부적 
분석(아이템, 역량, 인원, 자금 등)과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외부적 분석(진출국 
기초조사 등)을 통한 진출유형을 결정하는 것임

    이 단계에서는 우선 진출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진출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현지 시장규모’, ‘식재료공급 원활성’, ‘한류 등 한국문화의 선호도’ 등 순으로 특히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어 진출국 결정시 진출국의 ‘한류의 영향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해외 진출 준비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조사’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9.1%p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지 바이어 탐색’이 32.9%, ‘현재 정책 및 제
도 분석’이 2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2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사항(중복) (단위: %)

현지시장조사 기업내부검토 현지바이어탐색현지정책및제도분석
특별히

준비하지않음
기타 지원제도밈ㅊ정책검토

48.1

22.8

32.9

26.6
29.1

0

20.3

39

25.7 24.8
20

53.3

1.9 0

57.7

44.2

37.5

28.8

0 1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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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 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진출 국가 선정시 현지 현황에 대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한류 등 한국 문화

에 대한 선호도’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출하려는 분야의 ‘현지 시장
의 규모’가 25.3%, ‘교민 진출 현황’이 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 해외 진출 국가 선정시 고려사항 1+2순위[중복]

    식재료 수출품목 중 41.9%가 ‘소스류(액상형)’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전년도 대비 38.1%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스류(파우더형)’
는 36.6%로 전년도 대비 3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전체
진출 희망지역

중화권 동남아시아
기타 

아시아
유럽 북중미

단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사례수 79)
100.

0
26 32.9 39 49.4 7 8.9 1 1.3 6 7.6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3 3.8 1 1.3 2 2.5

지리적 접근성 6 7.6 1 1.3 3 3.8 2 2.5

언어적 접근성 1 1.3 1 1.3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

23 29.1 5 6.3 17 21.5 1 1.3

현지 제도/법규 
등 진입장벽

7 8.9 2 2.5 3 3.8 2 2.5

현지 시장의 
규모

20 25.3 11 13.9 7 8.9 1 1.3 1 1.3

교민(한국인) 
진출 현황

12 15.2 3 3.8 5 6.3 1 1.3 3 3.8

식재료 공급 
원활성

5 6.3 1 1.3 2 2.5 1 1.3 1 1.3

잘 모름 1 1.3 1 1.3

제품선호도 1 1.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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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식재료 수출품목(비중) (단위:%)

소스류(액상)소스류(파우더) 채소가공품 육류 장류 기타 채소 가금류 시럽류

41.9
36.6

0 0
5.4

12.9
1.1 1.1 1.1

80

68.6

2.9 2.9 2.9

17.1

0 0 0

66.2 66.2

1.5 1.5 1.5

33.8

0 0

2016 2017 2018

  (2) 해외진출확정

5 

▶
6 

▶
7

▶
8

- 해외사업
- 홍보채널
  구축

- 1차 현지
 시장 조사

- 파트너 기준
 구축
- 적극적 파트너  
 탐색

- 파트너 선정
- 계약 가이드
 라인 구축

▶

9 

▶

10

▶

11

▶

12
- 2차 현지
 시장 조사
- 파트너
 계약 체결

- 현지 법인
  설립

- 입지선정 - 해외본부 운영
 매뉴얼
-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해외진출 준비단계 이후 실제 해당국가에 점포를 개업하기 전까지의 단계로 구체
적인 사업계획, 시장조사, 파트너 선정, 해외에 기업설립 등의 절차가 있음

    해외진출에는 많은 투자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해외진출의 승패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철저한 시장조사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
요함

    해외 진출 준비 과정 애로사항으로 해외 진출 희망기업 중 33.9%가 ‘진출희망 국
가 법적 규제 파악’이 해외 진출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타 사항으로는‘자금 부족’, ‘상표권 보호’, ‘현지 바이어 컨텍’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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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 1순위(단위: %)

진
출
희
망
국
가
법
적
규
제
파
악

식
재
료
통
관
기
준
및
절
차
파
악

한
국
산
식
재
료
공
급
유
통
망
구
축

현
지
식
재
료
수
급
방
법
파
악

현
지
인
력
모
집
및
관
리
운
영

진
출
관
련
국
내
전
문
인
력
부
족

현
지
시
장
정
보
부
족

특
별
한
이
유
없
음

기
타

33.9

17.9
10.7 7.1 5.4 3.6 3.6 10.7

2018년

[참조. 2018 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현지개업준비

13 

▶
14 

▶
15

▶
16

- 해외사업 홍보
 채널 구축

- 점포 운영
 매뉴얼

- 인허가 취득
 및 매장 시공

-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
17 

▶
18

- 오픈 마케팅  - 오픈

    해당국가에 매장을 개업하고 운영하는 단계로 앞에서 언급했듯 ‘마스터 프랜차이즈 
유형’이나 ‘국제가맹 유형’의 경우 해당국가에 진출기업이 직접적으로 매장을 운영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유형’이나 ‘국제가맹 유형’ 경우에도 진출국가의 매장운
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외식관련 법률과 인허가 사항은 해외진출 사업계획, 파트너 
선정과 계약, 매장운영 매뉴얼 작성 등에 꼭 필요한 고려요소임

    이 단계에서 진출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과 현지 법률, 제도 및 문화, 
경제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지에 맞게 ‘현지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이템 본
연의 특성을 유지하여 ‘차별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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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사업관리

19 
- 글로벌 수퍼바이징
- 사업 확장

    현지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무, 가맹점모집 및 계약관계, 
분쟁해결, 청산 및 철수 등 여러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음

    진출국가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지만, 
자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기업의 자국 내 운영을 규제하기도 하기
에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진출준비를 하여야 함

2  해외진출 유형

앞에서 언급했듯 현실적으로는 해외진출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해외진출 1호점은 국제가맹 형태로 운영하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탐색하거
나, 현지 법인설립을 설립하여 직접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맞게 진행할 필요
가 있음

본 교재에는 해외진출 유형은 계약방식이나 파트너 유무, 투자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① 마스터 프랜차이즈(라이선싱)
  ② 합자(합작) 투자
  ③ 직접 진출
  ④ 국제 가맹

표 1-6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 특징

진출형태 계약유무
투자코스트

금전코스트

현지사정

이해(정통)도

브랜드 

관리

현지회사와

의 관계
현지대응

마스터 

프랜차이즈
있음 없음 높음

현지기업

(파트너 

기업)

현지기업의

상황에 의함

현지

파트너

현지 법인

진출 방식
없음 있음 낮음 한국본부 현지법인 현지법인

합작 법인 있음 있음 높음 한국본사 현지법인 합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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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_일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TIP >

◦ 해외진출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진출외식
기업실무매뉴얼 MAPPS(Manual of A Global F&B Business Project Plan & 
Strategy)』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꼭 참조하길 권함

해외 진출시 해외진출 유형(방식)으로는 50.3%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전년도 대비 3.8%p 감소하였으며, ‘기술 전수(라이선스)’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해외매장 사업 유형(단위: %)

직접 직영점진출 마스터프랜차이즈 국제가맹점진출 기술전수(라이센스) 기술전수(기계) 기타

5.7

50.3

22 15.7
3 3.37

54.1

23.6
10.3

2.9 2.1
11

50.5

20.4
9.1 4 1.3

[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최근 해외진출 동향

    최근 해외진출시 마스터 프랜차이즈(라이선싱), 합자(합작) 투자, 직접 진출, 국제 
가맹 등으로 정형화하지 않고, 직접 진출 후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투자로 전환
하거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했다가 파트너기업을 인수하여 직접진출로 전환하
는 등 현지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운영하기도 함

    뿐만 아니라 국가별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는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 라이
선스를 받은 파트너가 무리하게 가맹 사업으로 뛰어들어 실패하거나 해당 지역 계
약자가 자신들의 소수 매장만 개설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파트너
가 직영점을 먼저 오픈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작업과 

진출 방식 의사반영
현지 

가맹점

진출 방식

있음 없음 높음 한국본부
현지기업의

상황에 의함
한국본부

라이선싱

(기술제휴)
없음 없음 낮음 한국본부 해외 거래처 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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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운영 매뉴얼의 세분화 및 수정 작업을 진행 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수의 직영
점 오픈이 되면 개발된 직영점을 매각하거나 신규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권리는 부
여하는 단계별 계약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있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계약과 라이선
스 계약의 구별을 거부하고 통괄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보는 경향도 있음

 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라이선싱) 

  (1) 개념

    파트너사가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비
즈니스 콘셉트를 독점 사용하며 스스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
는 사업권 자체를 가지게 되는 진출 방식

  (2) 장점

    ◦ 파트너사의 자금력이나 현지 네트워크, 경험 등의 우수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  
 다면 현지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가맹 본부의 자금이나 인력을 비교적 적게 투입하므로 실패하더라도 재무적인  
 위험이 크지 않은 방식 

    ◦ 법적인 절차, 문화적인 측면, 비즈니스 환경 등에서 파트너사가 중간 역할을 해  
 주므로 적은 시행착오로 현지 시장의 정착이 가능

  (3) 단점

    ◦ 가맹본부가 현지에서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현지에서 브랜드 콘셉트와 표  
 준 절차가 잘 구현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음

    ◦ 파트너사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의 문  
 제로 인해 법적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음

  (4) 적합한 경우

    ◦ 국내 또는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의 사업성이 검증되었으며, 특정지역  
 에서 파트너를 통해 빠른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운영 및 사업 확장을 원하는   
 경우

    ◦ 문화적, 제도적 환경의 차이가 커서 현지에서 경험이 많은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재정 자원은 부족하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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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선싱 형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와 진출 프로세스 및 운영 형태는 비슷하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브랜드 사용권이나   
 기술 제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이며,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비해 가맹본  
 부의 통제 및 관리 권한이 적은 것이 특징임

<TIP >

◦ MAPPS - “계약된 지역에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현지 본부’ 권한을 몽땅 주
다”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하는 형태임

    ※ 라이선싱 방식
       라이선싱 방식은 기술제휴 방식이라고 하며,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에 대한 로열

티를 지불받는 소극적 형태의 해외진출 방식임
       라이선싱 방식은 노하우와 제품만을 수출하는 방식이라 간편하고 리스크도 적

으며, 통상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기에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한 노하우와 상품의 제공만을 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적고, 안정된 시장이 형성되었을 경우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보통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하기 이전 진출국에
서 시장 형성을 위하여 주로 사용됨.

 나. 합자(합작) 투자

  (1) 개요

    가맹본부와 현지 파트너가 함께 합자(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합자투자
의 경우 자본투자 비율에 따라 경영권 및 이익 배분 등이 결정되며, 합작투자의 경
우 자본투자가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됨

  (2) 장점

    ◦ 가맹본부가 현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브랜드 및 운영과 관련된 통제력을 행  
 사 할 수 있고, 가맹점 모집에도 신뢰성의 측면에서 유리

    ◦ 가맹본부의 운영 인력이 파견되므로 현지 비즈니스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 향상  
 파트너의 역량, 네트워크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 확장이 용이

  (3) 단점

    ◦ 일정 부분의 자금 및 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현지 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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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 다른 유형에 비해 계약 및 협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현지 법률에 의한  

 제약과 분쟁 발생의 위험이 높은 편임

  (4) 적합한 경우

    ◦ 법적으로 외국 기업의 단독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  

 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 비교적 적은 자본 투자를 통해 진출하면서, 브랜드 및 시스템에 대해 비교적 강  

 한 통제권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

<TIP >

◦ MAPPS - “같이 투자하고 같이 운영하고 같이 벌다”
◦ 현지 파트너와 합자(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현지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형태이며 주로 중견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

 다. 직접 진출 

  (1) 개요

    가맹본부가 외부 파트너의 도움 없이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 준비과정부터 정
착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력을 직접 부담하며 현지 운영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책임도 모두 가맹본부에서 부담

  (2) 장점

    ◦ 가맹본부의 브랜드 콘셉트와 표준 절차에 대해 통제 및 유지 가능
    ◦ 기본 시장조사 및 기획이 잘 이루어져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
    ◦ 장기적 투자의 측면에서 현지에서의 브랜드 및 시스템 구축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가능

  (3) 단점

    ◦ 자금 및 인력 투입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
    ◦ 파견 직원의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경험 정도 및 운영 역량에 따라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게 되거나 이에 문제가 있을시 사업 확장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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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합한 경우

    ◦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자금력과 내부 역량이 잘 갖추어져 있어 현지에서 자체  
       적인 경영이 가능한 경우
    ◦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입에 앞서,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화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 노하우 유출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브랜드나 노하  
       우 보호가 취약한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TIP >

◦ MAPPS - “파트너를 통해 나가지 않는다, 모든 것을 우리 돈으로, 우리 힘으로 
나간다”

◦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향후 좋은 조
건의 파트너 계약을 위해 직영점을 운영하는 초기 진출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라. 국제 가맹

  (1) 개요

    국내에서의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와 하나의 단위 가맹점 
운영을 계약하는 형태로 국내 가맹본부가 현지 가맹점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

  (2) 장점

    ◦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지에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이 가맹점을 시범점포로  
       서 활용하면 현지 사업 확장의 기회로 활용 가능
    ◦ 국제 가맹을 할 파트너 선정부터 감독, 교육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므로 브랜드  
       및 표준 시스템 준수에 대한 통제 가능
    ◦ 국내에서 수출하는 장비나 식재료 비중이 높은 경우 이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3) 단점

    ◦ 노하우 전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비교했을 때, 가맹점 계약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다른 유형에 비해 계약 및 협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현지법에 의한 제  
       약과 분쟁 발생의 위험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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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합한 경우

    ◦ 진출 시장이 한국과 가깝거나 출장 및 체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관  
       리 및 교육이 어렵지 않은 경우
    ◦ 본격적인 현지 진출에 앞서 직접 투자나 파트너를 통한 진출이 어려운 경우에  
       국제 가맹점을 통해 사업성 검증 및 시범 점포로서의 전략적 운영

<TIP >

◦ MAPPS - “국내에서의 가맹점 계약처럼, 하나의 계약에 점포 하나”
◦ 현지에 가맹점을 직접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적절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구할 수 없거나 직접 진출도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전략적으로 
국제 가맹점을 시범 점포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음

본 책에서는 진출유형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기업의 해외진출 Risk를 줄일 수 
있는 “현지 법률 및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

법률, 제도 요인 조사항목 비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

프랜차이즈 등록 필수 여부

프랜차이즈 등록 시기

국가별 프랜차이즈 등록절차나 조

건에 차이가 있음

계약 관련 법률

계약시 고려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파트너 선정 주의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 유형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파트너 선정과 관리가 

중요

노동 관련 법률
현지인 채용 비중

노동법 및 고용법

법률 준수하지 않을시 처벌이 강한 

국가들이 있으므로 주의

세무 관련 법률
법인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

자금 송금 관련 사항
국내 송금시 세금 비중 확인 필수

수출입 관련 법률
수출할 식재료 및 물품에 

대한 점검 관세 관련 사항

원재료나 설비 등의 조달시 통관절

차나 인허가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브랜드 상표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해외진출 전 브랜드 및 특허, 홈페

이지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가 필요함

투자 관련 법률
외국인 투자 제한

기업설립 절차
진출 형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관련 법률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임대차 보호 관련 법률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외식 및 식품

관련 법률
식당개업절차

국가별 식당을 개업절차와 허가절

차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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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진출 FAQ

  (1)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자주하는 질문

Q. 해외진출 하는 절차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해외 진출 준비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조사’가 48.1%, ‘현지 바이어 탐색’이 
32.9%, ‘현재 정책 및 제도 분석’이 2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 진출 정부 지원 인지 업체 중 78.7%가 정부 지원 참여 경험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진출 전 해외진출 관련 정부 지원사업이나 기
관을 통하여 현지 시장조사와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 1. 해외진출 절차』 참조

Q. 해외진출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합작)투자, 직접진출, 국제가맹 방식이 있
으며 각 유형별로 장점과 단점을 있기에 진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석과 외부분석 후 결정하길 권함.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전형적인 
방법 외에 에어리어 프랜차이즈 방식이나 4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고 있음
▶ 「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 2. 해외진출 유형』참조

Q. 해외진출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A. 해외 진출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출기업의 내부요소와 진출시장의 
외부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신의 기업에 맞는 진출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내부요소로는 투자자금 보유(재무현황), 담당 인력 역량(언어능력, 기획능력, 교
육능력, 추진능력, 법률지식 등), 브랜드 경쟁력(차별성, 진출시장의 적합성), 물
류 및 생산 시스템(식재료의 유통 시스템 유무, 해외 공급 능력, 해외 구축능
력 등) 등이 있음
외부요소로는 시장 진출 규제, 시장 안전성,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인식 정도, 시장의 규모, 서비스 마인드, 시장 안정성, 시장의 특수성, 시장의 
성숙도 등이 있음
▶ 「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 2. 해외진출 유형』과 「Ⅲ. 외식기
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참조

Q.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초요소는?

A. 현지화와 차별화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진출국의 고객성향이나 소비트렌드에 따라 메뉴의 수정이나 개발을 하는 
“현지화”가 필요
- 한류 등의 트렌드와 기업의 경쟁력 있는 요소를 현지에도 충실하게 운영하
는 “차별화” 유지가 필요
▶ 「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 1. 해외진출 절차』 참조

Q. 해외진출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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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개요

  (3)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A. - 한식진흥원 : 해외 한식 교육 및 해외 진출 전문 인력 교육, 한식당 컨설팅 
등(한식진흥원 교육사업팀 02-6300-2052) 
- KOTRA :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13), 
지역 전문가 육성 과정 및 글로벌 마케팅, 해외전문인력 유치사업(KOTRA 해외
취업팀 02-3460-7384), 시장조사 등 대행(KOTRA 시장조사팀 02-3460-7598),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및 지식재산권 상담(KOTRA 지재권보호실 
02-3460-3356)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프랜차이즈 국가별 해외 진출 전략, 프랜차이즈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전문가 양성(02- 3471-8135~8)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지
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및 IP 분쟁 초동 법률자문 
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02-2183-5825),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02-2183-5821)
- 중소벤처기업부 :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중소벤처
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042-481-6813)

자주하는 질문

Q.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고 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A.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는 
내부적 요소(투자자금 보유, 담당 인력 역량, 브랜드 경쟁력, 물류 및 생산 시

자주하는 질문

Q. 진출국을 선정할 때, 주요고려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해외진출 국가 선정시 ‘한류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 29.1%, ‘현지 시장의 
규모’ 25.3%, ‘교민 진출 현황’이 15.2%순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프랜차이즈기업이 진출국가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해외 바이어(파트너)가 
해당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음
▶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1. 유리한 진출유형(방식) 선정』 참조

Q. 해외 진출시 주의해야 할 진출국의 특수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나 조건, 기업설립 조건, 매장인허가 조건 등 ‘시장 진
출 규제’,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안정적 기업운영환경 등 ‘시장의 성숙도’, 한
류트렌드 등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인식 정도’, 진출국가의 외식시
장현황과 소비자현황 등 ‘시장의 규모’, 식재료조달, 유통시스템 등 ‘물류조달의 
용이성’, 지리적 특수성, 할랄제도 등 ‘시장의 특수성’ 등이 있음
▶ 「Ⅱ. 국가 개요 > 3. 진출국가의 특수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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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스템)와 외부적 요소(시장 진출 규제, 시장 안전성,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
랜드의 인식 정도, 시장의 규모, 서비스 마인드, 시장 안정성, 시장의 특수성, 
시장의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본 책에서는 내부적인 요소는 기
업별로 차이가 있어, 외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진출방식을 선정함
▶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1. 유리한 진출유형(방식) 선정』 참조

Q.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 까요?

A.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방식은 해외진출 단계(해외진출준비▶해외진출확정▶
현지개업준비▶해외사업관리) 중 해외진출준비 단계와 해외진출확정 단계로만 
구성됨. 특히 해외진출확정 단계에서 ‘파트너 선정’과 ‘파트너와 계약’이 특히 
중요함
▶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전략』 참조

Q. 합자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합자투자 진출 방식은 해외진출 단계 중 해외진출준비 단계와 해외진출확정 
단계, 해외사업관리 단계가 중요함. 합자투자 방식 역시 해외진출확정 단계에
서 ‘파트너 선정’과 ‘파트너와 계약’이 중요하며, 현지국가에서 기업설립과 운영
이 중요하며, 특히 사업 철수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함
▶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3. 합자 투자 방식의 진출전략』 참조

Q. 직접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직접 진출 방식은 해외진출 전 단계가 중요하며, 많은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고 큰 성공에 따른 큰 Risk가 존재함. 직접 진출 방식은 다른 진출 방식과
는 달리 진출국가에서의 매장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기업설립 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 세무, 회계, 인력 및 노무관리 등 기업운영에 대한 지식
도 필요함. 현지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기에 특히 현지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재료 조달 방안과 가맹점관리 방안도 
필요함
▶ 「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 2. 해외진출 절차』 참조

Q.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이 진출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기업 내부적인 요소와 진출국가와 환경이나 트렌드 등 
외부적인 요소, 좋은 파트너 선정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함. 사례에서 제시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며 반드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전략 >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참조
▶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3. 합자(합작) 투자 방식의 진출전략 
> 합자(합작)투자 진출 성공사례』 참조

자주하는 질문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A.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싱가포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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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내 소매 판매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어 외국 프랜차
이즈 기업들도 진입하기가 용이하여 그만큼 경쟁이 심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과 정책 >  
가.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참조

Q.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A. 싱가포르에는 프랜차이즈 관련 특별한 규제가 없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참조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관련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A. FLA :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협회 : 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 FLAsia, Spring Singapore, IE Singapore, EDB : 싱가포르 경제개
발청(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과 정책 >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조

Q.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A.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없으며 별도의 등록제도나 성립조건, 규제 
등이 없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Q. 진출국에서 가맹점 모집이나 운영시 주의해야 하는 것 어떤 것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사업도 일반 상거래와 같이 싱가포르의 일반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
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Q. 파트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파트너 선정 이후 계약체결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음
- 비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 작성
- 법인 정보 및 사업 관련 서류 교환
- 투자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교환
-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 협상 진행 및 계약서 작성
- 본 파트너 계약 체결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함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
략』 참조

Q. 계약체결 전 하는 양해각서(MOU)는 무엇인가요?

A. MOU는 양 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임
MOU 체결은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와 구체적인 조건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
가 있을 때 진행함
MOU 체결은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관련 법률』 참조



- 25 -

Q.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A.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독점권부여, 로열티 수취방법, 원
부재료 조달방법, 지식재산권보호, 인력파견, 가맹점 개설 및 운영, 관련 법률 
등 격지간에 파트너 관리방안이 필요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나. 마스터 프랜
차이즈 계약서』 참조

Q.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노동시장은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유연한 특성을 가짐. 근로자들의 퇴사 및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고, 고용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해고가 쉬우며, 임금
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사항으로,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정
해져있지 않음
식당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여야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참조

Q. 현지의 수입금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A. 싱가포르는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
장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5. 세무 및 관세』 참조

Q.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참조

Q. 진출국에 직접 진출해서 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투자환경을 갖춤.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분 제
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며, 내외국인 기업 차별 없이 투자를 장려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참조

Q. 현지에서 식당을 개업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 식료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함
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식품 소매점은 반드시 식당 면허(Food Shop 
License)를 싱가포르 국립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에 신청
해야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Q. 물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 식료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함. 고기류 및 야채류는 수입이 금지 된 항
목이 많아 현지 업체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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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 개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최남단의 섬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면적 보유.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 교통, 무역, 금융, 비
즈니스 등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고,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자유도를 지닌다고 평가되며 세계
적인 투자대상국이기도 함

기업친화적인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물류, 금융허브라는 이
점을 활용하여 ICT가 융합된 스마트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스마트국가(Smart Nation)’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친기업 환경 국가임

◦ 공식명칭 : 싱가포르 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 위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최남단

◦ 면적 : 719㎢ (서울특별시 면적 : 605.5㎢)

◦ 인구 : 585만 명 (2019년)

◦ 수도 : 싱가포르

◦ 정체 : 내각책임제
◦ 언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

◦ 종교 : 불교 33.3%, 기독교 18.3%, 무교 17.0%, 이슬람교 14.7%, 도교 10.9%,
        힌두교 5.1%, 등

◦ 인종 :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

◦ 주요도시(주요상권)
  탄종파가(Tanjong Pagar), 시티 홀(City Hall), 오차드 로드(Orchard Road), 
  클락키(Clarke Quay), 차이나타운(China Town)



- 27 -

1  외식시장 현황

 가. 경제 현황 

  (1) 개요 

    ◦ 국제 운송망의 핵심경로 : 싱가포르항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교차로에 위치한 섬
(islands) 도시국가로 전 세계 선박 및 항공 운송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환적항임

    ◦ 글로벌 핀테크허브 : 싱가포르는 ‘9가지 국가성장동력’ 중 하나로 ‘금융 IT’를 지
정하고, R&D와 혁신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유치, 핀테크사무국(Fintech 
Office)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의 발전 추구

    ◦ 전자상거래 패스트팔로워 :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타
아세안 국가들과의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정’을 2018년 말까지 완성할 계획

    ◦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 2위이며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DB)을 중심으로 친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법인세는 17%, 소득세가 0~20%
로 세율이 낮은 편이며, 외환시장이 완전자유화 되어 있음

    ◦ 아시아 1위 MICE 도시 :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국, 인도 거대 시장 교역허브에 
있는 지리적 네트워크와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1위, 세계 6위 MICE 
도시에 속함

  (2) 경제동향 

    ◦ 싱가포르 GDP 성장률은 2018년 3.3%에서 2019년 2.6%로 하락할 전망
      2017년 싱가포르는 전자산업의 호조로 3.6%의 좋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자산

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8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3.3%
의 성장률 기록 전망

    ◦ 중국과 미국 간 지속되는 무역 긴장감 고조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
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9년 경제는 2.6% 성장률에 그칠 전망

      (2017년 기준 싱가포르의 대외의존도는 216%로 한국(84%)의 약 2.5배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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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경제지표

[자료: IMF, kotra]

  (3) 시장의 특성

    ◦ 개방형 경제
      -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

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함. 주류, 담배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외 무관세 정책
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

축해 글로벌 유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
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세계 2위(한국: 세계 4위))

    ◦ 낮은 문화적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및 기타로 구성되

어 있으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종교도 불교, 기독교, 무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및 기타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30%(영주권자 포함할 경우 40%)가 외국인으로 구
성될 정도로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문화적 진입장벽이 낮음

      -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주 요 지 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예상)

실질성장률 % 2.4 3.6 2.9 2.7

명목GDP 십억 달러 309.8 323.9 349.7 367.8

1인당 명목GDP 달러 55,241 57,713 61,767 64,413

실 업 률 % 2.1 2.2 2.1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0.6 1.2 1.0

총수출 백만 달러 329,910 373,367 NA NA

총수입 백만 달러 283,043 327,803 NA NA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46,867 45,564 NA NA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81,297 84,221 NA NA

환율(연평균) S$/US$ 0.72 0.72 NA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835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3,595 NA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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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음

    ◦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이 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 정부 투자회사인 테마섹 홀딩스가 주요 기간산업(항만-PSA, 통신-SingTel, 항공

-싱가포르항공, 금융-DBS, 방송-MediaCorp)의 최대 주주이며, 순수민간 기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

        이들 기업이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어 정부연관기업이 1,000여개 이상
        그러나 정부연관기업 등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있으

며,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외국 자본, 기술, 고급인력의 유입 정책으로 9천여 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서 GDP의 40% 이상이 외국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총투자
의 약 90%가 외국인 투자로 구성

<TIP >

◦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 부의 전략적 금융산업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발전
◦ 정부주도로 4차산업 혁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
음

◦ 세계적으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임

 나. 외식시장 동향

    ◦ 싱가포르 정부, 외식업계 혁신 계획 발표
      - 2016년 9월, Food Service Industry Transformation Map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초 2016/17년 예산안에서 45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산업 변환 프로그램(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의 일환으로 싱가포
르 내 주요 23개 산업을 선정해 혁신안을 세울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첫 번째 케이스로 싱가포르 외식업(food service industry)이 선정됨

    ◦ 생산성 향상 목표
      - 싱가포르 외식업에는 약 16만 명이 종사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4.5%를 차지하

고 있지만, GDP에는 0.8% 밖에 기여하지 않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5년 내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연 2%의 생

산성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함
      - Food Service ITM은 크게 ① 새로운 비즈니스 포맷을 통한 개선(Improving 

with New Business Format), ②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Driving 
Productivity through Mass Adoption of Technology), ③ 기업들의 직원에 대
한 새로운 기술 트레이닝 지원(Supporting Food Companies in Re-skilling 
Workers)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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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계 산업 변환 계획(Food Service Industry Transformation Map)

      ① 새로운 비즈니스 포맷을 통한 개선(Improving with New Business Format)
         - 식품기술의 발전으로 RTE(Ready to Eat), RTH(Ready to Heat)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Ready Meal 
시장이 새로 레스토랑을 오픈하거나 인력을 고용할 필요 없이 시장이 확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해당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음식 자판기(food vending machine)는 Ready Meal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활용 가능하며, 기존 유통채널 대비 인력 및 공간 활용 면에서 훨씬 효율
적임. 싱가포르에는 지난 8월 첫 자판기 카페가 오픈했으며, 싱가포르 정부
는 향후 더 많은 자판기 카페 오픈을 계획 중임. 

      ②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Driving Productivity through Mass Adoption 
of Technology)

         - 싱가포르 정부는 모바일앱, 디지털 키오스크, 아이패드 등을 활용한 주문 
및 결제서비스, 주방 자동화 등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 도입을 장려
하고자 함

         - 이에 싱가포르 중소기업청(SPRING Singapore)은 이를 3가지 부분으로 나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지원함

         - SPRING Singapore 홈페이지(www.spring.gov.sg)에서 확인 가능

지원 분야 내용
디지털 서비스

(digital service)

- 음식 주문, 결제 등에 대한 기존 프로세스를 모바일앱, 디지털 

키오스크, 아이패드 등을 이용한 기술로 대체

주방 자동화

(kitchen 

automation)

- 기존 음식 준비과정을 기기를 활용해 축소

- 레스토랑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기기 및 공정라인

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며, 웍(wok), 냉각기 등 기본적으로 사용

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센트럴키친(central kitchen)의 경우, 자동화 기기 구매, 효율성 

최대화를 위한 작업도(workflow) 재설계, 운영 효율성 및 공간 활

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5S(Sort, Systemise, Shine, Standardise, 

Self-discipline) 관리업무 등을 포함함

설거지 자동화

( a u t o m a t e d 

dishwashing)

- 기기를 활용해 기존 설거지 작업 축소

      ③ 기술 트레이닝 지원(Supporting Food Companies in Re-skilling Workers)
         - 싱가포르 인력개발청(WDA)과 중소기업청(SPRING Singapor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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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kills Framework 개발 통해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경력 개발 계획 
및 트레이닝 니즈를 파악하고, 직원들은 미래 지향적 비즈니스 포맷 내에
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이 외에도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kills Future Mentor, 5000싱가포르
달러의 트레이닝 비용을 지원하는 Skills Future Study Awards for Food 
Services, 기업의 인력관리 역량 강화를 돕는 HR Diagnostic Tool 등을 활
용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외식업계 혁신 사례

      ① Select Group, 자동화 완비된 Senoko 본부 오픈
         - Texas Chicken, Peach Garden 등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가지고 있는 

Select Group은 9월 8일, 6000만 싱가포르달러를 들여 지은 Senoko 본부
를 오픈함

         - Senoko 본부는 2만sq.f 규모의 Ready Meal 생산시설이 포함돼 있으며, 하
루 3만 개 이상의 Ready to Eat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또한, 자동 취반 
시설(automatic rice cooking line), 유동식 오븐(conveyer system oven), 유
동식 채소 세척기(conveyer vegetable washers) 등을 구비하고 생산성을 향
상을 위해 투자해, 한 시간에 4000㎏의 밥을 하는데 기존에 10명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제 2명의 인력 투입으로 가능

         - Select Group 대표이사 Vincent Tan은 “중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은 나라는 
Ready Meal이 전체 음식시장의 5~7%를 차지하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아직 0.5% 밖에 안 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Ready Meal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이유를 밝힘

      ② 첫 자판기 카페 오픈
         - 싱가포르 첫 자판기 카페 ‘VendCafe’가 Sengkang 지역에 오픈함
         - 이는 싱가포르 중소기업청(SPRING Singapore)과 주택개발청(HDB)이 주도한 

파일럿 프로젝트 중 하나로, F&B 시설이 모자란 주거지역을 타깃으로 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VendCafe 운영사인 JR Vending은 센트럴키친(central kitchen)에서 음식 조
리 후 급속냉각 기술을 이용해 가공해 공급하고 있음

         - 해당 자판기 카페는 맛, 가격, 편리성 면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하루에 약 400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 싱가포르 중소기업청(SPRING Singapore)은 내년까지 싱가포르에 자판기 카
페를 10개 더 추가 오픈할 계획임.

    ◦ 시사점

      ①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필요
         - 싱가포르 중소기업청(SPRING Singapore)은 앞으로 2025년이면 싱가포르에

서 즐기는 외식 경험 8번 중 3번은 ‘grab-and-go’나 자판기와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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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싱가포르 중소기업청(SPRING Singapore)과 주택개발청(HDB)은 공공아파트 

상가구역 내 커피숍 공간에 대한 입찰 기준을 새롭게 검토함. 앞으로는 입
찰 검토시 단순히 입찰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검토할 예정

         - 이와 같은 효율성 강조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싱가포르에서 외식업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
임

         -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싱가포르 중소기업청
(SPRING Singapore)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
용 검토 필요

      ② Ready Meal 시장 기회 주시해야 함
         - 싱가포르 Ready Meal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고, 싱가포르 정부에

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므로 Ready to Eat, Ready to 
Cook 등의 Ready Meal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싱가포르는 가공된 닭고기 외 한국산 육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
로, 음식 성분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 필요. 관련 정보는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AVA) 홈페이지(www.ava.gov.sg)에서 확인 가능

      ③ 치열한 싱가포르 카페시장에서 차별화의 중요성
         - 카페 시장은 2010년 기준 11억29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조 원)를 기록하

며 전년 대비 6% 성장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약 2%의 성장률을 보
이며 성숙기에 진입함

         - 고급커피에 대한 수요를 겨냥한 커피 전문점들의 확산이 전체 카페시장 성
장의 주 동력이며, 커피 전문점은 맛 좋은 커피와 음식으로서만 경쟁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연출하는 카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문화까지
도 경쟁품목이 됨

         - 애초에 타 국가 시장에서보다 비교적 높은 매장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지 카페 시장은 특히 경기 침체기와 호황기에 따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 진출시 소비자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도
록 카페 방문을 하나의 문화와 생활패턴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 외식업종

      ① 건강한 차 시장(설탕 함유량 제한)
         -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2019년 싱가포르 차 음료 시장규모는 640억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017년도에 당뇨병과의 전쟁의 여파로 하락했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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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이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22년에 670억 리터 예상
         - 기존에 설탕을 함유하고 있던 차 음료들은 설탕 함유량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고 무설탕 음료도 새로 출시하고 있는 추세.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하
여 기존의 음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음. 2019년부터 하락했던 시장 규
모가 서서히 회복 예상

         - 싱가포르 정부, 설탕 함유량 제한을 통해 당뇨병과 전쟁 선포 
           2016년 4월,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당뇨병과의 전쟁(War on Diabetes)’

을 선포하고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각 기업에서는 기존 제품들의 설탕 함유량을 줄여서 싱가포르 건강진흥청

(HPB)에서 발급하는 Healthier Choice 로고를 인증 받은 후 재출시하고 있
으며, 설탕 함유량 제한 약속하고 싱가포르만의 지역적인 특색을 담은 저설
탕, 무설탕 차 음료 등 출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 건강진흥청(HPB)은 외식업계에서 더욱 건강한 성분을 이용해 식
사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7년 7월 Healthier 
Ingredient Development Scheme을 도입함. 알룰로스(allulose)와 같은 설탕 
대체제를 이용해 음료를 재개발(reformulate)하는 등 더욱 건강한 성분 또
는 제품을 개발할 경우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② 싱가포르 음식 배달업시장 개요
         - 2018년 음식 배달량 2015년 대비 두 배 증가
         - 2018년 8월 닐슨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싱가포르 국민 202명 중 24%가 

매일 외식을 하고 55%가 매주 외식을 한다고 밝힘
           전 세계 평균(33%)을 훨씬 웃도는 44%의 싱가포르 국민이 음식점 배달이

나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음.
         - 35세 미만의 부부 중 맞벌이 비율이 75%가 넘는 등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사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음식 배달 서비스가 유용함

표 2-2 싱가포르 외식 소비 유형별 비중(단위: %)

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당 내 78.8 78.6 78.2 78.1 77.8 77.6 77.4 77.2

포장 18.3 17.9 17.5 17.2 17.0 16.9 16.8 16.8
배달 2.7 3.4 4.1 4.6 5.0 5.3 5.6 5.8

드라이브스루 0.2 0.2 0.2 0.2 0.2 0.2 0.2 0.2

※주: 2019~2022년 통계는 예상치
[자료. Euromonitor]

         - 싱가포르는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과 디지털 접근성과 함께 음식 배달 플랫
폼을 통한 온라인 주문이 활발함

           음식 배달 플랫폼은 식당과 제휴를 맺어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소비
자에게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기업이 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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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식 배달, 할랄푸드 배달전문점 등 틈새시장 공략
           스타트업 Porterfetch는 야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후 9시부

터 새벽 3시까지임. 24시간 운영인 Foodpanda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 배
달 플랫폼은 오후 11시까지 운영함

2  외식관련 소비트렌드

 가. 소비 트렌드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 제품가격에 대단히 민감함
      - 기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사항이며, 이는 싱가포르가 전통적으

로 중계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소
비행태에 영향을 받은 특징임

    ◦ 첨단제품 얼리어댑터(early adopter)가 많고, 모바일․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임

    ◦ 브랜드 제품 선호
      -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해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

으며, 외국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 없음
      - 일류 브랜드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기꺼이 사려고 하지만, 브랜드가 없는 제품

은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
      - 로고를 강조한 상품보다, 로고가 덜 강조되면서 특수한 소재를 이용하거나 디

자인이 특별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고가 브랜드 선호지
      - 싱가포르 내 백만장자 비율이 매년 꾸준히 전 세계 3위 안에 들고 있는 만큼 

럭셔리 브랜드 소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음
      - 주변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고가 브랜드 시장의 성

장에 일조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 인프라 또한 고가 브랜드 입점에 일조

  (2) 외식관련 소비 트렌드

    1) 외식 트렌드

    ◦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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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래 싱가포르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건강 식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어남

      - 싱가포르 시중에 유통되는 제빵업체 중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Gardenia에 따르면, 판매되는 제품 5개당 1개꼴로 통곡물(whole-grains) 식빵
이 팔리고 있으며 연간 약 15%의 판매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이색식품의 선호 증가 및 새로운 콘셉트의 식당 등장
      - 동남아시아 지역 내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블랙메뉴 및 라면 햄버거는 싱가포

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음. 특히 ‘검은색’ 자체가 싱가포르 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외식 시장에 오징어 먹물과 숯 등을 이용한 ‘블랙 파스타’, ‘블랙 번’ 등 
다양한 메뉴가 등장함

      -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특정 외식 브랜드나 식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반면 다
양한 외식 문화를 경험하고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색식품에 대한 소
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됨

      - 고급 식당에서만 맛 볼 수 있던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줄인 팝업레스토랑
이 등장함. 팝업 레스토랑은 파리, 런던 등의 분위기도 살려 현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음. 또한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결과, 복고풍의 식당과 카페가 증가하고 있음

    ◦ 자국 요리사의 선호도가 큼
      - 싱가포르인은 자국 음식 및 요리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정부 및 외식단체에

서 자국 요리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현지 요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식업계와 IT기술의 결합
      - 싱가포르인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하여,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 배달 음식

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식사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함. 이러한 수요로 인하
여, 온라인 주문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O2O 시장이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됨

    2) 외식업계와 IT기술

    ◦ 외식시장과 온라인 서비스의 결합
      -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싱가포르 내 외식시장에서

도 온라인을 접목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어니스
트비(Honestbee)는 온라인 주문 후 한 시간 내에 식료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외에도 레드마트(RedMart), 고프레쉬(GoFresh), 퓨얼리프레
쉬(PurelyFresh) 등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존재함. 일부 외식 프랜차이
즈 회사들은 온라인으로 홍보 목적의 음식 쿠폰을 발행하고 있음. 고객들은 이 
쿠폰을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를 통해 다운받아서 음식 주문시 사용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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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내 종업원의 비싼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로봇 웨이터를 개발하였음. 
아직 초읽기 단계이며 로봇의 기능에 대해 실제 검증이 필요하여 빠른 시일 내
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3) 식사 문화적 특성

    ◦ 싱가포르인에게 외식 문화는 일상화 되어 있음. 특히, 유흥을 엄격히 제한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저녁 외식이 
발달함.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일반 음식점을 비롯하여 푸드코트, 카페, 호커 센터 
등 다양한 외식 장소가 많이 형성되어 있음. 특히 호커 센터[호커(Hawker)란 싱
가포르 특유의 실외 푸드 코트를 일컬음]는 5~6 싱가포르 달러(약 4,100~5,000
원)의 저렴한 메뉴를 제공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운영하면서 외식 시장을 더욱 
활발하게 만듦. 실내외 푸드 코트 형태인 호커 센터로 인해 길거리 음식이 가장 
사랑 받는 외식 메뉴로 발전함

    ◦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 사람들이 대규모 가족 단위로 외식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외식시장에서 캐쥬얼 분위기의 패밀리 레스토랑의 수요가 
높음. 또한,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로 인해 패스트푸드의 수요도 높음

    ◦ 아침 식사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죽, 빵, 국수, 과일 등을 선호하며, 호커센터
에서 주로 먹음. 직장인은 점심을 보통 테이크아웃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먹거
나 일하면서 먹는 편임

 나. 한류동향 

    ◦ 싱가포르에서 한류 열풍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드라마와 K-POP으로부터 시
작된 한류 열풍은 현재 패션, 뷰티, 프랜차이즈 등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됨. 초반
에는 한류가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싱가포르인
의 주류 문화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음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며, 특히 뷰티나 패
션 시장에서 싱가포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이에 한류 스
타를 전속 모델로 기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한식은 한국식 고기구이 및 뷔페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는 한국식 치킨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이에 따라 유명 프랜
차이즈뿐만 아니라 한인 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까지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한식당의 트렌드는 간편하고 건강식임. 시내 중심에 한식 도시락 전문점 
및 김밥 전문점이 새로 생기고 있으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한
식의 인기와 함께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국내·현지 유통업체가 공동으
로 주관하는 한국 식품전이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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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해외문화를 적절히 수용함
◦ 싱가포르에서 한류 열풍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3  진출국가의 특수성

 가. 사회 ∙ 문화적 현황

  (1) 인구현황

    ◦ 싱가포르 총 인구 : 570만명
      - 국민 : 350만명, 싱가포르 영주권자 : 53만명, 체류 외국인 : 168만명

    ◦ 싱가포르 재류 외국인 현황
      - W-취업 비자 보유자: 41%
      - 싱가포르 국민/영주권자/취업 비자 보유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17%
      - 외국인 가사 노동자: 15%
      - S-취업 비자 보유자: 12%
      - E-취업 비자 보유자: 11%
      - 학생: 4%

    ◦ 종전에는 경쟁력 있는 국가창출을 위해 고학력 · 고소득층에 대하여는 출산을 
권장하고, 저학력 ·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87년 이후 세 자녀 이상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싱가포르의 현재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하위권에 속해 있음

    ◦ 싱가포르는 최근 10년간 아주 더딘 인구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까

<TIP >

◦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유치에 적극적
인바, 투자가 모색 및 지원정책 적극 활용

◦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이 필수적인바,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 모색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ICT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 주력 중 ∙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도 증가 중에 있음

◦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MOQ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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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80만 명을 초과하고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게 되
어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2030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
되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연금제도 개편 등의 대책 마련 중에 있음

    ◦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30%(영주권자 포함할 경우 40%)가 외국인으로 구
성될 정도로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문화적 진입장벽이 낮으며,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및 기타(3.2%)로 구
성됨.

  (2) 정치적 상황 

    ◦ 매우 높은 정치적 안정성 보이는 싱가포르
      - 50년 넘게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이 2015년 총선에서도 69.9%로 대승을 거두

며 집권체제 이어감
      - 싱가포르 국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체제를 구축한 여당에 대한 믿음이 강함

    ◦ 2017년 9월 진행된 대선에서도 인민행동당 소속의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3) 사회ㆍ문화적 상황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인종은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및 기타로 구성
되며, 종교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로 다양하고 언어도 영어, 중국
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공동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법질서 유지 및 중벌금제도 시행 등 
엄격한 도시 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주택의 82% 이상이 공공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자가 점유율
은 2016년 기준 90.9%를 차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엄격한 도시 정화 정책
      - 과거 싱가포르는 도시 정화를 위해 껌의 반입조차 금지했었으나, 2004년에 껌 

금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금연용과 치과치료 보조용 껌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
하고, 쓰레기를 길에 버리다 적발되면 300 싱가포르 달러(약 27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되고 2회 적발시 벌금이 2배 부과될 정도로 중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1991년 이후부터 담배 반입시 일체 면세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싱가
포르 입국시 싱가포르에서 소비하는 담배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함)

      - 담배나 마약에 대해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한 법을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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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인종
      -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상 각 민족의 고유문화와 전통적 종교를 존중하며 다양

성 속에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아시아계 인종이 모여 있으며, 중국계가 약 74%로 가장 

많고, 말레이계가 약 13%, 인도계가 약 9%를 차지함. 이 외에도 유럽인과 현
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라시안계가 있음

      - 다양한 인종 구성은 싱가포르가 식민지 시절부터 외국인 유입이 활발했고, 
1980년대부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 정책을 시행해온 결과임

      - 싱가포르에는 인종별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함. 예를 들어 인종마다 일반적
으로 가지는 업의 종류가 다름

        대부분의 중국인은 서비스업, 제조업, 상업에 종사하고, 말레이인은 하급공무원 
및 하급노동자로 일함. 인도인 중에는 공무원, 택시기사, 청소부 등이 많음

    ◦ 다양한 종교
      - 국교는 없으나, 각 종교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법정 공휴일을 지정
      -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불교(33.3%), 기독교(18.3%), 무교(17.0%), 이슬람교

(14.7%), 도교(10.9%), 힌두교(5.1%) 및 기타(0.7%)로 다양한 형태임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싱가포르에서는 각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1994년 종교화합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으로 종교와 인종
을 뛰어넘는 민족 화합을 적극 추구함

    ◦ 싱가포르인의 다양한 국민성
      -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국민은 민족마다 상이한 기질을 보이며, 과거 100

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역사로 인해 투철한 국가관을 
보유함

      - 중국계는 주로 불교나 도교 신자이며, 상대적으로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한 편이나,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연장자를 공경함. 말레이계는 대체로 일상
생활에서도 이슬람 교리를 준수하는 독실한 이슬람교인임. 인도계는 힌두교 및 
이슬람 교인으로 나뉘며, 교육수준부터 성장배경, 기질까지 모두 다양한 편임

      - 영국의 식민지였던 역사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서구식 개인주의와 동양식 집단
주의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음. 독립 이후 이뤄온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민 대
부분이 싱가포르가 동남아 권역 내의 유일한 선진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짐

    ◦ 안정적인 사회보장 제도
      - 싱가포르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럽형 국가복지주의와

는 달리 개인이 사회적 안전장치를 책임지는 ‘자조(自助)’, ‘자립형 사회보장제
도’ 원칙을 고수함

      - 싱가포르 정부는 중앙적립기금(CPF)을 중심으로 노후, 의료 서비스, 주택 마련 
등과 관련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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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리적 현황과 상권

  (1) 지형적 특성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707 ㎢ 면적의 도시국가이
며, 싱가포르 섬과 6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짐. 싱가포르의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며, 국토의 약 80%가 해수면 보다 15m 낮음. 

  (2) 지역구분

    ◦ 싱가포르는 서부·북부·북동부·동부·중부의 5개 지역으로 크게 나뉘며, 5개 지역은 
총 55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권 리스트: 싱가포르는 5개의 구(區)로 나뉘며 총 342개의 상권으로 구분됨.
      - 센트럴(Central) : 티옹 바루(Tiong Bahru), 시티홀(City Hall), 부기스(Bugis), 탄

종 파가(Tanjong Pagar), 카통(Katon) 등 145개의 상권
      - 이스트(East) : 이스트 코스트 파크(East Coast Park), 시그랍(Singlap), 로양 이

스트(Loyang East), 파시르 리스 웨스트(Pasir Ris West) 등 33개의상권
      - 노스(North) : 림추캉(Lim Chu Kang), 크란지(Kranji), 미드부(Midview), 카티브

(Khatib) 등 43개의 상권
      - 노스이스트(North East) : 부앙콕(Buangkok), 코반(Kovan), 어퍼 세랑군(Upper 

Serangoon), 센캉 웨스트(Sengkang West) 등 49개의 상권
      - 웨스트(West) : 힐뷰(Hillview), 리우 퐝(Liu Fang), 주쿤(Joo Koon), 웨스트코스

트(West Coast) 등 72개의 상권

 다. 할랄(Halal)제도

  (1) 아세안 할랄 식품 시장

    ◦ 아세안, 세계 최대 할랄 시장
      - 아세안은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바탕으로 최대 할랄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아세안의 무슬림 인구는 세계 무슬림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할랄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약 50%를 차지

    ◦ 할랄 인증
      - 할랄 인증은 비할랄 재료가 포함돼 있지 않은지, 할랄 도축되지 않은 육류 및 

그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는지, 제조 과정에서 비할랄 식품과 섞이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인증임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에서 발급되는 할랄인증은 아직 대부분 아세안 국
가에서 인정되지 않음

      - 말레이시아에서 KMF는 JAKIM과 교차 인증 가능하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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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KMF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설치된 할랄 인증사무소를 통해 인증 
획득 필요

표 2-4 아세안 주요 국가의 할랄 인증 기관

  (2) 중동 및 이슬람권 할랄 시장의 테스트베드

    ◦ 싱가포르 무슬림 인구 및 할랄 시장현황
      - 싱가포르 통계청에 의하면 국민의 15%인 85만 명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이며, 24세 이하 젊은 층이 가장 많고 출산율도 높음
      - 2018년 싱가포르 연간 관광객 수 1,850만 명 중 주요 이슬람권 무슬림 관광객 

수는 25%(464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에서 할랄시장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임

      - 싱가포르 할랄식품 시장은 이슬람권과의 무역규모를 볼 때 약 USD 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최대 교역국임

    ◦ 공신력 있는 싱가포르 할랄인증 제도(MUIS) 활용 필요
      - 싱가포르의 할랄인증(MUIS)은 非이슬람국가 임에도 말레이시아의 JAKIM, 인도

네시아의 MUI와 더불어 공신력 있는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중동 및 이슬람권 진출시 인증 활용 가능

      - 1968년 설립된 싱가포르 문화부 소속 국가 유일의 인증기관으로, 할랄인증, 모

국명 기관명 설립연도 홈페이지 인증 마크

싱가포르

MUIS(싱가포르 

이슬람교위원

회)

1968 www.muis.gov.sg

말레이시아

JAKIM(말레이

시아 

이슬람개발부)

1994 www.islam.gov.my

인도네시아

MUI(인니 

이슬람신학자

위원회)

1989 www.halalmu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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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건설·관리, 이슬람교 교육, 무슬림 저소득층 지원 등을 담당함
      - 타 인증 대비 발급 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3~5개월이면 인증발급이 

가능하므로 단기간에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_ 싱가포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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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1 유리한 진출전략 선정

 가. 해당국가의 유리한 진출방식 선정

  (1) 선정요소

    ◦ 해외 진출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출기업의 내부요소와 진출시장의   
 외부요소를 사전에 파악과 분석하여함

    ◦ 내부요소 
      ① 투자자금 보유(재무현황)
      ② 담당 인력 역량(언어능력, 기획능력, 교육능력, 추진능력, 법률지식 등)
      ③ 브랜드 경쟁력(차별성, 진출시장의 적합성)
      ④ 물류 및 생산 시스템(식재료의 유통 시스템 유무, 해외 공급 능력, 해외 구축  

   능력 등)

    ◦ 외부요소
      ① 시장 진출 규제(외국기업의 직접진출 제한 사항 유무, 기업설립의 수월 정도)
      ② 시장 안전성(진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③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인식 정도(한류 열풍의 정도)
      ④ 시장의 규모(소득수준 및 인구 현황)
      ⑤ 서비스 마인드(진출국의 서비스 마인드 수준)
      ⑥ 시장 안정성(노무, 세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안정성)
      ⑦ 시장의 특수성(진출국의 문화적 특수성 여부)
      ⑧ 시장의 성숙도(진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숙도)

    ◦ 투자자금이나 인력역량 등 내부요소는 각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논하지 않고, 본 교재에는 법률이나 규제, 시장현황 등 외부요소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함

   □ 법률 및 제도적 측면

      1)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① 자유주의적 비즈니스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없으
며 별도의 등록제도나 성립조건, 규제 등이 없음



- 44 -

       ② 프랜차이즈 사업도 일반 상거래와 같이 싱가포르의 일반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됨

       ③ 다만,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있음(프랜차이즈에 대한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경쟁법, 불공정 계약조건법, 관
습법에 의한 허위 진술, 외환 및 세금)

       ④ 프랜차이즈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은 FLA 회원만 구속되며, 미 가입 
기업은 구속되지 않음

      2) 기업설립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①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투자환경을 갖춤.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분 제
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며, 내외국인 기업 차별 없이 투자를 
장려함

       ② 싱가포르 정부는 창업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함. 특히 외식 및 유통업 내 스
타트업과 특허를 집중 지원함

       ③ 외국인은 부동산 저당권, 담보, 또는 재양도의 형태인 경우 이외에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부동
산 임대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음

       ④ 싱가포르는 경제 정책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만을 규정하는 특별한 법을 두
고 있기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싱가포르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광범위한 싱가포르법제의 연구가 필요

       ⑤ 외국기업들에게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에 반하여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적음. 모든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비용, 그리고 상업
용 건물의 매입 및 임대비용은 내외국기업 관계없이 시장가격에 기초해 산
정됨

       ⑥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별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별 
또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등은 지정하지 않고 있음

      3) 현지운영 관련 법률과 제도

       ①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
에 수입 식료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함. 고기류 및 야채류는 수입이 금지 
된 항목이 많아 현지 업체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②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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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세계 129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③ 식당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여야 함

   □ 현지시장 및 문화적 측면

      1) 경제 및 외식산업 현황

       ① 총 인구가 570만명의 소국으로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
으로 인해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함(전체 인구의 약 
30%가 외국인)

       ②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
로 일찍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물류산업 발달

       ③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2위(「Doing Business 
2018」)를 차지)

       ④ 외식업계와 IT기술의 결합하여 바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하여,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 배달 음식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식사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

       ⑤ 한류 열풍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드라마와 K-POP으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현재 패션, 뷰티, 프랜차이즈 등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됨

       ⑥ 싱가포르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을 
비롯,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임대 및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지
속해 왔음

      2) 인구통계 및 정치 ∙ 사회 ∙ 문화

       ①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및 기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 사용하
는 등 낮은 문화적 진입장벽

       ② 싱가포르는 정치가 매우 안정적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높음

       ③ 국제법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통해 소국이 갖는 영향력의 한
계를 극복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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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ICT 기술 도입을 통
한 생산성 개선에 주력 중 ∙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도 증가 중에 있음

      3) 프랜차이즈 시장

       ① 싱가포르에는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들
도 진입하기가 용이하여 그만큼 경쟁이 심함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함

       ② 싱가포르의 총 국내 소매 판매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약 60억 S$의 매출
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③ 기업하기 좋고 다민족 사회인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
는 프랜차이즈기업이 적용여부를 테스트하고 반응을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
의 관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2) 적합도 조사

      ◦ 자유주의적 비즈니스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없으
며 별도의 등록제도나 성립조건, 규제 등이 없음

      ◦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투자환경을 갖춤.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분 제
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며, 내외국인 기업 차별 없이 투자를 장려
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가?

<어려움> <수월함>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 합작투자, 직접진출

진출국의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은가?

<높음> <낮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사항이 있는가?

<있음> <없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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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한류 열풍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총 인구가 570만명의 소국으로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
으로 인해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함(전체 인구의 약 
30%가 외국인)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
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
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
부로 활용하고 있음(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2위(「Doing Business 2018」)를 
차지)

      ◦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을 갖춘 외국 인재들에 대한 수요도 높음. 싱가
포르 총 인력 중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임

대한민국 브랜드의 인식 정도(진출국에서 한류 열풍의 정도는 어떠한가)?

<높음> <낮음>

직접진출, 합작투자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

진출국의 시장규모가 큰가?

<낮음> <높음>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진출국의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은가(매장의 서비스 질 유지)?

<높음> <낮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시장의 성숙도가 높은가(부패정도)?

<낮음> <높음>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 48 -

      ◦ 노동시장은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유연한 특성을 가짐. 근로자들의 퇴사 및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고, 고용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해고가 쉬우며,  임
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사항으로,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음

      ◦ 외국기업들에게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에 반하여 외국인에 대한 규
제도 적음. 모든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비용,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매입 및 임대비용은 내외국기업 관계없이 시장가격에 기초해 산정됨

      ◦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및 기타로 구성되
어 있으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 사용하는 
등 문화적 진입장벽이 낮음

      ◦ 싱가포르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을 
비롯,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임대 및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지
속해 왔음

      ◦ 싱가포르에는 기업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진입
하기가 용이하여 그만큼 경쟁이 심함

      ◦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별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별 
또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등은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
로 일찍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물류산업 발달

노무, 세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가 안정적인가?

<불안정> <안정>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진출을 방해하는 진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있는가?

<있음> <없음>

합작투자,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 직접진출

현지 물류조달의 어려움 있는가?

<있음> <없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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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 평가

     ◦ 총 인구가 585만 명의 소국으로 국토가 좁아 시장이 협소함

     ◦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임대 및 매매 가격이 높음

     ◦ 프랜차이즈 관련 직접적인 법률이 없는 반면에 광범위한 싱가포르 일반 법률
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필요함

     ◦ 싱가포르에는 기업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진입하기 
수월한 반면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함

     ◦ 싱가포르는 자유주의적 비즈니스 정책과 좋은 사회적 인프라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어 직접진출이 유리할 것 같지만, 좁은 국토로 인하여 
상품시장이 협소하고 임대료가 높으며, 이미 많은 세계적인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심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나 「합자(합작) 투자 방
식」의 진출이 바람직함

유리한 진출방식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합자(합작) 투자 방식

   전문가 의견 
◦ 싱가포르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외에 기존의 정형적인 진출 방식이 아닌 ‘에어리어 

프랜차이즈 방식’ 등으로 진출방식을 현지 사정에 맞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하는 외식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렇게 때문에 파트너를 찾을 때 싱가포르를 중심으
로 하여 타 국가(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를 리딩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
는 것이 좋음

  : 싱가포르의 경우 외식기업의 진출 실패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음. 특히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클라키 지역은 상권이 단합되어 있어 동일한 종류의 브랜드
는 입점이 불가하며, 그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점을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의 비자 종류도 3가지는 있으니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라
면 각 비자의 장단점도 체크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이 한국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다
른 동남아 국가처럼 편법으로 진출을 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모든 법률을 확인
하여 진출하기를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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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략

※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시 단계별 중요해당 내용
                                             ※중요해당 내용  표기

[참조. 해외진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할 경우  ‘①해외진출 준비단계’와 ‘②해외진출 확정
단계’만으로도 해외진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③해외개업 준비단계’, ‘④해외사업 관리
단계’는 현지 파트너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많음

해외
진출
준비

◦ 진출검토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한 검토

◦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 형태 탐색

현황 점검을 통한 해외 사업 목표 수립 및 인력 구성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4가지 진출 형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 기초조사
  해외 진출 사업 계획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해외사업의 경쟁력검토 ∙ 재무계획을 통한 사업계획서작성

◦ 지식재산권 취득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도메인 관련 지식 재산권 취득

해외
진출
확정

◦ 해외 홍보채널구축
파트너 탐색 및 해외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채널과 상담 

서식 준비

◦ 1차 현지 시장 조사
경쟁 브랜드, 외식 시장 트렌드 등 파트너 탐색을 위한 현

지시장 조사

◦ 파트너 기준 구축
  적극적 파트너 탐색

파트너 탐색에 앞서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기준 구축

박람회, 설명회, 직접 탐색 등의 루트를 통한 적극적 파트

너 탐색
◦ 파트너 선정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마케팅 계획, 재무 상태 등의 검토를 통한 파트너 선정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 2차 현지 시장 조사
  파트너 계약 체결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현지사업운영계획의 최종점검을 통한 파트너와의 계약체결

◦ 현지 법인 설립 직접진출 및 합자(합작)투자진출에 대한 법인설립절차 진행

◦ 입지 선정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운영자 교육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현지
개업
준비

◦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 점포 운영 매뉴얼 현지 점포 운영에 대한 매뉴얼 제공

◦ 인허가 및 매장 시공
인허가 사항 취득 및 기타 요소의 최종 점검을 통한 매장 

시공 및 인테리어

◦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매장 운영을 위한 조리, 홀 등의 인력 채용 및 교육

◦ 오픈 마케팅 온라인 및 오프라인 루트를 활용한 오픈 마케팅

◦ 오픈 오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오픈 리허설

해외
사업
관리

◦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 세무 및 자금송금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수익송금

◦ 가맹점모집 및 계약 가맹점 출점계획 및 계약과 가맹점관리

◦ 철수 및 폐업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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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중요한 요소로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파
트너의 선정과 계약, 관계유지’와 브랜드나 노하우 보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매장
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나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유통시스템 
구축’, 현지 파트너가 가맹본부의 룰(rule)과 이념(concept)이 현지에 잘 적용시킬 수 있
는 ‘매뉴얼 제작 및 교육’ 등을 들 수 있음.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전문가 의견 
◦ 해외진출 유형에서 현실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국의 시

장조사부터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보다는 해외 파트너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방문하거나 접촉해오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kotra나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프랜차이즈박람회 참여나 
해외 프랜차이즈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음

◦ 사전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1. 싱가포르 시장의 사업 타당성 및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의 확장 가능성
   2. 할랄인증 제품의 공급기반과 인증/관리
   3. 사업모델 구상 : 쇼핑몰형, road shop용을 구분하여 사업모델 구상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 진출 검토
◦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한 검토

2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유형 탐색

◦ 현황 점검을 통한 해외 사업 목표 수립 
및 인력 구성

◦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1주

◦ 4가지 진출 형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진출유형 결정

3 기초 조사

  해외진출 사업계획

◦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
한 개괄적인 조사

◦ 해외 사업의 경쟁력 검토 및 재무 계획
을 통한 사업 계획서 작성

4 지식 재산권 취득
◦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도메인 관련 

지식 재산권 취득

상표권 등 지

식재산권



- 52 -

  (2) 단계별 핵심 key

      1) 내부역량 분석

       ◦ 보유 아이템 :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주 고객층, 소득수준, 마케팅     
                   방법 파악

       ◦ 재무현황 파악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 ‘직접진출 방식’보다는 투  
                   자비용이 적게 들지만, 시장조사나 원재료 공급, 직원파견과  
                   교육, 전문가 활용 등 상당한 비용이 투자됨

       ◦ 인력현황 파악 : 언어(영어 등) 소통, 기획능력, 파견시 교육능력, 사업추진   
                   능력, 계약관계 등 법률지식 보유 직원

       ◦ 물류 및 생산 시스템 : 식재료 생산 및 유통 시스템, 해외 공급 능력

      2) 외부환경 분석 

       ◦ 진출예정국가 시장 기초조사 : 국가현황, 인구통계 및 정치∙사회∙문화현황,   
                                   경제현황, 프랜차이즈 시장현황 등 조사

       ◦ 해당 국가 관련 내용은 「Ⅱ. 국가 개요』 참조

      3) 진출유형 선정

       ◦ 진출기업의 내부요소와 진출시장의 외부요소의 분석을 통한 진출방식 선정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1. 유리한 진출유형(방식
   ) 선정』 참조

      4) 사업계획서 작성 

       ◦ 해외 진출 사업 검토
          - 외적요인 검토
          - 내적요인 검토
       ◦ 재무계획
        ① 비용 분석
           - 자금 조달 계획에 앞서 현실적인 소요 비용이 책정되어야 자금의 측면에

서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해외 진출 사업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 특히 단기적으로는 자금 회수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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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예상 비용

        ② 투자 및 운전 자금 규모
           - 투자 규모는 사업 목표 및 진출 형태에 따라 기업별로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으며, 1~2호점의 경우에는 특히 추후 사업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음

           - 1~2호점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 첫 진출인만큼 인테리어나 기타 다른 요
소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이라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 항목이 생길 수 있음

        ③ 자금 조달 계획
           - 투자 및 운전 자금의 규모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은 자금 조달에 대한 계

ROAD MAP 단계 예상 비용 항목

1 목적의 명확화
신규 인력 채용 또는 인력 지원에 대한 비용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비용
2 기초 조사 법률 및 세무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3 지식 재산권 취득
특허법인 또는 관련 업체 이용 비용

지식 재산권 취득 비용

4
해외 사업 홍보

채널 구축

번역 비용

글로벌 홈페이지 구축 비용

해외 사업 안내서 제작 비용

기타 홍보 채널 구축에 대한 비용

5 현지 시장 조사

해외 출장 비용

통역 및 가이드 비용

시장 조사 비용

6 적극적 파트너 탐색

해외 출장 비용

박람회 및 설명회 참여 비용

파트너 탐색 업체 이용 비용

통역 비용

7 파트너 선정
해외 출장 비용

파트너 신용 평가 및 검증에 대한 비용
8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자문 비용
9 파트너 계약 체결 계약서 검토 자문 비용

10 현지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대행 업체 이용 비용

법인 설립 비용

11
운영 매뉴얼 및 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및 번역 비용

현지 운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비용

12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수출 대행 업체 이용 비용

식재료 및 물품 승인(검역) 비용

수출 비용

13 현지 개업 준비
개업 지원 비용 (출장, 교육 훈련, 물류, 감리 비용 등)

마케팅 비용

14 사업 관리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 (제품 개발 및 설비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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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해야 함.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는 해외 사업을 진행하
기 어려우므로, 금융 기관이나 기타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됨

        ④ 재무 계획 수립
           -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비용과 자금 계획을 통해, 매출과 

손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함

           -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예상 수익 분석을 통
해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사업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
함입니다. 그러므로 최상 및 최악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
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재무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내 사업과 다르게 과실 송금을 어떻게 할 것
이며,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는지 국가별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익 모델 구축
           - 브랜드의 차별화된 콘셉트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수익 모델을 구축
         ②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수익 모델 구축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 단계별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
           - 한 국가 내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있는 한편, 제2

의 도시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전략을 택하는 브랜드들도 있음
         ③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계획서의 작성에서는 외부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내

부적으로 특히 해외 사업을 직접 담당할 직원과 경영진이 함께 투입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계획서 구성

항목 내용

1 사업 개요

해외 사업의 목적과 목표

해외 사업 추진 배경

사업 타당성 및 방향성

2 조직 및 인력

조직도 및 인력 구성

경영진 현황

채용 및 관리 현황 및 계획

교육 현황 및 계획

3 사업 전략

브랜드 경쟁력

해외 사업 전망

수익 모델 구축

단계별 사업 전략 수립

4 재무 계획
재무 현황

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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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 진행 
       ◦ 도메인 등록 진행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
   률』 참조

단계별 투자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수익 전망

연간 재무 계획

자금 회수 계획

5 생산 및 물류 시스템 계획

생산 및 물류 시스템 현황

단계별 생산 및 물류 시스템구축 계획

시설 및 설비 투자 계획

6 사업 확장계획

사업 초기 전략

단계별 확장 전략

글로벌 슈퍼바이징

<TIP >  

정부 및 유관 기관 지원 사업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준비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농가

를 위한 해외시장맞춤조사 지원(global.at.or.kr), aT수출정보분석부 globalre@ 
at.or.kr / 농식품 수출국 현지전문가 연계하여 법률, 통관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등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한 현지화지원사업, aT수출정보분석부 
global.at.or.kr / 외식업체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및 시설자금 지원, aT정책금융
부 061-931-1141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해외 현지에 있는 민간 네트워크
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과 042-481-4473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 기업 지원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투-융자 복합 금
융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재도약 지원 자금, 재도전 기업인 재창업 자금,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www. 
sbiz.or.kr),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번호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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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파트너의 선정이 해외진출의 승패를 결정하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계약체결 전 투자 의향서(LOI-Letter Of Intent), 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먼저 체결하고 파트너에 대한 검증과 조사
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계약체결에 관한 전문가들의 추천 프로세스
  신청서 작성 (회사 기본 정보 교환) > NDA 체결 > 1차 상호 실사 실시 (상호 

방문/ 상담/ 자료 교환) > MOU/ Mandate 체결 > (시장 조사 / 기본 매뉴얼 
교육/ 운영 시스템 점검/ 현지 시장 세부 조사 > 현재 유통/공급업체 물색/ 현
지 마케팅 전략 수립) > Term Sheet 전달 > 계약 조건 협상 - 계약 체결 (소
요 기간 약 6개월 ~1년)

◦ MOU보다는 자세하게 규정된 Mandate를 더 선호기도 함. Mandate의 경우 
일정 금액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독점적 시장 조사 및 협상권을 
부여하고 지급 금액을 일부는 환불 가능하도록 조정함

◦ 진출 확정시 아래의 내용을 점검
  1. 파트너의 유통, 쇼핑몰 진출 기반 여부
  2. 원재료 수급 및 경쟁력 확보 방안
  3. 수입 원자재의 원가, 통관 등 process
  4. 물류 line 구성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5 해외사업 홍보채널 

구축

◦ 파트너 탐색 및 해외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채널과 상담 서식 준비

6 1차 현지 시장 조

사

◦ 경쟁 브랜드, 외식 시장 트렌드 등 파트
너 탐색을 위한 현지시장 조사

7 파트너 기준

  적극적 파트너탐색

◦ 파트너 탐색에 앞서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기준 구축

◦ 박람회, 설명회, 직접 탐색 등의 루트를 
통한 적극적 파트너 탐색

8 파트너 선정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 마케팅 계획, 재무 상태 등의 검토를 통
한 파트너 선정

◦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파트너선정 기

준

마스터 프랜차

이즈 계약
9 2차 현지 시장 조

사

◦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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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시장조사

       ◦ 1차 시장조사 : 1차 현지 시장 조사는 목표 시장이 사업성이 있을지를 파악
하고, 실제오픈하기 위한 대략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① 경쟁 브랜드 조사
          - 조사목표 : 각 브랜드의 차별성 및 전략 파악, 식재료 수급 현황 파악
          - 주요 조사 사항 : 규모 및 일반 현황(경쟁 브랜드 위치 및 규모, 경쟁 브랜

드 콘셉트, 경쟁 브랜드 주요 고객, 경쟁 브랜드 매장 운영 인력 수), 경쟁
력(경쟁 브랜드 품질 (Quality), 경쟁 브랜드 서비스 (Service), 경쟁 브랜드 
위생 및 청결 상태 (Cleanliness)), 식재료 수급 현황(경쟁 브랜드의 식재료 
수급 현황 파악, 추가 식재료 공급 업체 파악)

        ② 외식 시장 조사
          - 조사목표 : 현지 운영을 위해 메뉴, 설비, 인테리어 등의 표준화된 사항 중

변동이 필요한 사항 파악, 시공 및 인테리어 관련 업체 현황 파악
          - 주요 조사 사항 : 트렌드(현지 유명 브랜드 현황, 글로벌 브랜드 현황), 시

공 및 인테리어(시공 및 인테리어 업체 파악, 시공 및 인테리어 비용), 식
문화(메뉴 관련 현지 고객 특성 파악, 시설 관련 현지 고객 특성 파악)

        ③ 상권 조사
          - 조사목표 : 주요 상권의 일반 현황 파악을 통한 1호점 입점 전략 수립, 목

표 시장에서의 개발 계획 수립
          - 주요 조사 사항 : 규모 및 일반 현황(주요 상권의 시장 규모, 주요 상권의 

고객 특성 및 소비 수준, 주요 상권의 교통 편리성 및 주변 환경), 경쟁 수
준(주요 외식 브랜드 입점 상황, 경쟁 브랜드 입점 상황, 수익성 및 안정
성), 시간대별 특이 사항(사회 문화 및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특이 사항, 
계절, 시간대별 상권 특성), 개발 전략의 수립(개발 희망 상권 파악, 1호점 
입점 후보지 파악)

  파트너 계약 체결 ◦ 현지 사업 운영 계획의 최종 점검을 통
한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10 현지 법인 설립
◦ 직접 진출 및 합자(합작) 투자 진출에 

대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관

련 법률

프 랜 차 이 즈 관

련 법률

11 입지 선정 ◦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부동산관련 법

률
12 해외본부 운영매

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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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장조사 : 점포를 오픈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현지 협력 업체 
탐색을 위한 시장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① 주요 입지 탐색
          - 조사목표 : 주요 입지 리스트 현황 및 계약 조건 파악을 통한 입점 후보 

리스트작성
          - 주요 조사 사항 : 일반 현황(주요 입지 주변 환경, 주요 입지의 고객 특성, 

주요 입지의 경쟁 브랜드 현황), 계약 조건(주요 입지 임차료, 주요 입지 
기타 계약 조건), 교통 및 주거 환경(주요 입지 교통 편리성, 주요 입지 주
변 주거 환경)

        ② 협력 업체 탐색
          - 조사목표 : 시공 및 인테리어 업체 검토, 식재료 공급 업체 검토, 설비 및 

물품 공급 업체 검토
          - 주요 조사 사항 : 시공 및 인테리어 업체(주요 업체 실적, 작업 관련 사항 

논의, 시공 및 인테리어 비용), 식재료/설비 및 물품 공급 업체(식재료/설비 
및 물품 수출 가능 여부, 주요 업체 사업자 정보, 주요 업체 유통 시스템, 
주요 업체 공급 비용)

       ◦ 법률 및 제도적 규제 파악 : 싱가포르는 프랜차이즈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별도의 등록제도나 성립조건, 규제도 없음. 다만, 간접적으로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경쟁법, 불공정 계약조건법, 프랜차이즈 협회 윤리강령
(FLA Code of Ethics) 등이 적용됨

       ◦ 현지시장 및 문화적 특수성 파악

      2) 파트너 선정

       ◦ 파트너 기준 구축
        ① 재무 구조 : 파트너사 제공 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재무 구조 검토 또는 

국가별로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해서 자료 구매
        ② 현지 시장 및 업종 관련 경험 : 파트너사의 회사 소개 관련 자료를 통해 사

업 현황 및 실적 검토
        ③ 현지 평판 및 네트워크 : 현지의 정부 기관, 협회 또는 타 기업 등 현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하거나, 현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구
매하여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검토

        ④ 투자 의지 : 상담 신청서를 통해 기본적인 투자 의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심층 미팅에서 현지 사업 개발 관련 사항 협의를 통해 파악

       ◦ 파트너 탐색
        ① 홍보 채널 구축 : 글로벌 홈페이지, 해외 사업 안내서, 매체를 통한 홍보
        ② 적극적 파트너 탐색 : 박람회, 바이어 상담회(기업 설명회), 글로벌 브로커, 

직접 문의
        ③ 기타 루트 : 매장 방문 후 선 제안, 계열사 또는 타 브랜드의 기존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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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 선정
        ① 파트너 검토 : 기업의 기준에 따라 계약관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 파트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파트너로부터 기본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관 기관의 도움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음

           ※ 계약 전 요청 가능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자산 관련 증명서), 회사 
소개서(경력 증명서), 신용 등급 증명서, 마케팅 계획서

        ② 협상 단계 : 서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브랜드의 확장
을 위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 즉, 서류를 통해 구조
적인 평가가 끝났다면 협상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한 조율과 동시에, 
파트너로서의 경영 철학을 평가하게 됨

        ③ 본사 및 사업장 방문 : 서로의 본사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
는 단계임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참조

      3) 파트너 계약 체결

       ◦ 계약 가이드라인을 구축 : 비밀유지계약서, 투자 의향서, 표준 계약서 검토

       ◦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전문가의 도움, 주요 점검 사항 체크, 현지 법률의 검  
                          토, 해외진출 사업 계획과 비교, 변호사의 자문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참조

      4)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작성

       ◦ 현지법인 및 직원(현지국가의 직원)을 위한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제작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커스터마이징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번역 및 보안

<TIP >

◦ 계약 조건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맞는 일종의 TEST UNIT의 개발을 공
동 투자로 진행하고 성공적일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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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 5,000~
10,000만원

미만

10,000~
15,000만원

미만

15,000~
20,000만원

미만'

20,000~
25,000만원

미만

25,000~
30,000만원

미만

30,000만원 이상

18.6 21.2
17.7

9.7
2.7

8

22.1

2016년 2017년 2018년

[참조. 2018 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현지개업 준비단계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 현지에서 운영은 파트너나 현지기업이 맡기 

때문에 기업설립이나 운영, 점포개설 등 현지개업 단계가 다른 진출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에서는 파트너가 현지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이 보유하
고 있는 아이템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핵심 소스나 원재료 조달방법이나 현지
생산방법이나 설비 등의 구입이나 설치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3 메뉴 및 식재료 ◦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수출입관련 법

표 3-1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현황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음.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의 조언과 세부
적인 계약서 조율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

◦ KOTRA 해외시장조사사업 : KOTRA 전 세계 해외무역관(84개국 125개 무역관)
을 통해 해외 잠재 파트너 발굴,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요서비스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
인,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맞춤형 
심층조사

  문의처 : 02-3460-7337/7345/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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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계획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3. 합자(합작)투자 방식
   의 진출전략 > 다. 현지개업 준비단계』 참조

 ※ 파트너(partner) 또는 바이어(buyer) 직접 접촉하여 오는 경우

                                             ※중요해당 내용  표기

시스템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등의 시스템 구축
◦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률

해외
진출
준비

◦ 파트너 직접 접촉해옴
   파트너 기준 구축

해외 파트너가 직접 본사로 방문 또는 메일 등으로 접촉

파트너의 재무상태나 해당 국가에서 사업역량이나 경험, 기

업마인드, 본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계약의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APPLICATION 등 수취

◦ 현지 파트너 조사 수행 
현지 파트너의 Application 수령 이후 현지 네트워크를 활

용한 Background 확인

◦ 현지 시장 조사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현지 프랜차이즈-지식재산권 관련 기본 조사 진행 

현지 시장 서면 조사 / 현지 공관 등을 활용한 조사 진행 

해외
진출
확정

◦ 현지 지식 재산권 출원 진행 지식 재산권 출원 작업 진행 (상표, 도메인, 실용 신안 등)

◦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계약 전 비밀유지계약서, 투자 의향서, 양해각서 등 체결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 1단계 계약 체결 비밀 유지 계약서 및 양해 각서 체결 

◦ 현지 시장 조사 진행 
필요시 현지 파트너의 초청을 통해 현지 방문 시장 조사 

진행 

◦ 계약 조건 조율 / 계약 체결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계약 형태 조율 후 

계약 체결 진행  

현지
개업
준비

◦ 현지 사업 계획 수립 

현지 시장 조건에 맞춘 사업 계획 수립 작업 지원  

- 매장 위치 선정 작업 

- 인테리어 컨셉 개발 

- 사업 운영 타당성 검토 

◦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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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외진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실적으로 해외 파트너(partner) 또는 바이어(buyer)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아이템을 물
색하고 직접 접촉하여 오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해외진출을 고려하기 전에 이미 해외 파트너(partner) 또는 바이어(buyer)가 접
촉해 온 경우이기 때문에 ‘①해외진출 준비단계’에서 진출검토, 목적의 명확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지만, Self 역량 진단 단계와 진출 형태(마스터 프랜차이즈 또는 합작투자
방식) 탐색을 진행하여야 하며 APPLICATION 등 수취하여 파트너의 재무상태나 역량, 
경험,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계약의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②해외진출 확정단계’에서 해외 홍보채널구축, 1차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기준 구축, 
파트너 탐색은 생략할 수 있지만, 물류나 설비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사 탐색 등 2
차 현지 시장조사는 필요하며, 파트너와 이 단계에서 계약체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
(NDA-Non Disclosure Agreement)’, ‘투자 의향서(LOI-Letter Of Intent’), ‘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기도 함

이하 단계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 투자방식과 유사함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

네네치킨 

  (1) 기업현황 

  해외본부 및 점포운영자 교육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 점포 운영 매뉴얼 현지 점포 운영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기물/ 식품 수출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물과 물자 / 현지 조달이 어려운 식

자재의 수출 작업 진행 

◦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매장 운영을 위한 조리, 홀 등의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 오픈 마케팅 온라인 및 오프라인 루트를 활용한 오픈 마케팅

◦ 오픈 오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오픈 리허설

해외
사업
관리

◦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 세무 및 자금송금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수익송금

◦ 가맹점모집 및 계약 가맹점 출점계획 및 계약과 가맹점관리

◦ 철수 및 폐업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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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주)혜인식품

◦ 업  종 : 치킨

◦ 홈페이지 : http://www.nenechicken.com.sg/

◦ 진출일 : 2012년

◦ 진출방식 : 마스터 프랜차이즈

◦ 현지 파트너 : 로열티(Royal T) 그룹

◦ 현지 매장 수 : 5개

  (2) 해외진출
    ◦ 2012년 11월 싱가포르 Star Vista몰 진출을 시작으로 호주, 홍콩, 말레이  

 시아, 대만 등에 진출하여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 6개국에 마스터 프랜차  
 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매장을 늘리고 있음.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 2012년 8월 버블티 브랜드 ‘공차’로 유명한 싱가포르 ‘로열티 그룹      
   (Royal T Group, CEO 로드니 탕)’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  
   고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 쇼핑몰인 스타비스타 내에 1호점을 개장

     ◦ 싱가포르 첫 진출 10개월 만에 싱가포르 번화가인 오차드 로드(Orchard  
  Road)에 위치한 스케이프 몰(Scape Mall)에 2호점 진출 

     ◦ 성공적인 싱가포르 진출에 힘입어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위하여 현지 NNC Food Industries Malaysia Sdn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한 이후 말레이시아에는 현재까지 9호점 진출함.    

     ◦ 2015년 호주, 2016년 홍콩, 2017년 말레이시아 및 대만 진출에 성공하  
  여 현재까지 총 5개국에서 3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중동으로 진출하여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해외 시장  
  에서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진출전략 

     ◦ 철저한 현지화 전략
       -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하여 싱가포르 문화와 식습관에 맞춰 현지 사  

   업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싱가포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현지 무슬림 고객을 위해 소스 및 파우더류 총 11개 품목에 할랄  
   인증을 획득함. 

       - 현재는 배달과 포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배달과 포장뿐  
   만이 아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운영될 예정임. 싱가포르 외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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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테이크아웃에서 레스토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과    
   홀 복합형 매장으로 운영

       - 50cm 핫 플레이트 치킨, 오리엔탈 치킨 샐러드 등 현지인에게 맞는 신  
   메뉴의 개발을 통하여 현지인의 입맛을 공략하는 현지화 전략 진행.  

     ◦ 출점 전략
       - 네네치킨과 로열티 그룹은 1호점 개장 당시 10개월간 일 평균 매출 2  

   천달러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2호점을 개장할 계획을 세우는 등 무리한  
   확장을 지양하고 신중한 행보

       - 성공적인 개장과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직접 싱가포르   
   매장을 방문, 시식행사와 프로모션을 지원

     ◦ 한류 마케팅 
       - 한류에 힘입어 흑임자 치킨, 파닭, 양념치킨 등 한국식 메뉴의 인기가   

   높으며 배달 건수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
       - 치킨 외에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타이식 볶음밥과 오일 떡볶이, 두부  

   샐러드, 골뱅이 소면 등도 함께 판매
       -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25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싱가포르 –  

   서울 간 왕복 항공권 추첨 행사를 하며, 현지에서 인기있는 한류 아이  
   돌 그룹을 광고 모델로 채용하는 등 한류를 이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함  
   으로써 현지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

SUBWAY

  (1) 기업현황 

◦ 기업명 : SUBWAY® 

◦ 업  종 : 외식업(패스트푸드) ◦ 홈페이지 : www.subway.com/en-SG

◦ 현지법인명 : SUBWAY®  

◦ 현지법인 설립일 : 1965.8.28

◦ 진출방식 : 마스터 프랜차이즈 

◦ 현지 매장 수 : 48개 

  (2) 기업소개 
    ◦SUBWAY는 1965년에 17세의 고등학교 졸업생인 Fred DeLuca가 친구인 

Peter Buck으로부터 1,000달러를 빌려 설립함. 최초의 레스토랑은 1965년 
미국 코네티컷 브리지 포트에 문을 열었으며 첫 가게의 이름은 “Peter's 
Super Submarine Sandwich / 피터의 초대형 잠수함 샌드위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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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잠수함처럼 거대한 샌드위치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SUB(잠수함) + WAY(방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현재의 
SUBWAY로 브랜드 명을 변경하고, 1974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함.  

    ◦1984년 중동의 바레인을 시작으로 외국에도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
대와 2000년대에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에 4만4천여
개의 점포를 두어 세계에서 점포 수가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기입임. 

  (3) 진출현황 

   □ 진출배경

      ◦ SUBWAY는 고도의 현지화 전략으로 세계적인 웰빙 바람을 바탕으로   
   건강에 민감해진 아세안 지역을 주목함. 이에 1996년도에 싱가포르를   
   비롯한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과 하여 콜롬비아, 덴마크, 터키, 영국  
   등 전 세계로 진출함.

      ◦ 싱가포르의 지리적 요충성과 무슬림을 비롯한 여러 민족과 종교가 섞인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아시아 진출의 발판으로 마련하여, 점차적으  
   로 아시아 지역의 허브로서 운영되고 있음.  

   □ 진출연혁 및 방식

      ◦ SUBWAY는 1996년에 싱가포르 첫 진출하면서,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함. 2019년 현재 싱가포르 내에  
   48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음.

      ◦ 싱가포르 인구 구성 특성상 무슬림의 많아, 샌드위치에 채소를 풍부하  
   게 넣는 서브웨이의 인기는 싱가포르에서 맥도날드를 능가함. 또한, 싱  
   가포르 이슬람 교도들은 다른 소비자 그룹보다 높은 1인당 지출액을 가  
   지고 있어, 돼지고기 식용이 금기되어 있는 무슬림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됨. 

      ◦ SUBWAY는 철저하게 로열티 베이스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은  
   로열티로 매주 매출액의 12.5%를 가맹본사에 지불함. 이 중 8%는 본사  
   에 납입하는 로열티이며, 4.5%는 마케팅 비용임. 

   □ 진출전략

      ◦ 3Fresh 전략
         - Made Fresh : 건강에 해로운 정크푸드가 아닌 저지방의 다이어트 식  

     품으로 고객이 직접 눈으로 원재료와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확   
     인할 수 있는 신선함 제공

         - Fresh People : 본사 내 700여명의 직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각 지역별로 D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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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자(합작) 투자 방식의 진출전략

※ 합자(합작) 투자방식 진출시 단계별 중요해당 내용
                                             ※중요해당 내용  표기

해외
진출
준비

◦ 진출검토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한 검토

◦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 형태 탐색

현황 점검을 통한 해외 사업 목표 수립 및 인력 구성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4가지 진출 형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 기초조사
  해외 진출 사업 계획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해외사업의 경쟁력검토 ∙ 재무계획을 통한 사업계획서작성

◦ 지식재산권 취득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도메인 관련 지식 재산권 취득

해외
진출
확정

◦ 해외 홍보채널구축
파트너 탐색 및 해외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채널과 상담 

서식 준비

◦ 1차 현지 시장 조사
경쟁 브랜드, 외식 시장 트렌드 등 파트너 탐색을 위한 현

지시장 조사

◦ 파트너 기준 구축
  적극적 파트너 탐색

파트너 탐색에 앞서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기준 구축

박람회, 설명회, 직접 탐색 등의 루트를 통한 적극적 파트

너 탐색

     두어 책임있는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도  
     SUBWAY 대학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 

         - Fresh Process : 신속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스템을 구비하여 신선한 재  
     료를 공급하고, 매장에서 매일매일 갓 구워낸 빵과 매일 아침마다 준  
     비하는 야채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균형잡  
     힌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  

      ◦ 투명한 마케팅 전략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마케팅 비용 4.5%에 대하여는 가맹본부 독자적  

   인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닌 가맹점주 대표 5명으로 구성된   
   광고위원회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점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광고, 마케팅 실현으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통한 투명한 시스  
   템을 운영함.

      ◦ 효율적인 점포 운영
         빠른 테이블 회전과 엄격한 재고 관리를 통하여 가맹점주에게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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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외진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합자(합작) 투자방식’으로 진출할 경우  ‘①해외진출 준비단계’, ‘②해외진출 확정단계’, 
‘③해외개업 준비단계’, ‘④해외사업 관리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진출기업이 직 ∙ 간접
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며, ‘③해외개업 준비단계’에서 매장운영은 현지 파트너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합자(합작) 투자방식의 중요한 요소로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파트너
의 선정과 계약, 관계유지’와 브랜드나 노하우 보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나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유통시스템 구
축’, 현지 파트너가 가맹본부의 룰(rule)과 이념(concept)이 현지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진출국가에서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
업 설립’과 ‘프랜차이즈 인허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회계규정, ‘세금 및 수입금액의 송
금’ 그리고 프랜차이즈사업을 종료하고 철수시 잔존재산의 분배,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종료’ 등을 들 수 있음.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파트너 선정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마케팅 계획, 재무 상태 등의 검토를 통한 파트너 선정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 2차 현지 시장 조사
  파트너 계약 체결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현지사업운영계획의 최종점검을 통한 파트너와의 계약체결

◦ 현지 법인 설립 직접진출 및 합자(합작)투자진출에 대한 법인설립절차 진행

◦ 입지 선정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운영자 교육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현지
개업
준비

◦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 점포 운영 매뉴얼 현지 점포 운영에 대한 매뉴얼 제공

◦ 인허가 및 매장 시공
인허가 사항 취득 및 기타 요소의 최종 점검을 통한 매장 

시공 및 인테리어

◦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매장 운영을 위한 조리, 홀 등의 인력 채용 및 교육

◦ 오픈 마케팅 온라인 및 오프라인 루트를 활용한 오픈 마케팅

◦ 오픈 오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오픈 리허설

해외
사업
관리

◦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 세무 및 자금송금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수익송금

◦ 가맹점모집 및 계약 가맹점 출점계획 및 계약과 가맹점관리

◦ 철수 및 폐업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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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1) 주요항목

  (2) 단계별 핵심 key

      1) 내부역량 분석

      2) 외부 분석 

      3) 진출유형 선정

      4) 사업계획서 작성 

      5)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 진출 검토
◦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한 검토

2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유형 탐색

◦ 현황 점검을 통한 해외 사업 목표 수립 
및 인력 구성

◦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1주

◦ 4가지 진출 형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진출유형 결정

3 기초 조사

  해외진출 사업계획

◦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
한 개괄적인 조사

◦ 해외 사업의 경쟁력 검토 및 재무 계획
을 통한 사업 계획서 작성

4 지식 재산권 취득
◦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도메인 관련 

지식 재산권 취득

상표권 등 지

식재산권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이지만, 합자(합작)투자 방식의 진출은 파트너사

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임. 
◦ 싱가포르는 프랜차이즈를 직접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나, 싱가포르 프

랜차이즈 협회(FLA)의 윤리강령과 Competition Act, Unfair Contract Terms Act 
등의 법률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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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략 >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참조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전문가 의견 
◦ 현지 합자(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법인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

여 회사에 유리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법인 설립, 지점 설립, 연락사무소 등)
◦ 초기에 교육과 매장운영을 위하여 한국 직원의 싱가포르 상주가 필요하며, 이 

경우 체류를 위한 비자나 비용, 언어 등을 사전에 파트너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5 해외사업 홍보채널 

구축

◦ 파트너 탐색 및 해외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채널과 상담 서식 준비

6 1차 현지 시장 조

사

◦ 경쟁 브랜드, 외식 시장 트렌드 등 파트
너 탐색을 위한 현지시장 조사

7 파트너 기준

  적극적 파트너탐색

◦ 파트너 탐색에 앞서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기준 구축

◦ 박람회, 설명회, 직접 탐색 등의 루트를 
통한 적극적 파트너 탐색

8 파트너 선정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 마케팅 계획, 재무 상태 등의 검토를 통
한 파트너 선정

◦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파트너선정 기

준

마스터 프랜차

이즈 계약
9 2차 현지 시장 조

사

  파트너 계약 체결

◦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 현지 사업 운영 계획의 최종 점검을 통
한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10 현지 법인 설립
◦ 직접 진출 및 합자(합작) 투자 진출에 

대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관

련 법률

프 랜 차 이 즈 관

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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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시장조사

      2) 파트너 선정

      3) 파트너 계약 체결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략 >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참조

      4)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1호점 입지의 선정

       ◦ 점포의 선정과 계약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 나. 점포 및 부동산 취득』 참조

     3)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작성

       ◦ 현지법인 및 직원(현지국가의 직원)을 위한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제작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은 해외 본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영점 및 가

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매뉴얼임. 기본적으로는 국내 가맹 본부의 
매뉴얼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성하여, 일부분을 현지 사정에 맞게 보완하여 
제공 함

          - 매뉴얼은 현지에서도 우리 브랜드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해외 본부 운영매뉴얼은 단순히 점포를 관리

11 입지 선정 ◦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부동산관련 법

률
12 해외본부 운영매

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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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원 이상으로, 현지에서의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구성되어야 함. 즉, 현지에서 파트너 혹은 현지 법
인이 가맹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매
뉴얼이 제공되어야 함

          - 가맹 본부의 입장에서도 현지 관리를 위해 파견되거나, 현지 법인에 주재
원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 매뉴얼에 따라 현지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
다. 특히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 시스템에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부입장에서도 매뉴얼 작업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파트너 탐색 측면에서도 운영 매뉴얼은 파트너가 가맹 본부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요인임. 하지만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파트너와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부터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하여 번역 작업을 진행하기 부
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이럴 경우에는 파트너 탐색 단계에서는 국
내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계약 절차
가 진행되면 번역 작업을 진행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바
람직함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커스터마이징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을 기획할 때에는 국내 가맹 본부의 운영 매뉴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로 제작해야 함. 국내 매뉴얼이 이미 표준화된 시스
템을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크게 변형을 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해외 사업운영을 위한 매뉴얼로 글로벌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는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키친 매뉴얼을 제외하고는 기타 매뉴얼 작업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는 파트너를 탐색하기 전에 미
리 국내 사업을 기준으로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구성

구성 세부 내용

1 브랜드 매뉴얼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

-BI 및 CI

2 시설 매뉴얼
-평수별 표준 도면

-설비 및 물품 리스트 및 규격

3 키친 매뉴얼

-메뉴 및 각 메뉴 레시피

-식재료 리스트 및 규격

-품질 관리

4 서비스 매뉴얼
-고객 응대 서비스

-고객 관리

5 인사 관리 및 교육 매뉴얼

-직원 채용 및 관리

-직무별 업무 및 교육 시스템

-교육 담당자 양성
6 운영 관리 매뉴얼 -매출 및 손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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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번역 및 보안
          - 일반적으로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은 영문 번역본으로 준비함.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등록이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

할 때에 현지 언어 매뉴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렇게 현지어 번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파트너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처음 진출하는 기업이 파트너 계약도 하기 전에 번역 작업을 진행하기에
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일부 계약금을 받은 후에 번역 작업을 진행하여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함

          - 또한, 영문 이외에 현지어로 매뉴얼 번역이 진행될 경우에는 번역 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어 번역본보다는 영문 번역본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항목도 추가해두는 것이 안전함

          - 매뉴얼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도 꼭 명시해야 하는 부분임. 가맹 
본부의 많은 노하우가 노출되어 제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제공
될 때에는 보안 유지에 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4)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 해외 본부 및 점포 운영자 구성
          - 현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1호점 오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지 법

인 주재원이나 파트너사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본부 및 점포 운영자에 대한 구성. 직접 진출의 경우라면 일부 인력은 국

내에서 파견이 되지만, 일부 운영 인력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부 경영진에 대한 측면은 파트너 선정 단계

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파트너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기도 함. 기타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파트너사에서 전담하여 인력을 구성하거나 채용하게 됨

          - 동시에 본부에서 교육을 담당한 인력을 선정하고, 현지 파견이 필요한 경
우에는 파견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자 문제로 인해 원하는 기간만큼 
국내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혹은 국내 교육 인력이 파견될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
가와 의 비자(VISA) 발급 및 체류 기간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 및 현지로 이동하고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음. 
인원이나 기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
약 단계에서 파트너와 비용 부담에 대해 확실한 합의가 필요함

-가맹점 모집 및 점포 관리

-본사 감리 규정



- 73 -

       ◦ 해외 본부 및 점포 운영자 교육 진행
          - 본부 경영 인력 교육
          - 점포 관리 인력 교육
          - 조리 인력 교육
          - 교육 담당자 양성
          - 마케팅 담당 인력 교육

 다. 현지개업 준비단계

  (1) 주요항목

  (2) 단계별 핵심 key

      1)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계획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3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수출입관련 법

률

   전문가 의견 
◦ 식재료 조달을 위하여 싱가포르 할랄인증(MUIS)이 필요함. 한국에서도 KMF를 

통하여 할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받은 할랄인증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 식재료 조달은 수출을 통하여 국내에서 공급할 것인지, 현지 업체를 통하여 
생산할 것인지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합작 투자방식이라도 파트너가 안정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 있
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비

  1. 각종 라이선스 취득 : 식당 허가(Food Shop License), 주류 판매허가(Liquor 
                         License)
  2. 매장의 설치시 상권, 입지조건, 인테리어/공사, 주방기구 확보
  3. 직원교육 : 본사, 매장, 주방 등 파트별 본사주관 교육
  4. 현지 직원 현장교육
    외국인 종업원 고용시 EP(Employment Pass), S-pass, Work Permit이 필요함
  5. 사업모델 재점검
     1) 사업모델 : menu, food cost, 물류, 수입품 입고, 수익구조
     2) 판매가격, 가맹점 원가, 본사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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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① 메뉴 보완 및 구성
           - 개업 준비를 위해 최종적으로 현지에서 판매할 메뉴를 구성. 기본적으로

는 가맹 본부의 메뉴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축되지만, 상황에 따라 신메뉴
를 개발하거나 메뉴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특히 신메뉴 개발이나 현지화에 대한 부분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될 
수도 있으며,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도 있음. 브랜드 콘셉트
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뉴의 현지화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가격 책정
           - 최종적으로 메뉴 구성이 확정되면 각 메뉴에 대한 현지 가격을 책정. 가

격을 책정하는 방법은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 브랜드, 고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책정해야 함

           - 조사항목 : 원가 조사, 경쟁 브랜드 조사, 고객 선호 가격 조사
        ③ 메뉴 북 제작
           - 메뉴 구성 및 가격 책정이 완료되면 이를 반영하여 점포에서 사용할 메

뉴 북을 제작

       ◦ 식재료 국내 수출
        ① 통관 관련 규정
           - 수출과 관련된 통관이나 관세 관련 규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

문에 목표 시장과 관련하여 각 법률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② 식품 위생 관련 승인
           - 수출을 하기 전에는 식품 위생과 관련하여, 모든 식재료에 대해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현지기관의 승인 가능 여부를 사
전에 확인해야 함. 현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관의 검역 승인을 
통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각 국가별로 식품 위생과 관련된 승인 제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할랄, NSF, FDA와 같은 사항
임

           - 만약, 특정 첨가물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이 단계
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함. 예를 들면, 현지에서 대체 식재료를 찾거나 소
스의 첨가물을 변경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음

        ③ 유통기한 확인 및 출고 계획
           - 식재료의 국내 수출 및 현지 조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유

통기한임. 식재료의 수입 허가와 같은 절차가 길어질 경우에는 수출 기간
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음

항목 세부사항

1 통관 절차 전체 계획 수립을 위한 수출 관련 서류 및 기간 확인
2 관세 품목 및 물량에 대한 관세 확인
3 라벨링 국가별 기준에 따른 라벨링 준비
4 검역 현지 수입 허가를 위한 식품 위생 관련 승인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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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현지 조달, 그 이상인 경
우에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수출 가능 여부 및 유통기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국내에서 수출할 
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그리고 다음의 업무는 수출 관련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가별로 현지에서의 수입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출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식재료 현지 수급
        ① 공급 업체 선정
           - 2차 현지 시장 조사에서 공급 업체에 대한 조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최종

적으로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어 현지 식재료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② 대체 식재료
           - 일부 식재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거나 비용 측면에서 국내 수출이 어려

울 경우 현지조달
           - 대체 식재료를 구할 때는 반드시 R&D 인력의 주도 하에 진행하여, 본래

의 맛이나 식감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식재료를 찾아야 하고 다음 단계에
서 점포 운영 매뉴얼의 레시피 및 식재료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 대체 식재료를 구할 때에 유의해야 하는 점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식재료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2종류의 대체 식재료
를 갖추어야 함

        ③ 생산 라인
           - 현지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위생 관리에 특

히 신경을 써야 함. 많은 국가에서 식품관련 위생 관리에서 법률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의 강도가 매우 센 편이므로 유의해야 함

       ◦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① 수출 관련 준비
           - 설비나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 수출을 많이 하지는 않

지만, 업체만의 노하우가 담겨 특수 제작된 설비나 로고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식재료 수출과 마찬가지로 통관 관련 법규 및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식기류의 경우에도 식재료를 담는, 식품 위생
과 직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식재료만큼 현지의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한 
검증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② 현지 공급 업체
           - 식재료 공급 업체와 마찬가지로 2차 현지 시장 조사에서 뽑아놓은 리스

트를 기준으로 설비 및 물품 공급 업체를 최종선정
           - 특히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 및 건물의 규정과도 비교하여 확인해야 함. 

구매를 했는데, 건물 규정상 설치가 불가하다거나 시공 계획과 크기나 위
치가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76 -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 
   다. 물류방안』 참조

      2) 점포운영매뉴얼

       ◦ 매장의 개점부터 운영까지의 현지에 맞는 매뉴얼 작성

       ◦ 점포 운영 매뉴얼 커스터마이징
          - 점포 운영 매뉴얼도 현지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작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의 점포 운영 매뉴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로 제작
          - 다만 해당 국가나 시장 상황에 따라 표준 매뉴얼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
          - 특히 운영 관리 매뉴얼에 일일 업무나 주간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

공해주거나, 인사 관리 및 교육 매뉴얼의 경우에는 직원 관리의 측면에서 
규모에 따라 필요한 매장 인력 수나 매장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을 언급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점포 운영 매뉴얼 구성 예시

       ◦ 점포 운영 매뉴얼 번역 및 보안

      3) 매장 시공 및 인허가

       ◦ 매장 인허가 사항 파악, 매장 운영시 발생되는 Risk 체크, 현지인 전문가 활용
          - 인허가 규정 검토 및 취득

구성 세부사항

1 브랜드 매뉴얼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

BI 및 CI

2 시설 매뉴얼
점포 도면

설비 및 물품 리스트 및 규격

3 키친 매뉴얼

메뉴 및 각 메뉴 레시피

식재료 리스트 및 규격

품질 관리

4 서비스 매뉴얼
고객 응대 서비스

고객 관리

5 인사 관리 및 교육 매뉴얼

직원 채용 및 관리

직무별 업무 및 교육 시스템

교육 담당자 양성

6 운영 관리 매뉴얼
매출 및 손익 관리

업무 규칙 및 기간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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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및 인테리어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 
   가. 식당 개업』 참조

      4)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 매장 직원 구인 방법 확보, 직원 운영 계획 수립, 급여 및 상여금 지급 계획  
    수립, 고용계약 체결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
   률』 참조

      5) 매장 홍보 마케팅
       ◦ 홍보 마케팅 수단과 방법 수립 : 주 고객층 대상 홍보 및 마케팅 계획수립
       ◦ 한류의 활용

       ※ 현지 매장 홍보 및 프로모션 : 해외 매장 프로모션 진행시 SNS(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 활용 다수. 다음으로 인터넷, 매장행사를 통한 활용이 많음

표 3-2 현지 매장 프로모션 현황

 SNS 인터넷 매장행사 거리홍보
신문/잡지/

인쇄물
TV/케이블/

라디오
기타 없다

68.7

47.8

40.3

25.4
28.4

11.9 10.4
0

30.5

49.6

13.6
8.5 6.8 3.4 1.7

33.3

65

53.8 53.8

30.1
33.3

13 10.4

2016 2017 2018

[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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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외사업 관리단계

   전문가 의견 
◦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추가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함
◦ 현지에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아래의 내용을 점

검
  1. 직영점 수익 확보 : 마케팅, 홍보, BEP 산출
  2. 가맹점 운영을 위한 INFRA 구축
  3. 현지 본사의 재무, 인사에 대한 보고체계 확보
  4. 지속적으로 한국 본사로부터의 SV 활동(조리, 운영, 마케팅지원 등)

  (1) 주요항목

  (2) 단계별 핵심 key

      1) 현지 파트너 관리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참조

      2) 세무 및 자금송금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5. 세무 및 관세』 참조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4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
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가맹점계약관계

분쟁해결

철수 및 폐업

15 세무 및 자금송금
◦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 수익송금

세무 및 자금송금관련 법률

16 가맹점모집 및 계

약

◦ 가맹점 출점계획 
◦ 계약과 가맹점관리

가맹계약체결

17 철수 및 폐업
◦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

리

기업청산절차

노무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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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맹계약서 작성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다.
   가맹 계약』 참조

      4)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계
   약』 참조 

<합자(합작)투자 진출 성공사례 >

Din Tai Fung

  (1) 기업현황 

◦ 기업명 : BreadTalk Group 

◦ 업  종 : 외식업

◦ 홈페이지 : http://www.dintaifung.com.sg

◦ 진출일 : 2003.09.12

◦ 진출방식 : BreadTalk Group 소유(합자투자)

◦ 현지 매장 수 : 24개

  (2) 기업소개
 
    ◦ Din Tai Fung은 “크고 풍요로운 솥”이라는 의미로, 최초 1958년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식용유 소매점으로 설립되었으나, 1970년 무렵부터 통조림 
식용유의 유통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창업자의 아내가 딤섬(xiaolongbao)
을 만들어 판매하던 것이 인기가 높아져서 1972년부터 본격적인 외식 사
업으로 전환함. 

    ◦ Din Tai Fung은 1993년 뉴욕 타임즈에 의해 세계 10대 레스토랑에 선정
되었으며, 2009년에는 홍콩 지점이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
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대표 메뉴로는 18개의 주름이 있는 딤섬인 샤오롱
바오(Xiaolong bao)와 속이 따뜻해지는 찐 닭고기 수프(Steamed Chicken 
Soup)로서 현재 전 세계 14개국에 14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여 일본 도쿄에 첫 번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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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하였으며, 200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에는 영국 런던에 매
장을 오픈하게 됨. 한국에도 2005년에 서울 명동 1호점을 오픈하여 2019
년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참고적으로 한국의 
Master Franchisee는 모스버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 1996년 일본과 2000년 미국에 진출하였으나, 인근의 중국과 동남아시  

  아 지역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음.  
      ◦ 2003년 싱가포르 BreadTalk Group이 Din Tai Fung과 합자투자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9월에 오차드로드에 위치한 파라곤(Paragon)에   
  첫 가맹점을 브런치를 오픈함.

      ◦ 싱가포르 진출 이후 2004년 중국, 2005년 인도네시아 및 한국, 2007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됨. 2019년 현  
  재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싱  
  가포르엔 21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BreadTalk Group은 딘타이펑, 푸드리퍼블릭, 토스트박스 등  
  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유명 외식업체로서 딘타이펑 영국지점과 태국지  
  점도 운영하고 있음.

   □ 진출전략 

      ◦ 본토의 품질과 서비스 구현
         - 싱가포르에서 Din Tai Fung을 운영하고 있는 BreadTalk Group은 대  

     만 본토의 품질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요리사와 직원을 4개월  
     동안 대만으로 보내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 싱가포르  
     현지 매장을 오픈함.

         - 중국계가 80%이상인 싱가포르는 대만과 입맛이 비슷함. 따라서 Din  
     Tai Fung 하면 떠오르는 얇은 만두피와 신선한 소, 그리고 황금비율  
     18개의 정교한 러플 모양과 맛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함.  

      ◦ 고객에게 고급 레스토랑 체험 기회 부여
         - 고객에게 고급 레스토랑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적인 분위기로  

     설계된 인테리어에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의자 쿠  
     션 및 식탁 등에 쾌적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문 방식형 가구를  
     사용함. 

         - 오픈 컨셉의 키친으로 세계적인 수진의 요리 솜씨를 직접 볼 수 있도  
     록 하여 Din Tai Fung의 요리사들이 정밀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요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여 음식이 작품이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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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1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과 정책

 가. 프랜차이즈 시장현황

  (1)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
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2
위(한국: 세계 4위,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
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유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프랜차이즈는 이미 입증된 성공모델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프랜차이즈 기업 수로 볼 때는 외국기업과 현지기업이 각각 약 50 %를 차지하
고 있지만,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인해 매출에서 외국기업이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함. 국가별로는 스타벅스 등 미국 프랜차이즈가 가장 높게 차지
하여 외국 프랜차이즈는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프랜차이즈 개발을 촉진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대표적으로 “SPRING Singapore”
와 “IE Singapore”가 있으며, SPRING Singapore는 무역 및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IE Singapore는 해외 프랜차이즈기업이 싱가
포르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경우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기업하기 좋고 다민족 사회인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기업이 적용여부를 테스트하고 반응을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관문
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2)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황

    ◦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프랜차이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됨

    ◦ Euromonitor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아세안 식음료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21,402백만 달러로, 2011년(17,027 백만달러)부터 연평균 4.6% 성장했으며, 추후 
2020년까지 29,724 백만달러로 연평균 8.6%로 성장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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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아세안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추이(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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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monitor]

    ◦ 대부분 아세안 국가에서 미국 프랜차이즈와 현지 프랜차이즈가 시장을 장악하
고 있음

표 4-2 각국별 프랜차이즈 주요 프랜차이즈

구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1
McDonald's

(미국)
KFC

(미국)
7-Eleven
(일본)

KFC
(미국)

Jollibee
(필리핀)

2
KFC

(미국)
McDonald's

(미국)
KFC

(미국)
Pizza Hut

(미국)
McDonald's

(미국)

3
Din Tai Fung

(대만)

Secret Recipe
Cakes & Café
(말레이시아)

MK Suki
(태국)

McDonald's
(미국)

Chowking
(필리핀)

4
Subway
(미국)

Pizza Hut
(미국)

Fuji Japanese 
Restaurant

(태국)

Starbucks
(미국)

Mang Inasal
(필리핀)

5
Starbucks

(미국)
Starbucks

(미국)
The Pizza Co 

(태국)
HokBen

(인도네시아)
KFC

(미국)

[자료.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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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랜차이즈 정책과 제도

  (1)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 싱가포르는 별도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없음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관련된 별도의 등록제도나 성립조건이나 규

제가 없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반 상거래와 같이 싱가포르의 일반 법률이 동
일하게 적용됨

    ◦ 싱가포르의 전국 프랜차이즈 협회인 FLA(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협회 : 
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을 제공하고 있지만, 필수가입 조건이 아님

    ◦ 프랜차이즈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은 FLA 회원만 구속되며, 공개 요구 
사항, 기존 가맹점 관련 계약, 가맹점 선택, 적절한 교육 및 비즈니스 지침, 표준 
제공 행동, 위반 통지, 해지 권리 및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이 있음

      싱가포르의 일반 법률은 FLA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면 
계약 체결시 영향을 미침

    ◦ 외국인 투자‧사업 인허가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음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관련된 외국인투자나 인허가

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음
      프랜차이즈도 반드시 싱가포르에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 프랜차이

즈 회사의 싱가포르 지점(Branch)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가맹본부
가 싱가포르에 물리적으로 위치할 필요도 없음

    ◦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의 프랜차이즈 개발을 촉진하는 데 계속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Spring Singapore”는 중소기업의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및 기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기술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함

  (2) 개인정보 보호

    ◦ 2014년 9월 16일, 싱가포르 가라오케 프랜차이즈인 KBOX에서 고객 3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ID카드 번호가 인터넷 웹사이
트에 게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회사의 이미지 및 영업에 큰 타격을 줌

    ◦ 2012년 10월 15일, 싱가포르 의회는 개인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 데이터 보호 법안”을 통과하고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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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 2일, 싱가포르 가라오케 프랜차이즈의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
러에 달하는 벌금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싱가포르 할랄인증 제도(MUIS)

    ◦ 싱가포르의 할랄인증(MUIS)은 非이슬람국가 임에도 말레이시아의 JAKIM, 인도
네시아의 MUI와 더불어 공신력 있는 세계 3대 할랄인증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
음

    ◦ 1968년 설립된 싱가포르 문화부 소속 국가 유일의 인증기관으로, 할랄인증, 모
스크 건설·관리, 이슬람교 교육, 무슬림 저소득층 지원 등을 담당함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1) FLA :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협회 : 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

연락처 전화 : 65-6333-0292 팩스 : 65-6333-0962

Email info@flasingapore.org 홈페이지 : www.flasingapore.org

주 소 03-16-16 Jurong Town Hall Road

내 용

- 세계 프랜차이즈 위원회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FLA Singapore 라고도하는 “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싱 협회(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는 1993년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으로 설립되었음
- 싱가포르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FLA는 싱가포르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프랜차
이즈, 라이선스 및 브랜딩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싱가포르를 지역 프랜차이
즈 및 라이선스 허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함

기 능

- 싱가포르 정부 기관 및 국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

해 FLA는 국제 개발 프로그램에서 회원을 지원함

- 170개 이상의 흥미로운 브랜드를 대표하는 130개 회사의 강력한 멤버십 기반

과 성장으로 FLA는 프랜차이즈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전담고문, 

위원회 멤버 및 직원을 통해 싱가포르에 있는 프랜차이즈기업의 꿈과 비전을 실

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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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LAsia 

, 

Email visit@bizlink.com.sg 홈페이지 : www.franckiselicenseasia.com

내 용

-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싱 아시아 (FLAsia)는 아시아 최대 국제규모의 전시회(이
벤트)로, 프랜차이즈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를 혁신적이고 독특한 비즈니스 방식
으로 전시할 수 있는 탁월한 플랫폼임으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주
요 국제 무역 행사로 입증되었음

기 능
- FLAsia의 전시회는 다양한 방문자 마케팅을 활용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가맹점 

및 투자자와 연결할 수 있음

 

  (3) Spring Singapore

연락처 전화 : 65-6545-4620 팩스 : 65-6542-6820

Email saaasin@saaa.org.sg 홈페이지 : www.saaa.org.sg/spring-singapore/

주 소 7 Airline Road, #04-06, cargo Agents Building E, Changi Airfreight Centre

내 용

- Spring Singapore는 싱가포르 기업이 싱가포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무역 및 산업부 산하기관임
- 기업개발 대행사인 SPRING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업이 자금 조달, 기능 및 
관리 개발, 기술 및 혁신, 시장 접근을 지원하도록 지원
- Spring Singapore은 국가표준 및 인증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및 
품질 보증 인프라를 개발하고 홍보하며, 싱가포르의 일반 소비재 안전을 감독함

기 능

- Spring Singapore는 중소기업의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및 기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기술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관리함. 예를 들어, 역량 개발 보조금 

(Capability Development Grant)은 중소 규모의 지역 기업이 컨설팅, 교육, 인증 

및 장비 비용과 같은 다양한 기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0%를 부

담하도록 돕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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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E Singapore

연락처 전화 : 65-6898-1800

Email enquiry@enterprisesg.gov.sg 홈페이지 : www.enterprisesg.gov.sg

주 소 230 Victoria Street Level 10, Bugis Junction Office Tower

내 용

-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IE 싱가포르)는 현지 기업이 해외에서 자신
의 브랜드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와 SPRING은 2018년 4월 1일에 Enterprise 
Singapore를 설립하기 위한 단일 대행사로 함께함
- IE Singapore는 시장 준비, 시장 탐색, 시장 홍보 및 시장 입지 확립과 같은 다
양한 해외 성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함. 또
한 IE Singapore는 인력 개발, 시장 접근 및 역량 구축과 같은 분야의 기업에 재
정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함. 특히, MRA (Market Readiness Assistance) Grant는 
기업에 지적 재산 검색 및 응용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또는 배포 계약서 작성 등
의 활동을 포괄하는 해외 시장 설립에 발생하는 최대 70%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함

기 능

- Enterprise Singapore는 엔터프라이즈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 기관으로, 글로벌 
거래 및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가표준 및 인증기
관으로서, 품질과 표준을 통해 싱가포르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
- 싱가포르 기업(국내 또는 해외)의 성장은 항상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와 SPRING Singapore의 업무의 핵심이며,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 및 
고성장 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를 하나의 대행사로 협력하여 성장을 지원함

  (5) 기타 관련 홈페이지 : ifranchisesingapore.com

    ◦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제공

    ◦ 싱가포르의 인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한 가맹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는 1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목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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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법률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1)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싱가포르는 자유주의적 비즈니스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없으며, 별도의 등록제도나 성립조건, 규제 등이 없어, 프랜차이즈 사업도 일반 상거
래와 같이 싱가포르의 일반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있음

     ◦ 프랜차이즈 협회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

      - 법률은 아니며, 싱가포르의 프랜차이즈협회인 FLA(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협
회 : 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
약임

      - 공개 요구 사항, 기존 가맹점 관련 계약, 가맹점 선택, 적절한 교육 및 비즈니
스 지침, 표준 제공 행동, 위반 통지, 해지 권리 및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이 있
음

     ◦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 가맹본부는 싱가포르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전에 상표, 도메인, 저작권, 
특허,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선행하여야 함

      -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of Singapore)는 싱가
포르에 등록 된 비즈니스 및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함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먼저 기존 회사 이름 또는 법률로 금지 된 비즈니스 이름과 충돌하지 
않는 유효한 회사 이름을 ACRA에 예약해야함. ACRA는 제안 된 회사 이름에 
대해 자체 충돌 검사를 수행하므로 이름 예약 신청서를 승인하는 데 보통 영
업일 기준 2 일이 걸림

      - 싱가포르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함. 신청자는 동일한 신
청서 내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가 
서명 한 마드리드 의정서(세계 지적 재산권기구의 국제 사무국이 관리하는 국
제 등록 마크 시스템)를 통해 싱가포르를 지정할 수 있음

     ◦ 경쟁법

      - 경쟁법은 2005년에 발효되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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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급 효력을 갖음. 일반적으로 경쟁법은 싱가포
르 내에서 경쟁을 방지,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목적 또는 효력을 갖는 모든 계
약을 금지함

      -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그러한 경쟁을 방지, 제한 또는 왜곡하는 한 프랜차
이즈 계약은 무효가 됨

      - 비경쟁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a. 상품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정 가격
        b. 시장, 기술 개발 또는 투자 제한 또는 통제
        c. 한 파트너가 경쟁상 불리한 점을 받도록 다른 거래 파트너와 동등한 거래에 

다른 조건을 부과
        d. 계약의 결론을 계약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추가 의무에 적용하는 것
      - 경쟁법은 경쟁법 조항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특정 면제 및 제외를 제공함. 프

랜차이즈 계약이 면제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거나 제외에 해당되는 경
우 경쟁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 Competition Act : 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
됨

        Unfair Contract Terms Act Cap 396 : 공정하지 않게 작성된 법률은 무효임

     ◦ 불공정 계약조건법

      - 불공정 계약조건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불공평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을 적용할 수 없음. 

      -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불공평 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그러한 
손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부당한 배제나 제한이 될 경우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됨

     ◦ 데이터 보호 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일반적으로 기업은 개인의 사전고지 및 동의를 통해서만 개인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공개 할 수 있으며, 유효한 동의를 얻으려면 기업은 수집, 사용 또는 
공개의 목적을 개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 기업은 또한 개인 정보의 수집, 사
용 또는 공개가 합리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전에 고지된 목적으로 제한도
어야 함

      - 프랜차이즈 및 프랜차이저는 PDPA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므로 
PDPA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

      - 싱가포르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인터넷상 뉴스에 대해 기사를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그 기사와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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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기사를 실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계정들
을 막을 것을 이들 업체에 지시할 수 있음

      -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 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함

      - 디지털 광고와 인터넷 중개인으로 지정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위챗 등 IT 업
체들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정치 관련 내용물을 게시하길 원하는 이들의 신원
을 밝혀야 함

      - 전자상거래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을 하는 프랜차이즈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외환 및 세금

      - 싱가포르에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에
도 특별한 규제가 없음

      - 단, 외국에 있는 가맹본부(비거주 가맹본부)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로컬 사업자(프랜차이즈 가맹점)가 10%의 withholding tax를 국세청 (IRAS)에 
원천징수세로 부담해야 함. 10%의 요율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재한 이중
과세 방지(DTA)가 되어있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사업체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외국 프랜차이즈기업의 
자본이득에 대한 외환 통제 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TIP >

◦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 나. 진출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를 참
조

◦ 외환 및 세금에 관한 내용은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5. 세무 및 
관세 』를 참조

  (2)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의 주요 내용

     ◦ 프랜차이즈 및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에 대한 싱가포르의 요구 사항은 없음.  
        그러나 회사는 FLA의 등록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FLA의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함.

     ◦ 공개 요구 사항, 기존 가맹점 관련 계약, 가맹점 선택, 적절한 교육 및 비즈니스  
  지침, 표준 제공 행동, 위반 통지, 해지 권리 및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이 있음

     ◦ 일반적인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에 필수 조항이 포함될 필요  
  는 없으며 당사자는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협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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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A 회원에게만 구속되는 FLA의 윤리 강령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항과 관  
  련된 특정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합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관련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에서 설명한 허위 진술에 대한  
  일반 법률 규칙 외에도 FLA의 윤리 강령은 사전 계약 공개와 관련된 특정 규  
  칙을 규정.

        예를 들어, 윤리 강령에 따라 FLA 회원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잠재 구매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현을 통해 프랜차이즈,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제안, 판매 또는 홍보 할 수 없음

     ◦ 윤리 강령은 또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의 투자 요건을 상세  
  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정해야 함. 또한 가맹본부는 윤리 강령에 따라 프랜  
  차이즈 계약의 현재 운영, 투자 필요, 성과 기록 및 프랜차이즈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실행하기 최소 7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함.

     ◦ 프랜차이즈 관련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에서 설명한 허위 진술에 대한  
  일반 법률 규칙 외에도 FLA의 윤리 강령은 사전 계약 공개와 관련된 특정 규  
  칙을 규정.

<TIP >

◦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의 전 내용은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
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 나. 프랜차이즈 법률 』을 참조

  (3) 데이터 보호 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고객정보 관리문제

      - 2014.9.16. 싱가포르 가라오케 프랜차이즈인 KBOX에서 고객 32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ID카드 번호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사건이 발생, 해당 회사의 이미지 및 영업에 큰 타격을 줌.

      - 싱가포르는 2014.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벌금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률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IT보안업체와 계약을 하는 
최근 경향이 있음

    ◦ 데이터 보호, 사이버 범죄, 소셜 미디어 및 전자 상거래데이터 보호법 : 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는 2014년 7월 2일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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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조직은 개인의 통지 및 동의를 통해서만 개인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공개 할 수 있음. 유효한 동의를 얻으려면 조직은 수집, 사용 또는 공개의 
목적을 개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하며, 조직은 또한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고 개인에게 조직에 의해 
통보되는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함. 조직이 새로운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사
용하려면 이러한 새로운 목적에 대해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함

      - 조직은 PDPA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만 개인 데이터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전송할 수 있음. 이는 해외 조직이 PDPA에서 규정한 것과 같거나 더 넓은 보
호를 하기 위해서임

      - PDPA에 따라, 데이터 처리를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는 조직은 해당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3자와의 계약이 제3자에게 PD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함

      - 프랜차이즈 및 프랜차이저는 PDPA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므로 
PDPA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4) 분쟁의 해결

    ◦ 분쟁 해결 시스템

      - FLA의 윤리 강령은 가맹본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접 의사소통 및 협상을 
통해 선의로 가맹점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상
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없는 경우 당사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
결하려고 노력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FLA 회원에게만 구속되는 윤리 강령 외에도 프랜차이즈 거래 당사자는 자발적 
중재, 중재 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상거래에 외국 법인의 경우, 외국 법인 또는 자산이 속한국가에서 중재 판정을 
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음

      -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분쟁시 곧바로 법원의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 분쟁
을 중재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공개 포럼을 제공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또는 관련 당사자의 이미지와 영
업권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도 중요함

        또한, 이러한 기밀 유지는 가맹본부에게 다른 가맹점이 나중에 참조 할 수 있
는 선례를 남기지 않음

    ◦ 싱가포르에서 외국 중재 판정 집행

      - 싱가포르는 1958년 뉴욕협약에 가입한 후 싱가포르 국제 중재법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의 3부에서 대부분의 규정을 제정함

        결과적으로 싱가포르는 국제법에 따라 뉴욕협약에 서명 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을 인정함

      - 또한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에 속하므로 연방 심판법 시행령(RECJA)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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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따라서 싱가포르는 영국에서 이루어진 판결, 영연방의 일부인 관할권 및 
싱가포르가 상호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기타 국가를 인
정함.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중재 판정은 해당 법원에서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
로 해당 국가에서 상을 집행 할 수있는 경우에만 RECJ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집행될 수 있음

 나. 프랜차이즈 법률(※간접적 규정)

  (1) 싱가포르 프랜차이즈협회(FLA)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

    ◦ 싱가포르의 전국 프랜차이즈협회인 FLA(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협회 : 
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을 운영하고 있음. 프랜차이즈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은 FLA 회
원만 구속되며, 미가입 기업은 구속되지 않음

FLA 윤리 강령
 

법률 준수

1. 회원사는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계약의 서면화

2. 프랜차이즈 관계와 관련된 제반 중요 사항은 최소 하나 이상의 서면 문건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문서는 해당 관계 및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

하게 명시해야 한다. 

기만적 권유 행위의 금지

3.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잠재적 구매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프랜차이즈,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제안, 판매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프랜차이즈의 권유시 가맹점사업자

의 수익 또는 수입과 관련한 실적 기록, 수치 또는 자료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제시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안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b. 오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리적 위치와 시간적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  

    해야 한다.

투자 요건에 관한 완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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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랜차이즈의 투자 요건은 그 어떠한 식으로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세부적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비용의 일부이든 또는 전액이든 그 명시된 금액, 

해당 금액에 의하여 지불되는 물품들, 자금 조달 요건 및 기타 관련 비용들에 대하

여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정보의 제공

5.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프랜차이즈 관계에 중

요한 현재 운영 상황, 필요한 투자, 실적 기록 및 가맹점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제반 기타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률적 조언

6.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적 

및 재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접촉

7.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

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맹희

망자가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 상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

은 범위 내에서 해당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명단(각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와 전화 번호 및 프랜차이즈 개시 연도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타사 상표의 모방 금지

8. 모든 회원사는 그 어떠한 식으로든 기만 또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타

사의 상표, 상호, 회사명, 광고 슬로건 또는 기타 표식을 모방해서는 아니 된다

적합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

9. 가맹본부는 적절한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의 니즈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기량, 교육, 개인적 능력 및 재정적 자원을 보유한 가맹점사업자만

을 선정 및 수용해야 한다.

 

적절한 훈련의 제공

10.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그 프랜차이즈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을 장려 및 제공해야 한다.   

 

사업 지침

11.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당사자를 위해 전체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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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시스템의 온전성 유지의 차원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접근성

1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에 신속하게 접근 및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

며, 또한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관심 사항들이 상호 이해의 증진과 상호 이익의 달

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양도

13. 명시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이 충족될 경우 가맹본

부는 프랜차이즈 양도의 제시에 대한 승인을 보류해서는 아니 된다:

 (a) 양도 희망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들을 준수하고 있다.

 (b) 양수 대상자가 가맹본부의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c) 양도 조건이 가맹본부의 현재 요구 조건 및 프랜차이즈 계약의 양도 조건을 충  

    족시키고 있다. 

 (d)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또는 기타 계약에 의거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다. 

 

행동 기준

1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모든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프랜차

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그 어떠한 비양심적인 행위에 가담해서도 아니 된

다. 가맹본부는 윤리적이고 정직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시간 및 장소와 

관련한 최상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맹점사

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중대

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수수료 및 가격에 대한 상당하고도 부당한 과대 계상;   

 (b) 발생 가능 위험과 관련된 불필요하고도 비합리적인 행위;

 (c)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합법적인 사업상의 권리의  

    보호에 타당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행위. 

  

위반 및 구제 조치 시한에 관한 통지

15.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타당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상의 

위반에 대하여 통보하고 그러한 위반을 교정할 합리적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거한 해지

16. 프랜차이즈 계약은 정당한 사유로만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는 가맹점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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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상의 합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

 

분쟁의 해결

17.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직접적 의

사 교환과 협의를 통해 성실하고 선의를 다하여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야 한다.

18. (a)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의 제기인은 

동 건의 내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거한 통보를 해야 한다.

 (b)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을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해결치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에 의하여 동 건을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조정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쟁은 중재 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그 어떠

한 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c)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을 조정에 의거하여 해결키로 합의하였으나 

서로가 인정하는 조정자의 선임에 실패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립적인 조정자의 

선임을 위하여 해당 건을 집행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d)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을 조정에 의거하여 해결키로 합의하고 또한 

조정자에 대하여도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분쟁 중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a) 조정자로 하여금 절차를 결정하고 당사자들을 대신하는 변호사의 출두를 허용  

    또는 불허하거나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b) 조정 절차는 비공식적이 되도록 하며, 조정자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당사자 또  

    는 그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c) 조정자에 앞선 모든 절차들은 비밀 유지 및 비공개로 진행한다.  

 (d) 모든 협의가 당사자들의 제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e) 각 당사자는 조정 절차를 위하여 존재하였던 문서들을 향후의 소송 절차에 증  

    거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f) 각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g) 조정 절차 비용은 각 당사자가 공평하게 부담한다. 그 어느 당사자가 조정 비  

    용 전액을 지불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할 몫은 지불 당사자에 대한 채  

    무의 일환으로 지불키로 한다.   

 (h)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률적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지불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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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관련 법률

 가. 계약시 고려사항

  (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초기 계약체결의 주의점

      ◦ 해외 진출시 진출기업의 내부역량이나 특수성과 진출국가의 외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듯이, 진출결정 이후 관련 파트너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기업내부의 역량이나 특수성과 해당 국가의 법률, 인허가
사항, 투자제한이나 규제, 기업설립 절차, 기반시설이나 물류현황 등을 고려하
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나 체결시  현지 법 전문
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함

      ◦ 계약서 작성이나 체결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외국인에게 지분제한 없는 개방된 투

 (i) 양 당사자는 조정자에게 면책을 부여한다.     

 (J) 조정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선의에 기반하여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활  

   동한다. 조정자는 분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공평성과 합리성 및 가맹본부가   

   그 명칭과 이미지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온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  

   여 존중토록 한다.    

 (k) 조정자는 제반 사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며 단, 당사자들에 의한  

   의뢰 일자로부터 14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l) 분쟁이 조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해결된 경우 조정자 또는 조정자가 선임한   

   사람은 조정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부담  

   키로 한다. 상기 (g) 및 (h)항은 해당 사안에 맞게 준용한다.   

 (m) 당사자들은 조정 결과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분쟁 해결일자로부   

   터 14일 이내에 조정자에게 통보키로 한다.

 

해석

20. 본 윤리 강령 내에 사용된 제목들은 단지 편의의 차원에서만 사용된 것이며 각 

세부 조항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a) 가맹본부와 관련된 모든 언급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및 잠재적 가맹본부가 포

함된다. 본 윤리 강령에 대한 해석은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집행위원회에 의한 해

석은 모든 회원사들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또한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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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계약 체결시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자유주의적 비즈니스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없

으며 별도의 등록제도나 성립조건, 규제가 없음
         -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에 속하기에 상관례나 판례 등이 존중되어 계약시 

상관례나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최근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강화 등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고용의존비

율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계약시 현지 체류 비용이나 조건 등을 협의하야 
함

      ◦ 싱가포르는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
로 적용되는 법규가 있어 계약서 작성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에 대한 윤리강령(FLA Code of Ethics)
         -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 경쟁법
         - 불공정 계약조건법
         - 관습법에 의한 허위 진술
         - 데이터 보호 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

      ◦ 프랜차이즈사업 전에 상표, 도메인, 저작권, 특허,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하고 계약서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규정
해야 함

      ◦ 경쟁법은 싱가포르 내에서 경쟁을 방지,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목적 또는 효
력을 갖는 모든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계
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해외 진출시 파트너 또는 거래처와 계약 체결시 분쟁해결기관은 각국의 법원
이 되지만, 그러나 상사 분쟁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상사적 법리에 대한 친숙
도, 외국인에 대한 중립적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여 중재기관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명기하기도 함

      ◦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 간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절차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가 있으며, 중재판정을 존
중하고 있음

      ◦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기업 자신이 직접
적으로 해당 법령의 규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 수 있으나, 현지의 마스터 프
랜차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현지국민의 
인식이 나빠져 향후 해당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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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현지 법률 준
수를 규정해야 함

  (2) 프랜차이즈 진행 이후 가맹점과의 계약체결의 주의점

    ◦ 싱가포르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협회인 
FLA의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FLA의 회원으로 등록시 FLA의 윤리 강령(FLA 
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계약 체결시 FLA의 윤리 강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공정 계약조건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불공평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
이 아닌 공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TIP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자문지원기관 -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신청방법 02-2110-3867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홈페이지 www.9988law.com
    * 반드시 인터넷 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문의
   : 목적 및 역할
    - 중소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중소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
      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자문내용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법령 및 회계 정보 제공
    -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예방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회계자문
    -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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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1)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행의 필요성

   □ 직접 진출시 발생하는 Risk

       직접 진출시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제도나  
   정치∙경제적∙문화적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언어의 한계, 상거래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패의 가능성이 높음

   □ 진출국의 법률 ∙ 제도적 제한

      ◦ 외국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출시 기업설립 제한이나 업종 제한, 가맹점 수 제   
  한 등 자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제도적 제한을 두고 있음

      ◦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의 경우, 해당 진출국 역시 자국의 경제성장에 유  
   익할 수 있어 법률 ∙ 제도적 제한을 피할 수 있음

   □ 진출기업의 자금 및 인적 · 물적 자원의 한계

      ◦ 직접 진출시 현지개업단계나 해외사업관리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준비단  
   계, 해외진출 확정단계에서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영어나 해당국 언어에   
   능통한 직원, 법률 전문가 등 인적자원 역시 필요함

      ◦ 국내 프랜차이즈의 기업규모로 볼 때, 이렇게 많은 투자비용과 자원을 들인   
   해외진출 사업이 실패할 경우 기업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 마스터 프랜차  
   이즈 진출유형이 바람직함 

  (2)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내용

   □ 기본내용 

       1) 계약의 명칭 등
        브랜드명(로고포함),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계약명칭, 당사자의 표시   

   및 계약체결의 사실·일자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특정함

      2) 개념 정의
         해당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계약내용의 이해를 돕  

    고 의도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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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행조건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을 기재하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  

    이 발생하게 되면 프랜차이저의 상표권·시스템을 포함한 기타 지식재산권이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흘러가게 되는 바, 진실한 혹은 성실한 마스터 프랜차  
    이지에게만 시스템 등을 전수함으로써 시스템 혹은 브랜드가 복제당하는 것  
    을 막을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급적 초기비용의 완불 혹은 법령상 필요한 조건의 구비를 선행조  
    건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비용  
    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독점적 영업지역의 부여
         해당국의 영토의 크기·규모·인구에 따라 적절하게 활동지역을 분배하여 마스  

    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5) 프랜차이저의 초기의무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 숙련된 인력을 통한 직원교육, 인테리  
   어 디자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 부분은 프랜차이저의 상황에 따라 구체화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간략하게  
   기재할 수도 있음

      6) 프랜차이저의 지속적 의무
        브랜드 사용의 허가, 마케팅 및 운영 매뉴얼의 제공, 물품공급 및 기타 영업지  

   원 등의 의무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함

      7)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기본 의무
        ①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로열티의 종류와 지급시기, 지  

   급계좌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함. 최초의 가입비, 직영점 및 가맹점 개설  
   에 따른 로열티·감리비, 단위 화폐 및 환율 등에 대하여 규정함. 다만 로열  
   티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에 대한 비율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총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도 있음

        ② 직원 교육 의무
           프랜차이저의 운영매뉴얼 등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사,   

   직영점 및 가맹점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규정함

        ③ 투명한 회계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매출액 등은 로열티 산정이 기준이 되는 바,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및 회계  

   자료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회계 관련 자료  
   의 구비 및 제공의무를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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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맹점 및 직영점의 운영
           직영점 및 가맹점의 위치에 대한 승인 여부, 매장 운영과 관련된 매뉴얼 준  

   수, 종업원들의 복장, 비밀유지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 나아가 매장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지로 하여금 해당 위치에 대한 정보 및  
   선정근거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⑤ 최소 가맹점 오픈 의무 
           경우에 따라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직접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서 사업권을 획득하였다가 양도할 의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설령 그러한 경우  
   가 아니라하더라도 해당국으로의 진출 이후 실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면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일정기간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직영점 혹은 가맹점을 오픈할 의  
   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프랜차이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실제 운영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과 마스터 프랜차  
   이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실제 목표 개수는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나아가 해당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를 경  
   영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여 규정하여야 함

        ⑥ 광고 및 마케팅 의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활성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케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마케팅 수행시 프랜차이저의 승인을  
   받은 시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 나아가 광고 등은 프랜차이저의 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광고등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모  
   두 프랜차이저에게 있음을 기재함

      8) 법률 및 매뉴얼 등의 준수
         해당국의 모든 법령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  

    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한 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법령의 준수의무를 부  
    과하고 특히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령의 경우에는 이를 마스터 프랜차이지  
    가 조사하여 프랜차이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조사된 내용은 계약서에 기  
    재하는 것이 좋음

      9) 비경쟁의무
         해외진출의 경우 거리상·비용상의 문제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노하우 및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경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막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일  
    정기간 동안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비  
    경쟁의무는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대표자 및 대표자의 친인척 등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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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밀유지
        프랜차이저의 매뉴얼, 노하우 기타 비밀자료 등은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를 외  

   부로 유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됨.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  
   유로 규정하여야 함

      11) 사업권의 양도 및 우선매수청구권
        프랜차이저는 물론이고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한 사업권을 양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함. 그런데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허가 혹은 승인 없이 자유  
롭게 사업권을 양도해 버린다면 프랜차이저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마스터 프
랜차이지의 능력과 의지를 검증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어 브랜드가치를 보호
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에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사업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
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프랜차이저가 허가하거나 합의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위와 같이 
계약기간 중에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직영점 등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저 혹은 프랜차이저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
하도록 하거나 우선협상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하여 프랜차이저는 기존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기간을 발판으로 직접 진출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브랜드가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12) 상표권
        상표는 프랜차이즈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서 해외에 진출하기에 앞서 상  

   표권을 해당국에 등록해두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상표 사용의 기간 및 범위,  
   계약기간 종료 후의 사용금지 의무, 제3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시 통지의무 등  
   을 규정하고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진행 여부는 프랜차이저에게 결정권이   
   있음을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함

      13) 계약기간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함을 규정  

   함. 다만 계약의 발효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초기 가맹금을 전부 지급하는 날  
   부터 발효됨을 규정함

      14) 계약의 종료
        계약종료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종료의 효과를 규정함. 특히 상표의 사용금지,  

   매뉴얼 등 지식재산권의 반환, 프랜차이저의 로고가 들어 간 광고물 등의 반환  
   의무를 규정함.

      15) 손해배상
        계약상 중요한 의무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규정함.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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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불가항력
        전쟁, 폭동 등 계약당사자에게 귀책사유를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면책됨을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함.

      17) 분쟁의 처리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  

   쟁에 대하여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후일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도록 함

      18) 통지방법 및 계약의 수정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교환의 수단을 명시하여 후일 의사의 전달 여부를 둘  

   러 싼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또한 계약의 수정은 양 당사자 사이의 문서에 의  
   한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변경여부에 대한 분쟁을 방  
   지함.

      19) 준거법 및 언어
        계약의 해석 및 판단 기준이 되는 준거법과 언어를 규정한다. 계약서는 영문본  

이 해석의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TIP >

◦ 로열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 현황은 각 국가별, 기업별 일률적으로 책
정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최초 마스터 계약금은 1억~1.5억 수준이 가장 많으
며, 로열티는 가맹점당 매출의 4%미만대가 많음. 「Ⅲ. 외식기업의 싱가포르 진
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전략」 참조

◦ 로열티 수취방식에는 매출 기준(경상 로열티, Running royalty-매출, 수량, 이익 
등 기준), 매출과 무관한 로열티(일괄 지불, (Lump-sum royalty), 상한 및 하한 
로열티, 기타(선불 로열티) 등의 여러 방식이 있음

◦ 계약 체결시 로열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 수취방식이나 원천과세 포함
여부 등 세금부담여부도 결정하여야 함

<TIP >

◦ 해외 진출시 본사의 파견 직원이 없이 운영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계약시 파견 직원의 이민 및 거주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되어져야 함

◦ 계약 체결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나 해결방식 및 면책조항을 내
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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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분쟁 발생시 중재로 해결할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국제 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HKIAC)와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서울 국제 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 SIDRC)를 통해 중재를 통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외식관련 내용 

      1) 레시피 혹은 물품 제공의무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자신의 특수한 레시피 혹은 소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자재를 지정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도 있  
   음

      2) 지정물품의 취급 의무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통일성 및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프  

   랜차이지는 자신이 임의로 물품 혹은 식자재를 선택하여서는 안 되며 프랜차  
   이저 혹은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   
   이러한 지정물품 사용의무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모집한 가맹점에 대한 관계  
   에서도 동일함.

        식자재 등 사용물품의 현지화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레시피 등의 준수의무
        지정물품 취급의무와 동일선상에서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시피  

   를 준수하여야 함

      4) 지정된 장비 등의 설치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자신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프랜차이저에 의하여 지정된  

   혹은 지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받을 의무가 있음

      5) 매장관리 및 종업원의 복장 규정 등
        외식업체의 경우 매장의 청결상태, 원부자재의 보관상태 및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유니폼 착용 및 그에 관한 감독규정이 필요함

  (3)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국가 공용)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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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브랜드명)

Master Franchise Agreement

[Franchisor]

회사명 :

대 표 :

주 소 :

이메일 :

서 명 :

[Master Franchisee]

회사명 :

대 표 :

주 소 :

이메일 :

서 명 :

년 월 일

<로고>

본 계약은    년  월  일자로 다음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A) 제1 당사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되어,              에 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인               (이하 “Franchisor" 또는 FR)

(B) 제2 당사자:             법에 의해 설립되어,             에 그 사무소를 두

고 있는 주식회사인             Co. Ltd. (이하 “Master Franchisee” 또는 “MF”)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해당 문구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외에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1. “Franchisor”란 대한민국 및 (          )의 상표권 및 특허, 의장실용 등 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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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는 프랜차이즈              및 이를 위한 SYSTEM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2. “Master Franchisee”란 계약지역에서              라는 브랜드로 직영점을 개설

하고, 독점적으로 Unit Franchisee를 모집하여 운영지원하고 제품을 공급하며 

Franchisor의 운영방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Unit Franchisees”란 Master Franchisee에 의해 모집되어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

는 자를 말한다.

4. “직영점”이란 Master Franchisee에 의해 직접 개설되고 운영되는 전문점을 말한

다.

5. “가맹점”이란 Master Franchisee가 직접 모집한 Unit Franchisee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점을 말한다.

6. “매장”이란 계약지역에서 Master Franchisee와 Unit Franchisee에 의해 운영되는  

             점포를 의미한다.

7. “제품”이란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에게 공급(판매)하는 원재료, 초도물품, 

기자재 및 기타 자료를 지칭한다.

8. “계약지역”이란 Master Franchisee의 독점적 영업구역으로               영토 

내로 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 하고자 할 경우에 Master Franchisee는 사전에 Franchisor와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하위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 내에 Master Franchisee와 

Unit Franchisees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말한다.

10. “사업”이란 Master Franchisee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 내에서 프랜

차이즈 영업을 착수 및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매뉴얼”이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Master Franchisee에 의한 준수 및 이행

을 위해 Franchisor가 수립 및 제작한 기법, 프로세스, 기술, 시스템 및 체계에 관한 

설명서로 구성되는 사업에 관한 Franchisor의 표준 운영 지침을 말한다.

12. “마스터 프랜차이즈“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

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계약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의미한다.

13.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대가” – 다음의 전부 또는 그 일부로 구성되는 금액.

    (a) 가입비(계약수수료)

    (b) 로열티

    (c) 감리비용

14. “로열티”란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대가로서 Franchisor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그 액수는 제6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된다.

15. “상표”란 본 계약의 Appendix A에 기재된 상표와 제품 및 그러한 상표의 등록

을 위한 출원에 적용되는 기타 상표 및/또는 서비스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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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호”란               또는 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기타 명칭을 의미한

다.

17. “계약”란 조항(Articles), 부록(Appendices)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18. 본 계약에 첨부된 부록(Appendix), 부속문서 또는 증거서류는 본 계약의 불가분

의 일부를 이룬다.

제2조 (선행조건)

본 계약은 Master Franchisee가 Franchisor에게 지급할 가맹비 기타 초기 비용의 최

종적 완불을 전제로 한다. Master Franchisee가 초기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Franchisor는 지급요구일로부터 2달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계약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 부여)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계약기간(       ~       )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라는 브랜드로 직영점 개설과 운영 및 프랜차이즈 모집 사업과 관련

한 모든 활동(영업, 점포개설, 제품생산, 판매 및 광고 활동 등)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4조 (Franchisor의 초기 의무)

1.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계약지역 내에서 직영점 개설과 운영 및 가맹

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영업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할 의

무가 있다.

2.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직영점 및 가맹점의 원활한 개설을 위하여 

인테리어, 매장관리, 직원관리, 식자재관리 등의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Master Franchisee가 Unit Franchisee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

다.

3.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의 해지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유∙무형의 Franchisor자원을 적

극 지원할 의무가 있다.

4. 직영점 및 가맹점의 설립을 감독 및 지도할 인력을 제공하고, 최초     개의 점

포에 대해서는 1개월의 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 운영 직원에 게 트레이닝을 제공한

다.

5. Franchisor 인력의 제공 및 파견을 포함하여 사업이 공식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협력 및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Franchisor 인력의 계약지역으로의 제공 및 파견에 소요되는 여비, 숙박비 및 관

련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부담한다.



- 108 -

제5조 (Franchisor의 계속적인 의무)

계약기간 동안 Franchisor는 다음에 대해 동의한다.

1. 사업 수행의 허가

Master Franchisee가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된 명칭 또는 Franchisor가 서면으로 명시

하거나 승인한 기타 명칭 또는 호칭을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을 허가한다.

2. 마케팅자료, 운영매뉴얼 등 제공의무

계약 기간 동안 Master Franchisee에게 Franchisor의 최신판 마케팅 자료, 운영 매

뉴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3. 자문

사업의 홍보, 광고 및 판촉 활동과 관련하여 Master Franchisee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조언 및 조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트레이닝

Master Franchisee의 요청에 따라 Franchisor는 제품의 구매, 판매 및 일반운영절차

를 포함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트레이닝을 Master Franchisee에게 제공한

다.

5. 영업지원

  1)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필요한 영업자료 및 상표, 디자인, 각종 

광고물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이를 계약지역에 맞게 번역 및 변경하는 것은 

Master Franchisee의 역할이다.

  2) Franchisor는 신제품의 안내와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3) 제조 및 서비스교육과 운영교육 및 영업지원은 각각 Franchisor의 한국본사와 

Master Franchisee의 계약지역에서 이루어진다.

  4) 위 3)의 경우 여비, 숙박비 등의 관련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선 지급한다.

제6조 (Master Franchisee의 의무)

Master Franchisee는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항상 다음을 준수할 것을 

Franchisor에게 서약 및 약속한다.

1. 가맹비, 로열티, 비용 및 기타 수수료 등 지급

  1) 화폐 단위 및 기준 환율

    ① 본 계약에 대한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화(USD)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급 기준 환율은 청구 전월 한달 평균 환율로 규정한다.

  2) 가맹비(계약수수료)

    ①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 Franchisor의 브랜드로 직영점 개설 및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는 조건으로 가맹비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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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Franchisor에 지급한다.

       i) Master Franchisor Fee :                   USD

       ii) 계약기간:   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연장시에는  년    

        단위로   회 연장 가능하며 재계약 연장시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② Master Franchisee가 지불한 가맹비는 Franchisor에게 즉시 귀속하며 계약의  

      해지, 종료, 무효, 취소 등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다  

      만 송금일로부터 7일 내에 한하여 계약지역 내의 천재지변 또는 계약지역 전  

      체의 전면적인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Master Franchise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양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환불될 수 있다.

  3) 직영점 개설에 따른 로열티 및 감리 비용

Master Franchisee는 로열티 및 직영점 개설에 따른 감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한다.

    ① 로열티: 매월 총매출액의       %

   직영점 로열티는 Master Franchisee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일까지 지급한다.

    ② 직영점 개설시 감리비용:         USD

       i) 직영 2호점 개설시까지는 반드시 Franchisor 가 파견한 감독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ii) 직영 3호점 이후 시공 감리 여부는 Master Franchisee에게 달려 있다.

       iii) 감리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일까지 지급  

          한다.

  4) 가맹점 개설에 따른 가맹가입비, 로열티 및 감리비용 Master Franchisee가 계

약지역 내에 가맹점 개설에 따라 Unit Franchisee로부터 받은 가맹가입비, 로열티 

및 감리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가맹가입비 및 로열티

       i) 가맹가입비: Master Franchisee가 Unit Franchisee로부터 지급받을 가맹   

         가입비는         USD이며, 이 중     %는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ii) 로열티: Master Franchisee는 Unit Franchisee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는   

         매월 총매출의       %로 하며, 이 중     %는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iii) 지급시기: 위 가맹가입비와 로열티는 Master Franchisee가 매분기별로 집  

         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그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를 E-MAIL,  

         국제우편,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송부한다.

          1분기(1~3월 분): 4. 20. 까지 지급

          2분기(4~6월 분): 7. 20. 까지 지급

          3분기(7~9월 분): 10. 20. 까지 지급



- 110 -

          4분기(10~12월 분): 다음 해 1. 20. 까지 지급

    ② 가맹점 개설시 감리비용:        USD

       i) 가맹 1호점 개설시까지는 반드시 Franchisor 가 파견한 감독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ii) 직영 2호점 이후 시공 감리 여부는 Master Franchisee에게 달려 있다.

       iii) 감리비용은 감리요청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5)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

Franchisor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제품 공급에 대한 모든 배송비, Franchisor에게 송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Master Franchisee 국가에서 책정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은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과 별도로 Master Franchisee가 부담한다.

    ② Master Franchisee는 제품 발주 후     일 이내에 대금을 선 입금하여야 하  

      며 Franchisor는 입금 확인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품을 선적하여야 한다.   

      Franchisor는 선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품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6) 별도 비용기준

    ① Master Franchisee를 지원하기 위하여 Franchisor에게 발생되는 출장비, 교  

      육비 등 일체의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실비 부담한다.

    ② Franchisor는 상기 ①항의 지원 비용을 Master Franchisee로부터 선 입금 받  

      은 후 Master Franchisee일정에 맞춰 업무지원을 하도록 한다.

    ③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 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직영점개설,  

      Unit Franchisees 모집 및 개설을 적극 진행한다. Master Franchisee는 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부담한다.

  7) 대금 결제 계좌

Master Franchisee는 직영점 및 가맹점의 가맹비, 로열티, 비용, 기타 수수료 및 모

든 관련 대금 결제를 아래 계좌로 Franchisor에 게 지급한다.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

    예금주:

  8) 연체 이자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대가의 지급에 대한 연체 또는 지체가 있는 경우, Master 

Franchisee는 본 계약에 첨부된 Appendix B Section 2 소정의 연체 이자율에 따라 

그러한 지체 또는 연체된 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9) 상계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라 Master Franchisee 제품대금 등에 대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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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하한 액수를 상계하지 않는다.

2. 제품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공급하거나 지정한 제품 혹은 지정한 업체

가 공급하는 제품만을 취급하고 Unit Franchisee에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Franchisor의 승인 없이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Franchisor는 계약

을 파기할 수 있다.

  2) Master Franchisee는 Unit Franchisee가 동일한 제품 및 판매가 격을 준수하도

록 지도, 감독하고 또한 Master Franchisee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며 지정한 제품만

을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서 와 유사한 가맹점 사업 및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구매, 유통하지 못한다.

  4) Master Franchisee는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여 Franchisor 혹은 Franchisor가 지

정한 자에게 주문하며, 제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검수(품목, 규격, 상태, 수량 등)

하여 이상이 있을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 하여

야 한다. 또한 Franchisor 혹은 제3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제품수급이 원활하지 못

한 경우에는 Franchisor의 승인을 받아 이와 동등 또는 유사한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현지화가 상호이익이 되

며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서를 통해 이를 협의할 수 있다.

3. 인력 및 트레이닝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로부터 전수받은 가맹점 개설 및 인테리어, 매

장관리, 직원관리, 식자재관리 등의 관리 및 운영노하우를 Unit Franchisee에게도 충

분히 전수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순회하며 Unit Franchisee

의 성공적인 매장운영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각 매장 개설 10일전까지 Master Franchisee와 Unit 

Franchisee가 매장 운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근무할 직원들

의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한

다.

4. 회계 및 정보 제공

  1) 정확하고 적정한 회계

    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관행 및 계약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  

      에 따라서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정확한 별도의 기록 및 회계를 유지한다.

    ② 그러한 기록 및 회계에 대하여 1년에 1회 유자격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하  

      도록 한다.

    ③ Master Franchisee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술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 받은 모든 회계 사항에 대한 영문 및 (          )어 사본 각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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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hisor에게 제출한다.

  2) 매출 및 가맹사업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①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는 사업의 협력과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출 및 영업사항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투명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교류  

      체계를 갖는다.

    ② Master Franchisee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Franchisor에게 회사의 매출자료,  

      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와 가맹점 매출에 대한 자료 등  

      을 Franchisor에게 문서(E-MAIL, 국제우편, FAX, POS SYSTEM 전산자료 포함)  

      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한다.

    ③ Franchisor는 매출에 대해 실사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약지역 내 매장의 POS  

      SYSTEM 등의 전산자료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위 권리 실행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매출 및 가맹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  

      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Master Franchisee의 매출 및 회계자료에 대하  

      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Master Franchisee는 요청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Master Franchisee가 합리  

      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  

      는 경우, Franchisor는 서면 (국제우편, Fax, E-mail 등)으로 다시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Franchisor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 직영점 및 가맹점 매장 운영 등

  1) 매장의 위치

    ①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 직영점 매장  

      위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Master Franchisee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 매장 개설시 매장 위치에  

      대해 Franchisor에게 매장위치 선정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승인을 얻어 매장을 개설하며, 매장 오픈 후에는 관련 자료  

      를 첨부하여 Franchisor에게 보고한다. 이때 Franchisor는 개설 전 승인한 내  

      용대로 매장이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2) 청결 및 정돈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지시한 바에 따라 직영점 및 가맹점이 항상 청결

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3) 장비의 설치/수리/교체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요구하는 사양의 장비/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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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매뉴얼 혹은 Franchisor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매장 및 그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장비를 교체 및 교환함으로써 Franchisor의 상호 및 사업의 위

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4) 임의의 장비교체 금지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는 매장에 설치된 

장비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

  5) 복장/유니폼

    ①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매뉴얼 또는 Franchisor가 정  

      하는 바에 따른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②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깔끔하고 청결한 외양을 갖추고 고객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6) Franchisor는 직영점 및 가맹점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Master Franchisee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Master Franchisee는 

사안에 따라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Franchisor에

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운영매뉴얼의 준수 및 기밀유지

    ① Master Franchisee는 운영매뉴얼에 규정된 혹은 수시로 규정 및 개정되는   

      내용을 준수하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야 하며, Unit Franchisee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뉴얼은 Franchisor의 재산으로서 Franchisor의 명시적인 사전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Master Franchisee는 운영매뉴얼 내용의 기밀유지를 위해 책임있는 예방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Franchiso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Unit Franchisee  

      의 대표자에게는 전파할 수 있다.

    ③ 계약 만료시 Master Franchisee는 자신이 관리 또는 소지하고 있는 운영매  

      뉴얼 전부를 Franchisor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최소 직영점 및 가맹점 모집

  1)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 직영점 및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유지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직영점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직영점 기준)

    ②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직영점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직영점 기준)

    ③ 직영점 비율: 계약지역 내 전체 매장 수 대비 최소   %를 유지하도록 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2개의 직영점 운영을 성실히 이행한 후 Unit Franchisee 

모집 및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Franchisor가 판단할 경우,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이 지난 시점부터 Franchisor와 협의 하에 Unit Franchisee를 모집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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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가맹점   

      기준)

    ②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가맹점   

      기준)

    ③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가맹점   

      기준)

  3)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Master Franchisor가 위 직영점 및 

Unit Franchisee 모집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로열티

를 변경한다.

    직영점   %→   %, 가맹점   %→   %

  4) 계약기간    년 내에 매장 수는 운영 매장 누적 기준으로 최소   개 이상 운

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광고 및 판촉

  1) Master Franchisee는 자신의 비용으로 Unit Franchisee 모집광고 및 영업, 판매

촉진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 지역 내에서 Unit Franchisee 유치 극대화 및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Unit Franchisee 모집광고 및 영업 활동시에 Franchisor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상징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서 매장을 개설한 후 원활한 Unit Franchisees 

모집과 개설한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Master Franchisee의 비용으로 광고 및 홍

보 활동을 수행한다.

8. 인테리어

  1)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계약 지역 내에서 회사의 사업으로 책임진

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Master Franchisee는 기술을 보유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Franchisor가 승인한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정밀 시공하도록 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계약기간 동안 Franchisor의 통일적 이미지와 수준에 부

합하도록 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Franchisor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최초    호점까지는 시공 후 Franchisor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Franchisor는 

개설 전 승인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Master Franchisee 요구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매장의 확장, 변경, 수선, 교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9. 법률, 기법 등의 준수

  1) 법률, 명령, 규칙 등 준수

    ① 제품의 구입 및 판매를 포함하여 사업의 개시, 수행, 운영 및 유지에 관련하  

      여 각 해당 영역에 대한 법률, 명령, 규칙, 고시 등을 준수하여 계약지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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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Master Franchisee는 관할관청에 프랜차이즈를 등록하고 이를 연장 또는 갱  

      신하도록 한다.

    ③ Master Franchisee는 사본을 첨부하여 Franchisor에게 등록 혹은 등록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Unit           

      Franchisee의 모집의 승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 등을 검토함에 있  

      어 위 등록증명서의 취득 및 갱신 여부를 고려한다.

    ④ 영업지역내의 법률 등과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에 게 제공하는 매  

      뉴얼 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내의 법률 등이 우선하며, 이러한 경  

      우 Master Franchisee가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본 계약위반에 해  

      당하지 않는다. 이때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서면으로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과 비준수의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면허 등의 신청

Master Franchisee의 비용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업 면허 또는 사업 면허 

및 계약지역 내에서 사업의 개시,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기타 면허, 허가, 

증명 또는 서비스를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의 준수

모든 면에 있어서 특히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청결 관련 사항에 관하여 매뉴얼(최

신판, 수정본 포함)을 준수한다.

10. 그 밖의 의무

  1)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서       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 유, 무형 자산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

록 적극 관리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Franchisor의 명성, 신뢰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지역에 맞는 마케팅과 가맹점 모집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비경쟁 조항)

1. 계약기간 중 비경쟁

  1)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 경쟁자의 경쟁 사업에 관련한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권리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에 

대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Master Franchisee는 계약기간 종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5년 동안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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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1,2항의 의무는 Master Franchisee, Master Franchisee가 속한 법인, Master 

Franchisee의 대표자, Master Franchisee의 가족 및 친척, Master Franchisee 대표자

의 친인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 항에 열거된 사람들이 위1,2항의 의무를 위

반하는 것은 Master Franchisee의 의무위반으로 간주된다.

제8조 (기밀유지)

1. Master Franchisee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및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Franchiso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Franchisor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은 정

보, 자료, 매뉴얼 등 또는 Franchisor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품에 관한 가

격, 제품의 품질과 제조비법(레시피)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기밀 정보 내지 Franchisor에 관한 기밀 자료는 Franchisor가 제공한 양식

으로 작성된 기밀유지 및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한 자를 제외하고는 일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배포하지 아니한다. 위의 비밀유지 약정서에 서명한 사람의 명단은 서명 

후 20일 이내에 Franchisor에게 통지한다.

3. 전항의 기밀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의 유지 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4. 본 조항의 위반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서 Franchisor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이전)

1. Master Franchisee에 의한 양도

Master Franchisee는 아래의 제9조 제2항 기재의 조건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 또는 이전을 위해서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야 한다.

2. 양도허용의 조건

본 계약상의 Master Franchisee의 권리의 양도, 이전 또는 매각에 대한 여하한 동의

는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떠한 조건도 제안된 양도 또는 이전에 대

하여 동의하거나 합리적 유보를 할 수 있는 Franchisor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한

다).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 의해 제안된 여하한 양도 또는 이전의 조건

을 승인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비환불의 양도수수료를 지급하여 Franchisor 

로 하여금 해당 신청을 검토 및 처리하고 양수인의 훈련에 충당하도록 한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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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USD를 초과하지 않는다.

  3) Franchisor의 선택에 따라,

    ① Master Franchisee와 양수인이 Franchisor가 제공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양  

      도 계약서에 따라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Franchisor와 양수인이 Franchisor가 제공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할지 아  

      니면 새롭게 계약기간을 설정할지는 Franchisor의 재량으로 한다).

  4) Master Franchisee는 양수신청과 동시에 Franchisor에게 본 계약에 따라 제공

된 매뉴얼 및 기타 자료들을 반환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5) 양수인은 Franchisor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다.

3. 우선매수청구권

  1) Master Franchisee는 제3자에게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

는 이전하기에 앞서 Franchisor에게 우선적으로 양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Franchisor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양수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Franchisor가 양수의사를 표명하면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와 우선적으로 양

도 협상을 하여야 한다.

  2)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어 Master Franchisee소유의 직영매장을 양

도하는 경우에도 위 1)항과 동일하다.

4. Franchisor에 의한 양도

본 계약 또는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 사이의 여하한 다른 계약에 그와 반

대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최소 30일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본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 (상표)

1. Master Franchisee의 상표 등 사용권

  1) Franchisor는 자신의 서비스표 등 Master Franchisee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 등 보호절차를 구비하였음을 보장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동의하에 자신의 계약 지역 내의 유일한 

Master Franchisee로서 매장에 상표를 부착할 수 있으며 Franchisor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Franchisor의 상호 및 디자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계약종료에 따른 상표 사용의 중지

계약이 종료되면 Master Franchisee는 30일 이내 Franchisor가 승인한 상표 기타 상

징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거작업 및 이미지 철거 등을 하여

야 한다.

3. 권리침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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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Master Franchisee가 Franchisor의 상표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Franchisor에게 이를 즉시 알려 Franchisor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 보상 / 면책

  1) Master Franchisee는 본 계약 내용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Master 

Franchisee 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Franchisor의 상표, 상호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함

으로써 Franchisor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본 계약 내용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Master Franchisee 또는 그와 관

련된 자가 Franchisor의 상표, 상호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에 대해 Franchisor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Master Franchisee

는 제3자로부터 Franchisor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에 대해 단독으로 제3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제12조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년

간 계속하여 유효하다. 단 계약의 발효일에 대하여는 제2조가 본 조에 우선하여 적

용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세부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종료)

1. 당사자의 의무 위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는 서면(국제우편, E-MAIL, FAX포함)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이 계약서의 개별조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 사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Franchisor 또는 Master Franchisee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인 경우

  3) Master Franchisee가 Unit Franchisee로부터 불이행의 구제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Master Franchisee가 영속 기

업으로서의 기능을 중지한 경우

  4)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시 30일의 기한

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

  5)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재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2.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

상기의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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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종료의 효과)

본 계약의 종료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 사업의 중단

Master Franchisee는 사업운영 및 기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추후로 어떤 방식으로도 

스스로를 Franchisor의 Master Franchisee 혹은 가맹점으로서 표시하지 않으며, 

Master Franchisee와 Franchisor간의 가맹(Franchise)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떠

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상호 등 사용의 중단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상호, 상표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상호, 로고, 의

장, 표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3. 광고물 등의 제거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와 동일시되거나 동일시될 수 있는 혹은 Franchisor

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표지 또는 광고물을 폐기한다.

4. 매뉴얼의 반환

Master Franchisee는 매뉴얼 및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Franchisor에 관한 기밀정

보 또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자료를 전부 Franchisor에 반환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상표권, 특허, 의장권과 기타 제품에 구현된 

재산권이 Franchisor의 독점적 소유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Franchisor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은 정보, 자료, 매뉴얼 등 Franchisor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품에 관한 가격, 제품의 품질과 제조 비법, 사양,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법, 자재목

록, 홍보물 디자인, 마케팅 기획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기밀유지).

3.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제공하거나 인정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제

6조 제2항).

4.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법인 및 모든 매장 매출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매출 누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상기 제1~4항을 위반할 경우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각 조항 당    

  USD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

제15조 (불가항력)

1. 어느 당사자도 전쟁, 혁명, 폭동, 파업, 노동쟁의, 화재, 홍수, 정부의 조치,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조건을 불이행 하거나 이행 지연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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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진전 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제거되는 즉시 피해 당사자는 지체 없이 해당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

계약지역 내에 모든 직영점과 가맹점은 각종 보험 등의 부보를 통하여 자산과 인사

상의 손해에 사전방어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발생

하는 각종 사고는 Master Franchisee의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도 Franchisor의 책임으로 할 수 없다.

제17조 (분쟁의 처리)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서 직영점 개설 및 Unit Franchisee를 모집, 개

설, 관리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Master Franchisee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Franchisor의 책임으로 할 수 없다.

제18조 (비포기)

Master Franchisee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해 Franchisor가 본 계약에 따

라 주어진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것은 그러한 의무 불

이행 등에 대한 권리 포기 또는 묵인으로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Master 

Franchisee에 의한 다른 또는 추후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한 Franchisor

의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통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모든 통지는 본 계약 상단에 규정된 당사자들의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Master Franchisee는 주소 혹은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즉시 

Franchisor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시 본 계약 상단에 규정된 주소지에 대한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임을 인정한다.

제20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1. 본 계약에 대한 어떠한 수정 또는 변경도 문서화되어 Franchisor 및 Master 

Franchisee 의 정당한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는 Master Franchisee와 Franchisor가 상호 간에 

서면(국제우편, FAX, E-MAIL등)으로 합의한 경우에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21조 (준거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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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상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참조만 
하고 실제 계약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권함

<TIP >

◦ 합작방식은 시장조사, 파트너선정 등의 절차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과 유
사하지만 파트너와 함께 현지법인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음

◦ 합작방식은 마스터 프랜차이즈방식과 달리 계약내용에 출자비율, 의사결정, 법
인운영방식, 수익배분방식, 직원파견, 본사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조건과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포함해야 함

1.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2. 언어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관련 문서는 모두 영어로서 작성되어 교부됨을 동의한다. 

다만 본 계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관련문서는 (          )의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          )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다만 의미의 충돌이 있는 경

우에는 영문본이 기준이 된다.

3.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위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처

리하고 부득이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

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구속력을 가진다.

Appendix A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첨부되며, 이의 적용을 받음)

MF에게 허가된 지식재산권의 목록

Appendix B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첨부되며, 이의 적용을 받음)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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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area development) 계약

   (1) 개념

     ◦ 가맹본부가 계약을 통해 지역 개발자에게 어떤 독점 지역에서 합의한 숫자만큼
의 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개발자에게 기본
적인 개발권을 부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 매장 단위로 모든 당사자 간에 체
결됨

     ◦ 지역개발 계약에는 일반적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처럼 지역 개발자가 지켜야 
할 개발 일정이 지정됨.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리 지역 개발자는 서
브 프랜차이지에 대한 권리도 없고, 활동 영역도 한결 좁은 지역에 국한됨

     ◦ 양자 간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지역 개발자가 가맹본부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이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는 점임

     ◦ 지역개발 계약을 작성할 때 중요한 이슈는 앞에서 언급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
약의 경우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지역 개발 방법에 서브 프랜차이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모가 한결 작고 단순함. 주된 협상 안건은 독점적인 개발 지역의 크기
와 수수료 및 개발 일정과 관련된 항목들임

   (2) 계약 내용

     ◦ 개발 영역 : 지역 개발자가 매장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 지역을 가맹본부가 정할 
때는 지역 개발자의 경험과 가용 자원을 고려해야 함. 지역 개발자가 더 큰 지역
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더라도, 가맹본부는 카운티 같은 작은 지역부터 시작할 것
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와 보상 차원에서 독점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음

     ◦ 수수료 :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개발자는 초기 수수료와 로열티 외에 개발 수수
료를 추가로 내야 함. 개발 수수료는 지역의 크기, 계약 조건, 개발할 매장의 수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지명도에 따라 다름.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이 수수료가 
지역 개발 계약에서 가장 협상 여지가 많은 요소임

     ◦ 개발 일정 : 본사와 지역 개발자간에 협의된 개발 일정은 통상 지역 개발 계약서
에 첨부됨. 개발 일정에는 일정한 수의 매장이 개설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이 
포함되어 있다. 본사는, 앞에서 거론했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처럼, 개
발자가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유보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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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맹 계약

  (1) 가맹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사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조. 프랜차이
즈해외진출 가이드)

    ◦ 계약서 각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계약의 전제사실(Whereas)
        - 계약 각 당사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득하여 전제하는 사실
        -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각종 계약서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한 List

      ②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
        - 각 계약당사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하여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는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 여권 번  
   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당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위임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 위임 당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위임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관련 조항)가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③ 권리부여
        - 통상 가맹본부가 해당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 부여하는 권리에 관한 조항
          : 상표, 서비스마크, 로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련된 본사의 기타 지적재산
          : 가맹점 매장 장식에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 가맹본부본사의 마케팅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 본사가 개발한 제조 방식(음식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조리법, 

조리 공식, 사양 및 공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로부터 특별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위와 같은 권리를 오직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지정된 장소나 미리 정한 지역 및 특정한 사업의 운영에 한해 부여함. 계약
서는 또 지정된 장소나 미리 정한 지역 밖에서 가맹본부가 동일한 권리를 
다른 가맹점에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④ 프랜차이즈 상품 또는 서비스(Franchising Products or Services)
        - 프랜차이즈 상품에 대한 일반적, 특수한 형태에 대한 상세 설명
        - 디자인 및 생산권자
        - 가맹점이 판매할 수 있는 부수 품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항

      ⑤ 프랜차이즈 판매지역(Franchise Territory)과 전속성 여부(Franchise Exclusivity)
        - 프랜차이즈 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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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판매 독점지역 및 비독점지역
        - 프랜차이즈 판매 외 지역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지 여부
        - 현지 내에서 아직까지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

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배타적인 프랜차이즈권을 판매하는 것은 적합하
지 않음. 일정 기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나을 듯
한데,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형식의 규제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
서 법률위반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가맹본부가 복수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  
   를 유보해 둘 필요가 있음

      ⑥ 프랜차이즈 판매층(Limited class of customers)
        -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할 지역 내 모든 연령층에 이를 공급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층에만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항을 특정하여야 함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의무(Franchisor and Franchisee’s obligation)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⑧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과 비용의 지급조건(Payment Terms of 
Franchise Fee)

        - 초기 수수료
        - 유지수수료(정액비용, 로열티)
        - 기타 수수료 : 교육비, 복수 매장 개설시 옵션수수료, 홍보 및 판촉 수수료, 

계약갱신 수수료, 권리 양도시 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사 및 감사수수료, 지
연이자

        - 연납 : 정액비용 또는 매출의 비율에 따른 책정
        - 세금(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관공서 비용
        - 자문비용, 여행경비 등
        - 지급 조건, 지급 절차
        - 지급 방법, 지체에 따른 Penalty

      ⑨ 계약기간(Term of Agreement)
        - 초기 기간, 효력발생일 및 종료일
        - 연장 조건 및 갱신을 위한 선택 중도 해지 및 이를 위한 조건
        - 중도 해지에 따른 재산권, 노하우, 상호권, 잔여 재산 및 잔금에 대한 효력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

하고 있음
          : 가맹점의 의무 준수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당초의 계약 기간 중에 반복적으

로 의무를 위반했거나 갱신 시점까지 미비점과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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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맹점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 매장의 건물 임대 계약 연장 - 매장의 위치가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므로, 가

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가맹점이 매장의 임대 계
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허용됨

          : 프랜차이즈 매장 업그레이드 - 많은 계약서는 매장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본사에 부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흔히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가맹점이 매장을 현행 표준에 맞게 업
그레이드 해야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게 하고 있음

          : 갱신 수수료의 지불 - 대부분의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통상 갱신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관리
비와 법률 비용을 근거로 계산

          : 최신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실행 - 본사는 계약 갱신 시기를 새로운 조건의 
계약서 양식을 가맹점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임

      ⑩ 계약의 종료
        - 계약 위반시 시정할 수 있는 기간부여와 계약종료 사유
        - 즉각적인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되는 계약종료 사유
        -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맹점이 계속 져야 할 의무사항이 명시

      ⑪ 프랜차이즈 유지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Requirements to maintain the franchise)
        - 계약 기간 동안 최소 판매 또는 생산량 책정
        - 최소 판매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될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

      ⑫ 기술 및 노하우(Technology and Know-how)
        -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둘 필요  

   가 있음

      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용(Use of the Franchise’s brand)
        -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에의 등록
        - 브랜드 샘플 첨부
        - 소유관계
        - 양도 금지(어떠한 목적에서든)
        - 사용에 대한 제한(크기, 색상, 상호를 부착할 장소, 계약 완료 후 광고 금지,  

   물품 폐기 등)

      ⑭ 품질관리 규정(Contractual Rights to Maintain Quality Control)
        -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에 걸쳐 품질 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각종 규

정이 항상 포함
        - 매장의 상태와 외관 유지
        - 상품 또는 서비스
        - 상표 등 브랜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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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 경쟁상품의 제조(Manufacturing competitive products) 금지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복제 등의 금지
        -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
        - 위약벌 조항, 벌금 및 계약해제
        - 구체적인 가맹점의 제품과 물품, 매장운영, 원재료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계약

서 외 별도의 엄격한 지침이나 규격의 형태로 존재함

      ⑮ 기밀유지 및 누설금지(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 기밀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누설금지 조항 삽입
        - 기밀유지에 대한 기간 확정
        - 고의 또는 과실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
        - 계약해제 후 특정 중요 정보 폐기 및 반환

      ⑯ 디자인 변형 및 개선(Design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 관습이나 고객층의 기호,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변형 가능 조항
        - 가맹본부에 대한 통지 의무

      ⑰ 점포(매장)의 선정
        - 점포의 구체적인 위치(주소)
        - 점포 위치 선정 책임
        - 매장의 임차 : 가맹본부가 매장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가맹점에 재차 임대할 

경우에 본사가 임대 수입이나 시가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비록 프
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 매장을 계속 유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가 매장을 매입 및 임차하기도 함. 이 경우 가
맹점의 매장관리 규정과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을 기재할 필요 있음

        - 매장 임차의 최소 요건
        - 실행 표준 : 매장 위치 선정과 내/외장 공사 및 영업 개시에 관한 표준
        - 매장 이전 : 매장을 처음 승인했을 때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기준으로 새로운 

장소를 승인하는 권리 등 기재

      ⑱ 시설 접근성(Plant Access)
        -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매장 접근성
        - 조건 및 절차, 시간(긴급시 또는 평상시)

      ⑲ 회계감사 및 감사권(Audit and Inspection Rights) 및 재정 및 경영에 관한 보
고서 제공(Furnishing financial and Management Report)

        -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일정
        - 회계감사 및 실사를 위한 일정
        - 평상시 또는 긴급시에 있어서의 요건 및 절차
        - 통일된 보고서 양식
        - 준비 및 제출을 위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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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시 또는 긴급시에 있어서의 요건 및 절차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된 관련 서류들에 따른 자기 평가
        - 위반시 조치 절차(Penalty)

      ⑳ 마케팅과 광고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광고와 마케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본사의 마케팅 프로그램, 가맹점의 로컬 마케팅 프로그램, 지역별 프랜차이

즈 협력 프로그램
        - 마케팅과 광고의 시행절차와 방법, 비용분담

       독점적 공급(Sole supply status)
        - 가맹본부의 독점적 공급 권한 명시

       가맹점에 대한 계약조건 변동(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Franchisee)
        - 요건 및 절차
        - 각 계약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
        - 가맹점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조건이 변동될 경우(예를 들어 추가적인 서비  

   스, 단계, 상품, 제품)

       가맹점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Sole price of goods or service  
   by Franchisee)

        - 가맹점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정 가격의 변동   
   폭을 적용할 수도 있음.

        - 관련법령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음.

       교육 및 훈련(Training)
        -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
        - 프랜차이즈권을 판매한 후 최초 교육에 대한 조건 및 일정, 비용
        - 보수교육의 내용과 비용

       운영지침(Operation Handbook)
        - 각 가맹점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로서 통일성이 가해져야 함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운영지침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일치해야 함.
        - 당해 프랜차이즈 관련 운영지침은 가맹점의 동의없이 시의 적절하게 가맹   

  본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보험(Insurance)
        - 가맹본부에 의해 제공된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할 것

       양도(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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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은 프랜차이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양도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가맹본부는 이를 양도할 권리를 가짐

       조정, 중재, 분쟁의 해결(Mediation, Court, Arbitration)
        - 절차(통지, 준비, 장소)
        - 조정절차를 관장할 전문가를 지명하여야 함.
        - 조정결과에 대한 효력

       준거법(Governing Law)
        - 관련법과 외국법

       확약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y)
        -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후에 걸쳐 양당사자 간에 확정되어야 할 사항

       기타 조항
        - 본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일체의 계약에 대한 우선조항
        - 계약서 사본의 수
        - 통지
        - 해석(계약서 해석의 충돌시 해결방안)
        - 효력발생

<TIP >
  

◦ 서브 프랜차이즈(Sub-franchising)
  - 절차 및 요건
  - 서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한(수, 위치, 권리 제한, 지역, 고객 등)
◦ 융자와 리스
  - 큰 자본 투자액이 소요되는 업종의 적당한 자금 지원이나 방법이 필요
  - 가맹본부가 직접 융자나 리스 분야에 참여하지 않음
◦ 선택적인 집단 구매 프로그램
  - 가맹본부가 양호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가맹점에 주기 위해 집단 구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도 함
  - 가맹본부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영리조합을 만들어서 가맹점 위원회
    가 운영하게 할 수도 있음

  (2) 가맹계약서 샘플

프랜차이즈 계약

(점포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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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_________년 _____월____일 주사업장이 [ 주소 ]에 소재하는 (     )(이하 

“Franchisor”라 함)과 주사업장이 [ 주소 ]에 소재하는 [프랜차이지 회사명](이하 

“Franchisee”라 함) 간에 체결한다.

전 문

Franchisor와 계열사는 (           )를 특징으로 하는 (       )식당과 (       )식

당(이하 일괄하여 “Brand 식당”이라 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고유의 포맷을 개

발 및 보유하였다.

Franchisor와 계열사는 고유의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과 장식, 색채배합, 비품, 유

니폼 표준, 규격, 운영 절차, 제공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균일성, 경영과 재고 관

리 절차, 교육 및 지원, 광고 및 판촉 프로그램(이하 일괄하여 “시스템”이라 함)을 

비롯하여 Brand식당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본 시스

템은 Franchisor에 의해 수시로 변경, 개선, 발전할 수 있다.

Franchisor의 계열사는 Brand식당과 관련된 영업권 일체와 함께 서비스상표 “Brand

식당의 운영과 함께 현재나 향후 사용하는 기타 상표와 서비스 상표, 트레이드 드

레스, 로고, 슬로건 일체(이하 일괄하여 “Brand상표”라 함) 뿐 아니라 Brand식당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에 포함된 일체의 권리와 자격, 이익의 유

일한 독점 소유권자이다.

Franchisee는 본 계약서와 Brand 식당의 모집 안내장을 검토하였음을 인정한다. 

Franchisee는 본 계약이 본 계약의 약관을 양해하고, 이는 Brand 상표의 신용과 시

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Brand식당에서 엄격한 Franchisor 품질 기

준의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합당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Franchisee는 하기에 기술하는 장소에서 Brand식당을 운영할 프랜차이즈의 취득을 

원하고 Franchisor는 본 계약에 명시하는 약관에 따라 Franchisee에게 해당 사업권

을 교부하고자 한다.

이에 제 당사자는 하기의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1. 지명

  1)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Franchisor는 이에 본 계약 3호에 의거하여 선정하는 

장소(이하 “식당”이라 함)에서 별첨 A에 명시된 시스템과 Brand 상표, Franchisor가 

수시로 인가하는 관련 상표 일체(해당 Brand상표는 하기에 “면허 상표”라 함)를 이

용하여 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Franchisee에게 교부하며, Franchisee는 이에 이를 운

영할 의무를 인수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교부되는 사업권은 특정 지역의 식당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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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규 또는 변경 로고나 상호, 상표, 서비스 상표, 저작권 보호 자료, 신규 메뉴 

항목, 신제품, 신 기법, 신규 장비의 채택과 이용을 비롯하여 시스템을 변경할 단독 

재량권은 Franchisor에게 있다. Franchisor가 자비로 해당 변경을 요구할 경우 

Franchisee는 합당한 시한 안에 이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3) 본 계약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Brand상표와 시스

템, Brand식당에 대한 권리 일체와 재량권, 기타 사업에 종사할 권리는 Franchisor

와 그 계열사에 있다. 단, Franchisee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Franchisee에

게 권리가 교부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기한 및 갱신

본 계약 기한은 당사자 양측의 계약 작성일에 개시하여 (a) 1호점 개점일 십(10)주

년이나 (b) 임대계약의 해지나 만료일 가운데 이른 일에 종료한다(이하 “기한”이라 

함). Franchisee는 기한을 1회 연장할 권리가 있다. 단, 하기의 단서를 적용한다.

  1) Franchisee는 만료일 9개월부터 12개월 이전에 권리의 행사를 Franchisor에 서

면 통보해야 한다.

  2) Franchisee는 본 계약이나 Franchisor 또는 Franchisor의 계열사와의 기타 계약

을 준수해야 한다.

  3) Franchisee는 갱신 조건으로 점포의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 Franchisor는 갱신 

당시 존재하는 Franchisor의 규격 및 표준에 부합하도록 점포의 장비와 비품, 설계, 

장식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한다.

3. 점포 위치

  1) Franchisee는 [주소]에 식당(이하 “점포”라 함)을 운영할 사업권을 교부 받는다.

  2) Franchisee는 점포 선택에 대해 Franchisor의 승인을 얻고 적절한 점포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3) Franchisee가 개점하는 1호점에 대해 본 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또는 

Franchisee가 제안하는 점포를 Franchisor가 승인한 후 1개월 안에, Franchisee가 계

약 당사자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Franchisee나 

Franchisor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 19호에 명시된 일차 프랜

차이즈 수수료는 Franchisor가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이나 경비를 공

제한 후 Franchisee에게 환불한다.

  4)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Franchisee가 점포의 점유를 개시한 후 6개월 안에 식당

을 개점하지 않는 경우, Franchisor는 그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식당 개점 이전에 

Franchisee에게 서면 해지 통고를 제공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

이 본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되는 경우, Franchisee는 본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Franchisor의 비용과 경비를 변상해야 하며 초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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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ranchisee는 점포에서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Franchisee는 본 계약에 따라 

약정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식당이나 점

포, 기타 사업 형태의 개점이나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종사할 수 없다.

4. 장비의 규격

Franchisee는 식당에 필요한 장비와 가구, 비품, 외부 및 내부 간판에 대해 

Franchisor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규격은 배달과 이행, 설계, 외관, 지역 구획, 간

판, 도면에 대해 Franchisee가 명시 및 제안하고 Franchisor가 설치 전에 승인하는 

기타 제한에 대한 최소 표준에 대해 명시할 수 있다. Franchisor는 장비나 가구, 비

품, 간판 등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합당한 시한 안에 Franchisee에게 통지해야 한다. 

Franchisor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량에 따라 식당의 건설과 설계, 레이아웃 일체나 

그 일부에 대한 규격 및 최소 기준을 Franchisee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Franchisee

는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5. 식당 개발

Franchisee는 Brand 식당의 공사와 개발을 담당한다. Franchisor는 합당한 시한 안

에 Franchisee의 서면 의뢰가 있을 경우 Brand 식당의 설계와 일반 레이아웃에 대

한 최신 규격을 Franchisee에게 제공한다. Franchisee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Franchisor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하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Franchisee는 준거법과 규정, 조례 일체에 따라 승인된 점포에서 Brand 식당을 

건설하고 가구나 비품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Franchisor의 최신 설계도와 규격(이하 

“도면”이라 함)을 채택하는 현장 레이아웃 및 작업 도면을 Franchisor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면은 Franchiso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크게 변경하거나 수

정할 수 없다.

  2) Franchisee는 현행 규정과 유관 관청에서 규정하는 대로 식당 지역설정과 접

근, 공공설비, 간판, 건설, 건강, 안전, 환경 상 필요한 증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

지 않고 건설에 필요한 허가증과 증서, 면허증 일체를 취득해야 한다.

6. 식당 개장

Franchisee는 정기 유지보수에 덧붙여 식당의 외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 또는 

개선하거나 사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ranchisor가 때에 따라 요구하는 식당

의 리모델링과 업데이트, 개장을 실행하기로 합의한다.

7. 교육

  1) 초기 교육을 개시하기 전에 하기의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교육신청인은 전원 Franchis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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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Franchisor는 점포에 대해 Franchisee와 소유권자가 체결한 임대(혹은 전대) 

계약서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③ Franchisee는 본 계약과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Franchisor가 부담하는 금액

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2) 교육은 식당 개점 예정일부터 약 5주 전에 개시하며, 약 3-5주 동안 진행한다.

  3) Franchisee(와 주요 소유권자)와 Franchisee의 상근직 식당 매니저(이하 “식당 

매니저”라 함)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식당을 개점하기 전에 Franchisor가 만

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수해야 한다.

  4) Franchisee(와 주요 소유권자)를 비롯하여 교육생 전원은 Franchisor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Franchisor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며 그 비용과 

경비는 Franchisee가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Franchisee(와 주요 

소유권자)와 식당 매니저는 식당의 운영에 관한 강의와 교육, 훈련을 받는다. 

Franchisor는 최대 (  )인은 무료로 교육하되 초기 교육에 참석하는 추가 인원에게 

합당한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보수나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하는 동안 소요되는 개인 경비 전액은 

Franchisee가 부담해야 한다.

  5) Franchisee는 Franchisor가 규정하는 교육기준과 절차에 의해 때에 따라 식당 

종업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Franchisee는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항시 본 

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종업원을 유지해야 한다. Franchisee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되 이를 이수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고용하지 않

기로 합의한다.

  6) Franchisee는 식당 종업원 전원을 고용할 책임이 있고 (      ) 현행규정에 따

라 이들의 고용 약관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7) Franchisee(또는 주요 소유권자)나 식당 매니저, 후임 식당 매니저는 Franchisor

가 수시로 지시하는 추가 교육프로그램과 판매 회의, 운영회의 및 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해당 추가 교육에 합당한 요금을 부과할 권리는 Franchisor에게 있다.

8. 식당 운영 및 관리

  1) 시스템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균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Franchisor의 신용과 명

성을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하여 Franchisee는 하기의 사항에 합의한다.

    ① 식당은 오로지 면허 상표 하에 Brand 식당으로만 운영하고 제13호에서 언

급하는 기밀 운영 매뉴얼을 엄수하며 Franchisee 위치에서 기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② Franchisor가 요구하는 음식과 메뉴 품목, 기타 제품 일체를 판매하되 식당

에서 기타 음식이나 메뉴 품목,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③ 식당의 장비의 유지보수, 직원, 운영은 Franchisor가 기밀 운영매뉴얼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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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문서에서 수시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기법을 엄수한다.

    ④ Franchisor가 수시로 개발 및 규정하는 광고, 판촉, 상품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⑤ Franchisor가 수시로 규정하거나, Franchisor가 규정한 것과 다를 경우 임대

차계약에서 요구하는 주당 최저 일수와 일당 최저시간 동안 식당을 개장한다.

    ⑥ 시스템을 위해 정한 품질 및 균일성의 기준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Franchisor의 지시에 따라 식당과 식당의 외관을 영업에 부합하는 청결하고 정

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⑦ 항시 (      ) 유관 당국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한다.

    ⑧ 항시 최대 수용 능력과 효율까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식품과 물품, 인력

을 유지한다.

    ⑨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용할 때 적합한 면허 상표를 상호명으로 제출 또

는 등록한다. 해당 필수 제출물은 본 계약에서 교부하는 해당 상호를 사용할 라이

선스를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제외한 어떤 권리나 자격, 이익도 Franchisee에게 교

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⑩ Franchisor가 판단 및 지시하는 대로 타 상호가 아니라 면허 상표로 식당을 

운영한다. 단, 해당 사용은 본 계약에서 교부되는 라이선스에 포함되는 약관에 의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호에 포함되는 권리나 자격, 이익을 Franchisee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⑪ 면허 상표를 눈에 띄는 곳에, Franchisor가 때에 따라 서면으로 지시하는 방

식에 따라 사용 및 전시하고 기타 상호나 상표, 서비스상표, 로고, 명칭을 사용하거

나 전시하지 않는다.

    ⑫ 일반인 및 고객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한다.

    ⑬ 식당 매니저에게 식당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한다.

    ⑭ 식당 운영과 관련된 벌금과 위약금, 세금은 전액 납부한다.

    ⑮ 독점 상표가 일반인에게 향유하는 신용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Franchisor

가 정하는 품질 및 서비스 기준을 일체 준수한다.

  2) Franchisee는 Franchisor의 기밀 운영 매뉴얼에 지정된 메뉴 품목 일체를 서비

스해야 한다. 단, Franchisor가 해당 메뉴 품목 가운데 1개 이상의 제거에 서면 동의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모든 메뉴 품목은 해당 기밀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거

나 Franchisor가 수시로 별도 지시하는 조리법과 규격에 따라 조리 및 서비스해야 

한다. 해당 식당은 Franchisor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지정 메뉴 품목을 제외

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

  3) Franchisee가 Franchisor가 정하는 품질이나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Franchisor는 Franchisee의 종업원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당 식

당에 배정하고 품질 및 서비스 기준의 유지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제2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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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덧붙여). 해당 식당에 배정된 자에 대한 Franchisor의 실제 비용에 덧붙여 여

비와 생활비는 Franchisee가 지급해야 한다.

  4) 공중전화박스와 신문대, 주크박스, 껌 판매기, 게임기, 놀이기구, 자동판매기는 

Franchisor의 서면 승인 없이 점포에 설치할 수 없다.

9. 운영 지원

  1) Franchisor는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Franchisee에게 

수시로 영업 지원을 제공한다. 영업 지원은 하기 각 호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포함

할 수 있다

    ① 직원 고용 및 평가

    ② Franchisee의 영업 중에 필요한 음식 조리와 공급 메뉴, 조리법, 음식

    ③ 광고 및 판촉 프로그램 제작

    ④ 신규 메뉴 개발과 기타 시스템 및 Franchisee 식당 개선의 평가와 테스트

  2) Franchisor는 제13호에 기재된 기밀 운영 매뉴얼과 식당 운영을 위한 방식과 

절차, 조리법, 기법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타 교육 및 교육자료를 Franchisee에게 

제공한다. 매뉴얼은 Franchisor가 식당 영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

우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3) Franchisor는 식당에서 경험하는 영업상의 문제와 제출된 보고서나 검사에서 

공개되는 문제를 Franchisee에게 수시로 통지할 수 있다. Franchisee는 7일 안에 동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단, 건강 조례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 발생 후 24시

간 안에 시정해야 한다.

  4) 본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Franchisor는 해당영업 지원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 Franchisor는 Franchisee에게 공급하는 양식이나 기타 

자료와 특별 영업 지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10. 부기 및 기록/컴퓨터 시스템

Franchisee는 식당 운영을 위해 (      ) 회계제도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Franchisor가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매출 전표와 금전등록기 테이프, 판매점 시스템 영수증, 

구매 주문서, 송장, 직원 급여명세서, 급료 수표내역서, 판매세 기록 및 영수증, 현금 

영수증, 지출, 일지, 일반 장부, 유사한 식당 업체가 일반적으로 비치하는 기타 해당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해당 장부와 기록은 점포에 비치해야 한다. 

Franchisee와 출납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Franchisee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은 판매 당

시 고객의 입회 하에 현금 또는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매출이나 기타 거래 영

수증 일체를 비 재설정형 금전등록기나 누적 합계가 나오는 판매점 시스템에 기록

해야 한다(또한 그에 대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금전등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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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Franchisor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밀봉하고 Franchisor가 요구하는 기타 해

당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Franchisee는 총수입을 기록하고 기타 관리 정보 및 보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Franchisor가 수시로 명시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필수 전용 전화 및 

전력선, 모뎀, 프린터, 기타 컴퓨터 관련 액세서리나 주변기기를 구매, 임대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Franchisee는 Franchisor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식당 운영에 여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1. 재무제표

Franchisee는 매월 말일 이후 30일 안에 전월과 당해 연도에 대해 감사를 거치지 

않은 식당 손익계산서를, Franchisee의 회계연도 종결 이후 90일 안에 각 당해 연도 

결산에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Franchisor에게 제출해야하며, 각 서

류는 (      ) 회계 제도에 따라 작성한다. Franchisor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말 재

무제표는 Franchisor가 지정하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2. 공급업체 정보

Franchisee는 Franchisor가 물품이나 원료,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Franchisor의 공

급업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고 동의한다. 본 계약의 체결은 해당 정

보의 취득에 필요한 허가 및/혹은 허락으로 간주한다.

13. 매뉴얼

Franchisor는 의무 표준과 표준 영업 절차, 규칙 및 그 제안을 포함하는 기밀 운영 

매뉴얼과 의무 메뉴와 조리법, 규격 및 제안을 담고 있는 조리 매뉴얼을 제공한다. 

조리 매뉴얼은 기밀 운영 매뉴얼의 일부로 간주한다. 매뉴얼은 본 계약의 기한동안 

Franchisee에게 “대여”되며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시 반납해야 한다. Franchisee는 

언제든지 전술한 자료 전부나 일부를 복사, 복제, 기록, 재현하거나 동 자료를 비인

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본 매뉴얼은 항시 Franchisor의 단독 재산으로 점포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Franchisee는 항시 최신 매뉴얼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Franchisor가 Franchisor 본사에 비치

하는 매뉴얼의 마스터 사본에 기재된 약관이 우선한다. Franchisor는 균일하고 효율

적인 운영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 업데이트를 추가 및 실행할 권리가 있다. 단, 해당 

추가나 변경은 본 계약에 따른 Franchisee의 기본 지위와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Franchisee는 해당 매뉴얼과 운영 업데이트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기밀 

운영 매뉴얼”은 게시판이나 이메일,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컴

퓨터 디스켓, CD ROM을 비롯하여 기밀 운영 매뉴얼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구체적

으로 언급하는 기타 매체에 의해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대체 또는 추가 수단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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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14. Franchisee, 매니저, 종업원

  1) 식당은 항상 Franchisor 규격에 대한 프랜차이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영

업시간에 식당 관리에 전력을 다하는 식당매니저(Franchisee가 될 수 있다)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

  2) Franchisee와 개별 소유권자, 파트너, 임원, 주주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Franchisor와 시스템의 판촉, 운영, 판매, 마케팅 방식 및 기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본 

계약의 기한 동안 Franchisor가 별도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

로나 간접적으로나, 본인이나 기타 개인 또는 법인을 통하거나 이를 대행하거나 이

들과 공동으로 하기의 각 항을 수행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① 본 계약에 따라 Franchisor가 교부된 사업이나 사업 고객을 직접적이거나 간

접적인 권유를 통해 경쟁사나 타 업종의 레스토랑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시도하거

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독점 상표 및 시스템과 관련된 신용에 피해를 주거나 

이를 훼손하는 행위

    ② Franchisor나 Franchisor의 계열사가 1년 동안 고용했던 자를 고용하거나 이

의 고용을 시도하거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권유를 시도하는 행위

    ③ Franchisor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식당의 운영을 전

문으로 하는 사업(본 계약 체결 이전에 Franchisee가 운영하던 사업을 포함) 전부나 

그 일부를 소유, 유지, 자문, 지원, 투자, 대출하거나 해당 업체에 고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행위

  3) Franchisee는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극비로 하고,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개인

이나 단체, 회사, 법인에 공개할 수 없다. 시스템은 타인이나 회사, 법인이 이용할 

경우 Franchisor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경쟁 우위를 해당 개인이나 회사, 법

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회계, 식별, 계획, 규격, 표준, 관리 시스템, 조리법, 메뉴, 기

법, 재무정보(예, 제품 원가와 공급원), 사업 운영 및 절차 프로그램이라고 양해 및 

합의한다.

  4) Franchisee는 고용 당시 식당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에게 

Franchisor가 수시로 권장하는 양식에 “기밀유지 및 경쟁금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15. 보험

  1) Franchisee는 식당 영업을 개시하기 10일 이전에 식당이나 기계, 소방, 폭발 등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의 보호와 인명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   



- 137 -

   )법률에 따라 필요하거나 Franchisor가 수시로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본 계

약의 기한 동안 항시 이를 유지해야 하며, 보험 서류 사본을 Franchisor에게 제출해

야 한다.

  2) Franchisee가 본 계약이나 임대계약 약관상 필요한 보험을 취득 또는 지속적으

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Franchisor는 Franchisee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단독 재량

에 따라 의무 보험을 구입 및 취득할 수 있으며, Franchisee는 이에 해당 보험을 구

입, 취득, 유지하는 비용 및 경비를 Franchisor에게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다.

16. 독점 상표 및 인터넷

  1) Franchisee는 Franchisor가 면허 상표에 포함된 권리와 자격, 이익 일체의 소유

권자임을 인정한다. Franchisor는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허 상표를 사용할 수 있

는 라이선스를 Franchisee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계열사로부터 취득하였다. 

Franchisee의 면허 상표 무단사용 행위는 본 계약의 위반과 면허 상표에 대한 

Franchisor 계열사의 권리 침해를 구성한다.

  2)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수시로 규정하는 규칙에 따서만 해당 면허 상표를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Franchisee는 회사명이나 디자인, 기호의 일환(본 계약에 따라 

Franchisee에게 라이선스를 교부하는 로고를 제외하고)으로 면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3) Franchisee는 Franchisor의 면허 상표에 대한 명백한 침해나 이의제기를 

Franchisor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Franchisor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단독 재량권이 있다.

  4) 면허 상표에 적용되는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은 이후 Franchisor가 Franchisee에

게 허가하는 상호나 상표 및 서비스 상표, 로고, 기타 상업용 기호, 특허, 저작권에 

적용한다.

  5) Franchisee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류할 수 없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월드와이드 웹사이트를 유지하거나 인터넷

이나 기타 공용 컴퓨터 통신망에 Franchisor의 존재나 광고를 유지할 수 없다. 

Franchisee는 Franchisor 사업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사용할 웹사이트 페이지의 정

확하고 진실한 인쇄물을 Franchisor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로 합의한다.

17. 면허 상표의 사용

  1) Franchisor는 Franchisee의 서비스나 제품 광고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문구나 

명함, 광고물, 보도자료, 브로슈어, 쿠폰, 포장, 라벨, 메뉴, 태그, 기타 인쇄 자료나 

그와 관련하여 면허 상표를 사용하는 양식 및 방식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Franchisee는 이에 Franchisor에게 해당 권리를 교부한다. 면허 상표를 보유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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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물은 항시 “[Franchisor/소유권자 명]의 상표(나 서비스 상표)”라는 표기와 함께 

그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면허 상표는 가급적 전부 대문자로 구성되거나 해당 단어가 서비스상표나 상

표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동봉하는 텍스트와 구분해야 한다. Franchisee는 법률로 

규정된 적절한 상표권 고지를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     )” 원문자는 Franchisor

가 등록 및 이용하는 면허 상표 옆에 사용해야 한다.

18. 부적절한 사용

Franchisee는 본인이 숙지하는 프랜차이즈 상표의 무단 사용을 Franchisor에게 서면

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Franchisor는 Brand상표를 수반하고 본인이 당사자인 소

송절차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요청이 

있을 경우 Brand상표의 무단 사용을 배제하는 Franchisor의 노력에 협력한다.

19. 최초 프랜차이즈 수수료

  - Franchisee 소유의 식당은 초기 수수료를 ______ 달러로 한다.

최초 Franchisor 수수료는 (      ) 법률이나 해당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      )정

부나 관련 당사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은행 수수료를 제외한다. 최초 수

수료는 본 계약 체결 이후 5일 안에 완납해야 한다.

20. 시스템 수수료(로열티)

  1) Franchisee는 식당에서 파생되는 총수입의 ______ 퍼센트를 시스템수수료(이하 

“로열티”라 함)로 Franchisor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매주 화요일까지 전 주(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총수입에 대해 Franchisor가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해당 

양식이나 보고서로 계산 내역을 증명하는 판매보고서와 함께 이를 지급한다.

  2)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총수입”은 식당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을 통한 수입 

총액에서 정부에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한 VAT를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3) Franchisee가 로열티나 본 계약에 따른 기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법

률로 허용하는 최고 금리로 이자가 발생하며 제24호의 규정대로 본 계약의 해지 사

유를 구성한다.

  4) 로열티와 광고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5) Franchisee가 Franchisor에게 지급하는 대금이나 출자금은 (      ) 법률에 따

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제외하며 Franchisor나 Franchisee가 

각자 부담한다.

21. 광고료

  1) 전술한 호에 기재된 로열티에 덧붙여, Franchisor는 Franchisee에게 전 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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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가운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 기금 출자액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Franchisor는 광고와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의 작성 및 개발을 위한 기금(이하 

“광고 기금”이라 함)을 제정 및 관리할 단독 재량권이 있다. Franchisor는 창작 개념

과 미디어, 자료, 마케팅 및 광고 프로그램 승인을 비롯하여 광고 기금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의 제반 측면에 대해 단독 재량권을 갖는다.

  3) Franchisee는 본 계약일부터 점포 내 상설 간판이나 조명, 배달 차량표지, 경

품, 할인, 종업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 Franchisor의 지시에 따라 각 분기 동안 

총수입 가운데 1%(또는 프랜차이즈가 수시로 정하는 그 이하의 금액) 이상을 식당 

광고 및 판촉에 지출해야 한다.

  4)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사전 동의 없이 Brand 식당에 관한 광고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기타 광고를 사용할 수 없다.

22. 물품 구입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공급업체와 계약업자, 납품업자로부터 

식품과 음료, 재료, 유니폼, 포장재, 메뉴, 서식, 기타 물품일체를 구입해야 한다. 

Franchisor는 승인 조건으로 대리인이 공급업자나 계약업자, 납품업자의 시설을 검

사하고, Franchisee의 재량에 따라 시험용 샘플을 제출하고, 해당 샘플이 Franchisor

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Franchisor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승인을 구하는 Franchisee나 공급업자, 계약업자, 납품

업자는 해당 검사 및 시험 비용을 넘지 않는 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Franchisor는 

시험 과정에서 샘플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23. 검사

  1) Franchisee가 기밀 운영 매뉴얼의 운영 기준 일체를 비롯하여 본 계약을 준수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Franchisor는 종업원이나 회계사, 변호사, 기타 대리인을 통

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Franchisee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식당에 입장하여 준수 

여부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해당 검사권은 하기의 권리를 포함한다.

    ① 식당을 육안으로 검사 및 관찰한다.

    ② Franchisor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연속 기간이나 간헐적 기간 동안 식당의 

운영을 관찰하고 비디오로 촬영한다.

    ③ 식품과 음료 제품이나 물품, 소모품, 기타 제품에서 시험이나 분석용 샘플을 

제거한다.

    ④ 식당 직원 및 고객과 면담한다.

    ⑤ 회계 및 종업원 기록 일체와 회계장부를 비롯하여 식당 운영에 관한 장부와 

기록, 서류를 검사 및 복사한다. 매출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Franchise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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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기록을 감사하거나 감사를 지시한다.

  2) Franchisor는 해당 검사로 드러난 결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Franchisor가 숙지

한 문제를 Franchisee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Franchisee는 결함이나 문제 통지를 수령한 후 7일 안에 해당 결함이나 문제를 

자비로 시정한다. 단, 건강이나 위생, 안전 관련 법률이나 조례 위반에 관한 경우에

는 24시간 안에 즉시 시정해야 한다.

  4) 해당 검사 비용은 Franchisor가 부담한다. 단, Franchisor가 프랜차이지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의 기한 동안 12개월 안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

는 Franchisee 종업원의 여비와 숙박비, 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불이행과 관련된 추가 검사 비용 전액을 Franchisee에 부과할 권리가 있다.

24. 불이행 및 해지

  1) 즉시 해지

 Franchisee가 만기 부채를 지급할 수 없어 지급불능이 되거나, 파산이나 지급불능

판결을 받거나 (      ) 파산법에 따라 파산이나 구조조정, 유사 절차 청원서를 제

출하거나 해당 청원서를 30일 안에 취소하지 않거나, 관재인의 지명을 요청하거나 

채권자를 위하여 일반 양도를 이행하거나, USD25,000달러가 넘는 최종판결액을 30

일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Franchisee의 사업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실시되거나, 

Franchisee의 자산에 대한 선취특권이나 저당권 유질처분을 위한 소송이 제기되고 

해당 소송이 30일 안에 기각되지 않거나, Franchisee가 자발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

하거나 회사나 제휴해산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청원서가 30일 안에 기각

되지 않는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며, 본 계약은 Franchisor의 재량

에 따라 예고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2) 통지에 따른 해지

본 계약의 기타 규정과 준거법에 의거한 Franchisor의 해지권에 덧붙여, Franchisee

가 하기 각 항에 해당할 경우 Franchisor는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Franchisee에 대한 해지통지 전달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연속 3일 간 식당을 유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② Franchisor의 사전 동의 없이 식당 운영의 지배권을 명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③ Franchisor에게 제출한 정보에 중대한 허위진술이나 누락이 있을 경우

    ④ 식당 임대 또는 전대가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⑤ Franchisor가 면허 상표와 관련된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당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중죄나 기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⑥ 본 계약을 무단 양도하는 경우

    ⑦ 기밀정보를 무단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기밀 운영 매뉴얼의 일부를 이용, 

복제, 공개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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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식당의 청결이나 위생에 관하여 Franchisor가 정하는 의무 규격이나 기준, 

운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를 거부하거나, 건강이나 안전, 위생 관련 법률이

나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위반에 관한 서면 고지 이후 24시간 안에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⑨ 총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거나 Franchisor나 계열사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 해당 불이행에 관한 서면 고지 이후 10일 안에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⑩ Franchisor와 제휴하지 않은 공급업자에 대한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고

(선의의 분쟁 대상인 대금 제외) Franchisor가 이를 고지한 후 30일 안에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⑪ 본 계약의 여타 규정이나 Franchisor나 그 계열사와의 기타 계약, Franchisor

가 규정하는 의무 규격이나 표준 또는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를 통지한 후 

30일 안에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⑫ 연속 12개월 동안 납기가 된 보고서나 기타 데이터, 정보, 입증기록을 3회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만기가 된 로열티나 광고 기금 출자액, Franchisor나 계열사, 

비계열 공급업자에게 지급할 기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불이행의 시정여부

를 불문하고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5. 기타 규정

  1) 준거법: 본 계약의 규정은 (      ) 법률에 따라 시행 및 해석한다. 본 계약에 

관한 특정 현안에 준용할 (      )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국제

법 원칙과 기준을 참조한다. 단, (      ) 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분쟁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거나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 위반에 대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논란, 이견은 일체 시행 규정에 따라 식당이 소재하는 관

할 법원에서 최종 해결한다.

  3) 본 계약에 관한 기록과 서류 일체는 영어로 작성한다. 본 계약으로 인한 제 당

사자의 서한 일체는 영어로 작성한다.

  4)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 계약의 요건이나 규정이 무효나 불법, 집행불가능해

지는 경우, 해당 무효나 불법, 집행불능성은 본 계약의 기타 조건이나 규정에 영향

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은 해당 요건이나 규정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처

럼 해설 및 해석한다.

  5) 본 계약은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본 계약의 주제에 대해 당사가 구두나 서면으

로 체결하는 종전의 진술이나 양해, 합의 일체를 대체하며 본 계약서의 별첨, 본 계

약에서 참작하는 계약서 및 서류 일체와 함께 계약 약관에 대한 제 당사자의 완전

한 합의를 포함한다.

  6) 본 계약은 원본 4부를 작성하고, 각 원본은 (      )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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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상기 가맹계약서(샘플)의 영문판은 kotra.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부록편을 
참조하여, 진출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조만 하길 권함

◦ 싱가포르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도 특별한 관리를 받지 않으며 자유
롭게 작성이 가능

◦ 일반적인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에 필수 조항이 포함될 필요
는 없으며 당사자는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협상

◦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사전 계약 공개 규정 없음

  (3) 계약서 부속서류
 
    ◦ 본 계약과 더불어 계약의 신뢰성 확보와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서 외에 추가 문서를 받기도 함 
      - 개인 보증서 : 개인 보증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각 주주

가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분담할 것을 서명한 문서임. 각 주주가 서명한 개
인 보증서 사본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첨부됨

      - 임대 계약의 승계 옵션 :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가맹점이 
건물/토지 주인과 체결했던 임대 계약상의 임차인 자격을 가맹본부가 승계할 수 
있는 옵션을 기재

      - 종업원에 대한 경쟁적 상행위 금지와 비밀 공개 금지 약정 : 프랜차이즈에 속한 
모든 종업원이 이 약정을 지켜야 하는데, 종업원은 자신에게 공개되었던 모든 정
보의 비밀을 지켜져야 하며, 퇴직 후 근무하던 프랜차이즈와 경쟁적인 상행위를 
할 수 없음(non-competition restriction)

      - 가맹점의 사전 합의 금액 지불 승인 : 이 승인을 근거로 본사는 가맹점이 지불하

사자 양측은 각자 원본 2부를 갖는다. (      )어와 영어 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제 당사자는 영문본을 우선하기로 합의한다.

이의 증거를 위하여 제 당사자의 유권대리인은 본 계약에 서명하며, 체결일 부로 

발효한다.

Franchisor 측

성명:

직급:

Franchisee 측

성명:

직급:



- 143 -

기로 한 로열티와 기타 수수료를 가맹점의 구좌에서 가맹점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도 직접 인출할 수 있음

      - 종합적인 면책 : 이 문서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전, 양도 또는 갱신할 
때 서명하는데, 이는 가맹점이 본사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모든 권리와 주장
을 면제시켜준다는 내용임. 종합적인 면책은 일반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프랜차
이즈 계약의 이전이나 양도 또는 갱신을 승인할 때 요구됨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 해외진출 유형 중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합작)투자 유형은 진출국의 파트너 
선정이 사업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소임

   ◦ 특히, 자금과 인적∙물적 역량, 경험이 부족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외
진출시 많은 자금과 역량을 투입하기가 어려워 신뢰할 수 있고 역량있는 파트너
가 반드시 필요함

  (1) 파트너 선정 기본절차

    ◦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파트너 기준 구축
      ② 적극적 파트너 탐색
      ③ 파트너 선정
      ④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⑤ 파트너 계약 체결

   □ 파트너 기준 구축 

      ◦ 파트너 선정에 앞서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파트너 탐색에    
  임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 파트너 기준 구축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① 재무 구조 : 현지 정착에 대해 어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사  

                 업 확장을 위해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   
                 파악

        ② 현지 시장 및 업종 관련 경험 : 현지 시장에서의 외식업의 경험 보유 여부  
                                   의 파악

        ③ 현지 평판 및 네트워크 : 파트너의 현지 평판과 네트워크는 현지에서 사업  
                             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임

        ④ 투자 의지 : 현지 사정에 아무리 능하더라도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운  
                영 및 장기적 사업 확장단계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여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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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파트너 탐색 

      ◦ 해외박람회 등 관련 행사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파트너를 탐색하거나,   
  홍보루트를 통하여 파트너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탐색하는 단계임

      ◦ 파트너 탐색 루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① 홍보 채널 구축 : 글로벌 홈페이지, 해외 사업 안내서, 매체를 통한 홍보
        ② 적극적 파트너 탐색 :박람회, 바이어 상담회(기업 설명회), 글로벌 브로커
        ③ 직접 문의 : 현지 외식 그룹 또는 식품 그룹 등에 직접 문의

   □ 파트너 선정 

      ◦ 잠재 파트너에 대해 앞서 구축한 기준을 바탕으로 상호 평가와 국내방문, 협   
  상을 통하여 계약 관계로의 진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임

      ◦ 파트너 선정시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음
        ① 파트너 검토 :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및  
                        마케팅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투자 의지, 자  
                        금력, 업종 경험 등에 대해서도 직 · 간접적으로 판단 가능
        ② 협상 단계 : 상호 평가하고, 관계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미팅 단계임
        ③ 본사 및 사업장 방문 : 국내 본부 및 현지 파트너 본사 및 사업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방문을 통하여 실질적  
                          으로 파악하는 단계

   □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 파트너와의 계약 단계를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서식을 갖추는 단계임

      ◦ 계약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비밀유지계약서(NDA-Non Disclosure Agreement) : 파트너와 계약 단계로  

                   가기 위해 양당사자가 가진 정보들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단  
                   계임. 주의할 점은 중요 정보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정보 보  
                   호를 위한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② 투자 의향서(LOI-Letter Of Intent),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본격적인 계약 단계로 가기 전에 MOU 및 LOI를 먼저 체결. 사  
               전에 법문 자문과 자료를 준비를 하여야 함

        ③ 표준 계약서 검토 : 현지 사정과 파트너와의 논의를 통해 업체별로 계약서  
                        가 달라지겠지만, 표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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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 계약 체결 

      ◦ 파트너와 사업 계획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개점 준비로 진입하는 단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   
  는 다양한 위험 변수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 계약서 작성 주의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음
        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 필수 : 법률전문과 및 번역가 필요
        ② 계약서 작성시, 주요 점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 
        ③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지 법률의 충분한 검토 후 작성
        ④ 앞서 진행한 사업 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모순되는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체크. 운영 매뉴얼이 준비된 경우에는 현지 운영 지원 및 개발 계획  
     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

        ⑤ 수차례의 논의와 수정 과정을 통해 계약서를 완성. 파트너와 상호 검토 및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수정하고, 꼭 변호사의자문을 받아 확실하게 점검

<TIP >

◦ 파트너 검토시 파트너가 본사 브랜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기본서류(최근 3년간 재무제표(자산 관련 증명서), 회사 소
개서(경력 증명서), 신용 등급 증명서)와 함께 마케팅 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
음

◦ 기본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마케팅 계획서는 업
종에 대한 경험이나 사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됨

<TIP >

◦ 해외진출 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
나 해결방식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파트너와 분쟁유형
  - 지식재산권 분쟁 : 파트너와 상표권이나 Know-how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

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함. 협상이나 MOU단계에서 쌍방의 중요한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인 MOU단계에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조
치가 필요함

  - 파트너의 지원부실 : 회사의 설립과 운영자금, 원재료 등 물류구축, 인테리어 
및 설비의 공급지원, 홍보 및 마케팅 운영, 적극적인 가맹점 개설 등 현지 파트
너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 체결시 구
체적인 규모와 시기(Schedule), 투입 및 운영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준수 : 현지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
품을 끼워 팔거나 인테리어나 설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브랜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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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 재무 구조 파악

      ◦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파트너의 자금력은 중요한 요인임

      ◦ 초반에는 파트너가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사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편이   
   현지에서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더욱 안정적인 방법임

      ◦ 업종 및 기업의 사업 목표와 계획에 따라 파트너의 자본금 또는 자산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검증 방법 
        - 파트너사 제공 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재무 구조 검토 또는 국가별로 신  

   용 평가 기관을 통해서 자료 구매

   □ 현지 시장 및 업종 관련 경험 파악

      ◦ 현지 파트너는 현지에서 일정 부분 현지에서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정  
   착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파트너의 현지에서 운영 및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임

      ◦ 파트너의 외식업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식재료 통관이나 인증, 인허가 등  
   과 같은 현지 변수들에 있어 파트너의 경험을 활용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검증 방법
        - 파트너사의 회사 소개 관련 자료를 통해 사업 현황 및 실적 검토

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맛과 품질,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지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 및 컨셉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응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경영 및 실적 악화 : 예측하지 못한 실적 악화, 채무초과, 국가 위험요인
(Country risk)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음. 계약 체결시 경영
실적과의 괴리, 누적손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축소 또는 철수 등에 관
한 기준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업축소 또는 철수시 발생될 수 있는 채
권과 채무의 정리(채무변제 및 채권회수), 종업원 관계,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관
계, 지식재산권 사용 및 보호, 법인의 존속 및 폐업, 수속과 사무처리를 위한 변
호사나 회계사 등 위임 등을 사전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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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평판 및 네트워크 파악
      ◦ 파트너의 현지에서 위상과 경영진에 대한 주변 평판, 건실한 네트워크 보유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중요한 요소임

      ◦ 현지 평판 및 네트워크는 건물 입점, 각종 인허가나 법적인 절차, 시장조사   
   등 해외 진출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줌

      ◦ 검증 방법
        - 현지의 정부 기관, 협회 또는 타 기업 등 현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  

   하거나, 현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구매하여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  
   한 검토

   □ 투자 의지

      ◦ 해외진출 사업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비전공유와  
   투자의지가 중요함

      ◦ 검증 방법
        - 상담 신청서를 통해 기본적인 투자 의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심층 미팅에서  

   현지 사업 개발 관련 사항 협의를 통해 파악

  (3) 계약진행 단계
 
    ◦ 비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 작성 : 브랜드의 기밀과 노하

우가 수록된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원활하게 본 계약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에 비밀유지 약정을 함

    ◦ 법인 정보 및 사업 관련 서류 교환

    ◦ 투자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교환 : 계약으로의 발전 단계에 있음을 상
호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 투자의향서(LOI)를 교환한 후에 상호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들을 교환하는 단계로 이어짐

    ◦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 계약 조건에 대한 상
세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 일정을 확인하고, 계약 지
역, 기간, 로열티, 가맹비 등 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 단계를 진행

    ◦ 협상 진행 및 계약서 작성

    ◦ 본 파트너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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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파트너 탐색 지원사업

<TIP >

◦ 현지 프랜차이즈 지원기관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
즈 산업 현황과 정책 >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조

  (4) 파트너 선정 참고용 APPLICATION SAMPLE

    여기에서 제시하는 Application 샘플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문의나 상담이 들

<TIP >

◦ 자세한 해외 파트너 선정절차와 내용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진
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Manual of A Global F&B Business Project Plan 
& Strategy)』 참조. www.atfis.or.kr 확인가능

◦ 계약체결에 관한 전문가들의 추천 프로세스
  신청서 작성 (회사 기본 정보 교환) > NDA 체결 > 1차 상호 실사 실시 (상호 

방문/ 상담/ 자료 교환) > MOU/ Mandate 체결 > (시장 조사 / 기본 매뉴얼 
교육/ 운영 시스템 점검/ 현지 시장 세부 조사 > 현재 유통/공급업체 물색/ 현
지 마케팅 전략 수립) > Term Sheet 전달 > 계약 조건 협상 - 계약 체결 (소
요 기간 약 6개월 ~1년)

◦ MOU보다는 자세하게 규정된 Mandate가 더 선호기도 함. Mandate의 경우 일
정 금액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독점적 시장 조사 및 협상권을 부여
하고 지급 금액을 일부는 환불 가능 하도록 조정함

기관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문의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해외 프랜차
이즈 박람회

외식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
해 현지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파트너 발굴

aT식품외식지원부 
(www.atfis.or.kr)

KOTRA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 기관과 해
외로 파견되어 현지바이어와 상담 
지원

KOTRA 수출첫걸음
팀
0 2 - 3 4 6 0 - 7 3 3 1 , 
7330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KOTRA와 유관 단체가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기업의 참가를 도움

KOTRA 해외전시팀
0 2 - 3 4 6 0 - 3 3 3 1 , 
7291

해외 비즈니
스 출장 지
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대한 바이
어 상담주선, 출장 안내 자료 등 
제공

KOTRA 해외진출상
담센터
0 2 - 3 4 6 0 - 7 3 3 4 ,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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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왔을 때, 해외 파트너의 기본 사항을 알기 위하여 파트너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체크하게 하여 파트너의 계약의지를 알 수 있고, 이후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본 자
    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임.
 

MASTER FRANCHISE APPLICATION

마스터 프랜차이즈 신청서

Please return via fax or email:

email

Fax

Phone

Fr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반환하십시오.

이메일

팩스

전화

보낸 사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dividuals or companies whom have multiple restaurant or franchise ownership 

experience are welcome to apply.

Applicant must have a net worth of at least $           US and a liquid 

amount of $         US Franchise Fees depend on the size of the territory and 

quality of opportunity.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소유주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는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신청자는 적어도 미화         달러의 순자산과 미화        달러의 액수의 미화가 

있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요금은 지역의 크기와 기회의 질에 따라 다릅니다.

PERSONAL INFORMATION

Please have each principal complete a copy of this form. (If you are a group of 

investors, please forward resumes of each operating partn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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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 Work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st time of day to reach by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 Social Security Number: _________________

Education (highest level attai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정보

본 양식의 각 장을 작성하게 하십시오. (귀하가 투자자 그룹 인 경우 각 운영 파트

너의 이력서를 전달하십시오).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로 연락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 : _________________

교육 (최고 수준 달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PLOYMENT HISTORY FOR PAST 10 YEARS (current to past)

Current company: ________________________ Job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number: _______________ Length of employment: ______________________

Current salary: ____________________

Past Employment:

Company       Job Description    Salary      Employment Dates:

                                                                

                                                                

                                                                

List three character references:

Name                   Phone number               Relationship

                                                                     

                                                                

                                                                

                                                                  

 지난 10 년 동안의 고용 역사 (과거에서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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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 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 취업 기간 : 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급여 : ____________________

과거 고용 :

회사          직업             연봉          고용날짜

                                                                

                                                                

                                                                

아래 세 개 추천장 기술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관계

                                                                

                                                                

                                                                

GENERAL INFORMATION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a Coffee Beanery franchise? (choose one)

  ○ Advertisement (list public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isting store (list location and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Web Site (expla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Other (expla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at is your Country or Territory of interest?

1st pre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nd pre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ve you ever been a Franchisee? ________ If yes, identify company ___________

Have you ever been a Master Franchisor? ______ If yes, identify company _______

Have you ever operated a Restaurant(s)? ______ If Yes, Single or Multiple Units? 

What credentials do you posess that would qualify you to be a Master 

Franchisee f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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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you feel you would be successful in operating a Master Franchise?

                                                                

                                                                

                                                                

일반 정보

당신은 어떻게 Coffee Beanery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 선택)

   ○ 광고 (게재 목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존 상점 (목록 위치 및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웹 사이트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호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두 번째 선호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랜차이즈가 한 적이 있습니까? ________ 있으면 회사를 기재하십시오 ___________

마스터 프랜차이저가 되셨습니까? ______ 예인 경우 회사를 기재하십시오 ________

혹시 레스토랑을 운영 한 적이 있습니까? ______ 예, 단일 또는 복수 단위? ______

(          )의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은 있습니까?

                                                                

                                                                

                                                                

왜 마스터 프랜차이즈 운영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INANCIAL INFORMATION

Annual Salary: ________________ Bonus: ________________ Profit Sharing: _______________

금융 정보

연봉 : ________________ 보너스 : ________________ 이익 :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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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ssets                       Current Liabilities

Checking account ____________________ Notes payable (banks) __________________

Savings account ______________________ Notes payable (other) __________________

Stocks & Bonds _____________________ Mortgage __________________

Loans Receivable _____________________ Real Estate __________________

Real Estate Income __________________ Mortgage __________________

Home (fair market value) __________________ Other ___________________

Other real estate owned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Life insurance (cash value)__________________

Other assets (list)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TOTAL ASSETS $__________________ TOTAL LIABILITIES $__________________

NET WORTH (total assets less liabilities) $__________________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수표 계좌 ____________________ 지급 할 메모 (은행) __________________

저축 계좌 ______________________ 지불 할 메모 (기타) __________________

주식 및 채권 _____________________ 모기지 __________________

대출 미수금 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__________________

부동산 소득 __________________ 모기지 __________________

집 (적정 시장 가치) 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생명 보험 (현금 가치) __________________

기타 자산 (목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자산 $ __________________ 총 책임 $ __________________

NET WORTH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 $ __________________

How much liquid capital do you or your group have to invest in both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stores?

$ _________________________

Do you currently have a source of financing? Yes _____ No _____

Will you have a partner(s) or other investors? Yes _____ No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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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detailed resumes of all operating partners.
귀사 또는 귀사의 그룹이 필요한 인프라와 매장 모두에 투자해야하는 유동성 자본

은 얼마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자금 조달 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_____

파트너 (들) 또는 다른 투자자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_____

모든 운영 파트너의 자세한 이력서를 제출하십시오.

Bank Reference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ccount # ____________________ Contac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eck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ving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you feel would support our 

decision to move forward, relative to your abilities and previous business 

experience that would provide for a successful launch of (          ) concept 

within your country.

                                                                

                                                                

                                                                

귀하의 국가에서 (         ) 컨셉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하의 능력 및 

이전 비즈니스 경험을 비추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

오.

                                                                

                                                                

                                                                

Please include your company financial statement and corporate portfolio.

회사 재무제표와 회사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십시오.

I authorize a background check and investigation (including preparation of credit 

reports) of all statements and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herein, and release 

all parties from liability for any damage that may result from furnishing any 

information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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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약칭으로 MOU로 표시하며, MOU  
 의 전 단계로는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등이 있음

    ◦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MOU는 양 기관 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   
    는 문서임.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     
    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   
    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임

    ◦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  
 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  
 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됨

    ◦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기관과 B기관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  
 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 업무를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을 “목적” 부분에 명기하게 됨

    ◦ 다음으로 양 기관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정의함. 즉, “A기관은 원래 어떤 일을  
 잘 하는 기관이며, B기관은 어떤 분야의 일을 잘 하는 기관이니 각자가 잘 하는  
 분야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기본적 역할 정의가 들어가며, 상호 민감한 부분이  
 나 Binding이 될 만한 조건들은 보통 제외시킴

    ◦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계약서 등에 들어가는 계약기간(유효기간), 비밀유지   
 의무(상호간 취득정보 누설방지 조건),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일정계획이 들어갈  
 수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Date
본인은 여기에 명시된 모든 진술 및 재무 정보에 대한 배경 조사 및 조사 (신용 보

고서 준비 포함) 권한을 부여하며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지지 않도록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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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MOU는 상호 구속적인 조건을 두지 않으며 큰 부담이 없는 내용을 계  
 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MOU의 법적 효력은 의향서(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및 표현  
 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 예비적 합의 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임

    ◦ 그러므로, MOU의 내용을 이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기관장의 관심, 실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호간의 업무협조, 실무   
 간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자료.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특허청)

<TIP >

◦ 아래 업무협약(MOU) 양식샘플은 특허청의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내 자 
료로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양식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협약(MOU) 양식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 Organization and B Organization, contrac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benefits between both organizations with faith and sincerity as followed.

The 1st one (Purpos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for the purpose of having cooperative 

relations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of the contents supply business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network through strategic business alliance between 

both organizations.

The 2nd one (Mutual faith)

Both organizations cooperate to consider the convenience of the other party 

with first priority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in the business.

The 3rd one (Mutual agreement execution)

  1. Both organizations sincerely execute the contends of the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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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according to faith and sincerity.

  2. All facts that find from both organizations for joint discussion process will 

not be able to expose outside without any prior consultation and all 

responsibilities that occur concerning a violation are charged on a violator.

The 4th one (Other facts)

  1.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supposes that B will have the right to 

supply the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A.

  2. The separate detail contract will be drawn up and come to an agreement 

concerning business conditions and concrete methods.

  3. Facts that are not referred in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will be 

decided by both companies for separate way.

  4.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available for a year as long as it is not 

revised under agreement of both organizations.

Both organizations make every effort for the successful propulsion and an 

accomplishment of the enterprise, in order to identify that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formed, both organizations need to draw up 2 copies of the 

form and seal registration, keep an copy each.

Month, Date, 2010

A Organization                     B Organizations

   President △△△                   President ○○○

업무제휴 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갑’ 기관과 ‘을’ 기관은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양 기관의 업무 수행상 원

활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 신의)

양 기관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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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트너 관리

   □ 파트너 관리 방안

      ◦ 모니터링과 통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현지국가의 파트너가 전체 혹은 지역을 총괄하는 권

한을 갖고 있어, 그들이 프랜차이즈기업의 사업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매출 감소,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으로 현지국가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움

        특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언어도 달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및 통제하기 쉽지 않음

      ◦ 통제의 범위와 수준 결정
        가맹본부와 파트너 간에 상호간에 세부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통

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계약에 에 담아 두어야 효율
적인 통제가 가능함

제3조 (합의 이행)

  1.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양 기관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조 (기타 사항)

  1. 본 업무협약은 ‘갑’ 기관과 ‘을’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

로 한다.

  2.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본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의 합의 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 1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본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 날

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기관                           ‘을’ 기관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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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 유지
        파트너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에 익숙하게 되면 가맹본부의 통제와 시스템의 통일

성을 불편해하고 로열티와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음
        상호간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가맹본부 지원의 중요성과 능력을 인

식시키고 계약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좋은 관계는 적합한 파트너의 선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교육훈련의 제공과 지원,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
고 무엇보다도 상호 기대한 이익이 나도록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데에서 생겨남

   □ 파트너와의 분쟁

      ◦ 해외 진출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방식의 경우,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
나 해결방식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파트너와 분쟁유형
       - 지식재산권 분쟁 : 파트너와 상표권이나 Know-how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

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함. 협상이나 MOU단계에서 쌍방의 중요한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인 MOU단계에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가 필요함

       - 파트너의 지원부실 : 회사의 설립과 운영자금, 원재료 등 물류구축, 인테리어 
및 설비의 공급지원, 홍보 및 마케팅 운영, 적극적인 가맹점 개설 등 현지 파
트너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Schedule), 투입 및 운영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준수 : 현지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
품을 끼워 팔거나 인테리어나 설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브랜드 이
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맛과 품질,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지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 및 컨셉의 수립이 필요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응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경영 및 실적 악화 : 예측하지 못한 실적 악화, 채무초과, 국가 위험요인
(Country risk)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음. 계약 체결시 경
영실적과의 괴리, 누적손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축소 또는 철수 등에 
관한 기준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업축소 또는 철수시 발생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의 정리(채무변제 및 채권회수), 종업원 관계, 기존 가맹점과의 계
약관계, 지식재산권 사용 및 보호, 법인의 존속 및 폐업, 수속과 사무처리를 
위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위임 등을 사전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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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가. 노동시장 동향

  (1) 싱가포르 노동시장 동향

    ◦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의하면 2017년 싱가포르의 총 노동인력은 366만
9,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700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2003년(-1만 2,900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임 (현지 인력은 2만 1,300명이 증가한 반면 외국 인력은 3
만 2,000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설 및 해양산업 Work Permit(WP) 소지 근로
자가 크게 줆)

    ◦ 2018년 기준 싱가포르 총 고용 인구는 2014년 이후로 최대 증가치를 기록하였
음

    ◦ 현지인 고용이 외국인 고용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나타남 (현지인 고용 약 
27,400명, 외국인 고용 약 10,900명)

      2017년 대비 외국인 고용인구 수는 회복세를 나타냄 (2017년 -32,000명, 2018년 
10,900명)

표 4-4 연도별 고용인구 변화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26000 22600

-2500

-32000

10900

96000

700
11200

21300 27400

122100

23300
8600

-10700

38300

Total(excl.FDw) Local Foreign(excl.FDW)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MOM) Labour Market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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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표 4-6 비자 종류별 외국인력 규모

Pass type Dec 2013 Dec 2014 Dec 2015 Dec 2016 Dec 2017 Dec 2018

Employment Pass 

(EP)
175,100 178,900 187,900 192,300 187,700 185,800

S Pass 160,900 170,100 178,600 179,700 184,400 195,500

Work Permit

(Total)
974,400 991,300 997,100 992,700 965,200 972,600

  -Work Permit

    (FDW)
214,500 222,500 231,500 239,700 246,800 253,800

  -Work Permit   

 (Construction)
318,900 322,700 326,000 315,500 284,900 280,500

Other Work 

Passes 2
11,300 15,400 23,600 28,300 30,700 32,100

Total Foreign 

Workforce
1,321,600 1,355,700 1,387,300 1,393,000 1,368,000 1,386,000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MOM)]

Employment

Pass

(EP)

대상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기술 보유 근로자

최소급여 월 3,600싱가포르달러

유효기간 최초 신청시 2년, 갱신시 3년

특이사항

자국민 대상 Jobs Bank 채용공고 기준 변경(2018년 7월부)

- 근로자 26명 → 10명 이상 기업

- 월 1만 2,000싱가포르달러 → 1만 5,000싱가포르달러 미만 

지급 채용건

S Pass

(SP)

대상 대학 학사 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기술자격증 소지자

최소급여

월 2,200싱가포르달러 → 2,300싱가포르달러(2019년) → 2,400

싱가포르달러(2020년)

인상 예정

유효기간 2년(갱신 가능)

특이사항
해외인력 고용 할당(quota) 및 고용부담금(levy) 있음

Work Permit

(WP)

대상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최소급여 조건 없음

유효기간
2년(중국·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스리랑카·태국인 최대 4년으로 

확대)

특이사항 해외인력 고용 할당 및 고용부담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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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 싱가포르 고용정책의 변화

    ◦ 서비스 분야 외국인 고용의존비율 축소방침 발표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조건이 점차적으로 상향됨과 동시에,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정책을 지속

      - 서비스업 내 현지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는 외국인 고용의존
비율(Dependency Ratio Ceiling)을 기존 40%에서 38%, 2021년 1월까지 35%
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임

      - 외국인 취업비자 중 하나인 S Pass의 경우 , 서비스 분야 내에서 2020년 1월
부터 기존 15%에서 13%, 2021년 1월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임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강화, 인력진출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을 강화함
        EP 비자가 나오는 고기술·임금 직종(PMETs) 직군에 대해 싱가포르인에게도 동

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시 요건을 강화함
        SP 비자 발급 최소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민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

서비스직군의 경우 후진국 인력대상 WP 비자 발급기간을 확대함
      - 취업비자 EP를 제외한 S Pass, WP의 경우, 현지인 직원 수를 결정하는 최소급

여 기준이 인상됨

현지인 직원 인정기준 기존 '19.7.1 적용

1명 인정 월 S$1,200 월 S$1,300

0.5명 인정 월 S$600 - 1,200 월 S$650 - 1300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Channel NewsAsia, The Strait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숙련(Mid-Skilled) 외국인 고용을 위해 S Pass를 신청하는 경우, 2018년 최소
월급 S$2,200에서 S$2,300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에는 S$2,400으로 조정될 
계획임

    ◦ 노동법 대상범위 확대
      - 기존의 관리자직급 이상의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임. 월 급여 S$4,500이상 관리자이상 직급의 피고용인에게는 제외되었던 유
급휴가 및 병가, 부당해고, 급여 적시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약 43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됨)

      - 월 급여 S$4,500이상 관리자이상 직급의 피고용인만 주어지던 타임오프제도(공
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 정상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범위를 급여에 상관없이 모든 관리자이상 직급의 피고용
인, 월 S$4,500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현장 노무직, 월 S$2,600이상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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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됨
      - 노동법상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휴무일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월 S$2,500이하에서 월 S$2,600이하로 대상 확
대, 초과근무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월 S$2,250이하에서 월 S$2,600이하로 대
상 확대, 현장 노무직은 변동사항 없음)

      - Medical Certificates (병가)는 기존 정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회사 지정 의료기
관에서 발급분만 인정하였으나, 모든 등록 의료기관 및 치과에 대해서도 추가
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근로계약 간 급여조정에 유동성
      - 기존 :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부합할시, 급여 감액

조정을 할 수 있음
      - 변경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급여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은 별도의 제재 없이 언제라도 급여 감액 조정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부당해고 신고 간소화
      - 기존 : 부당해고는 싱가포르 노동부(MOM), 급여 관련 민원은 TADM(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 또는 ECT(Employment Claims Tribunals)로 
따로 신고

      - 변경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민원을 TADM(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 ECT(Employment Claims Tribunals)로 신고기관 일원화

  (3) 직원관리

    ◦ 직원 관리가 힘듦.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쿼터라는 제도 때문임. 쿼터는 몇 명
의 한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시스템임. 이는 식당이 고용한 싱가포르 
내국인(영주권 이상) 수와 비례함

    ◦ 그러나 싱가포르 현지인이 3차 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어, 식당에
서 근무할 현지인을 채용하기 어려움. 이에 한국인을 고용하기는 더 어려움. 식
당은 오픈했지만 직원이 없어 운영을 못 하는 식당도 있음

    ◦ 싱가포르 현지인한테는 한국식당에 한국인이 있는 것이 중요함. 식당 내 언어가 
한국어여야 고객이 만족하고 주방/홀에서 직원이 중국어를 사용하면, 고객이 한
국식당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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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무관련 제도

  (1) 노동법 관련 일반내용

    ◦ 개요
      - 싱가포르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환경 제공을 통해 외

국기업의 투자 유치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국가임
      - 이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노동법의 임금, 퇴직금, 해고 등의 규정이 

고용주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임
      - 즉, 노조가 허용되지 않으며, 한국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이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대부분(WP 및 SP 소지자만 건강보험 의무) 요구되지 않음

      - 아울러 해고도 계약서상의 통지 기간을 준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
공하는 경우 당일 해고도 가능함

    ◦ 노동법 관련 일반 사항
      -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 Chapter 91)은 월 임금 2,500 싱가포르 달

러(약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 및 월 4,500 싱가포르 달러(약 390만 원)미만
의 전문가 계층에게만 적용됨

      - 다만, 최근 월 급여 S$4,500이상 관리자이상 직급의 피고용인에게는 제외되었
던 유급휴가 및 병가, 부당해고, 급여 적시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고용자 부담금 (Foreign Worker Levy)을 부과하거나 

고용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외국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제한하
고 있음

      -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경제현황 및 산업별 
현황에 따라 부담금액 및 고용비율이 수시로 조정됨

    ◦ 고용계약서 관련 규정
      - 싱가포르에서 고용계약서는 위촉장이나 채용장의 형식을 따르며, 계약이 발효

되면 경영주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 고용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음
      -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직위 또는 업무의 범위, 근무 시간, 

수습 기간, 임금/수당, 계약 종료일, 복무 지침에 관한 내용임

    ◦ 근무 시간 관련 규정
      - 고용법상 최대 근로 시간은 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이를 초과하면 초과 근무로 간주하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은 통상급여

의 1.5배 이상으로 함
      - 초과 근무의 월 최대한도는 72시간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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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해고시 유의사항
      - 노동시장이 유연한 싱가포르는 채용과 해고 절차를 관련 경영주와 종업원 간

의 계약에 근거하도록 되어있음
      - 정규직도 특정기간 사전 공지를 하면, 해고가 가능함. 또한 비정규직으로 채용

했을시, 일정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음

  (2) 인건비 및 복지 관련 사항

    ◦ 최저임금제도
      - 싱가포르에는 법적 최저임금이 없음.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매년 국가임금위

원회(National Wage Counci, NWCl)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급
격한 임금 상승을 적절히 통제함

    ◦ 기본임금 외 기타사항
      - 법적으로 기본임금 외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휴일근무수당이 있음
      - 휴일근무수당은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지 아니면 고용자의 요구로 근

무하는지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종업원의 자발적인 휴일근무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자가 요구한 휴일근

무에는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 사회 보장제도
      - 싱가포르 고용법에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하지만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메디실드(Medishield)라 불리는 저

렴한 건강 보험이 자동으로 제공됨. 일부 대기업은 종업원에게 추가 혜택이 있
는 사보험을 지원하기도 함

      -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앙보장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라는 개인 의무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CPF는 
경영주와 종업원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해야 하며, 분담비율은 급여수준, 종
업원 연령에 따라 결정됨

  (3) 근로 계약시 주요 노동법

    ◦ 근로계약
      - 2016년 4월 1일부로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주요 고용 조건(Key Employment Terms, KETs)이 모두 포함된 근
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해야 함

표 4-7 주요 고용 조건(Key Employment Terms, KETs)

순번 국문 영문

1 고용주 성명 Full name of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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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 비자 종류 및 특징  
      - 고용주는 비자 신청시 발생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시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2 고용인 성명 Full name of employee

3 직책과 직무내용 Job title, mai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4 근무 시작일 Date of start of employment

5
근무기간(기한부 고용계약일 

경우)
Duration of employment(if employee is 

an fixed-term contract)

6

근로제도
- 근무시간
- 근무일수

- 휴일

Work arrangements, such as:
- Daily working hours

- Number of working days per week
- Rest day

7 급여기간 Salary Period

8

기본급여(시급, 일급, 
생산단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기본 급여율 또한 

명시해야 함)

Basic Salary(For hourly, daily or 
piece-rated workers, employers should 

also indicate the basic rate of pay)

9 고정 수당 Fixed allowances

10 고정 공제액 Fixed deductions

11
초과근무 수당 기간(7번 
급여기간과 다를 경우)

Overtime payment period(if different 
from item 7 salary period)

12 초과근무 수당 지급률 Overtime rate of pay

13
기타 급여 관련 사항

- 보너스
- 장려급

Other salary-related components, such as:
- Bonuses

- Incentives

14

휴일
- 연차 휴가
- 병가(외래)
- 병가(입원)
- 출산 휴가
- 육아 휴가

Type of leave, such as:
- Annual Leave

- Outpatient sick leave
- Hospitalisation leave

- Maternity leave
- Childcare leave

15

기타 의료 혜택
- 보험

- 의료 혜택
- 치과 혜택

Other medical benefits, such as:
- Insurance

- Medical benefits
- Dental benefits

16 수습기간 Probation period

17 계약 해지 통지기간 Notice period



- 167 -

표 4-8 고용 비자 특징 비교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 주 1: Dependent Pass(DP)는 월 소득이 50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혼인신고한 배우자, 21살 미만 자녀 대상)
※ 주 2: Long-Term Visit Pass(LTVP)는 장기거주비자, 월 소득이 1만 싱가포르 달러 이
상인 경우 부모님을 위한 장기거주비자 신청 가능

구분 Employment Pass(EP) S Pass(SP) Work Permit(WP)

적용 대상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고정. 

월 소득이 최소 

36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경력이 높으면 

그만큼 더 높은 급여를 

받아야 승인됨

대학 학사 또는 

전문 대학 

학위소지자 

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고정 월 소득이 

최소 22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허용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해외인력을 채용 

할 수 있음. 최소 

급여 조건은 없음

 유효기간

최초 신청시 2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갱신시 3년씩 연장됨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시 

3년씩 연장됨

최소 급여 조건은 

없으며, 비자 

유효기간은 2년임
DP1 신청 

가능
O O X

LTVP2 

신청 가능
O O X

할당(Quot

a)
X O O

고용부담

금(Levy)
X O O

의료보험 

제공 의무
X O O

예치금

(Security 

Bond)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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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무 중 주요 노동법

    ◦ 근로시간   
      - 주 5일 이하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9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 
      -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
      - 격주 44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 최대 48시간 및 2주 합 최대 88시간
      - 하루 최대 12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우: 3주 평균 최대 44시간
      - 싱가포르 노동법 Part IV는 월 급여가 45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육체노동자

(Workman) 또는 월 급여가 25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됨 

    ◦ 초과근무수당(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Part IV 대상자) 
      - 근로자는 한 달 최대 7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수 없음.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기본 시급의 최소 1.5배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시급 최대 11.80싱가포르 달러 또는 월 최대 2250싱가포르 달러로 제한됨
      - 초과 근무수당은 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함

    ◦ 공휴일(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대상자) 
      - 싱가포르 노동법에 의거, 모든 근로자들에게 11일의 유급 공휴일이 주어짐
      - 공휴일이 비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공휴일이 토요일

인 경우,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나 휴가를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주말 근무수당을 제공해야 함

    ◦ 휴가(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대상자) 
      - 연간 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연간 휴가가 주어짐. 첫 해에는 최소 7일, 

그 후 매년 1일씩 추가돼 8년차부터는 최소 14일의 유급 연간 휴가를 쓸 수 
있음

    ◦ 병가(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대상자) 
      - 연간 외래 진료용 병가 14일 및 입원 병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음. 입원 병가 

60일에는 외래 진료용 병가 14일이 포함됨.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내 
의사, 회사에서 승인한 의사, 또는 공공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 현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싱가포르 정부 또는 회사에서 
선정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Medical 
consultation fee)를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노동법 상 진료비 
외 검사비용, 약값 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육아 및 출산휴가 
      - 출산휴가: 현 직장에서 출산일 전 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

용할 수 있음. 태어날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16주, 아닌 경우 12주
의 유급 출산휴가가 주어짐.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1주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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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미리 알려야 함. 사전 통보가 늦었을 경우, 출산휴가 중 급여는 절
반밖에 받지 못함

      -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2017년 1월 1일부터 2주일의 출산휴가가 의무화돼 
보장됨. 또한 부인의 16주의 출산휴가 중 최대 4주까지 부인의 동의하에 공유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가: 아이가 7세 이하이며 현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
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연 6일, 아닌 경
우 연 2일이 주어짐

 
    ◦ 급여영수증(명세서 )
      - 2016년 4월 1일부로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법에(Employment Act)에 적용되

는 근로자에게 급여 영수증(Itemized Pay Slip)을 발급해줘야 함

표 4-9 급여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순번 국문 영문

1 고용주 성명 Full name of employer

2 고용인 성명 Full name of employee

3 급여지급일
Date of payment(or dates, if the pay slips 
consolidates multiple payments)

4

기본급여(시급, 일급, 생산
단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기본 급여율 또
한 명시해야 함)

Basic salary(For hourly, daily or piece-rated 
workers, indicate all of the basic rate of pay 
and total number of hours or days worked or 
pieces produced)

5 급여 기간 Start and end date of salary period.

6
보조수당
- 고정 보조수당
- 기타 보조수당

Allowances paid for salary period, such as:
- All fixed allowances
- All ad-hoc allowances

7

추가 급여
- 상여금

- 휴일근무수당
- 공휴일근무수당

Any other additional payment for each salary 
period, such as:
- Bonuses
- Rest day pay
- Public holiday pay

8
공제액
- 고정 공제액
- 기타 공제액

Deductions made for each salary period, such 
as:
- All fixed deductions
- All ad-hoc deductions

9 초과근무시간 Overtime hours worked

10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11 초과근무수당 기간(5번 급 Start and end date of overtim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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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 세금
      - 고용주는 내외국인의 소득 보고서를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IRAS)에 연 1회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매년 4월 중순
까지 작년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만약 183일 미만 근무 또는 연봉이 2만10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세금 면제 될 수도 있음. 싱가포르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IRAS 웹
사이트(링크: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를 통해 
확인할 것

  (6) 퇴직시 알아야 할 노동법

    ◦ 사전 통보
      -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규제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에 준수해 사전 통보기간 및 타당한 이유만 있다면 해고 가능. 하지만, 근로자
와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함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통지 기간 보다 사전에 해고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해고 
      - 근로자가 부당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보 없이 즉각적으로 해

당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음. 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그
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는 조사기간 중 해
당 근로자를 최대 1주일 정직시킬 수 있으며, 기간 중 급여의 최소 50%를 지
급해야 함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 사전 통보 유무 또는 부당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싱가포르 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해고 후 1달 이내 서
면으로 접수돼야 함

    ◦ 계약 종료시 유의사항       
      - 세금 정산은 대부분 고용주 측에서 세금을 제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함
      - 비자 취소시 싱가포르 비자카드를 고용주에게 반납해야 하며, 고용주는 비자를 

계약종료 즉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비자 취소시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
        a. Work Permit(WP) 소지자의 경우 비자 취소일 기준 7일 이내 본국으로 돌

여기간과 다를 경우)
period (if different from item 5 start and end 
date of salary period)

12 총 월 급여 Net salary paid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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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하며, 고용주 측에서 편도 비행기표를 제공해야 함
        b. Employment Pass(EP)와 S Pass(SP) 소지자의 경우 비자 취소 후 자동으로 

단기 방문비자(Short Term Visit Pass)가 발급되며 89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만약 가족 중 배우자 비자(DP) 또는 장기거주
비자(LTVP) 등을 발급 받았다면, 해당 비자도 자동적으로 취소되니 참고할 
것. 또한 EP와 SP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 측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제공해야 함

  (7) 비자

    ◦ 비자 신청시
      -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모든 타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비자를 받아야 임. 비자의 종류에는 Employment 
Pass, S Pass, Work Permit을 포함해 Letter of Consent(싱가포르 시민권자 혹
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Long Term Visit Pass와 Dependant Pass소지자의 경
우)가 있으며, 모두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할 
수 있음. EP의 경우는 기본 급여가 3600달러 이상이나 나이, 학력, 경력에 따
라 비자 승인이 가능한 급여가 달라짐

    ◦ 비자 발급 후
      - 2016년 4월 1일부터 고용주는 14일 이상 고용된 직원들에게는 고용 계약서 

및 항목별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조건, 근무시간 및 휴일, 급여, 연차, 의료혜택 및 기타 수

습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항목별 급여 명세서는 매월 소프트카피 혹은 하드카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급

여 내용, 기본급 내용, 기타 수당, 공제항목 및 기타, 시간 외 수당, 실수령액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급여는 근무기간 종료일(한 달 기준)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시간 외 
수당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직원은 최소 3개월 근무 후 병가 혜택을 받습니다. 병가 사용시 고용주에게 
48시간 이내에 공지해야 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사로부터 받은 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는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
시에는 병가 14일을 포함하여 최대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함

      - 직원은 최소 3개월 근무 후 유급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의 규정상 1년 근무한 직원은 최소 7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
며,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비자 취소시
      - 외국인 직원의 비자를 취소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EP, SP, WP, DP-LOC 소지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기 

한달 전 IR21(Tax Clearance for Foreign & SPR Employees)을 통해 세금 정산
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즉, 고용주는 마지막 급여에서 직원의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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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분을 제하고 지급을 해야 함. 이때 IR21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
의 3가지 경우에 한함

        a. 고용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b. 퇴사 연도에 183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총 급여가 $21,000 이하인 경우
        c. 퇴사 연도 기준 전 연도 및 당해 총 183일 이상 근무했으나 각각 연도에 

수령한 급여가 각각 $21,000 이하인 경우. 단,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 경
우에도 고용주는 IR21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함

      - 싱가포르 영주권자(PR)의 경우는 퇴사 후 싱가포르에 계속 체류를 하는 경우 
Letter of Undertaking을 받아서 세금 신고의 의무를 직원이 부담하게 해야 함. 
이때 고용주는 서명받은 Letter of Undertaking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경우는 외국인 직원과 동일하게 위
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IR21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함

      - 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한 기간이 60일 이상 183일 이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 WP 소지자의 비자를 취소할시 출국하는 항공편 혹은 출국지점을 입력해야 함. 
비자 취소시 출국일까지 체류 가능한 Social Visit Pass 출력이 가능하며, 출국 
심사시에 반드시 제출하고 출국해야 함. 말레이시안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타
국적 소지자 직원은 퇴사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 WP직원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음
      - EP 및 SP 직원의 경우도 해외에서 채용되어 싱가포르로 오는 경우 항공권을 

제공해야 함. 단, 직원이 동의하에 본인 부담으로 항공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혹은 본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받으셔야 함

    ◦ 비자 신청시 신고급여
      - 2017년도 4월 1일부터 급여, 시간 외 수당, 유급 휴가 및 퇴사 관련 Notice 

Period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과 관련해 고용주 및 직원은 Employment Claims 
Tribunals를 통해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비자 신청시 신고된 급여와 다르게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직원이 이를 신고하
여 차액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고 비자 신청시 급여를 확인
하기 바람. 아울러 이런 Claim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주는 추후 외국인 직원 고
용시 비자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함

    ◦ 최근 싱가포르 정부 기관 간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급속도로 빠르게 공
유되고 있습니다. ACRA, MOM, ICA 및 IRAS 간의 정보가 통합되면 비자 신청시 
지급된 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서 EP를 받고 현지이사로 등재되신 분들
의 경우도 미리 Letter of Consent를 승인 받아 MOM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및 비자 등이 취
소되어 추후 영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적용되는 시점의 정확한 
법 규정의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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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해외 진출시 현지인 고용에 따른 노사문제 및 국내 직원 현지파견에 따른 노
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러한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
관리나 사무문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하고 있음(노사발전재단 해외투
자기업지원 www.nosa.or.kr)

5  세무 및 관세

 가. 조세제도

  (1) 싱가포르 조세제도

    ◦ 싱가포르에서 부과되는 직접세의 종류는 기업소득세(company income tax), 개
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 인지세(estate duty and 
stamp duty) 등이 있으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음. 간접세로는 상품․서비
스세(GST：Goods and services tax)가 있음

    ◦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인지세, GST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이 존재한다. 위의 세금을 관할하는 기
관은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임

  (2) 세금의 종류

   □ 법인소득세

      ◦ 납세의무자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은 국내원천소득과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국내원천소득은 
발생된 때에, 국외원천소득은 싱가포르로 송금된 때 또는 송금된 것으로 간
주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됨

        - 법인세법상 거주자는 그 사업의 주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싱
가포르 내에 있는 기업임. 사업의 주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일
반적으로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를 의미함

        - 비거주자는 이자, 사용료, 기술용역수수료, 유형자산 임대료 등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은 17% 단일세율이나 실지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은 
더 낮음. 법인세법상 부분조세감면제도와 신규기업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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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임

      ◦ 과세 대상 소득
        - 싱가포르 소득세법(SITA)은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이익
          : 배당, 이자, 임대 등 투자로 인한 소득
          : 로열티, 프리미엄 등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 소득 성격의 기타 이익
        -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양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 자본 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그러므로, IRAS는 자본거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매우 엄
격한 기준을 적용

        - 싱가포르는 1단계 법인세 과세 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을 채택
하고 있음. 1단계 법인세 과세 방식(one-tier system)이란 기업이 자신의 과
세표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금이 되는 방식임. 즉, 1단계 법인세 
과세 방식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인 법인에 의해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 비과세 소득
        - 싱가포르의 거주자는 국외원천배당, 해외자회사이익, 국외원천용역소득에 대

해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됨. 요건이란 소득의 원천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이 적어도 15% 이상
이고 외국원천소득이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대상이어야 함

        -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선박회사의 선박이익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국제선박
의 경우 ① 승객, 우편, 가축 및 물품의 운송 ② 예인 및 인양 작업의 수행 
③ 선박의 임대 ④ 준설선 또는 오일 및 가스 활동에 사용되는 대형 선박으
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임

      ◦ 공제되는 비용
        - 사업 비용은 CPF, 기부금, 임금, 수리비, 광고비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불

한 비용
        - 공제 가능한 비용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소득을 창출하는 비용이어야 함
          :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에 의존하는 우발

채무는 비용이 아님. 즉,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불에 대한 법적 책
임이 발생된 비용만 공제 가능

          :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야 함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가 금지되지 않아야 함
        -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과 고정자산 구입 및 

자본적 지출과, 여행, 유흥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를 포함함

      ◦ 신고절차
        - 모든 법인은 매년 IRAS에 아래의 두 가지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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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과세표준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법인소득세 신고 ：휴업 법인을 제외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Form C-S / 
C를 제출(전자신고는 12월 15일까지)

      ◦ 세율 및 감면제도
        -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이나, 한시적으로 계속기업에 대

한 부분적 조세감면,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실제 부담
하는 세율은 이보다 낮음

        -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첫 3년 동안 최대 S＄ 
125,000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소득세

      ◦ 납세의무자
        - 직전 YA 1년(Basis Period)중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18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임
        - 1년의 거주기간이 183일에 못 미치더라도 2007.1.1. 이후 싱가포르에 입국하

여 2년에 걸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2개의 
YA 모두 Tax Resident로 분류됨. 거주 여부는 체류기간, 근무장소, 근무기간
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과세대상 소득
        - 싱가포르에서 받은 또는 발생된 모든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며, 국내원천소

득(Income Acruing in or Derived from Singapore)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
에서 수취한 소득(Income Received in Singapore from Outside Singapore)
에 대해서도 과세함

        - 소득의 유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투자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세율 ; 초과누진세율 구조

표 4-10 개인소득세 세율 (Resident Tax Rates)

(단위：싱가포르달러(S$), %)

과세소득
(Chargeable Income)

세율(%)
(Income Tax Rate)

총 납세액($)
(Gross Tax Payable)

첫 S$20,000
다음 S$10,000

0
2

2
200

첫 S$30,000
다음 S$10,000

-
3.50

2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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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9. Focus Asia Consulting]

        -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조건에 따라 세율 상이하며, 비거주
자(Non- Resident) 소득세율은 22%~15%이며, 산출세액이 거주자에게 적용
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적을 때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GST (Goods and Services Tax)

      ◦ 납세의무자
        - 과세공급 매출이 SGD 1,000,000를 초과하는 자는 반드시 GST 사업자로 등

록하여야 함. 연간 과세공급 매출이 SGD 1,000,00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자
발적으로 GST 사업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부로 허가됨

        - 과세 매출액이 SGD 1,000,00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과세기간의 직
전 12개월의 매출로 판단

      ◦ 세율 및 과세구분
        - GST는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7%로 부

과. 재화와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Zero%)이 적용되며, 주거용 자산
의 공급 등 일부 거래에는 GST가 면제됨

        -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GST가 부과(재화를 수입하는 때)됨. 그러나, 무역업
자들의 현금흐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하는 때에 GST 부과를 유예하는 
경감제도가 있음

첫 S$40,000
다음 S$40,000

-
7

550
2,800

첫 S$80,000
다음 S$40,000

-
11.5

3,350
4,600

첫 S$120,000
다음 S$40,000

-
15

7,950
6,000

첫 S$160,000
다음 S$40,000

-
18

13,950
7,200

첫 S$200,000
다음 S$40,000

-
19

21,150
7,600

첫 S$240,000
다음 S$40,000

-
19.5

28,750
7,800

첫 S$280,000
다음 S$40,000

-
20

36,550
8,000

첫 S$320,000
S$320,000 초과

-
22

4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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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 과세와 면세 구분

      ◦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 GST 등록사업자는 각 GST 회계기간별(분기) 매출액의 7%를 소비자로부터 

대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매출이 없는 경우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는 전자신고로만 가능

      ◦ 매입세액(Input tax) 공제
        - 사업자는 GST 과세대상 매출세액에서 사업상 매입에 대해 지불한 매입세액

을 상계할 수 있음. 사업과 무관한 지출, 동호회비, 자가소비, 차량임대료, 차
량유지비, 의료비와 도박, 경마, 복권, 슬롯머신 등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비거주 사업자는 거주자인 세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ST환급
을 받을 수 없음. 세무대리인은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GST
를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내에서 차후에 공급되는 비거주자의 매
출 GST에 대해 상세히 신고하여야 함

      ◦ GST 사업자의 의무사항
        - GST 등록번호를 포함한 Tax Invoice 발행하여야 하고, 물품에 GST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여 하여야 함. 최소 5년간 GST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시에는 GST신고 및 

잔여재산($10,000 이상)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자발적으로 GST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2년간 등록한 GST 사업을 유지하여

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과세공급을 창출하여야 함

   □ 기타 세금

      ◦ 재산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Owner)인데, 이는 반드시 ‘법률상 소유자

(Legal Owner)’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해당 부동산이 임대되는 경우 임대료
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재산세법상 소유자로 간주됨

        - 토지, 상가, 산업용 건물에 한해서는 일괄적으로 10%가 부과되며, 거주 부동

과 세 면 세

표준세율

(7%)

영세율, 면세,

적용제외가

아닌 모든 공급

면세

▪ 주거용 자산의 판매 또는 임대

▪ 금융서비스

▪ 투자용(골드바 등) 귀금속의 수입 또는 

국내 공급

영세율

(0%)

재화의 수출

국제적 용역

GST

적용 

제외

▪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의 이전

▪ 개인간 거래

▪ 제3국 판매

▪ Zero GST 창고 내에서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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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경우는 연간 임대했을 경우 추정되는 임대료인 연간가치(Annual Value; 
AV)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율이 다름

        - 재산세 면제 대상
          : 공공의 종교목적으로 이용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 기부 목적
          : 싱가포르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

   □ 싱가포르의 국제조세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 조세조약은 상대국과의 이중과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두 국가 간에 체

결하는 조약이며 국제거래에서 조세권한을 결정하는 것이 주목적임
        - 이러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우선함.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과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
과할 수 없음

      ◦ 국제조세의 구성
        - 싱가포르는 국제조세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두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함
        -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의함
        - 소득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세액공제제도는 소득세법에 별도의 장으

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조세 분야의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소득세법에서는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소득세
가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서 밝히고 있음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와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는 운영되지 않음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 아닌 이상 모든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가 받은 국외원천소득은 과세되지 않
음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15% 또는 거주자의 누진세율 중 세액의 합계가 높
은 쪽으로 과세됨. 이사의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근로소득을 제외한 대
부분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거나 면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싱가포르 소득세법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운영에서 발생된 수익
          : 사람과 물건을 싱가포르에서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선박과 항공기의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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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운영인의 수익
          : 해당 수익이 싱가포르에서 메시지의 전송에서 발생된 경우 케이블 또는 무

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수익
          : 국내에서 근무한 경우 발생한 소득(국내 수취여부 불문)
          : 정부를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
          : 이자 관련 수입
          : 로열티, 노하우, 기술서비스료, 사업관리료, 동산의 임대소득

      ◦ 이중과세방지 규정
        - 싱가포르는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송

금주의를 가미해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
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가 발생

        - 그러나 세법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소득이라도 특정 국외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과세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과세 면
제함

        - 싱가포르에서의 이중과세방지는 내국세법에 의한 것과 다른 국가와의 조세
조약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법에 의한 것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과세면제방식과 특정 외국세액에 대한 
일방적인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조세조약에 의한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그러나 과세면제, 저율과세 방식에 의한 감면도 일
부 소득 또는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허용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
        -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저세율 국가에 해당되어 이전가격세제는 국세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나, 1990년대 초에 이전가격에 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싱가포르 역시 낮은 세율과 광범위한 조세지원 
및 조세감면으로 인해 이러한 논쟁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싱가포르 국세청이 2006년 2월 23일 발표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
지만, 전체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음

        -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OECD 회원국이 아니므로 OECD로부터 직접적인 영향
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
에 더 잘 맞는 이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 015년 1월, 싱가포르 국세청은 200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약 9년 만에 두 
번째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적용 지침을 개정․공포. 개정된 가이드라
인에서는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BEPS 관련 내용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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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와 세금

      ◦ 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은 사업 구조 중 하나를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함

        ① 단독 소유자 : 단독 소유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본질적으로 
자영업자임(단독 소유자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함)

        ② 파트너십 : 손익은 파트너간에 균등하게 공유되며 각 파트너에게는 각 개별 
파트너 이름으로 개인 소득 세율이 부과됨

        ③ 유한 책임 파트너쉽 (LLP) : 각 파트너는 LLP 수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파트너가 개인 또는 회사인 경우 LLP 수입에 대한 지분
은 개인 소득에 부과됨)

        ④ 회사 : 현지 회사이든 외국 회사이든 관계없이 회사는 청구 가능 수입에 대
해 고정 세율로 과세됨

      ◦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사업 전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에 다양한 세금 인
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함.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평평한 단일 계층 기업 시스
템을 채택하여 종종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친화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간주
됨. 단일 계층 법인세 시스템에서 회사의 청구 가능 소득에 대해 납부 한 세금
은 최종 세금이며, 회사가 지불 한 모든 배당금은 주주의 손에 의해 세금이 면
제됨

      ◦ 해당 소득세 외에도 지방 가맹점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가맹점에 지
불 할 로열티에 대해 IRAS에 원천징수세를 지불해야함

        우선 원천 세율은 10 %이며 싱가포르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본국 간의 상
호 DTA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싱가포르는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
아, 일본, 러시아, 한국, 스위스, 아랍 에미리트 연합, 영국 등 전 세계 여러 국
가와의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협약의 당사자임. 홍콩 및 미국과 같
은 국가와의 조약이 제한되어 있음

      ◦ 프랜차이즈의 운영 범위 및 수준과 특정 비즈니스 주체, 운영 체제 및 조직이 
채택한 회사 또는 투자 구조, 비즈니스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
금 및 공제 규칙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사업의 재무 및 세금 구조를 올바르게 
계획하기 위해 전문적인 세금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TIP >

◦ 싱가포르 세무관련 제도의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진출기업을 위한 세
무안내」 (국세청)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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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세 및 통관제도

  (1) 관세

    □ 개요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적용
을 받음

      ◦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가스, 물, 미디어, 전기, 기록물 등)은 GST라 불리는 상품 
서비스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함.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아래 4가지 품목으로 나머지는 모두 무관세(non-dutiable) 적용을 받음

        ① 주류(intoxicating liquors)
        ②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③ 차량(motor vehicles)
        ④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일례로 수출용 상품이 
원자재로 수입 과세된 경우 세관에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환급액 범위 내에서 은행보증으로 면세수입을 하고 관세 환급 판정이 이루어진 
후 수입자가 환급 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은행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
에서 환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관세 환급된 수입 원자재는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는 원자재 소모 
및 재고 증빙 자료를 관리, 보관해야 함

    □ 과세율 종류

      ◦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세가 적용됨

        ① 수입세(Customs Duty): 차량, 담배, 주류에 부과
        ② 특별소비세(Excise Duty): 차량, 석유관련제품, 주류에 부과

      ◦ 이외에 GST라 불리는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가 있음. GST는 관세
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적용 대상임. 제품가
치의 7%가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부과되지만 재수출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싱가포르로 반입된 화물이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기 납부한 
GST를 환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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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과 모든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을 기준으로 산출함

    □ 관세율 보기

HS Code 제품 설명
관세율

수입세 소비세

21069061

Alcoholic preparations in liquid form as 

raw material for making composite 

concentrat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없음

$88.00 per 

litre of 

alcohol

21069062

Alcoholic preparations in other forms being 

raw material for making composite 

concentrat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없음
$113.00 per 

kgm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명기되지 않은 품목
은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됨. HS Code는 8자리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싱가포르 관세청)
        http://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
        /duties-and-dutiable-goods/list-of-dutiable-goods

    □ 원산지 결정기준

      ◦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
산지 결정기준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원산지규칙)과 그 부속서 및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됨

       ◦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세부규정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제공하는 FTA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2) 통관

    □ 일반 통관절차 개요

      ◦ 상품의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반입 화
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함. 반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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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싱가포르를 출발하기 48시간 이전까지 통관 신청을 해야 함. 항구 및 공항
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하면 됨

    □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 해당사항 없음.

      ◦ 정식통관: 일반적인 통관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됨

1. 물품 도착 2. 수입신고 3. 관세납부 4. 물품검사 및 반출
수입허가증 및

라이선스 확인

수입신고, 

증빙서류 제출

신고서 처리, 

관세납부

검사대상물품 검사

물품 반출

        - 물품반출 및 반입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 Net)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세 등 각종 세금, 부과금은 은행 간 지로 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된다. 
세관은 반출입 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우편통관
        - 우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Singapore Post Centre를 통

해 통관절차를 밟게 됨. 4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물품은 GST가 면제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술, 담배)의 경우는 별도 검사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물품은 수입허가를 위해 해당 관리기관으로 보내지며 수취인은 관리기
관을 방문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음

    □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함. 검사 대상이 된 수입물
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반출이 허가됨.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는 수출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인증번호를 싱가
포르 관세청에 통보하면 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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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절차 흐름도

표 4-11 수입 흐름도

[자료원 : 싱가포르 관세청]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수입신고서는 Trade Net이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컨테
이너 화물(Containerised cargo)과 비컨테이너 화물(Conventional Cargo)로 구
분돼 신고됨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그리고 기타 품목별 필요서류임.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수입 신고시에 컨테이너 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신고시에는 통관을 위해 
유효한 허가 내용이 제출돼야 한다. 세관은 선박/항공기명, 원산지, 포장 수 및 
포장 단위당 수량, 운송 및 보험 비용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통관경비는 관세가 없는 품목의 경우 GST(CIF가격의 7%) 외에 기타 통관 수
수료 약 50싱가포르 달러(건당)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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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다.

물품 도착 통보 → Trade Net을 통한 통관 승인 신청 → 통관 승인번호 접

수 → 물품 수령 → 수입검사 → 통관 완료

      ◦ 모든 검문소에서의 도착 운송수단과 화물, 승객에 대한 통관은 이민국(ICA.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의 감독 아래 진행되며, 검문소에서 이
민국 직원은 입국하는 운송수단, 화물, 승객 검사를 관리함. 무역과 세관에 문
제가 되는 것은 싱가포르 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적인 하루나 이틀 
정도면 통관은 완료됨

    □ 주재국 무역항 및 공항 개황

      ◦ 무역항
       - 싱가포르 항구는 2018년 Asian Freight and Supply Chain Awards에서 가격

경쟁력과 컨테이너 관련 기반,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홍콩, 상하이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항구(Best Seaport - Asia)로 뽑혔음. 
싱가포르 해운항만청(MPA)에 의하면 2017년 싱가포르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3,367만 TEU로 전년대비 8.9% 성장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014년 이
후 감소해오던 화물량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음

       -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허브 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로 싱가포르 항구의 효
율성과 편리성이 있다. 트럭 한 대가 하역하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
면 싱가포르는 평균 25분으로 홍콩의 45분, 부산 40분과 비교가 되지 않음

       - 싱가포르 항만 당국은 배가 들어와 출항할 때까지 24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이 전자태그 시스템을 통해 컨테이너의 이
동과 처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도 차별화된 요소이며,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싱가포르 정부의 의지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싱가포르를 거쳐가는 컨테이너의 대부분은 PSA에서 단독으로 핸들
링하고 있으며 이외에 Jurong Port 등에서도 일부 처리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항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2015년 6월에는 Pasir 
Panjang Terminal(PPT) 확장 개발 프로젝트 Phase 3 & 4를 부분적으로 공식 
오픈했음. 2018년 완공시 초대형 선박이 수용 가능한 15개 정박지가 추가돼 
최대 1,500만 TEU의 화물량을 처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화물 
총 수용량이 현재 3,500만 TEU에서 5,000만 TEU로 확장될 예정임. 싱가포르
는 PPT 외에도 Tuas Terminal을 신규 개발하고 있음. 24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개발하는 Tuas Terminal은 6,500만 TEU 규모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
도록 개발될 계획으로,2020년 완공되면 싱가포르의 화물 수용 가능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됨

      ◦ 공항
       - 싱가포르의 국제공항인 창이공항(Changi Airport)은 싱가포르 도심에서 동쪽

으로 2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1911년 시험비행이 시작됐으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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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칼랑 공항(Kallang Airport)이라 부르다 제1단계 공사를 마친 1981년 
7월 1일 창이공항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항했음. 항구와 마찬가지로 창이공항
도 2008년부터 AFSCA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최고 공항(Best Airport in Asia)
으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음. 창이공항의 항공 물동량은 연간 200만 톤 수준
임

       - 쥬얼(Project Jewel) 프로젝트는 창이공항 1번 터미널 부근 3.5헥타르 규모의 
지역에 쇼핑/문화/레저 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3개 터미널을 연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8년 완공 계획임. 지속해서 늘어나는 창이공항의 물
동량과 사용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2015년 3월 터미널 5 건축 계획안을 발표
했으며 5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터미널로 개발 예정돼 있
음

    □ 운송절차 및 흐름도

수출자의 물품발송 ▶
내륙운송을 통한 

선적지도착
▶ 수출통관/검사

▼

하역/반입/검사 ◀ 싱가포르 입항 ◀ 선적 및 출항

▼

통관완료/반출 ▶ 내륙운송 ▶ 최종목적지 도착

        실제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7~8일이며 전체 소요기간은 약 10일이 
필요함

    □ 운송비용

      ◦ 한국에서 20피트 컨테이너 규모의 전기제품을 싱가포르로 해상수출할 경우, 
FOB기준으로 대략 30~40만 원이 소요됨

<TIP >

◦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함.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활동과 직결되는 해외통
관애로를 해결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흥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 
kr)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는 통관 애로 해소와 함께 관련된 해당국 재외공
관 및 KOTRA, 무역협회, 주요 해외무역지점, 외국상공회의소 등의 연락처를 검
색할 수 있으며, 특히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는 원재료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에 관한 상담이나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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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가. 진출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1)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 싱가포르, 재산권 보호 수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싱가포르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세계 129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국제재산권연대(PRA: Property Rights Allianc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
포르의 재산권 보호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는 8.46점으로, 129
개국 중 4위에 올랐음. PRA는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법률 및 정치적 환경 
등 3개 부문을 조사해 각국의 재산권 보호를 평가. 특히 지식재산권(IP) 보호 수
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부터 특허, 상표, 의장 등의 지적재산권을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엄격하게 지
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등록이나 취득,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 및 각종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형태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 저작
권, 집적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등이 있다. 세계경제포
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리포트 2017~2018에 따르면 싱가포르(5.7점 획득)
는 세계 3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 특허(Patent)

      ◦ 싱가포르 특허신청서 요구사항   
        - 특허 신청 양식 (Patent Form 1)
        - 발명품 기술서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 독점 권리 범위 명시 조항 (One or more claims)
        - 발명품 개요 (Abstract of the invention)
        - 상품 혹은 프로세스 도안 (Drawings)
 
      ◦ 특허등록 비용 및 기간
        - 특허 등록서 준비(비용: 4,000~12,000싱가포르 달러, 기간: 4~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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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사 및 등록(비용: 4,500~5,000싱가포르 달러, 기간: 3~4년)
        - 대리인(Agent)을 통할 경우 기준
        - 등록 유효 기간 및 비용: 20년 / 약 9,000싱가포르 달러

        아래의 경우,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한 폐지를 요청할 수 있음
        -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 없는 발명일 경우
        -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된 경우
        -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록된 특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 허용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의 추가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규정된 물질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경우
        - 특허가 허위로 등록된 경우
        - 같은 발명의 대해 하나 이상의 특허가 동일날짜, 동일인물(지위)에 의해 등록

된 경우

      ◦ 담당기관 및 부서: Registry of Patent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IPOS)

      ◦ 관련법: The Patents Act(Cap. 221)
        싱가포르 특허는 특허법(제221장), 상표법(제332장), 등록디자인법(제266장), 식

물품종 보호법(제232A장), 저작권법(제63장), 지리적표시법(제117B장), 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법(제159A장)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음

 

   □ 상표(Trademark)

      ◦ 싱가포르에서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갱신해야 하고 
시기를 놓친 경우 다시 6개월 이내 등록을 해야 함. 상표는 이미 사용 중에 있
는 것도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에 제한이 없으나 상표를 침해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이 폐지될 수 있음

      ◦ 이미 잘 알려진 상표(Well-known Marks)의 경우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위조 제품을 길가에서 판매할 경우나 운송해 이동할 경우 압수 및 검문 등 경
찰의 제재 조치도 강화됐음

        - 상표 등록 신청비용: 240~374 싱가포르 달러 (서류추가, 수정 등의 경우 추
가 비용 발생)

        - 상표 심사기간: 9개월 내외 (이의제기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더 오래 걸
릴 수 있음)

        - 상표분류: 45개의 상품(34류)/서비스(11류) 분류(각 분류 별로 세부 품목을 
규정)

        - 상표권 폐지요건
          :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등록 후 5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상표권의 사용이 5년간 꾸준히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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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소유자에 의해 상표가 등록된 분야에서 일반적인 이름이 된 경우
          :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특성이나, 품질, 지역적 요인에 의해 대중을 호도하

는 경우
        - 관련법: Trade Marks Act (2005 Revised Ed) (Cap. 332)
        - 담당기관 및 부서: Registry of Trade Marks, Intellectual Property Offie of 

Singapore(IPOS)

   □ 저작권(Copyright)

      ◦ 싱가포르 내 지적재산권 등록 절차는 및 비용은 한국에 비해 다소 소모적인 
면이 있으므로 싱가포르 시장 내에서의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 확보는 한국에
서의 PCT 출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싱가포르에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초범) 2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

지 모두 적용
        - (재범) 5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 적용

      ◦ 관련법: The Copyright Act (Cap. 63)

      ◦ 담당기관 및 부서 : Registry of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IPOS)

   □ 의장(Design)

      ◦ 싱가포르 의장등록 관련정보   
        - 유효기간: 5년 주기로 갱신(15년까지 가능)
        - 등록비용: 평균 1,200싱가포르 달러
        - IPOS에서의 심사 기간: 4개월 내외(이의제기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관련법: Registered Designs Act (Cap. 266)
        - 담당기관 및 부서: Registry of Design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IPOS)

   □ 기타

      ◦ 지리적 표시제
        상품이 가진 특정한 품질상의 특징과 상품에 부가적으로 부여된 명성 등을 갖

게 한 국가 혹은 생산지를 회원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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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회로의 설계
        기본적으로 3차원 캐릭터의 요소들과 집적회로와의 상호연결을 지칭하는 말이

다. 집적회로란 회로간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매체로 결합되거나 하나의 단
위로 작동하는 전기회로를 의미함. 많은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 위 또는 
기판 자체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돼 있는 초소형 구조의 기능적인 복
합적 전자소자 또는 시스템을 의미함

      ◦ 기업비밀
        어떠한 정보 혹은 그 업계에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비밀사항을 말

한다. 상업적인 가치를 가진 정보를 통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임. 기
업비밀에 있어서의 ‘법’은 기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최신 정보

      ◦ 2018년 4월,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성장 촉진 및 핀
테크 혁신기술의 빠른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해 FinTech Fast Track Initiative를 
신규 도입. 이를 통해 핀테크 특허권 출원이 더욱 신속히 처리돼 특허 등록 소
요기간이 기존 최소 2년에서 빠르면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2017년 4월,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싱가포르 기반 Makara Capital사와 함
께 10억 달러 규모의 Makara Innovation Fund(MIF)를 설립. MIF는 지적재산
(IP)이 풍부하고 해외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을 위한 동남아시아 첫 사
모투자펀드로 10~15개사에 각 3,000만~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가 IP 허브로 거듭나고자 함

 나.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지원제도 안내

  (1) 국제 출원 유형

   □ 국제 상표출원 유형
      ◦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  

   표를 등록받아야 하며,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  
   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름

      ◦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①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함
        ②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  

     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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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

        ③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  
     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유럽 상표청 및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  
        에 해당

        ④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 시스템  
   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국에 따른 가능한 상표관련 시스템을 이해하고 진행하  
   여야 함

   □ 국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유형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  
   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국내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음

      ◦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함

      ◦ 상표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 출원과 마찬가지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도 개별  
   국 출원과 PCT 국제 출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PCT 방식은 특허청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한 번의 절차를 통해 심사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장점도 있지만, PCT 체약국이 아닌 비가입국의 경우에  
   는 PCT 국제 출원 절차를 활용할 수 없으며, 예비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심사 절차가 진행해야하는 이중심사  
   를 받아 비용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2)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지원제도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사업 - Kotra

     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지재권 상담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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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현지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소개, 지재권 출원∙등록절

차, 지재권 침해∙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

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절차지원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대리사무소 신청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
대리사무소 계약 대리사무소와 상표 • 디자인 출원계약

▼
출원신청 출원시 거절 가능성 검토 후 출원신청 및 기업부담금 납부

▼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특허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특허출원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

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특허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절차지원

 

지원대리사무소 
선정

복잡한 특허명세서의 설명을 위해 신청인 대신 연락가능한 
전문가 지정

▼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수행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
수행 대리사무소 

계약
수행대리 사무소와 특허출원계약

▼
출원신청 출원시 거절 가능성 검토 후 출원신청 및 기업부담금 납부

▼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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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

률검토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

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3개사 이상(업종단체 포함) 협의체 공동 신청시 기업수만큼 지원한도 증액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대리사무소 신청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

대리사무소 계약 대리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침해 • 피침해 조사, 행정단손/침해감정서 작성 후 기업부담
금 납부

▼
비용지원 결과보고서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TIP >

◦ 신청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안내」▶「해외진
출지원」▶「해외투자진출」▶「지식재산권보호」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6460-3357, ip-desk@kotra.or.kr],
   [02-3460-3359, ip-patent@kotra.or.kr]

     2)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현지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현지 지재권 분쟁 등에 대하여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

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비용지원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업
대리사무소 

계약
전문기관(대리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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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
        - 현지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

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지원

<TIP >

◦ 신청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안내」▶「해외진
출지원」▶「해외투자진출」▶「지식재산권보호」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IP-DESK 미설치 국가에 한해서 지원

◦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1 , leeminki@kotra.or.kr],
  [02-3460-3359, ip-patent@kotra.or.kr]

▼

대리사무소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 및 KOTRA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
빙)제출

▼

신청기업
법률자문비용 

납부
전문기관(대리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부

▼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업
대리사무소 

계약
전문기관(대리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
원) 계약체결

▼

대리사무소
실태조사 

지원
신청기업 및 KOTRA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
빙)제출

▼

신청기업
실태조사 
비용 납부

전문기관(대리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
부

▼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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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 특허청

     1) 글로벌 IP기업 지원 육성 산업 안내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 실시)

      ◦ 사업목적 :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신청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글로벌 IP기업 육성지원)

      ◦ 지원절차

지원사업 분류 지원금액 분담금
세부 사업별 

지원제도

전체 

지원한도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3,000천원 이내

30%

없음

(전체 지원 

한도만 존재)

연간 

7천만원

3년 

2억1천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특허(개별국) 7,0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7,000천원 이내

특허맵(심화) 20,000천원 이내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 맵(심화) 20,000천원 이내

디자인 맵(일반) 10,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3,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7,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7,000천원 이내

브랜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20,0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 개발 13,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7,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40,000천원 이내

기타

기업IP경영

진단 구축
15,000천원 이내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35,000천원 이내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사업공고 온라인신청

신청기업
사전상담

또는
현장실사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지원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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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biz.ripc.org)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통합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TIP >

◦ 지원신청문의 : 02-3459-2827 한국발명진흥원 jmlee@kipa.org

   □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K-ip care)

     1)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목적
        -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우리수출기업의 분쟁대응

능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수출(예정)기업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구분 대상 용도

지원기업 서비스 수혜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협약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과제수행 전문기관 (특허사무소 등)
용역사업 참여, 산출내역서 관리, 협

약관리

연구원정보 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개인) 연구원 개인정보 등록, 등급 관리

사업명 사업내용

특허분쟁예방 

컨설팅

수출준비

(수출실적 미보유)

수출 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확보전략 제공 

등
수출진행

(수출실적 보유)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전략, 특허매입 전략, 역

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대비 전략 제공 등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특허 권리행사 전략 제공 등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예방
수출(예정)시 또는 무단 해외 선 등록 침해시 상표 현지화 

전략 제공 등

대응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 선 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

공 등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컨설팅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전반을 검토하여 해외 IP 분쟁 예방전략 제

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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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사업목적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 분쟁기반 정보
        - 지재권 분쟁동향 연구보고서
          : 지재권 분쟁 통계 및 주요 사건 분석, NPE 소송동향 등 중요 분쟁 이슈에 

대하여 분기 및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제공
        - 특허관리회사(NPE) 동향 연구보고서
          : NPE의 발생으로 특허관리·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NPE 기업의 특

성을 이해하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할 필요성 증가
          : NPE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분기, 연차 보고서 

제공
          :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외 정책·제도 동향, NPE 공격대상 산업 및 분기별 

TOP NPE 선정을 통해 이에 따른 중장기 예측 기반 제공
        -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 분쟁 위험이 높은 유망 기술 분야의 국제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

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 
지식정보 제공 사업

          :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쟁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분쟁 예측 정보 구체화 및 분쟁 대응 시나리오 도출

          : (’14년) 3D프린팅, 스마트카 등 2개 분야, (’15년) 사물인터넷(IoT) 분야, ('16
년) 계쟁특허 대응전략 보고서(NPE Analysis) 예정

        -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 해외지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와 관

련된 전체적 가이드를 제공
          : 현지 진출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분쟁 대응방안을 각 국가별

로 심층적 소개
        - 해외 대리인 정보
          : 주요 국가에서 활동중인 특허 법률사무소와 대리인 정보를 제공

      ◦ 분쟁동향 정보
        - IP Daily 분쟁정보
          : 미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일분쟁 속보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의 국제 지식재산
권 분쟁 동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IP 분쟁동향
          : 주요국의 IP 보호정책·제도 및 이슈 판례를 심층 분석한 IP Insight 콘텐츠 

및 국가별 지재권동향 정보를 주 1회 제공하며, 제조기업간 소송 및 NPE 
연관 소송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쟁통계 정보를 월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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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IP-NAVI
        - 시스템 개요
          : 주요국가의 판례데이터 및 특허, 상표, 디자인 분쟁DB를 구축하여 독창적

인 기술분류 체계와 최적화된 검색엔진을 통해 통합검색, 항목별 검색 등 
지재권분쟁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정보 종합 솔루
션을 제공

     3) 지재권 판례동향정보 제공

      ◦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사업목적
        -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판례 검색
          : IP5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지재권 판례에 대한 원문, 서지사항1) 

및 판결요지 요약문2)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판례
검색이 가능

            ① 당사자, 법원, 판결일자, 재판결과, 사건번호, 적용법령, 계쟁 지재권 등
의 정보

            ② 사건 쟁점 및 판결 요지를 400자 내외로 요약ㆍ번역

      ◦ 판례 카테고리
        - 지재권 판례를 산업기술, 법률쟁점 등 자체 분류체계와 IPC1), NICE2), 로카

르노3) 등 국제 분류체계에 따라 제공
          : IP5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지재권 판례에 대한 원문, 서지사항1) 

및 판결요지 요약문2)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판례
검색이 가능

            ① 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특허 분야의 국제 분류코드
            ② NICE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 분류코드
            ③ 로카르노 :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국제 분류코드

      ◦ 핵심판례 보고서
        - 우리기업의 지재권 업무담당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IP5의 중요판례

를 쟁점별로 심층 분석하여 제공
          : 2013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특허), 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상표/디

자인)

      ◦ 해외 지재권법령
        - 지재권 분쟁이 잦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의 지재권 법령

(특허, 상표, 디자인)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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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TEL 02-2183-5800, www.koipa.re.kr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가. 기업설립 및 외국인투자

  (1) 진출시 기업형태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사업을 목적으로 진출할 경우 회사(Subsidiary Company 
Private Limited, 법인)나 지점(Branch Office)을 설립할 수 있음. 사업 진출 이전 시
장조사를 위해 사업목적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 있음

표 4-12 일반적인 투자진출 절차

    싱가포르의 회사등록절차는 크게 회사명(상호)의 승인과 회사등록신청의 두 단계로 
나뉨. 모든 절차는 싱가포르의 회계기업 관리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BizFile 
(www.bizfile.gov.sg)을 통해 이루어짐. 회사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회사등록 이후 연
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상호 및 주소 등의 각종 변경사항 등록 등도 Bizfile을 
통해 이루어짐

투자 준비(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

투자 예비상담 및 허가 신청(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인센티브 확인)

▼

기업명칭 온라인 신청(비즈파일)

▼

회사설립(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 심사, 등록 허가(ACRA)

▼

회사관련 정보 컴퓨터 시스템 입력

▼

회사설립증명서(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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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온라인 시스템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고용비자 소유자 등에게 부여
되는 ’Sing Pass’를 통해 접근 가능하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회
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업(회계사, 변호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지법인(자회사, Subsidiary Company Private Limited)

      ◦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 및 이사와는 독립된 형태의 법인격을 가친 개체로 싱
가포르에 등록된 기업이며 단지 외국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간
주됨. 따라서 싱가포르의 회사(Company) 설립요건과 같이 최소 1명의 주주와 
1명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이사는 싱가포르 거주인이어야 함

      ◦ 자회사(싱가포르 또는 외국기업의 자회사)는 모기업과 같은 상호를 사용할 필
요가 없으며 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자회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점과 달리 모기업의 보고서
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세금은 거주자로 간주해서 과세되며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지점(Branch Office) 및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지점
        - 외국기업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을 설립할 수 있

으며 지점은 현지 법인 또는 자회사와 달리 모기업과 동일한 기업 또는 모
기업의 단순 확장으로 간주되므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 없음. 모기업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기업 활동 또한 모기업의 사업 활동에 국한해야 함. 
연례 이사회의 개최 등에 대해서 모기업이 등록된 국가의 법에 따름

        - 회계감사보고서는 지점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세금은 비거주자로 간주해 과세되며, 싱가포르 세법상의 세금 혜택을 받
을 수 없음.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모회사에서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익의 송금은 배당절차 없이도 언제든 가능함

        - 최소 설립요건으로 2명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
점의 등록비용은 주식 자본금이 있는 경우 315싱가포르 달러, 주식 자본금
이 없는 경우 비용은 1,215싱가포르 달러임

표 4-13 자회사(Subsidiary Company)와 지점(Branch) 비교

구분 자회사 지점
법인격 있음 없음(모회사의 확장)
상호 모기업과 같을 필요 없음 모기업과 동일

비즈니스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 모기업과 같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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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사무소
        -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단순 연락업무 및 조사를 수행하거나 법인 설립 

이전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진출 
형태임.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외국회
사의 관리 목적상 싱가포르 정부의 개설 승인을 필요로 함

        - 연락사무소의 상호는 모기업과 같아야 하며 시장조사 및 단순 연락활동만 
수행할 수 있음. 승인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년 
이상이 되면 철수하거나 법인이나 지사로 전환해야 함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은 크게 금융(Banking & Insurance)과 
비금융으로 나뉨. 금융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MAS는 연락사무소 설립 신청 전 미팅을 통해 신청 요건 및 이슈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로 신청기업의 신용등급, 랭킹 등 재무안정성을 크
게 평가함. 활동영역은 시장조사 업무로만 제한돼 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
함. 연락사무소장은 본사 또는 싱가포르 직원 모두 임명 가능함

        - 비금융회사의 경우 Enterprise Singapore(ESG)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
음. Enterprise Singapore에서는 연락사무소 설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음

          a. 연락사무소의 업무는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등으로 제한된다.

활동영역

대상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현지기업 

또는 외국기업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모기업의 

채무변제책임
없음 있음

구성원 수 최대 50명 해당 사항 없음

최소설립요건

1명의 주주(외국인 또는 

현지인 또는 기업), 1명의 

거주 이사

2명의 싱가포르 거주 대리인

유한책임 있음 없음
회계감사 의무 있음 있음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있음 있음

연간 보고서 

제출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지점 및 모회사의 감사보고서

세금
거주자

현지 세금혜택 수혜 가능

비거주자

현지 세금혜택 수혜 불가

수수료 S$315
S$315(주식자본금 있는 경우)

S$1,215(주식자본금 없는 경우)
관련 정부부서 ACRA &  IRAS ACRA &  I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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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연락사무소는 본사 또는 싱가포르 직원에 의해 대표돼야 한다. Enterprise 
Singapore는 연락사무소의 직원 수가 적절한지 판단할 재량이 있다.

          c. 연락사무소 및 현재 채용 중이거나 채용 예정 중인 직원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한 달 전에 Enterprise Singapore에 통보해야 한다.

   □ 공장 설립

      ◦ 산업 재해 방지법에 의거, 인력을 고용해 아래의 상업적 목적의 생산 작업을 
한다면 공장시설(premises)을 등록해야 함

        - 물건이나 부품 제조
        - 물건을 변형시키거나, 고치거나, 세척 또는 분해
        - 물건을 판매에 맞게 적합화

      ◦ 설립 절차는 Ministry of Manpowe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ivision (OSHD)에서 주관하며 공장 가동 개시 최소 1달 전에 공장을 등록해
야 함. 허가 여부는 공장 감독관이 서류를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됨. 작은 규모
의 공장들은 최대 인원수를 넘지 않고, 특정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인수합병

      ◦ 싱가포르 기업의 인수합병은 인계, 정리 계획안, 합병, 역행적 인수의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인계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이 있음

        ① 대 주식지분을 소유하거나 여러 주주 파티원 들의 동의를 얻어 대상 기업
에게 의무적 제안을 올리는 방식

        ② 임의적으로 대상기업의 자발적 제안을 하는 방식
        ③ 대상의 소주식지분자들에게 자발적 제안을 올리는 부분적 제안 방식

      ◦ 정리 계획안이란 대상기업과 주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던 대상기업의 주식을 소각하고 대
상기업 인수자들에게 대상기업의 신주를 발행한 후 이를 인수토록 하는 방법
임. 다른 하나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대상기업이 구 주주들
에게 인수기업의 주식으로 배분해주는 방법임. 인수 대상기업 주식의 과반수가 
인수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형식의 인수절차도 가능함

        정리 계획안은 인수 대상기업이 시행하는 것으로 인수 대상기업의 경영진들이 
승인 결정을 내림. 계획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대상 기업 주주 
모두에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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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은 정리 계획안과는 다른 방안으로 기업법 215A~J에 의거한 합병절차를 
통해 인수가 가능함. 합병절차가 두 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합병해 한 개의 기
업으로 전환되거나 2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합병을 해 새로운 기업으로 진행 
될 수 있음

      ◦ 역행적 인수의 경우는 인수 기업의 자본과 사업을 대상기업으로 옮기는 대신 
대상기업의 주식으로 교환 받은 후 인수기업이 대상기업 주식 중 대상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주식에 대한 접수를 제안한다는 방식임

   □ 구비서류

      ◦ 법인 설립(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회사설립 규약 및 정관(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준법서약(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Form 6)
        - 신원증명서(Certificate of Identity - Form 7)
        - 이사취임 동의서(Consent to Act as Director and Statement of Non 

Disqualification to Act as Director - Form 45)
        - 등록사무실 신고서(Notice of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and Office 

Hours at Time of Registration-Form 44) 등

      ◦ 지사 설립(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외국회사(즉 본사)의 설립증명서 사본(Copy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foreign company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certificates)

        - 회사설립규약 및 정관 사본(Copy of its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ncorporated the foreign 
company)

        -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Return providing particulars of all directors of the 
foreign company - Form 79)

        - 현지 이사(책임자)의 권한 관련 규약(Memorandum stating powers of local 
directors)

        - 현지 대리인 임명 및 권한에 관한 규약(Memorandum of appointment or 
power of attorney stating the names and addresses of two more 
Singaporeans, Permanent Residents or EP holders authorised to act as 
agents in Singapore)

        - 현지대리인 서약(Statutory Declaration by the Agents of the Foreign 
Company-Form 80) 등

      ◦ 기존에 지사 설립 신청을 위해 필요했던 서류 중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Return providing particulars of all directors of the foreign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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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79)과 현지대리인 서약(Statutory Declaration by the Agents of the 
Foreign Company – Form 80)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표 4-14 싱가포르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2)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인센티브 및 법률적 환경변화

   □ 투자환경

      ◦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투자환경을 갖춤.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분 제
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며, 내외국인 기업 차별 없이 투자를 장려
함

      ◦ 싱가포르 정부는 창업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함. 특히 외식 및 유통업 내 스
타트업과 특허를 집중 지원함

      ◦ 주류 품목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싱가포르에 진출 가능함

      ◦ 싱가포르는 식품·음료업체 및 외식업체의 메뉴 개발, 서비스 교육,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지원함

   □ 관련기관과 지원 프로그램

      ◦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      - 싱가포르는 1961년부터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 EDB를 설립하여 운

기관명 주요 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Economic 

Development Board
외국인 투자유치 www.edb.gov.sg 65-6832-6832

Enterprise Singapore 연락사무소 설립
www.enterprisesg.

gov.sg
65-6898-1800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회사설립신청 기관 www.acra.gov.sg 65-6248-6028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금융투자 신청 및 

관리
www.mas.gov.sg 65-6225-5577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지적재산 관련 업무 

지원
www.ipos.gov.sg 65-6337-7866

JTC Corporation
공장임대 및 

공단입주
www.jtc.gov.sg 65-656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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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음. EDB의 주요 기능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수립,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등임. 또한 EDB는 
단일화된 투자전담기관으로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

�      - 이와 같은 행정적 편의로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에 투자를 시작한 후, 3
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

�      - EDB는 자국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
함. 인센티브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업이 EDB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EDB는 
해당 기업의 기술적 우월성,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 및 기간 등의 조건을 결정함

      ◦ 스프링 싱가포르(SPRING Singapore)
�     싱가포르 정부 산하 기관인 스프링 싱가포르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함

표 4-15 스프링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지원제도

[ 자료. Spring Singapore ]

     ◦ 세금 혜택 정책

�      - 싱가포르 정부는 투자자 및 법인 대상으로 다양한 세금 혜택 정책을 펼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 일례로, 엔젤 투자자 세금 감면 제도(Angel 
Investor Tax Deduction Scheme)는 유망 스타트업에 2년 이상 투자한 개인 

구분 내용
스프링 스타트업 개발 제도

(SPRING 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SPRING SEEDS)

스타트업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함

비즈니스 엔젤 제도

(Business Angel Scheme, BAS)

스타트업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SPRING SEEDS 자금에서 최대 

2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7억 원)까지 지원함

기술 중심 기업 상업화 제도

(Technology Enterprise 

Commercialization

Scheme, TECS)

사업구상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최대 250만 

싱가포르 달러(약 21억 원)까지 지원함

또한 R&D 개발을 진행하거나 근로방식을 개선 

시 발생하는 비용의 85%를 최대 50만 싱가포르 

달러(약 4억 원)까지 지원함

에이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Action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Startups Grant, ACE Startups Grant)

창업가들이 모집하는 투자금 3 싱가포르 달러

(약 2,500 원)마다 7 싱가포르 달러(약 6,000원)를 

지원함 (최대 5만 싱가포르 달러, 약 4천만 원 이

내)
인큐베이터 개발 프로그램

(Incubator Development Programme, 

IDP)

스타트업들의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 창업

자문 비용, 운영 비용 등을 최대 70%까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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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투자 금액의 50%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줌
�      - 또한 법인 소득에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나, 추가적인 조세감면제도도 

실시함. 예를 들어, 스타트업 세제감면제도(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스타트업들은 창업 직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첫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00% 면제 받음. 이후 발생하는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1.7억 원)의 소득에
는 50%의 세금을 면제 받음

   □ 금융서비스

      ◦ 계좌 개설
�      - 싱가포르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을 방

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신청 절차는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
통 여권과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가 요구됨. 단, 관광비자로는 계좌를 개설 
할 수 없음

�      - 개설 시 현금카드를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 줌.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
통 계좌 개설을 위한 초기 입금액이 요구됨

�      -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월 2 싱가포르 달러(약 
1,700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됨

      ◦ 자금 조달
�      - 운전자금 지원 제도 (Loan Insurance Scheme, LIS)
          : LIS는 싱가포르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프

로그램 중 하나임.
          : 이 제도는 기업이 외상매출(무역거래 포함)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

전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대출관련 손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 설비투자자금 지원제도 (Loan Enterprise Finance Scheme, LEFS)
          : LEFS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임
          : LEFS는 1,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30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며, 

4년 이하 단기대출에는 4.25%의 금리를, 4년 초과 중장기대출에는 4.75%
의 금리를 적용함

<TIP >

◦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트너선정, 해외법인설립, 해외지사설치, 연락
사무소설치, 외환, 현지자금조달 등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 신고나 
해외투자금융이나 해외투자보험 등 국내에서도 필요한 절차가 있음.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해외절차와 국내절차에 관한 토탈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음(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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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포 및 부동산 취득

  (1) 싱가포르 부동산

   □ 싱가포르 토지정책

      ◦ 싱가포르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사
업 활동을 위한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음

      ◦ 토지 소유권은 싱가포르 Singapore Land Authority (토지청 : 이하 “SLA”)에 
저장되어 있는데 SLA는 토지 거래의 등기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임

      ◦ SLA는 토지 거래의 등기를 관할하는데 14,000헥타르의 국가 토지와 5,000개
에 이르는 국가 건물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공이나 개인에게 토지
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국가적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과 배분을 관리하는 역
할도 담당함

      ◦ SLA는 디지털화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도 관측시스템에 기초
한 국가 토지 관측 시스템을 담당함. Land Surveyors Board(LSB)는 관측자의 
등록과 그들의 관측 서비스를 관리함

   □ 거주용 부동산 법(Residential Property Act)

      ◦ 거주용 부동산 법은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거주용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
매하거나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외국인이 직업상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해서 싱가포르 경제에 기여하도록 균형을 유지함

      ◦ 외국인(foreign person)에 의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제한을 두
고 있음. 외국인에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은 유무상의 여부에 관계
없이 금지하고 있음. 또 거주용 부동산의 매도신탁 (trust for sale)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권리 이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은 부동산 저당권, 담보, 또는 재양도의 형태인 경우 이외에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렇게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은 
무효임

      ◦ 다만, 개발법 (Planing Act)에 의해서 개발과 사용이 허가된, 단독 주택(landed 
dwelling house)이 아닌 건물에서의 플랫, 어떤 집합건물(condominium)에서 
의 유닛(unit)206), 경영자콘도계획법(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에 따른 계획에 따라 매도되는 유닛(unit)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에도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이을 위반하는 경우 10,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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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함

      ◦ 그러나 이 조항에서 외국인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나 임
대차 또는 제3자 권리양도(assignment)에 의한 거주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
은 금지하지 않음

      ◦ 1973년 9월 11일 당시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외국 회사는 그 부동산
을 처분하여야 함. 이는 1973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거주 부동산의 외국인에 
의한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2) 임대차 관련 법률

   □ 임대차 관련 법률

      ◦ 싱가포르에서는 종합적인 부동산 임대법이 없음. 다만 싱가포르는 영국의 보
통법제 국가이기 때문에 임대에 관해서는 판례법에 따름

      ◦ 임대차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민법(Civil Law Act), 증거법(Evidence Act)과 
기타 법률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통법(common law)상의 임대인
과 임차인간에 계약법 원칙과 재산법 원칙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

      ◦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음

      ◦ 임대 계약은 반드시 서류로 기록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난 후에
는 반드시 계약대로 이행해야 함

      ◦ 외국인 임차인은 계약서에 외교관 조항을 넣는 것을 추천함. 이 조항은 계약 
만료 이전에 전근되어 갈 경우, 위약금이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
도록 보호해주는 조건임

   □ 임대료 관련 관행

      ◦ 임차 대상 물건은 현지신문이나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을 참고하면 됨

      ◦ 임대차 절차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시에, 대부분의 소유주 및 중개인은 계약체결 
전 취업 비자의 확인을 요청함

      ◦ 임차 조건은 2년 계약의 월세가 일반적임. 월세는 보통 매달 초 선불하고 한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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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음. 단, 임차 기간 중 건물 등에 하자
가 생겼을 때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음

8  기타 정책과 법률

 가. 식당 개업

   (1) 식품 및 외식산업 정책

    □ 엄격한 식품 위생 및 안전 제도

       ◦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
에 수입 식료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함. 이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가에서 수
입되는 식품 이외에는 철저한 샘플검사를 실시한 후,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에
만 수입허가를 발급함. 모든 수입식품과 어류·육류·가축류·과일·채소류에 대한 
검역은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에서 
담당하고 있음. 검역 결과, AVA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어느 나라 식
품이든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함

    □ 라벨링 규정

       ◦ 싱가포르 정부는 식품, 약품, 주류에 대한 라벨 규정을 운영함. 라벨에는 원
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된 식품은 최소한 1/16인치 이상의 영문 대문자로 
식품 내용물을 명시해야 함. 또한, 식품의 가공 처리 방법, 내용물의 최소수
량, 제조업자/판매업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야 함. 설탕제품과 초콜릿 제품에
는 라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류 라벨에는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TIP >

◦ 싱가포르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을 비
롯,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임대 및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해 
왔음 

◦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세는 다소 완만해지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
전히 높은 수준의 매매 및 임대가격을 나타내고 있어 현지진출 비용 산정시 높
은 부동산 비용을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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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 동물성 유지를 포함하는 식품에는 식용 동물성 유지의 제조업자 및 원
산지를 표시하고, 비식용 동물성 유지를 포함하는 제품은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고 명시해야 함. 소비자나 소매업자 참관 하에 간단히 포장
되는 식품도 라벨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됨. 라벨 규정 1회 위반시 5천 싱가
포르 달러(약 570만 원)의 벌금이, 2회 위반부터는 1만 싱가포르 달러(약 
1,100만 원)의 벌금 혹은/및 3개월 이하의 징역이 적용 됨

    □ 음식점 위생평가제

       ◦ 싱가포르는 1997년부터 음식점 위생평가제를 이동식 가판대, 출장 뷔페, 호
커센터[호커(Hawker)란 싱가포르 특유의 실외 푸드 코트를 일컬음], 일반 및 
고급 음식점 등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 공통적으로 실시해 옴

       ◦ 이 제도는 매해 음식점 내 위생 및 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4
개의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임. 위생 평가는 음식점영업 허가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이 부여됨. 이
후, 음식점은 발급된 등급 스티커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

표 4-16 싱가포르 음식점 위생평가제

등급 부여 기준 등급 표기
총점의 85% 이상 A Excellence
총점의 70~84% B Good
총점의 50~69% C Average
총점의 40~49% D Poor

[참조. 싱가포르 환경청]

    □ 건강 증진 위원회(Health Promotion Board)

       ◦ 건강 증진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정부 기관처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
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호커7)와 식재료 공급자를 지원하여 개인 외식업 
사업주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당 메뉴에 500kcal 
이하의 저칼로리 음식 및 통곡물 등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메뉴에 포
함시키도록 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건강 증진 위원회는 건강한 외식 장려금(Healthier Dining Grant)을 운
영 중임. 이는 외식 기업의 건강 메뉴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의 최고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매장이 10개 미만인 업체는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30만원), 
10개 이상인 업체는 1만 5천 싱가포르 달러(약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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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중심 계획 정책(Customer Centric Initiative, CCI)

       ◦ 스프링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CCI는 식품 및 음료업, 의료업, 여행업, 유통
업, 교통 및 관광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
한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이외 기업들에게는 50%까지 지원함

   (2) 사업자 등록 절차

    □ 개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 등록 규정
�      - 싱가포르 거주자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개인회사는 1인이 

소유한 회사 형태로서, 사업주가 회사 운영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짐
�      - 단, 개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회계기업 관리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등록되어야 함
�      - 미등록시, 최고 5,000 싱가포르 달러(약 400만 원)의 벌금 또는 12개월 미만

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음

       ◦ 개인 사업자 등록시 준비 사항
�      - 개인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메디세

이브(Medisave)(메디세이브는 적립기금방식의 의료 저축 계정임) 계정을 갱
신해야 함

�      - 외국인 사업자는 반드시 현지 관리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함께 개인
회사를 등록해야 함

�      -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을 선정한 후 신청해야 함. 이 때, 사회 규범상 
바람직하지 않은 이름 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
름은 신청할 수 없음

�      - 또한 회사 주소지를 선정해야함. 이 때, P.O. Box 주소지는 회사 주소로 등
록할 수 없음. 단, 소규모 사업에 한해서 공공임대주택(Housing 
Development Board Flat, HDB Flat)이나 개인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표 4-17 회사 구분에 따른 로컬 관리자 임명 여부

구분 사업주 또는 이사 로컬 관리자 임명

개인회사
외국인 강제 사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선택 사항

파트너십
모든 파트너가 외국인 강제 사항

파트너 중 적어도 1명 이상의 시민권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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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 글로벌 한식외식 산업조사 보고서, 한식진흥원]

       ◦ 개인 사업자 등록시 필요 정보
�      - 회사이름(BizFile 사이트에서 중복 확인 가능)
�      - 사업 개시일
�      - 업종 코드(BizFile 사이트에서 코드탐색 가능)
�      - 회사 등록 주소
�      - 사업주 ID 번호
�      - 사업주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 Self-employed Medisave 업데이트 (CPF Board 에서 확인)
�      - 등록비용(65 싱가포르 달러, 약 54,000원)
�      -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 전체의 서명 날인 필요

       ◦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

표 4-18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

[참조. 싱가포르 BizFile]

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 경우

외국 회사 소유의

회사 또는 

파트너십

모든 이사가 외국인이 경우 강제 사항

이사 중 적어도 1명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 경우
선택 사항

단계 내용

1

사업 등록 웹사이트(www.bizfile.gov.sg)에 접속해서 싱패스(SingPass)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 싱패스는 싱패스 웹사이트(https://www.singpass.gov.sg)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시, 회사 설립을 대행하는 전문서비스 업체에 의뢰해야함

2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Register Entity” 버튼 클릭한 후, 등록할 사업 형태 클릭하고 비

즈니스 상세 정보 입력함. 이 때,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 명이 사용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3
Enter Details 화면에서 사업주 및 관리자를 추가한 후 각각의 개인 정보를 입력함. 지점

이 있을시, 지점을 추가함

4 사업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인 Declaration by Owner를 작성함

5
Review Application을 통해 기입한 세부 정보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

면 등록 비용 결제 페이지로 이동함

6 결제 방법 선택 후, 등록비용 65 싱가포르 달러(약 54,000원)를 결제함

7

결제 후, 정상적으로 사업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함. 개인회사 및 파트너십은 비용 지불 

이후 15분 이내에 등록이 됨. 단,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온라인 서명을 완료한 이후

에 등록 절차가 완료됨. 또한,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시에는 14일에서 2달

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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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사업자

       ◦ 법인 설립 관련 기본사항
�      -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인 등록 절차는 ACR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BizFile(www.bizfile.gov.sg)에서 이루어짐. 이 사이트에서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상호/주소 등 각종 변경사항 등록도 가능함

�      - Bizefile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고용비자 소유자 등에게 부여되는 
싱패스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함

�      -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법인 등록을 할 때에는 전문
기업(회계 법인, 법무 법인 등)을 이용해야 함

       ◦ 법인 설립시 필요 서류
�      - 회사설립규약 및 정관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 준법서약 (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Form 6)
�      - 신원증명서 (Certificate of Identity - Form 7)
�      - 이사취임 동의서(Consent to Act as Director and Statement of Non 

Disqualification to Act as Director - Form 45)
�      - 등록사무실 신고서(Notice of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and Office 

Hours at Time of Registration-Form 44) 등

표 4-19 법인 설립 절차

[참조. 싱가포르 BizFile]

   (3) 인허가 관련 정보

    □ 식당 창업시 필요 인허가

       ◦ 식당 면허 신청 규정
�    - 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식품 소매점은 반드시 식당 면허(Food Shop 

License)를 싱가포르 국립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에 신

단계 내용

1 투자 준비 (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2 투자 예비상담 및 허가신청(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인센티브 확인)

3 법인명 온라인 신청(BizFile)

4 법인명 승인 후, 법인 설립(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를 ACRA에 제출

5 제출된 서류 심사 후, 등록 허가 취득 (ACRA)

6 서류 심사 통과 후, 법인 관련 정보 컴퓨터 시스템 입력

7 법인 설립 증명서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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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야함
�      - 식당 면허는 식품 소매점의 청결 및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식중독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발급되고 있음
�      - 2014년 6월 1일부터 모든 식당 면허 신청자들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SMS) 계획을 같이 제출해야 함
�      - 기존에 영업을 하던 식당을 인수할 때에는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이

전 소유주가 본인의 면허를 포기하거나 취소했는지 확인해야 함. 이전 소유
주의 면허가 활성화되어 있을시, NEA가 이전 소유주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
해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하므로, 최소 2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 식당 면허 신청 규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만이 식당 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         :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 ACRA에 등록된 회사
�         : Registrar of Societies에 등록된 협회/학회

       ◦ 식당 면허 신청 관련 사항
         - 식당 면허 신청은 아래의 Licence One 웹사이트에서 가능함
�         https://licence1.business.gov.sg/web/frontier/home
         - Licence One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싱패스가 필요함
         - 식당 면허 신청비용은 195 싱가포르 달러(약 16만원)임
         - 식당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여야 함
         - 신청서 접수 후, 추가 문서가 필요할 경우 5일 이내에 연락이 옴

   □ 주류 허가증

      ◦ 주류 면허 규정
        - 세관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의 주류 소·도매 판매점은 주류 면허 위원회
          (The Liquors Licensing Board, LLB)에서 발행하는 주류 면허가 필요함.
        - 주류 면허는 2년 단위로 발행됨.
        - 주류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NEA에서 발행하는 식당 면허가 필요함

      ◦ 주류 면허 종류
        - 일반 주점 면허(Public House Licence)는 점포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임
        - 맥주 가게 면허(Beer House Licence)는 점포 내에서 소비되는 맥주와 스타우

트(Stout)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임
        - 주류 도매 및 소매점 면허(Wholesale/Retail Liquor Shop Licence)는 점포 외

에서 소비되는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임
        - 맥주 도매 및 소매점 면허(Wholesale/Retail Beer Licence)는 점포 외에서 소

비되는 맥주와 스타우트(Stout)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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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면허 관련 기타 사항
        - 임시 주류 면허(Temporary Liquor Licence)
          : 일회성 이벤트나 전시회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만 주류 면허가 필요하면, 

임시 주류 면허를 발급받으면 됨
          : 임시 면허의 유효기간은 30일 미만임
          : 임시 주류 면허와 주류 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시간 연장 주류 면허(Extension Hours Liquor Licence)
          : LLB 허가를 받은 식당은 주류 면허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단, 주류 소비 및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때에는, 영업
시간 이외에도 운영 가능함

          : 즉, 주류 면허에 규정된 영업 종료 시간 이후에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소
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최고 5,000 싱가포르 (약 400만원)
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규정된 영업시간 이후에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 주류 면허가 
필요함. 단, 주류 면허 또는 임시 주류 면허 없이 발급 받은 시간 연장 주
류면허는 유효하지 않음

<TIP >

◦ 식당 개업과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은 『2016 글로벌 한식 외
식 산업조사 보고서』 한식진흥원 참조하기 권함(www.hansik.org / www. 
koreanfood. net)

 나. 철수 및 청산

  (1) 개요
    ◦ 싱가포르에서 투자 법인을 철수하고자 할 때는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회계기업규제청(ACRA)에 회사 청산신청을 할 수 있음. 회계기업규제청은 신청한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가함

  (2) 법인 청산 및 절차

    ◦ 법인 청산은 사유에 따라 임의청산(Voluntary Winding Up)과 법정청산(Winding 
up By Court)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임의청산(Voluntary Winding Up)

      ◦ 청산 사유와 공사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상 명시한 회사 존속기한 도래 및 회사 청산 

사유 발생시 진행하는 특별결의 혹은 일반결의로 회사 청산이 의결되면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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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는 주총 결의서 사본을 ROC(Rules of Court)에 제
출하고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싱가포르 신문에 청산결의 내용을 공고해야 
함

      ◦ 지불선언서와 청산인의 임명

        ①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청산 결의일로부터 5주 이내에 회사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청산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회
사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지불선언서를 작성함

        ② 회사의 총자산과 예상 순 실재가치 , 회사의 총부채, 예상 청산비용을 표시
하는 보고서를 첨부해 청산착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청산주총) 전에 
ROC와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함

        ③ 공인회계사나 회계 법인을 임시 청산인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 사실과 지불 
선언서 내용을 임시 청산 지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영문, 말레이어, 중국
어와 타밀어 신문에 각각 공고함

        ④ 청산 결의일까지의 재무제표 작성 등 제반 사무가 종결된 경우 이사는 청
산주총을 소집해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고 청산인을 임명함

        ⑤ 이 시점부터 이사의 모든 권한은 중지되며,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을 재조사 
및 관리하고 채무변제와 잔여 재산의 분배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청산인
의 자격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어야 함

      ◦ 채권자 총회 소집
        청산결의 시점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총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나 청산주총에

서 임명된 청산인의 재조사 결과 채무 초과가 있는 경우는 각각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총회를 소집. 여기서는 청산인을 재임명 또는 승인하고 5인 이내의 청
산 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청산 사무의 진행을 감시함

      ◦ 청산의 종결
        청산 업무가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청산의 진행사항, 회사자산의 처분 내역 등

을 표시하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또는 채권자 총회를 소집함. 총
회 소집일 1개월 전에 영문, 중국어, 말레이어와 타밀어 신문에 각각 시간, 장
소와 회의 소집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총회 후 7일 이내에 총회 결
과 보고서를 ROC와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한다. 이로부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등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후에 회사는 해산됨

   □ 법정청산(Winding Up By Court)

      ◦ 법정청산의 사유
        법정청산은 법원의 청산 명령에 따라 청산절차를 집행하는 것으로서 청산 명

령의 사유는 청원에 의한 것과 직권에 의한 것이 있음

      ◦ 청원에 의한 청산 명령(The Order in the Petition)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존립이 공익에 반하거나 채권의 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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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원에 회사의 청산을 청원할 수 있음
        - 회사 자체, 회사의 채권자,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그의 상속인, 청산인, 

정부, 회사의 법정 관리인

      ◦ 직권에 의한 청산 명령(The Order in Circumstances)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회사에서 청산 명령을 할 수 있음

        ① 주주총회 특별 안건으로서 법정청산을 결의한 경우
        ② 회사가 ACRA(기업등록소)에 법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회의를 개

최하지 않은 경우
        ③ 회사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내내 휴업하는 경우
        ④ 회사가 채무 지불 불능이 된 때
        ⑤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이사의 

행위가 여타 주주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경우
        ⑥ 공익에 반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회사로 정부에서 판단해 회사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한 후 조사자의 의견으로 채무 지불 불능 상태이거나, 회사의 존속
이 공익이나 주주의 이해나 채권자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

        ⑦ 정관상의 회사 존속기한이 만료됐거나, 정관상의 회사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회사 청산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⑨ 금융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에서 소지한 라이선스가 철회되거나 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
        ⑩ 회사가 금융업에 관한 법령을 위배해 싱가포르 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한 경

우
        ⑪ 회사가 관련 법령을 위배해 다단계 판매나 피라미드식 판매행위를 한 경우
        ⑫ 회사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싱가포르의 공공안정 및 복지와 안녕질서를 위

배하거나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한 경우
        ⑬ 회사에 직원이 없는 경우

      ◦ 청산인과 청산업무
        청산 명령 후 14일 이내에 이사는 파산관리청장이나 법원이 임명한 청산인에

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함
        - 청산 명령일 현재의 회사의 자산과 차입금 및 부채의 명세서
        -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가 보유한 증권의 명세
        -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날짜 등

        파산관리청장이나 청산인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서
류를 법원과 ACRA에 등록하면 법원은 아직 청산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청
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인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 발행자본금, 청약 및 납입자본금, 자산과 부채의 추정가치
        - 파산의 경우는 파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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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설립, 파산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 여부
        - 기타 자료

      ◦ 채권자 조사위원회 구성
        청산인 등은 채권자나 무한 책임사원의 청구에 의해 채권자 총회를 소집해 조

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산인과 함께 청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청산 관련 법령

      ◦ 싱가포르 법인 청산은 회사법(Companies Act) Section 247-354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회사의 지점이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영업장소를 
폐쇄할 때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기업규제청에 영업중단보고서(Form 90: 
Notice of Foreign Company of Cessation of Business)를 제출하면 된다. 규제
청은 신고서 수령 후 12개월 후에 등록을 말소함

 다. 물류방안

   (1) 식재료 조달의 어려움

    ◦ 한국은 2014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광우병(위
험무시국)과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등에 대해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이후 
의성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014년 7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음

    ◦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에서 2018년 6월 발표한 ‘대싱가포르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가능 국가리스트(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서 한국은 비승인국
(not approved)으로 분류돼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육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식품업체에서 식재료를 수출하지 않은 이유로는 ‘수입국의 검역 및 통관’이 식재
료를 수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며, ‘물류비용의 부담’, ‘보관/유통상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이유로는 ‘1회 수출 최소 물량 확보’, ‘현지까지의 배송 
기간’으로 응답함

표 4-17 식재료 수출시 애로사항(복수응답)

구 분 전체
업종

한식 서양식 중식 디저트 기타

사례 수 (44) (19) (13) (2) (9) (1)

단위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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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산 식재료 구입방법으로는 주로 “현지 시장을 통해서 한국산 식재료 구입”
이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 본부를 통해 수입”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4-18 한국산 식재료 구입방법(복수응답)

[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국의 검역 및 
통관

59.1 26 25.0 11 18.2 8 4.5 2 9.1 4 2.3 1

물류비용의 부담 40.9 18 25.0 11 9.1 4 6.8 3

판매가격 비용 
부담

20.5 9 15.9 7 2.3 1 2.3 1

보관 / 유통상의 
어려움

20.5 9 11.4 5 4.5 2 4.5 2

1회 수출 최소 
물량 확보 어려움

18.2 8 4.5 2 4.5 2 2.3 1 6.8 3

현지까지의 
배송기간

13.6 6 4.5 2 4.5 2 4.5 2

국내 생산공장의 
부재

6.8 3 6.8 3

현지 파트너와의 
협상관계

4.5 2 2.3 1 2.3 1

특별한 애로사항
없음

9.1 4 6.8 3 2.3 1

기 타 4.5 2 2.3 1 2.3 1

구 분 전체
업종

한식 서양식 일식 디저트 기타

사례 수 (88) (40) (21) (2) (1) (21)

단위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현지 시장을 통한 
구입

79.5 70 34.1 30 20.5 18 2.3 2 1.1 1 18.2 16

프랜차이즈 본부를 
통해 수입

46.6 41 21.6 19 14.8 13 1.1 1 9.1 8

직접 수입 27.3 24 11.4 10 8.0 7 1.1 1 4.5 4

기 타 5.7 5 5.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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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자재 조달현황

    ◦ 싱가포르 한식당에서 식재료는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고기류 및 야채류는 수입이 금지 된 항목이 많아 현지 업체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 유통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식재료는 비행기로 한국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식당도 있으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업체도 있음

    ◦ 한국산 닭은 사조 및 하림만 들어올 수 있음. 이는 엄격한 규제 때문이며, 실제
로 1년에 3~4번은 검사국에서 직접 방문을 방문하여 사조 및 하림 닭 상태를 확
인함

    ◦ 구제역/광우병이 최근 5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산 돼지/소고기는 수입 금
지 품목임

  (3)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 싱가포르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규제가 강함. 특히 육류에 대해 싱가포르는 광우병 청정국인지, 구제역 위험이 
있는지 등 국가적 규제, 가축질병 관리 등에 대한 평가와 개별 생산시설의 식품 
안전성, 위생 등을 평가해 최종 수입허가 승인을 부여함

      현재 싱가포르에는 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 모든 육류가 수입 불가
능하나, 캔 가공된 닭고기의 경우에는 가능함

<TIP >

◦ 각국의 수출입절차와 통관, 검역 등의 물류절차에 관한 정보는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 (www.kati.net)』 를 참조하길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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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도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의 개별조건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ex)"공공누리에 따라 000(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물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을 허락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물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변역·편곡·각색·

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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