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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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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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진출전략』 참조

Q.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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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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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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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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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진출전략 > 1. 유리한 진출유형(방식) 선정』 참조

Q. 해외 진출시 주의해야할 진출국의 특수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관련 법률이나 조건, 기업설립 조건, 매장인허가 조건 등 ‘시장 진출 
규제’, 프랜차이즈 시장규모, 안정적 기업운영환경 등 ‘시장의 성숙도’, 한류트
렌드 등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인식 정도’, 진출국가의 외식시장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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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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식기업의 유형별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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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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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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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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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 1. 해외진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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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외식기업의 필리핀 진출전략 > 3. 직접 진출 방식의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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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Ⅲ. 외식기업의 필리핀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
략 >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참조
▶ 「Ⅲ. 외식기업의 필리핀 진출전략 > 3. 직접진출 방식의 진출전략 > 직접 
진출 성공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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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자주하는 질문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A. 필리핀 국민은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성향이 강하며, 서양의 유명브랜드를 선
호하는 성향이 강해 유명 해외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편임. 필리핀
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9년에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과 정책 >  
가.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참조

Q.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A.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 법률이 없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보통 계약
으로 간주, 민법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받기에 프랜차이즈 관련 특별한 조건은 
없음.
다만, 소매 자유화법이나 안티 더미법(Anti-Dummy Law) 등으로 인하여 소매
업에 일정규모 이하는 외국법인이 진출하지 못하는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참조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A. Philippines Franchise Association(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 FRANCHISE ASIA 
PHILIPPINES(Franchise Expo),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필리핀상공회의소),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통상산업부) 등이 있으
며, 특히 1995년에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설립 이후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에 발달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과 정책 >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조

Q.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A.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없음. 다만 아래의 법
률이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 민법(Civil Code)
- 회사법(Corporation Code)
- 소매 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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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 법률이 없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보통 계약
으로 간주, 민법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받기에 가맹점 모집시 정보공개서나 계
약서 사전제공 등의 규제가 없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Q. 파트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파트너 선정 이후 계약체결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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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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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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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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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등 현지에서 직원 고용시, 한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의 월급으로 고용이 가능함. 다만 필리핀 현지인에게서 한국인만
큼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현지인 여러 명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참조

Q. 현지의 수입금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A. 필리핀은 법률로써 투자가에 대해 필리핀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금 (청산잔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 필리핀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과실송금이 용이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5. 세무 및 관세』 참조

Q.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필리핀은 1998년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제정을 통해 
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프랜차이
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따라서 프랜차이즈 진출 전에 상표나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 보
호조치가 필요함
- KOTRA의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및 지식재산권 상담(KOTRA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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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단)과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해외 진
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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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필리핀 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Philippines Securities Exchange and Commission)에 법인등기, 필리핀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납세자 신고, 관할지자체(시청, Barangay 등)에 
사업장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
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필리핀인 개인을 내세워야 함. 필리핀인 개
인으로 위임해서 할 경우 모든 권한을 필리핀인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되기 때
문에 위험도가 큼. 소매업 접근이라 법인의 경우도 필리핀인으로만(최소 5인) 구
성된 법인을 설립해서 장악력을 갖고 가야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참조

Q. 현지에서 식당을 개업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  
Barangay(한국의 동에 해당) Clearance, Mayor's Permit,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등 국내 인허가 절차와 다른 절차기 있어, 사전에 외식 관
련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Q. 물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필리핀의 경우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현지 물류기반이 약하므로 현지 물류기
업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대다수임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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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 개요

필리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관광자원과.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교육, 다문화, 다언어, 
기술력을 가진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임
필리핀은 ASEAN 6 국가 중 하나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와 함께 우리기업의 투자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시장 규
모 면에서는 약 1억 8백명의 인구 중 해외진출 근로자(OFW)

를 중심으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시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음
인구 구성은 가톨릭이 85% 이상 차지하는 다인종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 외국 문화 및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고, 다른 신흥 시장국가에 비해 교육 열의가 높음
필리핀에는 일본, 미국계 전기∙전자∙반도체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연관 산업이 발달
해 있고, 금, 은, 구리, 니켈, 크롬이 풍부해 세계 8대 광물 부국으로 꼽힘

◦ 공식명칭 : 필리핀(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위치 : 남중국 해상 도서국,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여 화산․지진이 많고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

◦ 면적 : 300,179㎢ (한반도의 1.3배)

◦ 인구 : 108,732,000명 (자료원 : IMF, 2019기준, 세계 13위 / 동남아시아 2위)

◦ 수도 :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 정체 : 입헌공화국(대통령제)
◦ 언어 :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영어(공용어), 지방 토착 언어

◦ 종교 : 로만 가톨릭(81%), 기독교(11%), 회교(5.6%), 기타 종교

◦ 인종 : 말레이계가 주종, 네그리토/인도네시안/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
◦ 주요도시
  : 케손시티(Quezon City, 305만 명), 마닐라(Manila City, 187만 명), 다바오, 
   세부
  : 행정구역 - 79개 주, 114개 시 ※ 3개 특별지역: Metro Manila, 
   코딜레라 행정자치구역(CAR), 민다나오 회교자치구역(A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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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시장 현황

 가. 경제 현황 

       ◦ 2000년대 아로요 행정부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필리핀 경제는 해외근로
자 송금, BPO 사업 및 건설경기 호황, 정부의 인프라 부문 지출 증대 등에 
힘입어 아키노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6%대의 고성장을 달성함

표 2-1 주요경제지표

[자료: IMF, kotra]

       ◦ 2016. 6월 출범한 두테르테 행정부는 기존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
프라 투자 확대, 세제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
고 있음.

         - 2018년도에도 필리핀은 견고한 국내수요 및 인프라 관련 공공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6% 후반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 성장전망치(2018) : 6.7%(금년 1월 전망치(WEO) 기준)
           : 필리핀 정부전망치(2018) : 7%~8%

<TIP >

◦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사업 요충지로, 인구 약 6억 2천여 명의 ASEAN 
시장의 주요 관문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와 4시간 이내에 소요되
는 근거리 위치

- 인건비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국민들 대부분 영어구사 가능
◦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 확

대(40% ￫ 70%),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추진

주 요 지 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6.07 6.88 6.68 6.24

명목 GDP 십억 달러 292.77 304.89 313.6 331.68

1인당 명목GDP PPP, 달러 7,353.26 7,815.46  8,360.35 8,933.33

정부부채 % of GDP 41.49 39.03 39.92 39.79

물가상승률 % 0.67 1.25 2.85 4.95

실업률 % 6.28 5.48 5.73 5.45

수출액 백만달러 58,648.39 57,406.07 68,712.71 69,307.44

수입액 백만달러 74,750.94 89,435.04 101,900.58 119,329.67

무역수지 백만달러 -16,102.55 -32,028.97 -33,187.87 -50,022.23

외환 보유고 백만달러 74,269.43 73,729.71 73,543.15 71,349.63

환율 자국통화 45.5 47.49 50.4 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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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식시장 동향

    ◦ 2018년 기준 필리핀 Food & Beverage 산업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100만 
달러로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 2-2 필리핀 F&B 산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2
26

31

37

43

49

F&B산업규모

[ 자료. Nielsen Foodie Report]

    ◦ 빠르게 성장하는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하는 것이 중요

      - 가령 필리핀 사람들에게 매운 맛의 기준은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
들의 취향과 입맛을 파악해 소스나 식자재의 현지화 필요

      -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브랜
드나 제품 홍보 전략 수립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
램과 같은 SNS에 포스팅을 즐기고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에 평점을 많이 신
뢰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배달 어플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사람들은 하
루 평균 2번 정도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식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소비
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배달 어플
리케이션의 수요가 커지고 있음

표 2-3 5년간 필리핀 외식 산업 매장 내 식사/포장 비율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드라이브 스루 0.6% 0.6% 0.6%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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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uromonitor ]

    ◦ 배달시장의 성장요인
      - 활발한 모바일 시장 
        : 필리핀은 열악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터넷 사

용율 및 스마트폰 사용율이 높은 편이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활용한 소
셜미디어 사용과 전자상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저렴한 인건비
        : 배달 어플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 비농업 근로자의 최

저임금은 일일 512PHP(원화 1만 1,000원)에 불과하며 최저일급이 60,240인 
우리나라보다 약 1/5 정도 적음 (자료원 : NWPC)

      - 다양한 지불방식
        : 필리핀은 은행이용 문턱이 높고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 현금 

결제 방식이 지배적이나 최근에는 전자기기 보급률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짐
에 따라 현금결제 비율은 줄고 있는 반면 간편하고 안전한 카드거래나, 전자
상거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표 2-4 필리핀 전자화폐 사용현황

(단위: 백만 건)

구분 2016년 증감률 2017년 증감률
거래 건수(유입) 67 11.9% 73 9.2%
거래 건수(유출) 299 11.9% 317 6.0%

E-Money 계정(G-cash, 

Smart Money)
11.4 21.4% 8.6 -24.1%

선불카드 (E-money) 18.1 0.6% 19.6 8.1%
직불카드 39.2 24.1% 37.6 -4.3%
신용카드 7.4 0.1% 8.1 9.9%

 [ 자료. : Banko Sentral Ng Philipnas ]

매장 내 식사 70.9% 70.4% 69.6% 69.0% 68.4%
배달 6.6% 6.9% 7.3% 7.7% 8.0%
포장 21.9% 22.1% 22.3% 22.5% 22.7%
합계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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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관련 소비 트렌드

 가. 소비 트렌드 

  (1) 필리핀 소비시장의 특징

     필리핀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성능과 상품의 가치를 기준
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주로 합리적인 가격의 저가제품의 인기가 높은 편
임. 고소득층은 고급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아시아 최대 쇼핑몰인 Mall of Asia를 비롯
해 대형 쇼핑몰들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지방 중소 도시에까지 폭넓게 들어서 있음

.
     또한, 필리핀은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다수의 소비재 및 공산

품이 완제품 형태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고, 해외파견 근로자의 국내송금(Overseas 
Filipino Workers Remittance: OFW Remittance)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해외파견 근로자의 국내송금 규모는 2018년 기준 322억 달러임

      1) 높은 한계소비성향과 낮은 저축률
       ◦ 필리핀 소비시장의 특징은 높은 한계소비성향과 낮은 저축률로 볼 수 있음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저축률이 40%를 육박하는데 비해 필리핀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소득불평등한 구조
       ◦ 필리핀의 소득분포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빈

곤층의 축소와 소득불균형의 시정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필
리핀의 경우에는 85녀에 비해 94년의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음

      3) 젊은 평균나이
       ◦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500만 명이며, 이중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음. 국민 평균 나이는 22살이며 다
양한 인종이 공존하며 살아감

      4) 서비스·소비 중심의 시장 구조
       ◦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한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서비스업에서는 관광, BPO, 건설 등의 비
중이 높고 제조업은 전자, 반도체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 외 농업, 의료, 건
설, 소매유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GDP의 70%를 민간소비가 차지할 정도로 
소비위주의 경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함

      5) 메트로 마닐라 및 소수 거점도시 상권 집중
       ◦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를 중심으로 한 

루존(Luzon) 섬 남부와 일부 거점 도시에 상권이 집중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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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급자 중심의 시장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공산품,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고, 일부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제한적인 이른바 공급자 우
위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따라서 공급가격 결정, 시장경쟁 등에 이들 
업체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2) 외식관련 소비 트렌드

      1) 중산층의 높은 브랜드 추구 성향
       ◦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규모가 증가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외근로자 가족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외문화 수용도 및 해

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필리핀 내에서 트렌드세터(Trend- 
Sett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2) 상류층 따라잡기
       ◦ 신흥 중산층의 상류층 따라잡기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류층의 소

비 트렌드가 3~6개월 이후, 중산층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두드러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류층을 트렌드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중산층

은 트렌드 추종자(Late Mov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상류층에서 선호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정 시간동안의 평가를 통해 중산층으로 전이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음

      3) 소비자 트렌드
       ◦ 라이프 스타일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① 나만의 가

치 추구 , ② 유행추구, ③ 고급지향, ④ 이국적, ⑤ 가족 중심 여가  ⑥ 친목중
시 , ⑦ 적은 노동 높은 임금 선호 등의 트렌드가 분석됐음

 나. 한류동향 

  (1) 최근 동향

       ◦ 2003년 필리핀의 대표적 공중파 방송인 GMA7에서 ‘명랑소녀 성공기’, ‘가을 
동화’ 등 한국 드라마가 처음 방송된 이후 지금까지 필리핀 주요 방송을 통하
여 약 300여 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

       ◦ 2009년 이후부터는 한국 음악(K-POP)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한국드라
마의 인기를 능가하며, 자생적으로 Philppines K-Pop convention Inc회사 비
영리 법인설립 운영과 중대규모의 55개의 K-Pop 팬클럽(소규모 팬클럽 제외)
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등 한국음악의 인기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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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는 드라마와 음악으로부터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국음식점이 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및 한국 패션 대
한 수요도 크게 중가

  (2) 한국 기업 및 상품 이미지

       ◦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풍 소비패턴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문화 한류가 경제 한류로 확대되는 양상임.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은 물론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도 20%를 넘으면서 한국산에 대한 확고한 인지
도가 전 품목으로 파급되고 있으며,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재 품목
의 필리핀 시장점유율도 급등 추이

3  진출국가의 특수성

 가. 사회 ∙ 문화적 현황

  (1) 인구현황 

    ◦ 필리핀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다인종 국가로 약 90% 이상이 말레이계에 
속함. 나머지 10%는 중국계 화교와 메스티소(미국/스페인 계 혼혈)가 차지하고 
있으며, 화교는 필리핀 경제부분에서 그 활동이 두드러지며 메스티소는 교육수준
이 높아 사회적 상류 계급을 형성하고 있음

    ◦ 2019년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8백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1.4%, 세계 13위, 
동남아시아 2위임

표 2-5 필리핀 연령별 인구현황(2018년)

0-14세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이상

33.07

19.17

37.11

6.04 4.61

[자료참조. 필리핀 인구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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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치적 상황 

      1) 최근 정치동향

       ◦ 제16대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정부는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며, 높은 경
제성장률을 이끌고 있으며, 대외부문의 교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부문은 유입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 서비스, 제조업 등이 활
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정부의 10대 경제 아젠다 실현, 세금개혁 
등이 실행될 경우 필리핀은 더욱 고공 성장할 것으로 분석

      2) 정책·규제 환경

       ◦ 2016년 두테르테 정부 취임 후 10대 경제 아젠다 발표
         - 아시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법인세(30%) 및 소득세(32%)를 인하하고 열악

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환경 개선 

주력하고 사회보장제도 보완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확대

       ◦ 포괄적 세금개혁 추진(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TRAIN)
           2017년 6월 두테르테 정부는 사회경제발전 10개 계획안에 필요한 기금 마

련을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 2017년 6월 조세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3) 종교와 문화 

       ◦ 종교의 지역별 분포
         필리핀의 종교 문화권은 루손 섬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및 개신교의 기독
         교 문화권, 민다나오 섬을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북부내륙 고
         지대의 애니미즘(Animism) 문화권으로 크게 분류

       ◦ 필리핀은 윤리의식이 낮고 부패정도가 높음
         필리핀의 공직자들의 경우 낮은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뇌물 스캔들이 빈번하

게 벌어지고 있음. 2013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에 의
하면 필리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율은 22%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
했음.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필리핀인들의 부패인식지수는 
176개국 중에서 105위를 기록하였음. 이것은 법과 규정의 준수에 필리핀인들
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미흡함을 반증하는 통계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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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할랄(Halal)제도

   □ 할랄의 정의

      ◦ 할랄은 아랍어로 ‘이슬람법에 의해 허용되다’는 뜻으로 무슬림 삶 전반에 걸  
   쳐서 허용된 것을 의미하여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식음료를 지칭하는데   
   사용됨

      ◦ 식음료의 경우 할랄은 인체에 해로운 것, 이슬람법에서 금지되는 물질이 섞이  
   지 아니한 것이며, 그 반대로 금기라는 의미의 하람(Haram)이 있고, 그 중간  
   의 의문스럽다는 의미로 슈바흐(Syubhah)가 있어, 구분이 어려울 때는 하람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음

      ◦ 할랄 식품의 정의
        할랄 음식은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는 음식을 의미함
        -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
        -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시설이나 도구를 이용해 제조, 가공, 운반 혹은 저

장되지 않은 것
        - 제조, 가공, 운반 혹은 저장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어긋나는 식품

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

        할랄은 처음에는 식품에 국한되어 시작되었지만, 공산품, 서비스, 기반 시설,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할랄 인증제도

      ◦ 할랄 인증은 무슬림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으뜸으로 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할랄 시장의 핵심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무슬림에게 어필하기 위한 필수요건임

      ◦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개의 할랄 인증기구가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무슬  
   림 국가에 통용되는 표준 할랄 인증 기준안에 대한 국제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각 무슬림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안으로 할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세계의 다양한 인증기관 중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은  
   Jabatan Kemajun Islam Malaysia(말레이시아, 이하 JAKIM), Majelis Ulama    
   Indonesia(인도네시아, 이하 MUI), Majelis Ulama Islam Singapura(싱가포르,  
   이하 MUIS), Islamic Fee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미국, 이하      
   IFANCA)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인증은 체계적인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  
   고 다수의 국가들과 교차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할랄 인증과 관련  
   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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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의 경우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이하 KMF)에서  
   할랄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필리핀의 할랄(Halal)산업 현황

    ◦ 할랄 식품(Halal Food)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할랄 인증 시스템 도입과 표준 절차 확립을 추진하고 있음

    ◦ 약 16억 인구의 이슬람권 국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랄 인증이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이 필리핀 농∙축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할
랄 인증이 수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의 허브로 부상하
고 있는 말레이시아‘이슬람 개발부(JAKIM)’가 2012년 5월부로 필리핀 할랄 인증
기관인 ‘IDCP(Islamic Da'wah Council of the Philippines)’를 ‘공신력 있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이 주목되고 있음

 나. 지리적 현황과 상권

  (1) 지형적 특성

    ◦ 필리핀 군도는 남북 길이가 1,850km에 이르는 7,107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전 국토의 65%가 산악지대임

    ◦ 필리핀은 크게 세 지역(Region), 메트로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Luzon)지역, 많은 
섬으로 구성된 비사야스(Visayas)지역, 남부 무슬림 지역인 민다나오(Mindanao)로 
나누어짐

  (2) 주요지역

    ◦ 루손과 그 주변 : 가장 큰 섬인 루손섬에는 수도 마닐라가 있으며, 그 주변에 
민도로, 바딴, 까딴두안, 마린두께, 마스바떼, 민도로섬 등이 있음

    ◦ 비사야스와 팔라완 : 비사야스란 루손섬 남쪽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일컫는 명
칭으로 파나이, 레이트, 사마르, 세부, 보홀 등을 포함 약 6천개 섬이 있으며 팔
라완섬은 400㎞나 길게 뻗어 있으나 평균 폭은 40㎞에 불과함

    ◦ 민다나오 : 남쪽에 위치한 두 번째 큰 섬으로 인근에 약 400개 섬이 있으며 항
상 문제가 되는 무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르네오섬 쪽으로 징검다리처럼 술루
열도(Sulu Archipelago)가 이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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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권의 특성

   □ 필리핀 상권의 특징

      ◦ ‘필리핀에서는 쇼핑몰 없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여서 프랜차이즈사업 운영자는 항상 쇼핑몰 소유주나 운영자들과 좋은 관계
를 유지해야 함

      ◦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
느 도시에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도시가 결정되면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와 타깃 고객의 특성에 따라 어떤 종류의 몰을 선택적으로 입점할지 
결정하게 됨

      ◦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자본력 및 인지도가 낮으므로 고가의 
로드샵보다는 우선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이 초기 진출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아울러 같은 쇼핑몰이더라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입점하여 차별화된 메뉴나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이 좋음

   □ 쇼핑몰 입점시 주의점

      ◦ 필리핀은 쇼핑몰에 입점하는 전략이 매장 생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입점 
시 아래의 주요사항을 고려해야 함

        ① 계약할 때는 쇼핑몰에서 원하는 금액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쇼핑몰에서 제
시하는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런 절차는 식당(외식업) 또는 
일반 매장, 화장품 같은 순서를 밟아야 함

        ② 한 쇼핑몰에서 음식점, 화장품 매장 등이 입점할 경우 임대료 또는 수수료 등 
비용관련 계약조건은 일반적으로 인라인 숍(Inline Shop)이나 무인단말기인 키
오스크를 포함한 부스, 전시 공간(Exhibit Area) 등 여러 종류의 입점 위치로 
나누어져 있어 적용되는 조건들도 모두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함

        ③ 임대료는 몰마다, 층마다, 주요 위치마다 가격들이 다르며, 임대료는 명시적으
로 주어져 있지는 않고, 어떤 형태의 입점이냐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임

           입점 수수료는 따로 없으나 현지에서 업체들이 대행해주는 관례를 살펴보면, 
입점 절차를 진행해주는 몰 입점 진행료 1만5000페소(약 35만~40만원)가 필
요함

        ④ 통상적인 입점 소요 기간은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단 입점 장소만 정해져 있다면 입점 절차는 간단해 키오스크 등 간단한 건
은 며칠 만에도 입점이 가능함

        ⑤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한 식당 및 안경점은 공사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규모의 커피숍을 준비하는 데는 기
본적으로 2~3개월이 걸린다. 입점 기간은 주로 공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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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쇼핑몰의 인테리어 준비와 관련 비용(㎡당), 방법,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몰 
입점 공사를 진행하려면 해당 쇼핑몰 관리사무소 및 공사 부서에 신고해야 
함. 해당 부서들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임. 

           작업 시간은 일반적으로 쇼핑몰 영업시간이 끝나는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임. 특히 소음이 심한 작업은 이 시간대에 진행해야 함

           예들 들면, 절단(Cutting)이나 용접 작업이 이에 해당함. 예외적으로 소리 나지 
않고 조용히 할 수 있는 작업은 쇼핑몰 측의 허가를 받아 영업시간대에 작업
할 수도 있음

        ⑦ 공사 비용은 업장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한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안하면 
됨. 공사가 끝나면 쇼핑몰에서 최종 검사를 받고 최종 승인이 나면 영업을 시
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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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식기업의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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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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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프랜차이즈 계약은 보통 계약으로 간주, 민법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받음

       ③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법인
을 설립하거나 기존 현지 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음

      2) 기업설립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① 소매 자유화법(The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Republic Act No. 8762, 
2000.3월 발효)에 의거해 일정규모 이하의 자본금의 경우 외국법인은 소매
업 법인 소유가 금지됨. 필리핀인 또는 100% 지분을 필리핀인이 소유한 법
인에게만(60:40% 지분회사 안됨)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음

       ② 단,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25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 보유시 100%의 지
분을 가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모기업은 최소 2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
해야 함

       ③ 자본금이 부족한 직접진출 기업은 불가피하게 필리핀 현지인 명의로 운영하
여야 함. 다만, 필리핀 사람을 내세워 사업을 할 경우 비용이나 절차가 간단
하지만 현지인은 대리 사장의 대가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거나, 안전장치로 
여러 서류들을 만들어도 막상 소송이 걸리게 되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지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음

       ④ 필리핀에는 엄연히 안티 더미법(Anti-Dummy Law)이 법 규정으로 존재하지
만 외국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미를 이용한 접근을 많이들 함

       ⑤ 최소 주주 구성 5인을 모두 필리핀 사람으로 해서 법인을 구성하게 하고 본
인이 몇몇 안전장치를 두고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에 참석하는 5인 모두 
더미(Dummy: 일종의 대리인)임

          안전장치로 포기각서, 차용증 등을 받아 두기도 하고, 양수/양도 관련한 내
용을 미리 서명하게 해서 받아 두기도 함. 때론 백지 여러 장에 사인만 하
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음

       ⑥ 정부정책의 불투명성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등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리핀 투자시 단점 및 걸림돌로 인식되어 있음

       ⑦ 높은 전기료와 물류비, 열악한 인프라,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 관행이 투
자에 어려움을 줌

       ⑧ 필리핀의 경우 현지 물류기반이 약하므로 물류가 강한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
이즈를 하거나, 직접 진출 경우에는 현지 물류기업에 아웃소싱 방식으로 물류
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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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하지 못함. 간혹 법인으로 더미를 사용해서 토
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불안요소를 안고 매입하는 것임. 
종종 재판에서 외국인이 더미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음

      3) 현지운영 관련 법률과 제도

       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지원 정책은 없음

       ② 필리핀은 1998년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제정을 통해 
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프랜차
이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한 행정적인 절
차를 간소화하였음

       ③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해 
1984년 2월 21일 조세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④ 필리핀은 법률로써 투자가에 대해 필리핀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
익금 (청산잔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 필리
핀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과실송금이 용이
함

       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
대로 운용되지 않음

   □ 현지시장 및 문화적 측면

      1) 경제 및 외식산업현황

       ① 두테르테 행정부는 기존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 세
제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6% 후반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② 필리핀 경제성장의 동력은 해외근로자 송금액과 아웃소싱(BPO) 산업으로 이
를 통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서민층의 빈곤 문제 
등은 지속되고 있음

       ③ 다만 취약한 인프라, 높은 전기료, 헌법에 근거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 및 
일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 까다로운 투자절차,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비일관성, 일부 잔존하는 부패 관행은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임

       ④ 필리핀 온라인 배달서비스 시장은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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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한류는 드라마와 음악으로부터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국음식점이 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및 한국 패션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함

      2) 인구통계 및 정치 ∙ 사회 ∙ 문화

       ①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인건비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
음. 현지에서 직원 고용시, 한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의 월급으로 고용이 가
능함. 다만 필리핀 현지인에게서 한국인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현지인 여러 명을 고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임

       ② 아직 실업률이 높고,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③ 총인구의 3%에 불과한 화교가 필리핀 전체 상권의 60%이상을 장악

       ④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500만 명이며, 이중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음. 국민 평균 나이는 22살이며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며 살아감

       ⑤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자주 찾는 수빅, 세부 막탄섬, 보홀섬, 보라카
이섬 등을 제외하고는 치안상태가 좋지 않으며,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
오로시제외), 술루, 바실란 지역은 테러 및 범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
슬람 반군과 정부군과의 교전도 종종 발생함

       ⑥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자본력 및 인지도가 낮으므로 고가의 
로드샵보다는 우선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이 초기 진출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
음

      3) 프랜차이즈 시장

       ① 국민은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성향이 강하며, 서양의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유명 해외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편임. 필리핀의 프
랜차이즈 산업은 2019년에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② 1990년대 초부터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중심으로 1995년에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가 설립. 이를 기점으로 필리핀의 프랜차이즈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함

       ③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시장의 잠재력은 여타 저개발국가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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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은 기존 외식업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 교육, IT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2) 적합도 조사

      ◦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고, 가맹점 모집시 
전제조건이 없어 직접적인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에 애로사항
은 없음

      ◦ 소매 자유화법이나 안티 더미법(Anti-Dummy Law)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이 있어,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100% 지분을 필리핀인이 소유한 법인
에게만(60:40% 지분회사 안됨) 영업허가가 나옴

      ◦ 정부정책의 불투명성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등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리핀 투자시 단점 및 걸림돌로 인식되어 있음

      ◦ 필리핀은 지식재산권의 국제출원을 위한 마드리드협정이나 PCT에 가입되어   
   있음

      ◦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세부규정이   
   미비하여 무단 복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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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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는 드라마와 음악으로부터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

      ◦ 최근 4-5년간 필리핀의 양대 방송사인 GMA7과 ABS-CBN에서 매일 한국  라
마를 방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드라마를 코리아노벨라
(Koreanovela)라 부르면서 즐겨 시청

      ◦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500만 명이며, 이중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음. 국민 평균 나이는 22살이며 다
양한 인종이 공존하며 살아감

      ◦ 두테르테 행정부는 기존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 세제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6% 후반대의 고성장을 지속

      ◦ 총인구의 3%에 불과한 화교가 필리핀 전체 상권의 60%이상을 장악

      ◦ 필리핀의 공직자들의 경우 낮은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뇌물 스캔들이 빈번하
게 벌어지고 있음

      ◦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 한국인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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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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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경우 현지인 여러 명을 고용

      ◦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은행을 통해 제약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며, 공채 매
입, 공기업 민영화 참여도 허용되고 있음

      ◦ 필리핀의 공직자들의 경우 낮은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뇌물 스캔들이 빈번하
게 벌어지고 있음

      ◦ 필리핀은 법률로써 투자가에 대해 필리핀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
익금(청산잔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음

      ◦ 치안이 불안하고, 정부정책의 불투명성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등은 필리
핀 투자시 단점으로 인식되어 있음

      ◦ 높은 전기료와 물류비, 열악한 인프라로 현지 물류기반이 약함

  (3) 종합 평가

     ◦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고 가맹점 모집시 전체조건이 없어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소매 자유화법이나 안티 더미
법(Anti-Dummy Law)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제한이 심함

     ◦ 부패정도가 심하고 뇌물 스캔들이 빈번하는 등 아직 시장의 성숙도가 낮고 치
안상태가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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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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물류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필리핀 현지 물류유통 이용이 필요함

     ◦ 필리핀의 법률 및 제도 등 외적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현지 파트너를 통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과 「직접 진출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유리한 진출방식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직접진출

   전문가 의견 
◦ 필리핀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 안정적이지만, 파트너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파

트너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좌우되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 현지에서 외국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현지 법인 설립시 필요한 현지인 

5인 중 4인은 현지인으로 구성하고 1인을 외국투자 법인으로 구성하고 지분을 
외국투자 법인이 높게 가져가 경영권을 지키는 방식의 「직접진출 방식」을 권
유하는 의견도 있음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과 직접진출 방식 비교

  (1)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 장점
       ①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② 가맹본사의 자금, 인력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음
       ③ 파트너사가 중간 역할을 진행함으로서 초기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

를 감소시킴
     ◦ 단점
       ① 파트너사 선정 작업이 힘듦 (초기 해당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보여줄 

수 있는 매장이 없는 관계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움)
       ② 강제적 통제가 어려움
       ③ 계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다르거나 분쟁발생시 통제할 수 있는 방

법이 쉽지 않음
     ◦ 의견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빠른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사업 진출

을 목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브랜드  
진출에는 좋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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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진출 방식
     ◦ 장점
       ① 초기 직영점을 운영함으로서 현지 안테나 매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②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사를 진행함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단점
       ①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많은 자금, 인력 투입이 필

요함
       ② 현지 시장환경과 경험이 없어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 있음
       ③ 물류 및 운영, 직영점 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의견
       ① 소매자유화법에 따라 250만 USD 이상의 납입자본 보유하지 못한 외

국인 기업은 음식점 등 소매업에 진출하지 못함. 따라서 자본이 부족
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진출이 제한적임

       ② 법인의 경우 주주5인을 필리핀인으로 구성될 경우 가능하기에, 외투법
인을 먼저 필리핀에서 설립하고 이후 로컬법인을 설립할 때, 외투법인
과 필리핀 4인을 주주로 하여 설립할 경우 직영점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

       ③ 외투법인 설립(외국인 투자 100%)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행할 수 
있음

       ④ 로컬(현지)법인 설립(외투법인 지분율95%, 현지법인 5%) - 가맹사업, 
직영점 운영 가능

  (3) 기타 의견
     ◦ 필리핀을 3대 권역[루손 지역, 비사야스 지역, 민다나오 지역]으로 분류 

1개 권역에서 직접진출 방식으로 진출 후 2개 권역에 대한 마스터 프랜
차이즈 방식을 접목한 혼합 방식을 추천

     ◦ 추후 직접진출 방식으로 진출한 권역은 추후에 상황에 따라 마스터 프
랜차이즈 진행이 가능함

     ◦ 초기 원재료 및 원부자재에 대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힘드나 향후 핵
심적인 원재료를 제외한 원부자재나 원재료를 높은 수준의 현지화 체계로 
가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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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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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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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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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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원재료 및 부재료의 수급 및 유통의 가능성 분석
   2. 3개 권역으로 나뉘어진 필리핀의 진출 방식 결정
   3. 사업모델 구상 : 쇼핑몰형, road shop용을 구분하여 사업모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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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내부역량 분석

       ◦ 보유 아이템 : 필리핀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주 고객층, 소득수준, 마  
                  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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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어) 소통, 기획능력, 파견시 교육능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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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의 진출전략 >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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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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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유의해야 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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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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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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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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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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및 운전 자금의 규모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은 자금 조달에 대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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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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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 진행 : 필리핀은 현재 마드리드 협정과, PCT에 가입되  
                               어 국내에서 국제출원이 가능

       ◦ 도메인 등록 진행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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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정부 및 유관 기관 지원 사업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준비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 농가를 위한 해외시장맞춤

조사 지원(global.at.or.kr), aT수출정보분석부 globalre@at.or.kr / 농식품 수출국 
현지전문가 연계하여 법률, 통관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등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화지원사업, aT수출정보분석부 global.at.or.kr / 외식업체 국내
산 식재료 구매비 및 시설자금 지원, aT정책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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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분석

단계별 투자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수익 전망

연간 재무 계획

자금 회수 계획

5 생산 및 물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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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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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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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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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확정시 아래의 내용을 점검
  1. 현지 법인 설립 형태 : 마스터 프랜차이즈(로컬 법인), 직접 진출(외투 법인)
  2. 파트너의 유통, 쇼핑몰 진출 기반 여부
  3. 원재료 수급 및 경쟁력 확보 방안
  4. 수입 원자재의 원가, 통관 등 process
  5. 물류 lin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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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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현지 법인 설립
◦ 직접 진출 및 합자(합작) 투자 진출에 

대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관

련 법률

프랜차이즈 관

련 법률

11 입지 선정 ◦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부동산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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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지만, 자국의 영세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자유화법이나 반더
미법 등이 존재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이 일부 제한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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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Ⅲ. 외식기업의 필리핀 진출전략 > 3. 직접 진출 방식의 진출
   전략 >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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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계약 조건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맞는 일종의 TEST UNIT의 개발을 공
동 투자로 진행하고 성공적일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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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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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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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항목

  (2) 단계별 핵심 key

      1)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계획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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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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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당 내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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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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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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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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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본부 및 점포운영자 교육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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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

Chatime

  (1) 기업현황 

◦ 기업명 : La Kaffa International Co Ltd

◦ 업  종 : 외식업(음료) ◦ 홈페이지 : chatime.ph

◦ 국  적 : 대만

◦ 현지법인명 : Chatime Philippines

◦ 현지법인 설립일 : 2011 ◦ 자본금 : US$ 150,000

◦ 진출방식 : 마스터 프랜차이즈

◦ 현지 매장 수 : 약 100개(2019.10 기준)

  (2) 기업소개 
    ◦ Chatime은 대만 최대의 밀크티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2005년에 즉석에서 

신선한 잎으로 만든 차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밀크티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종류의 음료를 판매함.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밀크티 프랜차이즈기업
으로 입지를 다짐. 

    ◦ Chatime의 모회사인 La Kaffa International Co는 2004년에 대만에서 설
립되어 최초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로 시작함. 이후 2005년에 Chatime을 
런칭하여 대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적으
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대만 주식시장에 상장한 유일한 밀크티 
회사임. 

    ◦ La Kaffa International Co는 Chatime 외에도, 춘선 케이크, 젠큐 디저트, 
라 카파 커피, 대만 전통 디저트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6개의 브랜드를 가
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함.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 2006년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점포를 오픈하여 미국 진출
     ◦ 2009년 호주 시장 진출, 현재 약 70개 이상의 점포 운영 중
     ◦ 2010년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현재 말레이시아의 Chatime 매장은 250  

  여개로 글로벌 수익의 약 50% 담당
     ◦ 2011년 필리핀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현재 1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전 세계 38개국에서 약 25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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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출방식 및 전략
      ◦ French bakery Philippines를 운영하고 있었던 필리핀 현지인 Johnlu    

   Koa가 2010년 Chatime과 필리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 
      ◦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필리핀 현지인 파트너사가   

   Chatime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것을 계기로, 2011년에 마닐라  
   에서 첫 매장을 오픈하고, 현재까지 100여개의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필리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밀크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종업원이 불필요한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Chatime은 고  
   객이 편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형태의 점포로 운영하여 고객  
   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 필리핀 현지의 대표적 메뉴는 Pearl Milk Tea로서 현지인의 입맛에 딱  
     맞는 달달한 타피오카 펄을 사용하는 것이 인기 비결. 경쟁업체와 비교  
     되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적절한 당도로 고객을 끌어오고 있음.  

      ◦ 그 밖에도 메뉴의 다양화와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즌별로 다양  
   한 대만차 음료를 판매함. 대부분의 식재료는 대만 현지에서 들여오고  
   있어 대만 고유의 맛을 느끼도록 하고 있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

Shakey's Pizza

  (1) 기업현황 

◦ 기업명 : Shakey's USA, Inc.

◦ 업  종 : 외식업(패스트푸드) ◦ 홈페이지 : shakeyspizza.ph

◦ 국  적 : 미 국

◦ 현지법인명 : Shakey's Pizza Asia Ventures, Inc.

◦ 현지법인 설립일 : 1974 ◦ 자본금 : $352.20M

◦ 진출방식 : 마스터 프랜차이즈

◦ 현지 매장 수 : 약 150개(2019.10 기준)

  (2) 기업소개 
    ◦ Shakey's는 195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설립된 피자 전문 프랜

차이즈로서 미국 최초의 피자 프랜차이즈로서 창업자인 Shakey Johnson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화 함. 처음 매장을 오픈할 때부터 고객을 즐겁게 해주
기 위하여 시작한 라이브 연주는 현재 Shakey's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자리
잡음. 

    ◦ Shakey's는 1970년대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족과 젊은 스포츠인들을 
중심으로 맛있는 피자를 포함한 다양한 먹을거리와 맥주를 판매하고,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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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음악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유명해짐. 
    ◦ 매장내에 긴 피크닉 테이블을 구성하여 단체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으

며, 홀에서 주방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어 아이들이 피자 만드는 과정
을 구경하도록 하여 어린이 고객을 끌어올 수 있었음.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및 방식
     ◦ 1968년 캐나다에 최초 해외 진출. 
     ◦ 1975년 San Miguel 맥주로 유명한 San Miguel Corporation이 자사의   

  생맥주를 같이 팔려는 목적으로 필리핀 시장에 Shakey's 사업을 전개하  
  게 됨. 

     ◦ 1년 뒤에 필리핀 현지의 Golden Pizza Incorporated로 마스터 프랜차이  
  즈 사업권이 변경됨. 

     ◦ 2016년 Century Pacific 그룹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GIC Private       
  Limited에 의하여 인수되었으며, 현재는 Shakey's Pizza Asia Ventures,   
  Inc.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진출전략
      ◦ 최초 필리핀에 진출할 때의 San Miguel Corporation은 회사의 생맥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Shakey's를 필리핀에 소개하게 되었음. 라이브 밴  
  드, 긴 테이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짭조름한 피자와 치킨, 그리고   
  맥주는 현지인들을 모으기 좋았음.

      ◦ 그러나, 라이브 밴드를 유지하는 것은 매장 운영에 애로점이 되었음. 모  
  든 매장마다 라이브 밴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혼동  
  이 생기고, 초기 매장들은 맥주집으로 퇴화되어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시작함. 

      ◦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필리핀 자국 브랜드  
  인  Jolibee나 McDonald와 같은 유명 다국적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경쟁  
  에서 뒤처지고 있었음.  

      ◦2003년 Shakey's의 이미지를 라이브 밴드 보다는 “필리핀 가족” 컨셉의  
  브랜드로 재창조하고 재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가족과 단체손님들을 위한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로 탈바꿈함.

      ◦ 좋지 않은 상권에 위치한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큰 도로가 근처로  
  이동시키고,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을 흰색 형광등에서 오래된 티파티 램  
  프로 교체하고, 긴 테이블과 벤치를 배치하고, 대형 피자를 판매하는 등  
  단체 손님과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컨셉으로 바꾸면서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냄. 

     ◦ 2019년 현재 약 전 세계에 400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은 50개 점포가 있으나, 필리핀에서는 미국의 두 배인 100개 이  
  상의 점포를 운영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인기가 줄어든 브랜드가 되었지  
  만, 필리핀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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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진출 방식의 진출전략

※ 직접 진출시 단계별 중요해당 내용
                                             ※중요해당 내용  표기

[참조. 해외진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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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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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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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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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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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및 폐업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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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진출 방식’으로 진출할 경우  ‘①해외진출 준비단계’, ‘②해외진출 확정단계’, ‘③해
외개업 준비단계’, ‘④해외사업 관리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진출기업이 직 ∙ 간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며, 다만, ‘②해외진출 확정단계’에서 파트너 없이 직접 진출하고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선정, 계약, 관리의 절차가 필요 없음

‘직접 진출 방식’의 중요한 요소로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브랜드나 
노하우 보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나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유통시스템 구축’, 진출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
영할 수 있는 ‘기업 설립’과 ‘프랜차이즈 인허가’, 현지매장 ‘입점전략’, ‘매장 인허가’와 
운영에 필요한 ‘매장 매뉴얼 제작’,과 ‘직원관리’, 기업운영에 필요한 회계규정, ‘세금 및 
수입금액의 송금’, 가맹점모집을 위한 ‘출점전략’과 ‘계약’, ‘가맹점관리방법’, 프랜차이즈
사업을 종료하고 철수시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종료’ 등을 들 수 있음. 각 단계별로 중
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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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직접 진출시 준비단계
   1. 필리핀 통관 절차 및 각종 법령 관련 사항 업데이트
   2. 현지 외투법인 설립 절차와 외투법인 설립 필요사항 확인
   3. 자금 송금 및 자금 운영 관련한 필리핀 규정절차 확인
   4. 필리핀 현지 경쟁업체 운영현황 및 로케이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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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내부역량 분석

      2) 외부 분석 

      3) 진출유형 선정

      4) 사업계획서 작성 

      5)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Ⅲ. 외식기업의 필리핀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의 진출전략 >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참조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6 1차 현지 시장 조

사

◦ 경쟁 브랜드, 외식 시장 트렌드 등 현지
시장 조사

7 2차 현지 시장 조

사

◦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8 현지 법인 설립 ◦ 직접 진출 및 합자(합작) 투자 진출에 외국인 투자관

   전문가 의견 
◦진출 확정시 아래의 내용을 점검
  1. 진출 지역 확정 : 필리핀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직접 진출시 초  

                    기 중점적으로 진출할 지역을 확정해야 함. 대부분 마닐라  
                    가 위치한 루손 지역으로 진출하지만, 세부가 위치한 비사  
                    야스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추천함.

  2. 법인 설립 관련 절차 확인 : 현지 법인 or 외투 법인 
  3. 현지 운영 규정(매장 인테리어 조건, 각종 기물 관련 규정 등) 확인
  4. 현지 통관, 유통, 보관 등에 대한 확인 작업
  5. 현지 인허가 관련 전문기관 사전 확인
  6. 사업 계획 수립 및 점검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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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시장조사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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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지 법인 설립

       ◦ 법인설립
          - 법인 설립 준비
          - 투자 허가
          - 법인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 법인 인력 구성
          - 인력 구성 계획 : 법인을 운영하려면, 전체 인원수 및 구성, 주재원을 몇 

명을 파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각자는 어떤 직무를 맡을 것인지에 대한 
직무 기술서가 필요

          - 현지 법인 인력 구성 : 신규 채용,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VISA) 관련 
준비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 가. 기업설립 및 외국인투자』 참조

대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련 법률

프 랜 차 이 즈 관

련 법률

9 입지 선정 ◦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부동산관련 법

률
10 해외본부 운영매

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 현지 법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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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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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작성

       ◦ 현지법인 및 직원(현지국가의 직원)을 위한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제작
          - 해외본부 운영 매뉴얼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매뉴얼임. 기본적으로 국내 가맹본부의 매뉴얼에
서 필요한 부분을 구성하여, 일부분을 현지 사정에 맞게 보완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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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현지 관리를 위해 파견되거나, 현지 법인에 주재원
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 매뉴얼에 따라 현지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 시스템에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본부입장에서도 매뉴얼 작업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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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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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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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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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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모집 및 점포 관리

-본사 감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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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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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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1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구축

◦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수출입관련 법

률

   전문가 의견 
◦현지에서 개업 준비시 아래의 내용을 점검
  1. 현지 거주 가능 직원 선발 및 현지 직원들에 대한 비자관련 업무 조사
  2. 직영 매장의 설치 : 상권 및 입지조건, 인테리어 공사, 주방기구 확보
    - 행정허가 진행 순서 : 빌딩 퍼밋 → 아큐펀시 퍼밋 → 비즈니스 퍼밋
  3. 직원 교육 : 매장, 주방 등 파트별 교육
  4. 사업모델 점검 : 메뉴, 식재료비용, 물류, 수입품 입고, 수익구조(가격 및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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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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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12 점포 운영 매뉴얼 ◦ 현지 점포 운영에 대한 매뉴얼 제공
외식 및 식품

관련 법률

13 인허가 취득 및 

매장 시공

◦ 인허가 사항 취득 및 기타 요소의 최종 
점검을 통한

◦ 매장 시공 및 인테리어

인허가관련 법

률

14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 매장 운영을 위한 조리, 홀 등의 인력 
채용 및 교육

노동관련 법률

15 오픈 마케팅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루트를 활용한 오픈 

마케팅

16 오픈 ◦ 오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오픈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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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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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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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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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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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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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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포 운영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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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세부사항

1 브랜드 매뉴얼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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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운영 매뉴얼 번역 및 보안

      3) 매장시공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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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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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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등) 활용 다수. 다음으로 인터넷, 매장행사를 통한 활용이 많음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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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외사업 관리단계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4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 감리 및 본부 지원 계
획 수립

◦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시장 개
척

가맹점계약관계

분쟁해결

철수 및 폐업

15 세무 및 자금송금
◦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 수익송금

세무 및 자금송금관련 법률

16 가맹점모집 및 계 ◦ 가맹점 출점계획 가맹계약체결

   전문가 의견 
◦해외사업의 관리단계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점검
  1. 직영점 수익 확보 : 마케팅, 홍보, 수익 BEP 산출
  2. 현지 매장의 재무, 인사 등에 대한 보고체계 확보
  3. 지속적인 한국 본사로부터의 슈퍼바이징 : 조리, 운영,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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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세무 및 자금송금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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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맹계약서 작성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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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 
   나. 철수 및 청산』 참조

약 ◦ 계약과 가맹점관리

17 철수 및 폐업
◦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기업청산절차

노무관계 종료

<TIP >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외식업 진출 사례 증가
  외국인이 소매업(외식업 포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10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규정과 각 
매장별 최소 투자금액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100% 지분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75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매
장 설립 비용으로 8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함

  또한 필리핀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등의 요인으로 외국기업이 소매업 분
야에 직접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검증된 파트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를 받고 사업에 간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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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출 성공사례 >

커피베이 

  (1) 기업현황 

◦ 기업명 : ㈜커피베이

◦ 업  종 : 커피

◦ 홈페이지 : http://www.coffee-bay.co.kr/

◦ 현지법인명 : Coffeebay Philippines Corp 

◦ 진출일 : 2016년

◦ 진출방식 : 직접 진출

◦ 현지 매장 수 : 2개

  (2) 해외진출
    ◦ 커피베이는 브랜드를 런칭할 때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시작함. 처
       음부터 해외 커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조사를 꾸준히 하면서, 국
       내 가맹점이 100개를 넘어가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을 준비
       하여 2013년 KOTRA로부터 “해외진출 선도기업”을 인증 받음.
 
  (3) 진출현황 

   □ 진출배경
      ◦ 2014년 중국 대련 프랜차이즈 사절단에서 상담주선 된 바이어와 마스

터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015년 미국 전역에 4,600개의 매
장이 있는 월마트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계약 성사.  

      ◦ 필리핀은 직접 진출하여 커피베이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린 이후에
         필리핀 전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차후에 
         하기 위하여 직접 진출 방식으로 2016년에 진출함.     

   □ 진출연혁
      ◦ 2013년 중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 2015년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입점 파트너쉽 체결
      ◦ 2016년 필리핀 대표 쇼핑몰인 SM Mall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  

   핀 현지 법인 Coffeebay Philippines Corp를 설립한 후 2016년 12월 세  
   부 지역에 위치한 SM Seaside City 쇼핑몰에 1호점 입점. 

      ◦ 2018년 필리핀 세부 아이티파크(IT Park)에 2호점 입점 
 
   □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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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법을 활용한 진출
        필리핀은 반더미법(Anti-Dummy Law)이 있어 직접 진출하는 외투기업이  

  직영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이에 커피베이는 먼저 현지  
  외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외투법인이 최대 주주가 되는 현지 로컬 법인  
  을 추가로 설립하여 차후 직영점 사업 및 가맹사업까지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  

     ◦ 출점 전략
        필리핀 경제 상황상 카페에 가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국민은 상위 10%  

  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 10%의 고객을 타겟으로 하여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과 오피스에 근  
  무하는 화이트 칼라 고객, 쇼핑몰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하  
  여 몰 중심으로 출점하여 넓은 좌석과 쾌적한 환경, 퀄리티 높은 샌드위  
  치와 현지 특성에 맞는 커피 메뉴의 개발을 하여 현지인에게 호평을 받  
  는 고급형 카페로 출점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필리핀 2호점인 아이티파  
  크점은 필리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으로 입주사 대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로서 상주 직원이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점을 착안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 권역별 출점
        커피베이는 필리핀 진출 초기부터 필리핀 최대 시장인 마닐라가 아닌   

  세부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먼저 커피베이 브랜드를 고객에게 널리 알리  
  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한 이후에 필리핀 지역을 나누어 Luzon,   
  Visayas, Mindanao 지역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할 계획을 수립함.  
  또한, 필리핀 최대 쇼핑몰인 SM몰에 입점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철저한 시장분석과 운영 노하우를 쌓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진출할 수 있  
  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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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1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과 정책

 가.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1)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 프랜차이즈 발전과정

    ◦ 필리핀은 약 400여년에 걸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서구문
화와 자본주의가 일찍 도입되었으며, 특히 대도심에서는 식습관,  옷 입는 방식 
등 생활방식 전반이 대부분 거의 서구화되어 있음. 필리핀 국민은 소득수준에 비
해 소비성향이 강하며, 서양의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유명 해외프
랜차이즈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편임

    ◦ 필리핀 프랜차이즈산업은 1910년 Singer Sewing Machine이 처음으로 상품판매
권(Product Distributorship) 개념을 시장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1910년부터 
1965년까지 상품판매권 계약에 의해 다국적기업들의 필리핀 시장진출이 진행되
었는데, 주요 분야는 제약, 타이어 부문이었음

    ◦ 1965년 미국계 패스트푸드 기업인 A&W Rootbeer가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비
즈니스모델이 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후 기업들이 프랜차이즈를 
활용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1990년 이전까지는 필리핀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프랜차이즈라는 사업모델에 대한 인식부족, 현지 정정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침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이후 1990대부터 프랜차이즈가 유용한 비즈
니스모델로 인식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음

    ◦ 1990년대 초부터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
즈니스맨들을 중심으로 1995년에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가 설립되었음.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교육실시, 세미
나 개최, 산업동향 연구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 운
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체계화 등 산업발전기
반이 마련되었음. 이와 더불어 1996년에는 필리핀 FranCorp. 같은 프랜차이즈 관
련기관도 설립되었음

    ◦ 프랜차이즈 협회 설립을 기점으로 필리핀의 프랜차이즈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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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111개였던 프랜차이즈 수는 2007년 993개로 증가하는 등 최근 10여 
년간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진출현황을 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현지 총 프랜
차이즈 수의 50% 이상을 구성하면서 현지 브랜드보다 수적으로 우세를 보였으
나 2002년부터는 현지 프랜차이즈들의 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필리핀인들의 프
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2004년부터는 현지 프랜차이즈의 
수가 외국계보다 많아지게 됨

    ◦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지 기업들의 성공사례에 고무된 다른 현지 기업
들의 진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이는 프랜차이즈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쉽게 진
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현지 기업 및 개인들의 프랜
차이즈 사업 진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전형적인 소비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국가
발전도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따라서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시
장의 잠재력은 여타 저개발국가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 프랜차이즈 성장요인

    ◦ 1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
       - 필리핀의 인구는 1억 873만명(자료원 : IMF, 2019기준)으로 세계 13위, 동남

아시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분포는 수도권인 Metro Manila 중심의 약 15백만 명을 비롯해 Cubu, 

Davao 등 주요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소매업 발달에 유리
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국토의 균형적 산업발전을 위해 전국에 40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선포, 
수빅(Subic)자유항과 클락(Clark)경제자유구역 등이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도 이러한 2․3차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가 존재하여 구매력 있는 소비계층이 한정
되어 있음

    ◦ 소비중심의 경제구조와 문화
       - 필리핀은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전형적인 소비국가로, 국가 발전도에 비해 서

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
       - 서비스업은 GDP의 약 55.7%를 차지하는 반면, 광공업은 31.5%, 농림어업은 

12.8%로 비중이 낮아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시장의 잠재력은 여타 저개발국
가보다 큼

       - 특히 타 동남아 국가 대비 외식, 호텔, 관광 등의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
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도 활발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스페인 식민 시절부터 형성된 라틴문화의 영향을 받아 미래보다 현재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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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선호하는 특징이 있으며,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내수소비의 원천인 해외근로자 송금과 신 소비층의 등장
       - 해외근로자(OFW: Overseas Foreign Worker)의 본국 송금액은 필리핀의 왕성

한 내수 소비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
       -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는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에 이르며, 해

외파견 근로자의 국내송금 규모는 2018년 기준 322억 달러임
       - 향후 OFW 송금액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내수소비와 프랜

차이즈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은 영어가 가능한 풍부한 인력과 저렴한 인근비 등으로 인도를 누르고 

“콜센터의 천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세계 1위의 BPO(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산업국으로 부상

       - 약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BPO산업인구는 소득도 높고 소비경향도 강해 필리
핀의 신(新)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들의 수요에 부합한 편의점, 커
피숍, 바 등의 프랜차이즈 산업도 각광을 받고 있음

    ◦ 현지인들의 브랜드 선호성향
       - 필리핀인들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소규모 독립상점보다는 인지도 높은 브

랜드점에서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
       - 식민지 시절부터 미국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선호 경향이 있으며, 품질보증과 

A/S 등이 편리한 점도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임

    ◦ 중산층 증가와 교외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확대
       - 프랜차이즈 산업은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세부(Cebu), 라구나

(Laguna), Iloilo(일로일로), 바콜로드(Bacolod), 다바오(Davao) 등 주요 지역에
서 활성화됨.

       - 필리핀인들은 특히 먹는 것을 좋아함. 하루 약 4~5회의 식사시간을 가짐. 이
러한 필리핀 식문화 특성으로 인해 일반 식당에서부터 고급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 체인점, 소형 푸드코트(프랜차이즈 형)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브랜드를 
자랑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중산층 비율이 24%에서 26%로 늘어나 2015년도부
터는 저소득층보다 높은 분포율을 가짐. 필리핀 평균 임금 고려시 중산층 이
상이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 주 소비층이며,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 인구와 
프랜차이즈 산업 함께 성장 전망

       -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중산층 확대, 도시 밖으로의 일자리 분산, 
필리핀 국내 태생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확대 등을 꼽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국내 영업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

  (2)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 1억명 이상의 인구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약 6년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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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필리핀은 막대한 잠재력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소매유통시장
은 약 679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의 21.6%를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구조는 본격적인 성장 초기였던 1990년대에는 현지 외
식선호문화를 반영하여 식품 및 레스토랑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다수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프랜차이즈 사업모
델에 대한 긍정적인식이 확산되면서 약국, 편의점, 체육시설, 미용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도입되고 있음

    ◦ 분야별 프랜차이즈 산업구조에 관한 최신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2011년
에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은 크게 외식(42%), 소매유통(34%), 서비스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식 부문
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소매유통 및 서비스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8년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매출액은 약 2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현재 2
천여 개의 국내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20만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20
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에 따르면, 2019년 필리핀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액이 3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1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 연도별 규모

구 분 2000년 2011년 2018년

기업 수(개사) 598 1,300 2,000

가맹점 수(개) 30,498 125,000 200,000

종업원 수(명) 274,482 1,031,000 1,200,000

매출액(US$) 30억 110억 210억

[ 자료.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 (PFA) ]

  (3)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 외식업 프랜차이즈 현황

      - 외식업 관련한 매출은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연평균 13.5% 증가할 정도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남미 음식을 제외한 모든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필리핀 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에 힘
입어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9년에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쇼핑몰, 음식,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프랜차이즈 성장의 원동력
      - 새로운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필리핀인들의 한국 브랜드 선호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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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 필리핀 외식시장 프랜차이즈 중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필리핀 현지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인 Jollibee임.  Jollibee Foods Corps(JFC)는  Jollibee이외에도 
Chowking, Mang Inasal,Greenwich 등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도 소유하고 있으
며 필리핀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약 39.5%를 차지하고 있음 

표 4-2 최근 3년간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종별 매출 및 증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유로모니터 ]

      - 필리핀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는 본촌치킨(Bonchon 
Chicken)이 있음. 본촌은 필리핀에 2010년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필리핀 내에 
약 110개의 매장이 있음. 필리핀 현지사정에 맞춰  음식의 맛과 가격을 적절
히 도입하면서 최근에는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가장 핫한 외식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음

      - 본촌치킨 이외에도 BBQ치킨(2008년), 불고기브라더스(2011년), 사리원(2012년), 
뚜레쥬르(2011년), 탐앤탐스(2015년), 삼진어묵(2018년)등의 프랜차이즈 기업들
이 필리핀에 진출해있음

    ◦ 자생 프랜차이즈 성장

      -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 지속 유입 증가 속에서도 자생프랜차이즈 기업이 성
장.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및 필리핀의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한국기
업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필리핀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특
히 필리핀의 경우 문화적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프랜차이즈 진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필리핀 국민들은 대체로 브랜
드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미국 등 선진 외래문물에 대한 개방성이 높음. 따
라서 문화적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프랜차이즈 진
출 여건이 좋음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아시안 음식 전문점 369.2 7.9 401.3 8.7 441.6 10.0

제과/제빵 전문점 186.5 8.9 199.2 6.8 218.1 9.5

햄버거 전문점 1975.7 14.3 2257.6 14.3 2542.1 12.6

치킨 전문점 447.8 27.0 495.7 10.7 552.6 10.5

아이스크림 전문점 27.0 4.7 27.7 2.6 30.7 10.7

편의점 182.3 28.0 206.9 13.5 247.2 19.5

중남미 음식 전문점 4.0 -10.9 3.4 -15.0 3.2 -6.5

피자 전문점 244.5 12.1 277.4 13.5 323.5 16.6

합계 3437.1 15.1 3869.4 12.6 4354.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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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의 증가
        졸리비, 초우킹 등 필리핀 현지 기업들의 성공사례에 고무된 다른 현지 기업들

의 진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이는 프랜차이즈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쉽게 진
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현지 기업 및 개인들의 프
랜차이즈 사업 진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현지 자생 업체 중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졸리비(Jollibee)의 경
우 필리핀 내 대표 성공모델로서 동종 외국계인 맥도날드를 매출액에서 크게 
앞서 있으며, 해외에 나가 있는 필리핀인들을 1차 타깃으로 해외에도 적극 진
출하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 이 밖에 Chowking Food, Goldilocks Bakeshop 등도 연매출 5천
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현지 프랜차이즈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회장 Emeritus Samie C. Lim은 2018년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은  전년대비 약 20%정도 매우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며,  외
국기업들에게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은 기존 외식업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 교육, IT 등 다
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관계자에 따
르면 미래의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은 미용과 건강, 관광, BPO관련 분야(편의
점, 교육 등)가 중심 트렌드가 되어 성장할 것이라고 함

      - 현지기업과의 협력진출을 통해 현지 규제와 시장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기
업의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TIP >

◦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은 방대한 인구와 안정된 소비시장,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 소비문화 발전 가능성 등 진출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망 시장임.

  필리핀의 경우 문화적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프랜
차이즈 진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외국인 진출제한이 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으며, 이 밖에도 후진국형 부패와 관료주의 등 몇 가지 불안한 점이 상

존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은 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진

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마스터 프랜차이즈선
정이 진출 전략의 핵심임

 나. 프랜차이즈 정책과 제도

  (1)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 현재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협정은 계약으로 간주되고 아래의 관련 법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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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 프랜차이즈 계약은 기술이전협정(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TTA)으로 

분류되며,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IPC)의 조항이 적용됨
      - 기술이전 협정은 다음을 포함함
        : 체계적 지식의 이전, 공정의 적용 또는 관리 계약을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

우(대량 시장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 필리핀 정부는 1998년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을 제정. 필리

핀에서 프랜차이즈 기업(Franchisor)이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함

    ◦ 민법(Civil Code)
      - 민법에는 계약 및 인간관계에 관한 일반법이 포함돼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

은 보통 계약으로 간주, 민법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받음[민법상 의무 및 계약조
항(Civil Code of the Phils Charter on Obligations and Contracts) 적용]

    ◦ 회사법(Corporation Code)
      - 필리핀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며 무역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

선 외국 법인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필리핀 내 거래 면허를 신청해야 함. 
따라서,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현지 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음

    ◦ 소매 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 소매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필리핀 외국인투자법, Negative List에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 단, 소매 자유화법(The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Republic Act No. 8762, 

2000.3월 발효)에 의거해 일정규모 이하의 자본금의 경우 외국법인은 소매업 
법인 소유가 금지됨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 및 외국
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FIA)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능 분야 및 
규모에 대한 금지사항 규정

      -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25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 보유시 100%의 지분을 가
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모기업은 최소 2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함

      - 고가 제품 전문 기업은 납입자본이 기업당 25만 달러에 달하고 자사 주식 재
고 총 비용의 최소 10%가 필리핀에서 생산되며, 모기업 순자산 보유액이 최
소 5000만 달러 이상일시 외국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소유 가능

<TIP >

◦ 설사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불투명한 개도국 시장의 특성과 비즈니스 
관행상 현지인과 파트너링(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사업 수행의 선결 요건이
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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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PFA)와 공조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TechnologyTransfer Agreement’로 정의하고, 기존에 프랜차이즈의 법률적용 분
야가 모호했던 점을 명확히 하였음

    ◦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PFA: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는 1990년대 프랜
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1995
년에 설립

    ◦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교육 실시, 세미나 개최, 산업동향 연구 
등을 수행.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 정착 초기 PFA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운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기반
이 마련됨

    ◦ 현재 PFA는 World Franchise Council의 회원으로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
표하고 있음. 정부와 프라이빗 섹터 간의 활동 조율, 프랜차이즈 전시회 개최, 교
육 및 세미나개최 등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

  (3) 기타 제도

    ◦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지원 정책은 없음
      - 현지 소규모 사업자의 육성, 지원을 위해 Small Business Corp(SBCorp.)를 창구

로 하여 대출자의 신용평가(BRR2)를 통해 최대 1천만 페소의 사업자금을 대출
하고 있음

      - BRR(Borrower's Risk Rating)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낮은 
수의 등급일수록 신용도가 높음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1) Philippines Franchise Association(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

연락처 전화 : 632-8687-03-65~67 팩스 : 632-868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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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rancorp 

연락처 전화 : 632-8638-31-42 팩스 : 632-8638-31-41

Email info@pfa.org.ph 홈페이지 : www.francorp.com.ph

주 소 Unit 2809 Jollibee Plaza, F Ortigas Jr.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내 용

- Francorp는 프랜차이즈 개발 및 컨설팅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임. Francorp는 
시카고 본사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아시아, 중동 및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22개 지사와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 성장했음. 3,000개 이상의 프랜차
이즈 사업을 개발했으며 프랜차이즈 확장을 위해 전 세계 10,000 개 이상의 회
사를 지원했으며 Consultation News에 의해 북미 지역 100 대 경영 컨설팅 회사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기 능

- Francorp Philippines 는 Francorp International의 전 세계 네트워크의 일부임. 
1996년 마닐라에서 조직 된 이 회사는 오늘날 필리핀 최고의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로, 다양한 성장 단계에서 350개 이상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개발 또는 
지원되었음. Francorp 프랜차이즈 고객은 필리핀 시장에서 총 프랜차이즈의 25%
를 차지하며 프랜차이즈 세미나, 이벤트, 미디어 및 기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
년 5,000 명 이상의 기업가와 협력하고 있음

  

  (3)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필리핀 상공회의소)

Email info@pfa.org.ph 홈페이지 : www.pfa.org.ph

주 소
Unit 701 One Magnificent Mile(OMM Citra) Bldg, San Miguel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내 용

-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는 1990년대 프
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1995
년에 설립
- PFA는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 및 외국 프랜차이즈와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
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기구임. 회원은 신뢰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간주되며, PFA의 지원으로 필리핀 프랜차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기 능

- 프랜차이즈 협회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교육 실시, 세미나 개최, 산업동향 연구 
등을 수행.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 정착 초기 PFA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기반
이 마련됨

연락처 전화 : 632-846-8196 팩스 : 632-846-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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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정부기관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통상산업부)
      - 주요내용 : 수출입 제도, 수출입 통계 등은 무료이며, 수출업체 리스트와 수입

업체 프로화일 등 업체정보는 유료. DTI 사이트를 들어가면 필리핀 관련 사이
트를 묶어 놓은 Philippine Search Engine 있음

    ◦ Board of Investments(투자청)
      - 주요내용 : 투자청 조직 및 업무,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 National Economic & Development Authority(경제개발청)
      - 주요내용 : 주요 경제시책, 지역개발현황, 경제현황, 투자현황 

2  프랜차이즈 법률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1) 필리핀 프랜차이즈 법률

    ◦ 현재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협정은 계약으로 간주되고 아래의 관련 법규가 적용됨

      -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 민법(Civil Code) : 민법상 의무 및 계약조항(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Charter on Obligations and Contracts)
      - 회사법(Corporation Code)
      - 소매 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 아래 인허가 및 기타사항도 진출과정에서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기업 감독 및 관리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필리핀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방정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식품의약청(the Bureau of Food Drugs)등 관련기관 /부처의 승인절차

      - 협약서(Memoranda of Agreement), 진술서(Affidavits), 기권/포기각서(Waivers), 
공증서류(Notarized documents) 등 협상 방안

Email secretatiat@philippinechamber.com 홈페이지 : www.philippinechamber.com

주 소
3F Commerce and Industry Plaza 1030 Campus Ave. cor. Park Ave.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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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국 관련 법규, 도덕적 관습, 공공질서 및 정책 등에 반하지 않는 조건
      - 프랜차이즈 부문에 대한 법률 자문경험이 풍부한 법률회사와의 협력
      -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Management 지원

  (2)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 필리핀은 1998년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제정을 통해 
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
화하였음

    ◦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와의 공조 하에 
기존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 적용 사항을 명확히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Arrangement)"로 정의하여 법적 해석에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음. 

    ◦ 로열티 수수료(Royalty Fee) 제한도 기존 매출의 1~3%를 상한선으로 했던 제한
을 완화하여 5%까지 확대하였으며, 계약기간도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음. 

    ◦ 필리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가입국으로 2002년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공연 및 
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하였음

    ◦ 필리핀에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은 국립 도서관과 지식재산청(IPO) 두 
곳이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으로, 저작권 등록 및 기탁 신청서는 변호사 유
무와 무관하게 저작권의 소유자가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특허법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은 아래 4가지의 상표(Trademark)및 
서비스표(Servicemark)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① Franchisor는 반드시 필리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이거나, 이 기관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관련하여 서류 절차

가 진행 중이어야 함

      ② Franchisor는 반드시 가맹점 계약서(Franchise Agreement)에 상표 및 서비스

표의 사용권에 대해 명시해야 함

      ③ Franchisor는 반드시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성실히 

보호해야 함

      ④ Franchisor는 제 3자로부터 침해당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 Franchisee의 권리

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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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매자유화법(RETAIL Liberalization act)

    ◦ 외국인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 관련분야, 통관중개업,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등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
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
자가 제한되고 있음

    ◦ 소매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 Negative List에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 소매자유화법(The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Republic Act No. 8762, 2000.3월 발효)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 한해 외국인
의 직접투자 허용하고 있음.(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의 진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한 법으로서 250만USD 이상의 소매업에 대해 외국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소매자유화법은 현지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현지
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측면과 동시에 자국영세 소매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음.

 표 4-3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진출 조건

범 주 진출 조건
외국인 

취득가능 지분
Category 

A

자본금 250만 USD 미만의 소매업

단, 현지인(기업)만 진출 가능
취득 불가

Category 

B, C

B : 자본금 250만 USD ~ 750만 USD 이하의 소매업

    외국인 지분 60% 이하 취득가능

C : 자본금 750만 USD 이상의 소매업

    외국인 지분 100% 이하 취득가능    

   (※ 단, 매장당 투자비(설립비) 83만 USD이상 가능)

단, 하기 요건 충족해야 진출 가능

1) 모기업 자산가치 2억 USD 이상

2) 모기업이 1개 매장의 투자금 2,500만 USD 이상

   또는 전 세계에 5개 이상 매장 보유    

3) 5년 이상 소매업 종사경력 보유

※ 해당국이 필리핀 국적자의 소매업 허용한 경우 상

호주의에 입각 진출 허용

취득 가능

Category 고액, 사치품 관련 소매업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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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hilippines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 자본금이 부족한 진출 기업은 불가피하게 필리핀 현지인 명의로 운영

    ◦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에 정해진 최소 자본금을 유지해야만 함. 최소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또는 무역산업부
(DTI)에 신고하지 않으면 차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외국인 소매점은 반드시 중앙은행(BSP)과 무역산업부(DTI)에서 발행하는 등록증
을 발급받아야 함. 

    ◦ 이러한 규제는 교민이 1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음식업, 식품점 등 교민상대
의 소규모 소매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지 소매업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가능 최소금액의 인하가 필요함

    ※ 소매업에 대한 이해
       ① 현행법에 의하면 필리핀 소매업 면허는 필리핀인 또는 100% 지분을 필리핀

인이 소유한 법인에게만(60:40% 지분회사 안됨)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어있
음. 외국인에게는 영업허가를 발급할 수가 없음

       ② 소매업에는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 외식업이 포함됨
       ③ 이민국 직원들은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와 여권을 소지하였는지를 조사 할 

권한이 있음. 다른 사업에 관한 건이나, 노동허가, 영업허가 등은 그 들의 권
한이 아님. 하지만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시에는, 현장 
체포 권한이 주어져 있음.

       ④ 한국인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비자 유무 종류에 상관없이) 
필리핀 법에 적용을 받음. 또한 모든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간
혹 한국인은 잘 못 했으면 한국인이기에 필리핀 법에 적용 받지 않고 한국
에 한국 법에 적용 받는다는 잘못 된 인식이 있음)

       ⑤ 필리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동등하게 행사 할 수 있음. 법원에서 
발급 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이 아니고는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유를 
구속 할 수 없다. 동행거부, 여권탈취거부, 묵비권행사, 변호사 대리인 출두 
등 모든 권리가 주어짐

  (3) 민법상 의무 및 계약조항
     (Civil Code of the Phils Charter on Obligations and Contracts)

    ◦ 필리핀은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법적 의무 및 계약조항은 민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D

단, 하기 요건 충족해야 진출 가능

1) 모매장당 투자비 25만 USD 이상

2) 모기업 자산가치 5,000만 US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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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더미법(Anti-dummy Act)

    ◦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등의 소규모 소매업은 
외국인에게 제약이 크게 따름. 법인을 설립해도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음

    ◦ 서비스 업소에서 어떠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면 소매업으로 분류가 됨(마사
지 숍에서 화장품 판매, 사진현상소에서 필름 사진기 판매 등)

    ◦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거대한 자본
금이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진출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자본의 기업이 직
접진출하여 소매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따르면 외
국인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① 필리피노와 결혼 한 사람들은 그 배우자나 자녀들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
음. 또는 믿을 만한 현지인이 있다면 그 현지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음

      ② 최소 주주 구성 5인을 모두 필리핀 사람으로 해서 법인을 구성하게 하고 본
인이 몇몇 안전장치를 두고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에 참석하는 5인 모두 더
미(Dummy: 일종의 대리인)임

         필리핀에는 엄연히 안티 더미법(Anti-Dummy Law)이 법 규정으로 존재하지만 
외국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미를 이용한 접근을 많이들 함

         안전장치로 포기각서, 차용증 등을 받아 두기도 하고, 양수/양도 관련한 내용
을 미리 서명하게 해서 받아 두기도 함. 때론 백지 여러 장에 사인만 하게 하
는 경우들도 간혹 있음

 나. 프랜차이즈 법률

  (1) Legal, Governance and Ethical Standards(윤리강령)

    ◦ 법률은 아니며,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
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약으로 구속력은 없음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의 공정 가맹사업 기준

제 1 절 : 서문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hilippines Franchise Association)의 회원사들은 가맹사업

이 최고 수준의 윤리적 사업 관행을 토대로 운영되어 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엄격

하고 효과적인 “윤리 강령”에 대한 준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 소

비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공급업체), 가맹본부의 이권을 보호 및 확대하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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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특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리핀 프랜

차이즈 협회(PFA)의 회원사로 구성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원칙 및 행동 기준을 명

시한다. 

제 2 절 : 원칙

회원사는 진실, 정확성, 공정성 및 책임성에 입각하여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

영해야 한다. 

회원사는 윤리적 사업 관행에 따라 가맹점, 소비자 및 정부 기관을 대해야 한다. 

회원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제 3 절 : 행동 기준

 신의성실에 기반한 거래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에 따라 상호 존중, 정직, 윤리성에 입각하여 공정

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거래해야 한다. “신의성실 거래”는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의 변경을 의도하지 않는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촉 금지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희망자를 기만하거나 호도할 수 있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표현을 통해 프랜차이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 판매(매

도) 또는 판촉 할 수 없다.

 상표 침해 금지 또는 부당경쟁 금지 

회원사는 다른 사업체의 상표, 기업 명칭(상호), 슬로건 또는 기타 식별 마크를 기만

적이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나 형식(행태)로 모방할 수 없다. 회

원사들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회

원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교육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교육을 지원 

및 제공해야 한다.

 계약위반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의 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타당하게 적절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위반 사실에 대하여 통보해야 하며 해당 불이행을 

시정할 수 있는 타당한 기간을 가맹점에게 허용해야 한다. 

 의사소통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맹점의 의견 등에 즉각 대응

해야 한다. 타당하게 적절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위반 사실에 대하여 통

보해야 하며 해당 불이행을 시정할 수 있는 타당한 기간을 가맹점에게 허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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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쟁해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의 불만, 

고충 및 분쟁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양방 간의 “공정하고 타당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불만, 고충 

사항 및 분쟁은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제 4 절 : 완전한 공개

가맹점에 대한 투자 요구사항은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가맹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프랜차이즈의 일부 비용 또는 전체 

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명시된 지급액 별 품목, 자금조달 요구사항 및 기타 

관련 사항 등에 관련하여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타당한 기간 내에 “가맹본부의 현재 사업운영 현황”, “요구되는 투자’, “잠재적 

이익”, “실적 기록”, “프랜차이즈 관계에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점이 요구하는 

정보”를 가맹점에게 공개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문서가 체결되기 최소한 15일 

전에,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 가맹사업 기준

프랜차이즈 계약에 적합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가맹사업 관계를 촉진하고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회원자격 획득에 대한 관리 및 PFA 인가를 관리하기 위해 

아래의 “공정 가맹사업 기준”(“기준”)이 채택되었다. 

Ⅰ. 목표

기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한다.

2.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회원사들 간의 가맹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통일된 행동 기준’을 수립한다. 

3. 적법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합법적 관계 및 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개발한다. 

4. 가맹사업 부문에서 자율 규제를 촉진한다. 

Ⅱ. "프랜차이즈"의 정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상호 동의된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 형태 및 상표/서비스 마크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라이선스 권리(실시권(licensed right))를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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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관계를 의미한다. 

Ⅲ.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필리핀 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회원사들에게 적용된다. 

Ⅳ. 인가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의 승인에 따라 PFA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프랜차이즈

를 마케팅 할 의도가 있고 가맹본부들로 구성된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 회원

사들은 아래의 인가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준

 1.1 인가 신청자는 프랜차이즈 제안설명서(FOC)를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에  

    제출해야 한다. 

 1.2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는 PFA의 적절한 위원회를 통해 인가 신청자가   

    PFA의 회원비 등을 완불한 회원인지의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이후,      

    PFA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준수에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프랜차이즈      

    제안설명서(FOC)가 완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1.3 PFA 회원자격을 위한 다른 요구사항에 더하여, 인가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운영자 또는 가맹본부로서 최소한 3년 동안 가맹사업을 운영한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회사 소유의 직영점을 최소한 3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맹점을 최소한 3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 아래의 조건들 중 오직 2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자에게는 인가가 유예될   

    수 있다. 

    • 회사 소유의 직영점을 최소한 3개 보유하고, 가맹직영점을 최소한 3개       

     보유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대상 사업을 최소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기 요구되는 사업운영 기간인 3년은 첫 번째        

     직영점이 운영을 개시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됨). 인가가 유예된    

     신청자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완전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 기존 PFA 회원사의 의무

본 기준의 효력발생일 현재에 PFA의 정규 회원사이고 인가를 원하는 회원사는 본 

기준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 내에 인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인가에 따른 이득

 3.1.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PFA)의 인가된 회원사는 PFA가 후원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마케팅 할 수 있다. 

 3.2. 인가된 회원사는 PFA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타당한 제한사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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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PFA 직인(인장) 및 로고를 자신의 마케팅 자료에 표시할 수 있다.

Ⅴ. 프랜차이즈 협상

1.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는 최소한 30일전에 프랜차이즈 제안설명서  

 (FOC)를 검토할 수 있도록 FOC를 가맹신청자에 제공해야 한다. FOC는 아래의     

 정보를 제시하는 문서이다. 

 1.1. 최근 5년 동안 개점한 직영점(회사 소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하는    

    직영점)의 개수 및 폐업한 가맹 직영점의 개수를 포함하여, 제안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력 

 1.2. 사업 컨셉(concept)에 대한 설명, 경쟁사에 대하여 차별화된 측면에 관한 설명

 1.3.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조건

 1.4.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금융적 요구사항의 완전한 공개

 1.5. 가맹본부의 주요 임원 목록, 주요 임원의 자질과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1.6. 최근 5년 동안 제안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관여된 과거 및 현재의    

    소송에 대한 요약

 1.7.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법률 및 금융 상담을 모색하도록          

    가맹희망자에게 요구하는 조항

2.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제안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최소한 14일 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가맹본부는 제안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중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제안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가맹점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가맹 

희망자에게 권장해야 한다. 

5.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법률 및 금융 자문을 모색하도록 

가맹희망자에게 권장해야 한다. 

Ⅵ. 상표/서비스 마크

1.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대상인 해당 사업의 상표/서비스 마크에 

관련하여 “등록 소유자(registered owner)”이어야 하거나 필리핀 특허청에 최소한 

1개의 특허를 출원중이어야 하거나 그러한 상표/서비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등록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위임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2. 가맹본부는 상표/서비스 마크의 사용 조건을 프랜차이즈 계약에 공개해야 한다.

3. 가맹본부는 상표/서비스 마크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마크에 

대한 권리를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4. 가맹본부는 상표/서비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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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매자유화법(RETAIL Liberalization act)

도전으로부터 가맹본부 비용 부담으로 방어해야 한다. 

Ⅶ. 사업 형태

1. 가맹본부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대상인 해당 사업의 

중요한 측면을 충분하게 상세하게 운영 매뉴얼에 기재해야 한다. 

2. 가맹본부는 가맹 직영점 개점 전에 운영 매뉴얼을 가맹점에게 제공해야 하되, 그 

제공 시점은 관련 가맹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상호 동의된 요금이 지급된 

이후이어야 한다.

3.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충분한 창업 교육 및 수시 교육을 가맹점 및 가맹점의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Ⅷ. 분쟁 해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해

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사법적 구제를 모색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프랜차이즈 계

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Ⅸ. 유효성 조항

본 기준은 일반 회원 회의(해당 승인 관련 의제로 개최)에서 승인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소매자유화법 

필리핀 공화국 법 제1180호의 취지에 따른 기존 소매업법(개정판)을 폐지하고 소매
업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아래 법이 필리핀 국회의 상원 및 하원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 법의 명칭: 본 법을 ‘소매자유화법(2000)’이라 칭한다. 

제2조. 정책 선언: 국가 정책의 목표는 생산적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필리핀  
      에서 소비자 가격 인하, 고용 창출 확대, 관광 부문 활성화,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경제 성장 가속화, 소매 부문 자유화를 통해 필리핀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본 정  
      책에 따른 필리핀 소매 산업의 자유화는 경쟁력 있는 필리핀 소매 부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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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인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 선택의 폭 확대 등을 통해 필리핀 소  
      비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정의: 본 법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래에 정의된 의미로 해석된다. 
 (1) “소매업”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상품이나 제품 또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하는 활동 또는 직업을 의미한다. 단, 본 법에 따른 제한은 다음에 대하여 적  
   용되지 않는다. 
   (a) 제조업체, 가공업체, 노동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 또는 생산한   
     제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 단, 이는 그러한 제조업체, 가공업체, 노  
     동자 또는 근로자가의 자본이 100,000.00 페소(peso)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 농부 또는 농업 종사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
  (c) 자본금에 관계없이, 호텔 소유자 또는 여관 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판매  
    활동, 단, 그러한 레스토랑은 호텔 사업에 부수적이어야 한다. 
  (d)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계없이, 제조업체가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한 제품에  
    한하여 단일 직판점(outlet)을 통해 판매하는 활동
 (2) “고급 또는 사치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수요가 대게 고소득자  
   들로부터 발생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급 또는 사치품”은 보석, 브랜드  
   또는 디자이너 의류, 신발류, 착용품, 레저 및 스포츠 용품, 전자 제품 및 기타   
  개인 용품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4조. 필리핀 시민권을 상실한 비귀화 ‘자연 출생 시민(natural born citizens)’에 대  
     한 처우:  필리핀에 거주하는 비귀화 ‘자연 출생 시민’ 본 법의 목적에 따라   
     필리핀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제5조. 외국인의 지분 참여: 필리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자계(외국인 소유) 합명회  
     사, 협회 및 법인은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및 필리핀 통상산업  
     부(DTI)에 등록했거나 DTI에 등록한 외자계 개인사업체인 경우 아래 범주에 따  
     라 소매업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매업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범주 A : 미화 이백오십만불(US$ 2,500,000.00) 이상의 필리핀 페소에 상응하는 ‘납  
       입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체는 필리핀 시민이 완전 소유(전액 출자)한 필리  
       핀 법인 및 시민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범주B : 미화 이백오십만불(US$ 2,500,000.00) 이상 ~ 미화 칠백오십만불(US$      
       7,500,000.00) 미만의 필리핀 페소에 상응하는 납입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체  
       는 본 법 효력발생일부터 최초 2년 기간 이후에 외국인에 의해 완전 소유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총지분의 60% 미만으로 제한된다. 
 범주 C : 미화 칠백오십만불(US$ 7,500,000.00) 이상의 필리핀 페소에 상응하는 납  
      입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체는 외국인에 의해 완전 소유될 수 있다. 단, 그 어  
      떠한 경우에도 [범주 B] 및 [범주 C]에서 상점 사업체 창립을 위한 투자는 미  
      화 팔십삼만불(US$ 830,000.00) 미만의 필리핀 페소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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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D : 상점 1개 당 미화 이십오만불(US$ 250,000.00)의 필리핀 페소에 상응하  
      는 납입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고 고급 제품 또는 사치품을 전문으로 하는 사  
      업체는 외국인에 의해 완전 소유될 수 있다. 

 자본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중단할 의향을 필리핀 기업등
록 및 감독위원회(SEC) 및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통보하지 않은 한, 해외 투자자
는 필리핀 내에서 규정된 최소 자본금의 전액을 유지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타발환(inward remittance) 최소 자본금 요구사항의 실제적 이행 상
황은 SEC에서 모니터링(감시) 한다. SEC 및 DTI 에 통보하기 전에 ‘규정된 최소 자
본금’의 전액을 유지하지 않는 해외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향후 
필리핀 내에서 거래 활동 및 사업 활동이 제한된다. 
 외국인이 소유한 소매점은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의 송금(타발환)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필리핀 중앙은행(BSP) 및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제6조. 해외 투자자의 ‘지역 소매업체 주식’ 매입: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미화 이백  
     오십만불(US$ 2,500,000)을 초과하는 페소에 상응하는 순자산을 보유한 기존  
     소매상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해외 투자자는 본 법 효력발생일로부터 최  
     초 2년 동안에는 지분의 최대 60% 만을 매입할 수 있다. 이후, 허용 가능한   
     외국인 지분 참여에 관한 본 법 조항에 따라 나머지 퍼센티지(%)에 대한 매입  
     이 가능하다. 

제7조. 주식 공모: 외국인 지분이 전체 지분의 80%를 초과하는 사업체로서 [범주 B]  
     및 [범주 C]에 해당하는 모든 소매 사업체는 필리핀 내에 소재한 주식 거래소  
     를 통해 지분의 30% 이상을 공모 발행해야 한다. 

제8조. 해외 소매업체의 자격: 해외 소매업체는 아래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필리핀 내에서 소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a) [범주 B] 및 [범주 C]에 해당하는 경우 모기업에 대한 지분 순가액이 최소한 미  
   화 이억불(US$ 200,000,000.00)이어야 하며, [범주 D]에 해당하는 경우 모기업   
   에 대한 지분 순가액이 최소한 미화 오천만불((US$ 50,000,000)이어야 한다. 
 (b) 전 세계의 어떠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매 지점이나 프랜차이즈를 5개   
   보유해야 한다. 단 그러한 소매업체가 미화 이천오백만불(US$ 25,000,000) 이상  
   의 자본금을 보유한 상점을 최소한 1개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소매업 부문에서 5년 종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d) 필리핀 소매업체의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의 자연인 이거나 그러한 국가 내에  
   서 설립된 법인 만이 필리핀 내에서 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필리핀 내에서 해외 소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용
하기 전에 본 법 조항에 따라 모든 해외 소매업체에 대하여 사전자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사전자격심사를 완료한 해외 소매업체로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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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에서 소매 상점을 개설할 수 있는 해외 소매업체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해
야 한다.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해외 투자자의 모기업 소매회사가 자본금에 대
한 자격요건을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본 조에 명시된 실적을 추적해야 한다. 
필리핀 무역산업부 산하 관세위원회(NEDA)의 기관간 위원회 이사회(Board)는 고급 
제품 또는 사치품을 판매하는 해외 소매점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update)해야 하며 그러한 해외 소매점들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판촉: 본 법 효력발생일부터 10년 동안, [범주  
    B] 및 [범주 C]에 해당하는 해외 소매업체의 재고(stock inventory) 총비용의 최  
    소한 30% 및 [범주 D]에 해외 소매업체의 재고(stock inventory) 총비용의 최소  
    한 10%가 필리핀 내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제10조. 적격 해외 소매업체의 금지된 활동: 적격 해외 소매업체는 허용된 상점 밖  
    에서 이동식 상점 또는 카트(cart), 판매사원, 방문판매, 식당 및 매대(sari-sari)를  
    활용하여 특정 소매 활동을 하거나 다른 유사한 소매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금지되는 활동의 상세 목록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서 작성해야 한다. 

제11조. 시행 기관, 규칙 및 규정: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소매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해외 개인사업체, 합명회사(partnership), 협회 또는 기업을 모니터링(감  
    시) 및 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분쟁의 해결을 포함한다. 필리핀 통상산  
    업부(DTI)는 본 법의 비준 일부터 90일 이내에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  
    (SEC), 국가경제개발청(NEDA), 필리핀중앙은행(BSP)과의 협력을 통해 본 법 시  
    행에 필요한 시행 규칙 및 규정을 작성 및 공표해야 한다. 

제12조. 처벌 조항: 본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자는 6년 1일 이상 ~ 8년  
    이하의 징역 및 1백만 페소(P1,000,000.00) 이상 ~ 2백만 페소(P20,000,000.00)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는다. 협회, 합명회사 또는 기업의 경우, 그러한 처벌은  
    해당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각자의 파트너, 대표이사, 이사, 관리자 및 기  
    타 임원에게 부과된다. 본 법을 위반한 자(위반자)가 필리핀의 시민이 아닌 경  
    우, 해당 위반자는 형기 복무 직후에 국외 추방된다. 본 법을 위반한 필리핀 시  
    민이 공무원 또는 공직자인 경우, 해당 위반자는 본 법에 명시된 처벌에 더하  
    여 공직에서 해임되고 공직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제13조. 폐지 조항: 공화국법 제1180호(개정판)는 폐지된다. 이에, 공화국법 제3018  
    호(개정판) 및 다른 모든 법률, 대통령령(executive orders), 규칙 및 규정의 전  
    체 또는 본 법에 대하여 상충적인 부분은 폐지 또는 변경된다. 

제14조. 분리 조항: 본 법의 어떠한 조항이 위헌으로 간주되는 경우,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조항들은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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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더미법(Anti Dummy act)

제15조. 효력발생일: 본 법은 비준되고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최소한 2개  
    의 신문에 공표된 날부터 150일 후에 발효한다. 

비준 일자: 2000년 3월 07일
필리핀 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JOSEPH E. ESTRADA)

필리핀 커먼웰스 법률(Commonwealth Act) 제108호

특정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의 국유화 관련 법률에 대한 위반(회피) 행위의 

처벌을 위한 법률

상기 법률은 필리핀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제1절. 범칙금(penalty)

헌법 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의 행사나 향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필리핀 시민권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권이 요구되는 모든 

경우에 그러한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시민권이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필리핀 시민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은 외국인은 5년 이상 및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거나 본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향유하거나 획득한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의 가액과 최소한 

동등한 금액 이상 및 5천(5,000) 페소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본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기소된 필리핀 시민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이 본 

법률 제2절에 명시된 기업이나 협회에 대한 지분을 획득했던 당시에 최소한 상기 

지분과 동등한 가액의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 신용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법률 제1조에 대한 위반의 증거로 성립된다.

제2절. 최소 자본금에 대한 허위사실

어떠한 기업이나 협회가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권) 또는 특권”을 

행사하거나 향유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 또는 

협회가 각자 보유한 자본금에서 필리핀 시민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이 소유한 

자본금의 구성비가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경우, 상기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러한 시민이 소유한 그러한 최소 자본금 또는 자본의 존재를 

허위로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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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판결 받은 기업이나 협회의 사장/협회장 또는 관리자, 

이사 또는 신탁관리자는 5년 이상 및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거나 본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향유하거나 획득한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의 가액과 최소한 

동등한 금액 이상 및 5천(5000) 페소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제2-A절. 불법적 사용, 이용 또는 향유

“필리핀 시민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이 필리핀 

시민이나 다른 특정 국가의 시민 소유의 자본금으로 구성된 기업이나 협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허용된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자(者), 기업 또는 협회는 1) 필리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지 않은 어떠한 자, 기업이나 협회에게 그러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사용, 이용 또는 향유하도록 허락 또는 

허용한 경우, 또는 2) 헌법이나 기존 법률의 조항에 따른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자, 기업 또는 협회에 상기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임대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또는 3) 헌법이나 기존 법률에 

의거하여 필리핀 시민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이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허용된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의 획득, 사용, 이용 

및 향유의 조건으로 헌법이나 기존 법률에 따라 명시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자(법무장관이 고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술 요원을 제외하고 

그러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어떠한 자의 보수직 또는 무보수직 임원, 

직원이나 종업원 또는 상기 열거된 행위의 계획, 완성 또는 자행을 고의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게 그러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 운영, 집행 또는 통제에 개입하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허락 또는 

허용한 경우 5년 이상 및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거나 본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향유 또는 획득한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의 가액과 최소한 동등한 

금액 이상 및 5천(5,000)페소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단, 본 절의 조항을 

위반한 기업, 협회 또는 합명회사의 담당자인 사장/협회장, 관리자 또는 직원은 

그러한 처벌 대신에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자, 기업 또는 

협회는 본 법률에 따라 부과된 벌칙금에 더하여 본 조의 조항을 위반하여 향유 

또는 획득한 그러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이나 사업을 몰수당한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국유화된 기업이나 협회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governing body)의 구성원으로 외국인을 선출하는 것은 그러한 독립체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허용 가능한 “참여 또는 지분’에 비례적으로 허용된다. 

제2-B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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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공무원의 배우자의 본 법률 조항의 위반은 양자(해당 공무원 및 그 

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 그러한 공무원의 해직 사유가 된다. 

제2-C절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떠한 필리핀 시민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필리핀 

시민이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허용된 어떠한 “권리,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행사, 소유 또는 통제(지배)하는 것은 본 법률 제2-A절의 조항의 

위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성립된다. 

제3절

본 법률의 조항을 위반한 기업이나 협회는 적절한 법정 소송절차(court 

proceedings)를 통해 해산된다. 

제3-A절(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

본 법률 조항에 따라 유죄선고 받은 경우, 부과된 벌금의 25%는 그러한 유죄선고에 

기여한 최초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법정 재판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자를 위한 

이득으로 발생된다. 정보제공자가 “더미(명의를 빌려준 필리핀인)”이지만 본 법률 

조항의 위반을 적절한 당국에 솔선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기소 과정에서 

조력하여 그러한 위반 행위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관여된 

어떠한 자나 기업의 유죄판결에 기여한 경우 그러한 “더미”는 실제적으로 정부에게 

납부되거나 정부가 수령한 벌금 액수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본 제6조에 따라 명시된 형법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절

본 조는 승인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승인 일자: 1936년 10월 30일

각주

* RA 421, RA 134, RA 6084 및 PD 715에 따라 개정됨

1. 상기 텍스트에서 볼드체(강조체)로 표시된 단어들은 1947년 6월 14일에 승인된 

제1절 RA 134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보여준다. 

제1절의 법률적 역사

원래의 문구: 제1절. 헌법 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의 행사나 향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필리핀 시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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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모든 경우에 그러한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시민권이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필리핀 시민 또는 [미국] 시민 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은 외국인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이천(2000) 페소 이상 ~ 

일만(10000) 페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본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필리핀 또는 미국의 시민이 본 법률의 2절에 언급된 

기업이나 협회에 대하여 소유한 지분을 획득했던 당시에 최소한 상기 지분과 

동등한 가액의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 신용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법률에 대한 위반의 정황적 증거로 인정 가능하다. (주의: 괄호 

안의 단어들은 상기 RA 134에서 삭제되었음)

2. 상기 텍스트에서 볼드체(강조체)로 표시된 단어들은 1947년 6월 14일에 승인된 

제1절 RA 134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보여준다.

제2절의 법률적 역사:

원래의 문구

제2절.  어떠한 기업이나 협회가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을 행사하거나 

향유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 또는 협회가 각자 

보유한 자본금에서 필리핀 시민 또는 [미국 또는 양국] 시민이 소유한 자본금의 

구성비가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경우, 상기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필리핀 시민 또는 [미국 또는 양국] 시민이 소유한 그러한 최소 자본금 

또는 자본의 존재를 허위로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 절을 위반하여 유죄판결 

받은 기업이나 협회의 사장/협회장 또는 관리자, 이사 또는 신탁관리자는 [2]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2000) 페소 이상 ~ 일만(10000) 페소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주의: 괄호 안의 단어들은 상기 RA 134에서 삭제되었음)

3. 상기 텍스트에서 볼드체(강조체)로 표시된 단어들은 1975년 5월 28일에 공표된 

제1절 PD 715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보여준다.

제2-A절의 법률적 역사:

a) 원래의 문구 — (CA 421에 따라 삽입됨)

제2-A절. [필리핀] 헌법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필리핀 시민 또는 [미국] 시민”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이 필리핀 시민이나 [미국] 시민 소유의 자본금으로 구성된 

기업이나 협회”가 [필리핀] 헌법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허용된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자(者), 기업 또는 협회는 1) 

필리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지 않은 어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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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협회에게 그러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사용, 이용 

또는 향유하도록 허락 또는 허용하거나 2) 헌법이나 기존 [법률]의 조항에 따른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자, 기업 또는 협회 또는 상기 열거된 행위의 계획, 

완성 또는 자행을 고의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방조한 자에게 상기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임대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2]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2000) 페소 이상 ~ 

일만(10000) 페소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본 절의 조항을 위반한 기업, 협회 

또는 합명회사의 담당자인 사장/협회장, 관리자 또는 직원은 그러한 처벌 대신에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주의: 괄호 안의 단어들은 아래의 RA 134에서 

삭제되었음)

b) 바로 다음 아래에서 볼드체(강조체)로 표시된 단어들은 1947년 6월 14일에 

승인된 제2절 RA 134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보여준다.

제2-A절. “필리핀 시민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이 

필리핀 시민이나 다른 특정 국가의 시민 소유의 자본금으로 구성된 기업이나 

협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허용된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자(者), 기업 또는 협회는 1) 필리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지 않은 어떠한 자, 기업이나 협회에게 

그러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사용, 이용 또는 향유하도록 

허락 또는 허용한 경우 또는 2) 헌법이나 기존 법률의 조항에 따른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자, 기업 또는 협회에 상기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을 임대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또는 3) 

헌법이나 기존 법률에 의거하여 필리핀 시민 또는 기타 특정 국가의 시민이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허용된 어떠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의 획득, 사용, 이용, 또는 향유의 조건으로 헌법이나 기존 법률에 따라 

명시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자((해당 ‘정부 부서장’의 권고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이 고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술 요원을 제외하고 그러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어떠한 자의 보수직 또는 무보수직 임원, 직원이나 

종업원 또는 상기 열거된 행위의 계획, 완성 또는 자행을 고의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게 그러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 운영, 집행 또는 통제에 개입하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허락 또는 허용한 경우 

5년 이상 및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거나 본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향유 

또는 획득한 “권리,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의 가액과 최소한 동등한 금액 이상 및 

5천(5000) 페소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단, 본 절의 조항을 위반한 기업, 협회 또는 합명회사의 담당자인 사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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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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협정은 계약으로 간주되고 아래의 관련 법규가 적용됨

         -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 민법(Civil Code) : 민법상 의무 및 계약조항(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Charter on Obligations and Contracts)
         - 회사법(Corporation Code)
         - 소매 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 계약서 작성이나 체결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필리핀은 프랜차이즈 법률이 없어, 특별히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없지만,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따라 상표등록 등 기본적인 조
치를 해야 함. 계약시 상표권 보호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소매 자유화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자본금의 경우 외국법인은 소매업 
법인 소유가 금지됨에 따라(25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 보유시 100%의 

관리자 또는 직원은 그러한 처벌 대신에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자, 기업 또는 협회는 본 법률에 따라 부과된 벌칙금에 더하여 본 조의 

조항을 위반하여 향유 또는 획득한 그러한 권리, 프랜차이즈, 특권, 재산이나 사업을 

몰수당한다. (주의: 괄호 안의 단어들은 상기 PD 715에서 삭제되었음)

4. 1939년 5월 31일에 승인된 제1절 CA421에 따라 삽입됨

5. 1969년 8월 4일에 승인된 제1절 RA 6084에 따라 삽입됨

6. 1947년 6월 14일에 승인된 제3절 RA 134에 따라 삽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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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가진 법인 설립이 가능) 필리핀 사람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티 더미법(Anti-Dummy Law)이 존재하여 포기각서나 차용증 등
을 받아 두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많음. 현지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
법인과 필리핀 사람이 주주로 하여 현지법인을 만들어 사업진행은 가능함. 
이 경우 설립 전 지분이나 주주간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하지 못하기에 구매보다는 임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인구의 3%에 불과한 화교가 필리핀 전체 상권의 60%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계
약의 파트너를 화교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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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은 국제조약(뉴욕협약)에 의해 
법원의 판결과 대등한 효력이 있음. 필리핀의 경우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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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현지 법률 준
수를 규정해야 함

  (2) 프랜차이즈 진행 이후 가맹점과의 계약체결의 주의점

      ◦ 현재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어 프랜차이즈 
계약은 보통 계약으로 간주, 민법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받음

      ◦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심인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PFA: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는 최근 1~3% 로열티 수수료(Royalty Fee) 제한을 5%까
지 확대하였으며, 계약기간도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였음. 필리핀 프랜차
이즈협회의 윤리강령 등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이나 체결시 기준
이 될 수 있음

<TIP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자문지원기관 -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신청방법 02-2110-3867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홈페이지 www.9988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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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1)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행의 필요성

   □ 직접진출시 발생하는 Risk

       직접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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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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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
      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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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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할 수 있어 법률 ∙ 제도적 제한을 피할 수 있음

   □ 진출기업의 자금 및 인적 · 물적 자원의 한계

      ◦ 직접진출시 현지개업단계나 해외사업관리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준비단  
   계, 해외진출확정단계에서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영어나 해당국 언어에 능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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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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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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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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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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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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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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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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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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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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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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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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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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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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진출
전략 > 3. 필리핀 진출단계별 전략 > 가. 진출단계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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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직원이 없이 운영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계
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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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 분쟁 발생시 중재로 해결할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HKIAC)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서울국제중재센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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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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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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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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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RANCHISE AGREEMENT

Between

and

2019. _____. _____

목차

(부록)

별첨 1 : 사용 등록 상표

별첨 2 : 사업 영역

별첨 3 : 가맹 계약서 내 필수 포함 조항 가이드

Master Franchise Agreement

본 계약은 20__년 ___월 ___일자로 효력을 발휘하며, 한국 법에 의해 설립을 하고, 

본사는 대한민국 ____________ _________ 에 두고 있는 0000000와 ( 이하 프랜차이저) 

와 본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두고 있으며 필리핀 법에 의해 설

립된 ____________ 회사(이하 서브 프랜차이저) 간의 계약이다 (이하 프랜차이즈 및 

서브 프랜차이즈는 각각 독립적일 경우 Party, 종합해서 칭할 경우 Parties로 명명한

다.)

전 문 

(A) 프랜차이저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0000 브랜드를 포함하여 자사 및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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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장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시스템’

을 개발, 운용하고 계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자사 및 가맹점을 통해 이루고 있다.

(B)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시스템과 등록상표의 우수성에 대해 깊이 인

정하며, 이를 사용하는 매장의 운영권을 자신이나 가맹점에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받으며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품을 *** 지역내에서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C) 프랜차이저는 *** 지역에 대하여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그러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해당지역에서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 및 상호간의 조건, 약속 등을 상술한 상기

의 사항을 전제로 하여 양측은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정의

별도의 규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정

의 된다.

 1) “등록상표” 라 함은 프랜차이저가 보유한 지적 소유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0000 로고, 심볼, 등록상표, 특허를 포함하며 이의 *** 지역에서의 사용권을 프랜차

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부여한다.

 2) “시스템”이라 함은 등록상표 이외의 영업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조리법, 매

뉴얼, 노하우,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기법 (영업, 공사, 인테리어, 광고 / 판촉, 

교육, 물류, 연구 개발, 품질 관리, 구매)등과 프랜차이저가 그간의 사업을 통해 획

득한 모든 사업 수단을 의미하며, 이의 사용권을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에

게 부여한다

 3) “매장”이라 함은 내점 및 테이크아웃의 형태로 운영되며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를 사용하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직영점, 지역본부의 매장, 가맹점의 매장을 의미

한다.

 4) “서브 프랜차이저 매장”이라 함은 서브 프랜차이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의

미하며. “가맹점”이란 가맹점주에 의해 운영되는 매장을 의미한다.

 5) “프랜차이지”라 함은 서브 프랜차이저와 가맹계약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를 의미한다.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프랜차이지에는 지역본부도 포함된다.

 6) “가맹 계약”이라 함은 서브 프랜차이저가 등록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프랜차이지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의 범위 및 한

계는 본 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7) “지역 본부”라 함은 서브 프랜차이저가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본인이 부

여 받은 해당지역 중 특정지역에 전부 혹은 부분적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부여받

은 프랜차이지를 의미한다.

 8) “총 매출액” 이라 함은 운영중인 매장에서의 매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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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할인된 금액 및 세금은 그 매출에서 공제한다.

 9) “매뉴얼”이라 함은 내점 및 테이크아웃 형태의 매장 운영과 관련된 등록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모든 문서화된 서류를 의미하며, 이는 문서 

혹은 CD 형태로 프랜차이저가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하며, 이 내용은 프랜차이

저의 필요에 의해 개선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10) “제품”이라 함은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되는 

모든 제품 및 재료를 의미하며, 프랜차이저의 사전 승인에 의해 제품은 추가 변형

될 수 있다.

 11) “프랜차이즈 피” 라 함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피와 이니셜 로열티 그리고 런닝 

로열티를 의미한다.

 12) “원,부재료”라 함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즉, 원육, 소스, 파우더 그

리고 기타 원재료 및 부가 재료를 의미한다.

 13) “풍미”라 함은 프랜차이저에 의해 고안된 독특한 맛을 의미하며, “레시피”라 함

은 풍미를 결정하는 핵심 조리법을 의미한다. 이는 프랜차이저의 노하우에 의해 발

전된 것이다. 지역 내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더하거나 덜함으로써 지역의 기호에 

맞춰 변형할 수 있다.

 14) “계약연도”라 함은 본 계약의 발효시점의 달을 포함하여 마지막 연도까지 첫해

와 달력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의 연도를 의미한다.

 15) “달”이라 함은 그레고리안 달력 법에 의거한 달력상의 개월을 의미한다.

 16) “본점 첫 번째 매장”이라 함은 서브 프랜차이저 혹은 프랜차이지에 의해서 해

당지역에 첫 번째로 개장하는 매장을 의미한다.

본 계약에서 문맥상 명백한 별도의 정의가 있지 않는 한, 하나의 성별은 전체 성별

을 의미하며, 단수형은 복수형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 규정에 따른다.

2. 권리의 부여 및 해당지역

2-1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 및 조건에 의해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며, 서브 프랜차이저는 이를 받아들이는데 동의한다.

지역 본부 및 프랜차이지를 포함하는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개발할 권리 및 제품

의 독점적인 판매와 매장의 운영 등록상표 및 시스템을 활용할 권리 및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지에게 그 사용을 부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2-2 ‘조항 2-1’에서 명시한 권리의 부여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독점적인 권리로서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의미한다.

 ① 서브 프랜차이저는 *** 지역에서만 매장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승인없이 해당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동종업  

    종 혹은 유사 업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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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해당지역에 제3자에게 등록상표의 사용 및 이  

    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2-3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3자와 합작을 하는 경우에 

이는 프랜차이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서브 프랜차이저는 광고, 프로모션 

그리고 운영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 서브 프랜차이저의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에서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

다. : 0000 제품을 활용한 케이터링 비즈니스, 내점 및 테이크아웃 비즈니스 및 이

와 관계있는 제품의 구매와 판매

3. 계약 기간 및 재계약

3-1 본 계약의 기본 계약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____년간이며, 매 ____년씩 연장

될 수 있다.

3-2 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일의 12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상대방의 연장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3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3개

월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3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로 부터 재계약 요청에 관한 답변을 얻는데 실패

했을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9개월 이전부터는 가맹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브 프랜차이저 자신이 재계약을 원치 않거나, 프랜차이저가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하거나 받은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해

서는 안 된다.

3-5.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에게 계약 연장과 관련한 거절 통지를 한 이후

에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는 프랜차이저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은 이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5 계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에게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용이 발

생할 경우 이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6 어느 한쪽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본 계약에 명시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4. 프랜차이저 피

서브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저에게 납부하여야 할 FEE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4-1. 마스터 프랜차이즈 피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및 시스템, 노하우를 독점 영업 지역에

서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미화 _____달러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재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1회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가 위 금액의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기 납부된 금액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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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금액의 납부 방식은 아래와 같다.

  A : _________ US Dollars (USD________) 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부되어야 한다.

  B : _________ US Dollars (USD________) 은 서브 프랜차이저의 영업 지역에 1호점  

     이 오픈한 지 ____이내로 납부되어야 한다.

.4-2. 이니셜 로열티

 ① 서브 프랜차이저의 영업 지역에 새로운 매장이 개설 될 때 마다 프랜차이저의  

    지정 계좌에 미화 _____달러가 납부되어야 한다. 기 납부된 금액은 어떠한 경우  

    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② 상기 금액의 납부는 가맹 계약의 체결에 의거 전월에 맥은 가맹 계약을 매 익  

    월 10일까지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금액의 납부는 매장이 오픈  

    한 이후 7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③ 본 금액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월 1%의 가산금리가 부여되며, 이  

    자 및 납부되지 않은 원금은 익월 15일까지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한다.

 ④ 서브 프랜차이저가 계약기간 동안 3번 혹은 그 이상 납부의무를 위반 하거나 1  

    년 내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서면통지에 의해 자  

    동해지 된다.

 ⑤ 본 조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만일 서브 프랜차이저가 전월의 납부 금액 및 가  

    산금리 금월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 의무를 1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1%의 가산 금리는 납부 하지 않은 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가산된다. 그러나 만일 서브 프랜차이저가 전월의 미납 금액 및 가산 금리 그  

    리고 금월의 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3. 런닝 로열티

 ① 서브 프랜차이저는 매장의 운영 매출의 ____%를 런닝 로열티로 프랜차이저의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  

    니한다.

 ② 상기 금액은 매월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서브 프랜차이저는 전월의 매출 자료  

    를 익월 10일까지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로열티는 늦어도 익월   

    15일까지 납부 되어야 한다.

 ③ 본 금액의 납부를 위반한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 금리가 부과되며,  

    미납 금액 및 금월의 납부 금액은 늦어도 익월 15일까지 납부 되어야 한다.

 ④ 서브 프랜차이저가 ____의 계약기간 동안 3회 이상 납부 의무를 위반하거나 1  

    년 동안 3회 이상 연속으로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서면 통  

    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만일 서브 프랜차이저가 전월의 납부 금액 및 가  

    산금리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 의무를 1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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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한 1%의 가산 금리는 납부 하지 않은 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가산된  

    다. 그러나 만일 서브 프랜차이저가 전월의 미납 금액 및 가산 금리 그리고 금  

    월의 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상기 언급한 금액들의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은 프랜차이저의 계좌에 실제로 금  

    액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국경일 및 공식 휴일은 제외하며, 위  

    휴일은 필리핀 금융기관의 휴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려한다.

 ⑦ 본 금액은 어떤 세금, 은행 수수료 및 비용 또는 기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위 비용의 납부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부담으로 귀속한다. 금액은 미화를 기준  

    으로 한다.

5. 프랜차이저의 일반적인 의무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가 해당 지역내에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지원해야 한다.

5-1 프랜차이저는 사업의 경영상 노하우를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 운영상의 노하우: 원재료 정보, 제품 조리, 장비 사용, 세척/위생, 매장 운  

    영, 사업상의 전체 정보, 판매 판촉기법, 성공적인 가맹점 사례

 ② S/V 운영 노하우 : 일반 정보, S/V 운영 규칙, 가맹점 취득 및 인수인계, 가맹   

   점 관리, 판촉 및 마케팅, 청결 및 정리정돈, 가맹점과의 대화법, 서비스

 ③ 매장 운영 노하우 : 매장의 오픈, 디자인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관리, 신제품  

    의 개발, 구매, 물류, 품질 관리, 마케팅

 ④ 교육센터 운영 노하우: 교육 센터 운영 기준, 프랜차이지 교육 관리에 대한 규  

    정, 교육 규정

5-2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요청에 의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 및 기간, 교육 내용 등은 양측의 협의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5-3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제품의 동일한 맛과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해야할 원재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주방 구성을 

위한 제품의 규격 및 설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4 프랜차이저는 동일한 맛과 풍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심 원료인 ______ 및 기타 

원재료, 매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제품, 인테리어 요소 등을 서브 프랜차이저에

게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이의 수입 및 통관절차에 대해 서브 프랜차이저의 책임

하에 프랜차이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브 프랜차

이저는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 서브 프랜차이저의 요청이나 프랜차이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의 

협의를 거쳐 해당지역에서 판매될 신 메뉴를 개발 및 공급 할 수 있다. 필리핀 지

역내에서 본제품의 판매 및 공급은 서브 프랜차이저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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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원재료 관리 실태 및 매장 운영 현황등과 관

련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한

국에서 원재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제품의 배송과 관련된 비용은 서브 

프랜차이저의 부담으로 하며, 한국에서의 조사비용은 프랜차이저의 부담으로 한다.

5-7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경영 실태 및 매장 내에서의 매뉴얼 준수 여

부등을 감사, 관리하기 위하여 1년에 4회 이내로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수반되는 인원 및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측의 합의된 내용을 따른다.

6. 서브 프랜차이저의 일반적인 의무

프랜차이저가 부여한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 서브 프랜차이저는 아래와 관련된 사

항들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6-1. 정부의 승인과 관련법의 준수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현지 정부의 허가, 승인, 동의, 자격, 및 

등록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및 지도를 받

아야 하며, 외화 송금의 승인, 수입 면허, 공정 거래 승인, 관세 등의 처리 등을 통

해 몬 계약의 목적 실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 등이 프랜차이저가 부여한 합당한 시간 내에 획득되지 않는 경우에 프

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에 계약의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후 본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계약기간동안 필리핀의 

건강 및 안전 기준, 음식물의 저장 및 준비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2 매장

서브 프랜차이저는 해당 지역 국가의 가장 번화가 및 중심지에 모델샵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는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매장의 위치 선

정시 적어도 4주전에 프랜차이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통보 기

간 동안 프랜차이저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 위치 선정은 상호간의 서면 동의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 매장의 디자인, 시공, 내부 인테리어, 장비의 배치, 외관, 그

리고 표준 기기는 모두 매장 운영 매뉴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매장의 품질 및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저는 매장 운영과 관련된 재료를 자신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업체를 지정하거나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때 그러한 재료 

및 장비, 비품 등은 모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

는 프랜차이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공급업체로부터 구입

하여야 한다.

6-3 종업원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종업원에 대한 만족도 기준에 상응하고 프랜차이

저가 규정한 교육 기준에 맞는 종업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총 책임자의 임명과 관련해 프랜차이저와 상의할 수 있으며, 제품의 유통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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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 경우 프랜차이저가 그러한 임명에 관해 표출하는 견해를 참고하여야 한

다.

6-4 보험

서브 프랜차이저는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는 보험을 가장 명망있고 안정된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위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업의 수

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① 매장의 시공, 장비의 도입, 인테리어, 내부 장식, 외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화재, 홍수, 지진, 폭발과 범죄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피해

 ② 대중 및 대표자 책임 보험

 ③ 대물 책임 보험

6-5 고객 불만족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모든 불만족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 받은

지 2주 이내에 프랜차이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때때로 프랜차

이저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의 불만족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불만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와의 협의를 통해 본인이 직

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고객의 불만 사항과 관련된 메

뉴 및 음료의 환불을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서브 프랜

차이저가 매장에서 제공한 메뉴 및 음료를 대상으로 서브 프랜차이저를 상대로 소

송을 진행할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에게 즉각 이를 알려야 하며, 프랜

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를 대신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서브 프랜차이저나 혹은 이에 속한 가맹점이 관계 당국의 방문을 받거나 소환을 요

청받을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48시간 이내에 이를 프랜차이저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 및 관계 서류를 즉각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7.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의 개발

7-1 양사는 본 계약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서브 프랜차이저가 해당지역 내

에서 매장 개설 및 운영의 최소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또한 본 계

약서 내에 서브 프랜차이저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최소 숫자를 규정한다. 위 숫

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본 숫자는 매년 양사의 협의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7-2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시스템 및 노하우를 활용한 제품을 매장 내에

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에

서 요구하는 조항 및 매뉴얼에 의거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한다. 서브 프랜

차이저는 허용된 영업지역 이외 지역 및 매장 외부에서 본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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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는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판매 방

법 및 모든 형태의 판매를 위한 홍보에 해당된다.

7-3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위배되지 않는 의미에서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의적으

로 가맹점, 지역본부 등을 모집, 모집을 위한 홍보, 가맹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

다. 서브 프랜차이저가 이와 같은 요청을 할 경우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고려로 이

와 같은 요청을 허용할 지 결정할 수 있다. 가맹 계약 및 지역본부 계약의 경우 그 

조항 및 내용에 대해서 양 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4 판촉 모델의 수립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서브 

프랜차이저는 교육 실습을 위한 시설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하

며, 위 장소는 아래와 같은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종업원 및 가맹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 시설

 ② 원재료의 유통을 위한 창고, 물류 센터로의 역할 및 장비

7-5 만일 서브 프랜차이저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정한 최소 매장 오픈, 운영 기준

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을 경우 프랜차이저로부터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이의 개선을 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시간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개선이 없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6 서브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 가맹점, 지역 본부, 혹은 종업원, 가맹점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한 행위, 잘못, 삭제 등으로 인하여 빚어

지는 모든 손실, 손해, 채무로부터 프랜차이저는 그 책임에서 면제됨을 명시하고, 유

지하여야 한다.

8. 장비, 기계 및 원부자재의 구입

핵심 원자재의 구입 및 기타 다른 원부자재는 프랜차이저 혹은 프랜차이저가 지정

한 제3자를 통해 수입하여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본래의 목적 및 0000의 매장 이외에 판매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9. 등록상표의 사용 및 시스템

9-1 등록상표 및 시스템의 소유권은 프랜차이저 만의 고유하고 독점적인 것이며, 

서브 프랜차이저, 지역본부, 가맹점에 의해 부가적으로 추가되거나 발생되는 영업지

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2 프랜차이저는 계약기간동안 해당지역에서 등록상표 및 시스템의 사용을 서브 

프랜차이저에게만 유일하게 부여하며, 위의 사용은 매뉴얼 및 프랜차이저와 본 계

약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 본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태의 어떠한 

표시 및 로고, 심볼 등은 계약기간동안 서브 프랜차이저, 지역본부, 가맹점의 상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9-3 서브 프랜차이저는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등록상표와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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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9-4 프랜차이저가 등록상표 및 시스템의 변경 또는 개선을 의도할 경우에는 프랜차

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이러한 변경 및 개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이러한 변경 방침을 따라야 한다.

9-5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해당 지역에서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네임과 등록상

표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가맹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등

록상표 또는 서비스 상호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임의로 등록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모방품을 등록 신청할 수 없다.

9-6 서브 프랜차이저는 등록상표 및 상호 및 시스템과 프랜차이저의 평판에 있어서 

선입견을 주거나 나쁜 이미지를 주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서브 프랜

차이저는 각각의 매장을 등록상표 하에 운영하며, 그러한 등록상표를 부분적으로 

생략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등록상표를 본인의 회사에 부

분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9-7 만일 서브 프랜차이저가 제 3자에 의해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가 무단으로 도

용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프랜차이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자에 대하여 직접 대응해서는 안 되

며 프랜차이저가 직접 조치를 취할시 이를 지원해야 한다.

9-8 ‘9-7 조항’에서 명시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초래되는 모든 

비용 (법적인 비용 및 프랜차이저의 출장 경비를 포함하여)은 서브 프랜차이저의 부

담으로 한다.)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서브 프랜차이저가 ‘10-7조항’을 충실히 이

행했을 경우 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프랜차이저의 부담으로 한

다.

9-9 프랜차이저는 등록상표 및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 프랜차이저 자신 혹은 대

리인을 통해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브 프랜차이저 해당 지역의 매

장에서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9-10 서브 프랜차이저는 가맹점과의 가맹점 계약시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및 시스

템의 보호를 위한 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가맹점의 이러한 조항의 위반으로 빚어지

는 모든 사례에 대한 책임은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있다.

9-11 서브 프랜차이저는 계약기간동안 등록상표를 명시하고, 매장의 판촉 및 마케

팅을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각

각의 웹페이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해야 한다.

10. 동종업종 겸업 금지 및 기밀 유지

10-1 서브 프랜차이저는 해당 지역내에서 또는 제 3의 지역에서 계약기간 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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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계약의 해지 혹은 만료 이후 5년간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계열사, 가맹점, 공급업체 그리고,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 등이 아

래와 같은 사업 분야에 합작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거나 할 수 없다.

 ① 해당지역 내 혹은 제 3의 국가에서 0000를 이용한 사업

 ② 해당지역 혹은 제 3국에서 0000 유사한 내점 및 테이크아웃 사업

10-2 서브 프랜차이저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내의 제 3자(서브 프랜차

이저의 계열사 포함)에게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획득한 영업상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 조항의 실현을 위해, 여기에서 말하는 기밀이란 프랜차이저가 공식적으로 명시

한 영업상의 기밀이외에도 프랜차이저의 판단에 의해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하는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

10-3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가 요구하는 양식대로 서브 프랜차이저 자신, 

가맹점, 공급업체, 서브 프랜차이저의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들에게 동종업종 겸업 

금지 및 기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받아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4 만일 프랜차이저가 앞서의 ‘10-1과 10-2 조항’의 위반에 관련하여 서면으로 통

보하였을 경우에 서브 프랜차이저는 즉각적으로 그러한 위반사항을 중지하여야 하

며, 그러한 위반으로 더 이상의 손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반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프랜차이저의 손해에 

대해 프랜차이저는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1. 처분 및 주식의 취득

11-1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를 매각, 양

도, 명의이전, 기부, 임대,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 

및 매장의 매각을 진행 할 수 없다.

11-2 프랜차이저는 본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및 양사의 공동 번영을 위해 서브 프

랜차이저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서브 프랜차이저는 선

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취득 주식의 규모 및 그 취득가에 대해서는 양사의 합의

에 따른다.

11-3 서브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에게 자사의 우선 인수권을 부여 한다. 이 권리

에 의거하여,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결정으로 프랜차이저에게 인수를 제안할 

수 있다. 만일 프랜차이저가 우선 인수권을 행사할지라도 서브 프랜차이저는 그러

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브 프랜차이

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본부, 가맹점의 관리 등을 동일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절차와 관련된 법적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

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프랜차이저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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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세, 회계, 감사 및 통계

12-1 서브 프랜차이저는 관계 법률이 요구하는 납세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2-2 서브 프랜차이저는 회계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입증할 수 있는 회

계 기관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의 보고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서브 프랜차이저는 월간, 연간 회계 자료를 프랜차이저 및 관계 세무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의 대표는 전년도의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현

금 흐름표 등 주요 재무제표를 익년 초 3개월 이전까지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의무 사항 위반시의 책임

13-1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잘못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에는 그 당사자의 일방 책임으로 간주하며, 만일 공동의 잘못으로 판명난 경우에는 

양 사의 책임으로 한다.

14. 계약의 개정, 해지

14-1 본 계약 및 부속서류의 개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양사의 서명된 서면 서류

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이는 관계 당국에 제출되어 그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4-2 하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

며, 승인 당국에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어느 한쪽이 본 계약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그 통보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아  

    무런 응답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② 서브 프랜차이저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년 손실을 입거나   

    경영상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③ 서브 프랜차이저가 아무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로열티를 낮출 목적으  

    로 고의로 회계자료를 조작했을 경우

 ④ 서브 프랜차이저가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질러서 계약기간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5. 불가항력

15-1 본 계약 하에서 천재지변(지진, 태풍, 홍수, 해일, 산사태 등) 및 화재, 전쟁, 내

전, 전염병과 기타 사고,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건(불가항력)등에 의해 의

무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프랜차이저와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발생할 경우, 그러

한 피해를 입은 측은 상대방에게 즉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측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사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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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본 계약 하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준수할 수 없는 의무사항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불가항력이 현저히 오랜 기간 동

안 지속되는 경우 양측은 합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6. 효력 법률 및 분쟁의 해결

16-1 위 계약의 해석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프랜차이저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

은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하며, 그 효력을 지배 받는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경우 

기밀 유지 및 재계약, 계약의 해지 조항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6-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측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혹은 이견이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 해결은 제 3국인 싱가폴 상업 분쟁 조정위

원회의 중재를 받는다. 중재자의 조정은 최종 구속력을 양측에 가지며, 이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은 중재에서 패소한 측이 부담한다.

17. 기타 사항

17-1 양쪽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본 계약에 관해 엄격하고 정확한 활동을 수행하였음

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차후에 앞서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나

중의 위반 사항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권하게 만드는 것은 아

니다.

17-2 본 계약의 어떠한 조건이나 규정이 무효화 되거나 불법이거나 무력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시 본 계약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으로 간주한다.

17-3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보는 공식 문서의 형태로 개인 및 우편, 이메일, 팩

스로 본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사전에 합의한 주소로 보내야 한다. 만일 주소의 변

경이 발생할시 변경이 발생한 측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변경이 발생하기 30일 이내

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통보도 개인에게 발송시 실제로 도착한 

날로 간주해야 하며, 우편의 경우 사전에 정한 통보일로부터 7일을 만료일로 간주

해야 한다. 이메일 및 팩스의 경우 발송일 다음날을 만료일로 간주해야 한다. 모든 

통보는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 당시 양사의 주소 및 정보

프랜차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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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상기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필리핀-외식)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
회에서 연구용역 한 자료이며, 영문본이 필요할 경우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
회(www.ikfa.or.kr)에 문의하길 권함

주소:

팩스 번호:

전화 번호1, 2:

이메일 주소:

지정 은행 계좌, 주소, 스위프트 코드 (영문)

서브 프랜차이저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1,2:

이메일 주소:

17-4 본 계약서는 양측의 대표가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 이외에 구두 약속이나 다른 서류로 이루어진 사항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계약의 변경 및 변형은 양측 대표자의 사인이 날인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17-5 본 계약서는 영어로 준비되며, 양측은 그 복사본을 한 부씩 보관한다

Franchisor

회사명

By : 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Title :

Sub-Franchisor

회사명

By: 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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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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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area development)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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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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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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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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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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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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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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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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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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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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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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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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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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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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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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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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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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시 또는 긴급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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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시의적절하게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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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보험(Insurance)
        - 가맹본부에 의해 제공된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할 것

       양도(Assig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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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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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맹계약서 샘플

프랜차이즈 계약
(점포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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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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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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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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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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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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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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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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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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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시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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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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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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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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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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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하에 현금 또는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매출이나 기타 거래 영수
증 일체를 비 재설정형 금전등록기나 누적 합계가 나오는 판매점 시스템에 기록해
야 한다(또한 그에 대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금전등록기나 시
스템은 Franchisor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밀봉하고 Franchisor가 요구하는 기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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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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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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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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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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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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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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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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하여 면허 상표를 사용하는 양식 및 방식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Franchisee는 이에 Franchisor에게 해당 권리를 교부한다. 면허 상표를 보유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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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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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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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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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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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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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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결액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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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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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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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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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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양측은 각자 원본 2부를 갖는다. (      )어와 영어 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제 당사자는 영어본을 우선하기로 합의한다.

이의 증거를 위하여 제 당사자의 유권대리인은 본 계약에 서명하며, 체결일 부로 
발효한다.

Franchisor 측
성명:
직급:

Franchisee 측
성명: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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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상기 가맹계약서(샘플)의 영문판은 kotra.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베트남) 
부록편」을 참조하여, 진출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조만 하길 
권함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 해외진출 유형 중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합작)투자 유형은 진출국의 파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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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증명서]와 함께 마케팅 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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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진출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방식의 경우, 파트너와 분쟁이 발
생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나 
해결방식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TIP >

◦ 해외 진출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방식의 경우, 파트너와 분쟁이 발
생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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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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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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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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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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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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처리를 위한 
변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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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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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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필리핀의 경우, 국가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들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음

◦ 필리핀 현지 파트너의 규모와 조직, 인력, 국제화 수준 등에서 국내 프랜차이
즈기업보다 떨어지지 않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 선정시 상담 및 협상, 
계약, 관리에 임할 때 사전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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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파트너 탐색 지원사업

기관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문의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해외 프랜차
이즈 박람회

외식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파트
너 발굴

aT식품외식지원부 
(www.atfis.or.kr)

KOTRA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 기관과 해외
로 파견되어 현지바이어와 상담 지
원

KOTRA 수출첫걸
음팀
02 - 346 0 - 7 3 31 , 
7330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KOTRA와 유관 단체가 공동으로 해
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기업의 참가를 도움

KOTRA 해외전시
팀
02 - 346 0 - 3 3 31 , 
7291

해외 비즈니
스 출장 지
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대한 바이어 
상담주선, 출장 안내 자료 등 제공

KOTRA 해외진출
상담센터
02 - 346 0 - 7 3 34 ,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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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기

◦ 현지 프랜차이즈 지원기관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
즈산업현황과 정책 >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조

  (4) 파트너 선정 참고용 APPLICATION SAMPLE

    여기에서 제시하는 Application 샘플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문의나 상담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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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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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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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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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hone number               Relationship

                                                                     

                                                                

                                                                

                                                                  

 지난 10 년 동안의 고용 역사 (과거에서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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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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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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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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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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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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FORMATION

Annual Salary: ________________ Bonus: ________________ Profit Sharing: _______________

금융 정보

연봉 : ________________ 보너스 : ________________ 이익 :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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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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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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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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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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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   
    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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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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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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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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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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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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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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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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상 

원활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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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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한

다.

제3조 (합의 이행)

  1.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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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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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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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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 유지
        파트너의 경우 프랜차이즈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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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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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규모와 시기(Schedule), 투입 및 운영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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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가. 노동시장 동향

    ◦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 높은 실업률, 서민층의 빈곤 문제 등은 지속되고 있
으며, 필리핀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실현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평가

    ◦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률이 각 5.3%(2018년 1월 기준), 18.0%(2018년 1월 기준)
대에 이르며 20%의 이상의 근로자가 비정규직 부문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최근 필리핀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단기고용계약(ENDO) 관행 철
폐를 위해 노력 중

표 4-5 실업률(%)

[자료: IMF, kotra]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과도한 비중 또한 한계로 지적
      - 필리핀은 사업비용이 낮고, 영어가 가능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대졸자 인력풀 

덕분에, 다국적 기업들이 아웃소싱 국가로 선호함
      - 필리핀의 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협회(IBPAP : IT and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는 2022년 매출액 400억 달러 및 글로벌 시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28 5.48 5.73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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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IBPAP는 2022 필리핀 IT BPM 로드맵 
(Philippine IT Business Process Management Roadmap 2022)을 통해, IT-BPM 
부문에서 180만 명 직접 고용 및 760만 명 직간접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을 밝힘

      - 세계은행은 2018년 필리핀의 IT-BPM 부문의 예상매출액으로 예상 해외송금액
을 상회하는 3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 외국투자가 대부분인 BPO 산업은 세계경제위기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의한 돌
발적인 상황에 취약한 구조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자국 내 일자
리 및 투자 강조로 미국의 BPO 산업에 대한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BPO 근로자 소득 역시 대부분 단기성 가계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해외진출 필리핀 근로자(OFW : Overseas Filipino Workers) 송금액에 힘입은 내
수소비 주도의 경제성장 패턴에 대한 한계

      - 필리핀 해외근로자는 1천만명 이상으로 이는 인구의 약 1/10 정도에 해당되며, 
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규모도 어마어마 함

      - 2017년 기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312억 달러로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임

      -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해 필리핀 국내내수 
시장이 활성화 됨

      - OFW 송금액은 대부분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아닌 국내소비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만을 가져오는 한계 내재되어 있음

      - 또한 중동 지역에 60% 이상의 근로자가 파견되어 있어 중동에서 정치, 경제적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송출국의 국내정세가 자국경제에 영향을 주는 상황 발생

      - 부모의 해외근로로 편부편모 가정 증가,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외국인 고용
주의 인권유린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

    ◦ 국가 경제가 일부 재벌 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층
      (아세안 국가 중 빈부격차가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수치도 0.43

 나. 노무관련 제도

  1976년 2월에 발효된 필리핀 노동법(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 대통령령442)
이 모든 노동관련 규정을 포괄하고 있음

  (1) 노무관계

   □ 고용계약

      1) 정규직(Regula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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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 구두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회사
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원으로 간주됨. 단, 해당 고용이 특
정 프로젝트에 국한되거나 직원 채용시점에 해당 업무 종결시까지 고용을 
인지하고 채용된 경우 또는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는 정규
직으로 인정되지 않음. 특히,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연속/비연속 상관없
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은 정규직으로 간주됨

      2) 비정규직(Casual)
         - 상기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됨. 즉 

임시로 발생한 업무, 채용시 근무기간이 근로자에게 명시된 경우 비정규직
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단,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
원(연속/비연속 상관없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은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함. 또한 정규, 비정규직 구분에 관계없이 이들 직원에게는 정규
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 의무가 동등하게 부여됨

      3) 견습직(Probationary)
         - 고용주가 직원 자격 검증을 위한 기간(trial period)을 갖기 원하는 경우 견

습직 채용이 가능하다. 견습기간은 별도 견습직 채용계약(apprenticeship 
agreement)에 6개월 이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근무 개시일로부터 6개
월을 넘길 수 없음. 견습직은 해당 업무가 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채용이 가능하며, 견습 기간도 한정됨(해당 업무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견습기간은 6개월 이하로 제한)

         - 견습 직원은 합당한 사유에 의해 또는 정규직 직원이 갖춰야 할 자격에 미
달한 경우(동 자격기준은 견습 직원 채용시 고용주에 의해 견습 직원에게 
알려져야 함)에만 해고될 수 있음. 견습 기간 종료 후에도 근무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됨. (고용자는 견습 직원을 채용할 때 정
규직 전환 기준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견습 기간 종료 후 자
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됨)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직원이 직장에 있는 시간 및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뜻함. 근무시간 
중의 짧은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필리핀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법
령 및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필리핀의 근무시간은 8시간/일, 사무직은 40시간/주, 생산직은 48시간/주 이하
로 규정하고 있음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요일 및 휴일에도 사업상 운영 가능하나, 고용주는 직원이 
6일 연속 근무시 하루(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함(Section 2, Rule Ⅰ, 
Book Ⅲ.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에서 제시한 직원 제외).

    ◦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 휴일을 노사 단체 협약 및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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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정해야 함

    ◦ 종교적 이유로 직원이 주중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 직원은 희망 휴일 최소 7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
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휴일에 대한 직원 선택이 불가피하게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고용주 입장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직원이 희망한 요일에 휴일을 제공해야 함

    ◦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의료계통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며, 일일 근무시
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임. 단 응급상황일 경우, 주 6일, 또는 주 
48시간 근무시 고용주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본봉의 130% 이상을 지
급해야 함. 의료분야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연구원, 준 의료 종사
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조산원, 간병인 등을 모두 포함함

   □ 휴가

    ◦ 필리핀의 휴가는 크게 근속휴가, 출산휴가, 기타 유∙무급 휴가로 구분되며, 세부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근속 휴가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됨. 단, 직원 수가 

10인 이하(regularly employing 기준)이거나 노동부장관에 의해 경영,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것을 인정받은 기업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2) 출산 휴가
         - 2019년 3월 1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출산휴가 개정안(Republican Act No. 

11210)에 따르면, 출산 전 12개월 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
성 근로자는 105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미리 지급한 후 SSS를 통해 환급받
아야 함. 휴가 신청시 미리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
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에 알리도록 해야 함

         - 출산 휴가는 고용주 승인 하에 휴가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이 가능함. 유급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
험금 지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유산
의 경우를 포함해 4회로 제한됨

         - 고용주가 SSS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벌과금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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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근로자도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기존 7일의 유급
휴가에서 배우자의 105일 출산휴가 중 7일을 양도받아 최대 14일까지 휴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한됨. 이를 
악용하거나 어기는 개인 및 법인, 제휴사, 협회 등의 조직은 최소 20,000 
페소에서 최대 200,000 페소 이상의 벌금 또는 최소 6년에서 최대 12년 이
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사장, 부사장, 
전문 경영인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함

         - 여성 편부모 가정일 경우 기존 105일에서 추가로15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
됨

      3) 기타 휴가
         -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여성이 육체적∙성적∙정신적으로 학대당했을 경

우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누릴 수 있으며, 법원 보호 명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안정기가 필요할 경우 무급 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부인
병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2개월 간의 특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해고

    ◦ 정규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직원의 해고가 불
가능함. 만약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은 급여, 직위, 복지, 수당 등 
모든 혜택이 해고 전 상태로 복귀돼야 하며,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 급여, 복지, 
수당(full back wage) 역시 지급돼야 함. 만약 해당 직위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직
위와 동등한 직위로 복직돼야 함

    ◦ 해고직원의 복직 대상 기업이 고용주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폐쇄, 폐업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근무연수 x 각 해당 연도의 월 급여 이상이 지급돼야 함(예: 
2000~2001년 근무한 경우, 2000년 한 달치 월급과 2001년 한 달치 월급의 합을 
지급).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1년 근무로 간주함

    ◦ 견습직(Probationary Worker)의 해고시에도 적법한 사유가 제시돼야 함. 단, 당
초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됨. 이 경우에도 해고 전 
적당한 기간을 두고 문서로서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함. 계약 행위에 의한 직원 
고용 시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직원을 해고할 수 없음. 또
한 어떤 사유로든 해고시에는 사전 해고 통보 등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 아래(적법한 해고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 해고가 
가능함

      - 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 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관리자)의 업무와 
관련 합법적 지시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willful disobedience)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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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이고 상습적인 근무 태만(gross and habitual neglect)의 경우
      -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위반한 경우
      -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 또는 공격행위를 가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Ⅵ, TitleⅠ, Article 

282)

    ◦ 위와 같은 합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동법에 규정한 퇴직금을 수령 받지 
못하나, 노사단체협약 또는 해당 직원과 고용주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자발적으로도 퇴직금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음

   □ 퇴직금

      1) 해고시 퇴직금
         - 합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동법에 규정한 퇴직금을 수령 받지 못하나, 

노사단체협약 또는 해당 직원과 고용주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는 행
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자발적으로도 퇴직금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도 있음

         - 퇴직금 계산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가 됨. 단,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
을 감액할 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삭감 전 급여가 기준 급여가 되며, 
어떤 경우도 퇴직금은 직원 1개월 분 급여보다는 많아야 함. 고용직원 과잉
(Redundancy)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퇴직금은 ‘근무년수 x 매해 월
급’ (예: 2009~2010년 근무시, 2009년 1개월분 월급과 2010년 1개월분 월
급 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시 6개월 이상
은 1년으로 간주함

         - 회사의 폐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긴축경영(Retrenchment to Prevent 
Loss) 상황이나 회사 운영을 중단할 경우 또는 회사가 인수된 경우(단, 인수 
경우는 심각한 사업상의 손실이나 재정적자가 원인이 아닌 경우)의 퇴직금
은 ‘근무년수 x 매해 월급의 1/2’가 됨(예: 2009~2010년 근무시, 2009년 1
개월분 월급 1/2와 2010년 1개월분 월급 1/2의 합).

  
      2) 정년 퇴직시 퇴직금
         - 모든 직원은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나이가 되면 정년 

퇴직할 수 있음. 노사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은 60세가 되며, 65세에 이르면 강제 퇴직돼야 함

         - 직원 퇴직시 고용주는 현행법 또는 노사협약 또는 관련 계약에 명시된 퇴
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퇴직금은 현행법에 규정된 액수보다 작아서는 안 
됨. 정년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5
년 이상 근무한 정년 퇴직자는 ‘근무년수 x 가장 최근 지급한 월 급여의 
1/2 이상’을 정년퇴직금(retirement pay)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월 급여의 
1/2’이란 ‘15일치 월급+연말보너스(13th month pay)/12+5일간의 유급 휴가
분‘, 즉 ’15일분+2.5일분+5일분’으로 총 연간 22.5일분의 임금을 의미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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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너스 또한 1개월 분 급여 수준에 상응하므로 30일 기준을 12로 나누면 
2.5일 분의 급여가 됨.)

         - 지하광산 노동자의 경우 50세에 정년퇴직이 가능하고, 60세가 되면 강제적
으로 정년퇴직이 이뤄져야 하며, 5년 이상 근무시 상기 퇴직금 수령 권한이 
부여됨

         -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농업 관련 기업은 상기 정년퇴직 관
련 규정에 저촉 받지 않음

<TIP >  

◦ 직원 채용 지위는 정규직(Regular), 비정규직(Casual), 견습직(Probationary)으로 
구분되며,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어렵고, 퇴직금, 각종 혜택 지급 의무가 따르므
로 기업들은 비정규직, 견습직 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견습직의 경우 사전에 노사 간 협의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필리핀 기업들은 비정규직, 견습직 직원 경우 6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임

  (2) 임금

    ◦ 2015년~2018년 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은 각각 481페소/일~537페소/일로 이는 
3년간 약 56페소가량의 증가폭을 보임. 원화로 계산시, 이는 약 천원 수준의 금
액 증가로 매년 인상되는 월급의 수준이 그리 크지 않아 현지에서 직원 고용시, 
한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의 월급으로 고용이 가능함. 다만 필리핀 현지인에게서 
한국인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인들의 경우, 현지인 여러 명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참고할 점은 필리핀에서는 월급 이외에 연말보너스(13th month pay)가 있는데, 
이는 필리핀 노동법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법정 보너스임. 매
년 12월 25일 전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 한해서 연말 보너스
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계산법은 ‘월급X근무 개월 수/12’임

표 4-6 임금수준

                              기준환율 : 1달러=51.89필리핀페소(2019년 6월 기준)

   [ 자료원 : National Wage and Productivity Commission, jobstreet,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

  (3) 사회보장세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85.4 289.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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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와 근로
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인 Phil 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
해야 함. 단,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의무는 면제됨

    ◦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Phil Health 기준을 따라 매월 10일까지 Phil Health 또는 
지정은행에 의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
제됨. 총 의료 보험료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으며 이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50%씩 분담함.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함

    ◦ 고용주는 Phil Health에 등록해 Phil Health Employer Number(PEN)를 취득하
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Phil Health 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받게 하고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함

    ◦ 고용주는 매월 15일까지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함.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짐

    ◦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이나 해고/사직시 30일 내에 Remittance Report(RF‐1)
를 작성,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
구적 중단 등)에 변경사항 발생하는 경우에도 Phil Health에 즉각 통보해야 함

   □ 국민연금

    ◦ 필리핀은 근로자의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에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의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SSS)을 운영 중이며, SSS는 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됨

    ◦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SSS에 가입해야 
하며, 단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
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로
자(OFW)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이 외 SSS 가입 면제 경우는 아래와 같
음

    ◦ SSS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 외국 선사에 고용돼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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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시
      -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시

    ◦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준하는 은퇴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즉시 SSS가 발효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SSS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함. 고용주는 직원 채용 30일 내에 SSS Form R‐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SSS에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 더해 
3% 벌과금을 납부해야 함(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해당 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 첫 SSS 분담금
을 지불하고 이 후 매월 피고용인의 2번째 임금 지급 후(통상 필리핀에서는 15
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월급 지급) 10일 이내에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사
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는 분담금 직접 
납부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
부된 SSS Form R‐1, R1A,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함께 제출
해야 함

   □ Pag IBIG

    ◦ 필리핀 정부는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Pag-IBIG 펀드를 운영 
중이며, 펀드 가입시 저축,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Pag-IBIG 펀드 필수 가입 대상자
      - 사회보장제도(SSS) 및 Governmnet Service Insurance System 의무가입 대상자
      - 일반근로자, OFW,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 Pag-IBIG 선택적 가입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함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필리핀 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필리핀 근로자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Barangay 직원 등)
      - Pag- 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에게 고용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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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Pag-IBIG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
며, 신규 직원 채용시도 역시 30일 내에 Pag-IBIG에 등록시켜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 영업자의 경우도 영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고
용주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변경된 정관을 함께 제출해야 함. 
기존까지는 필리핀내 외국인 근로자들도 납부를 했었으나 외국인은 실질적인 혜
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부로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음

  (4) 인력 채용 및 관리

   □ 비 필리핀 국적인을 고용하는 경우

    ◦ 비 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노동부
로부터 해당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증(Alien Employment Permit)’을 취득해야 
함

    ◦ 외국인 ‘고용허가증’은 해당 직종에 맞는 필리핀인 구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서만 발급되므로 확인이 필요함

    ◦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에서 비 거주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경
제특구 관리기관의 추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고용 허가서 발급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직 
불가능

    ◦  위 비거주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 또는 하위 규정 위반할 시 1,000~10,000페
소의 벌금형 또는 3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

    ◦ AEP(고용허가증, Alien Employment Permit)는 필리핀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외
국인 노동허가서로 워킹비자(G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임

    ◦ 이 고용허가서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필리핀 노
동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필리핀 노동부(DOLE) 어느 곳에서나 발급을 발을 수 
있음

    ◦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부(DOLE) 홈페이지 http://www.dole.    
 gov.ph/pages/contact를 참고하기 바람

   □ 필리핀 국적인을 고용하는 경우

    ◦ 필리핀인은 대부분 밝고 친절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 지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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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필리핀인을 노동자로 고용할 경우 직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필리핀인들은 대부분 무엇이든 반기고 거절을 잘 못하며 질문을 했을 때 정확
한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향이 있음

      여유로운 성격으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가
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어려워함

      특히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일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한국인에 비해 수동적임)

    ◦ 본인의 생각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하고 
문화적 차이로 한국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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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조세제도

    ◦ 세무관련 기본법
      - The Tax Reform Act of 1997(R.A. 8424)
      - Amendments to the Tax Reform Act of 1997: RA9337(2005.11.1발효), 

RA9504, RA9504(2008.7.6.발효)

    ◦ 필리핀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단체가 부
과하는 지방세로 대별됨

    ◦ 조세 관련체계는 내국세법과 관세법에 의거하여 직접세, 간접세, 기타조세 등 3
종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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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국세목으로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사업특권세, 소비세, 비율
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지방세로서 부동
산세, 사업면허세 등이 있으며, 기타 조세로는 사회보장세, 고정자산세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나 법인은 국세청(BIR)의 승
인을 득한 후 별도의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 필리핀 국민과 거주자인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
고 비거주자인 개인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 법인의 경우 : 내국법인은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외국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 과세 대상기업 분류
      - Domestic Corporation(내국법인): 필리핀 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은 전 세계

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 Resident Foreign Corporation(거주외국법인): 지사 (Branch) 등, 필리핀 내 발

생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
      - Non-resident Corporation(비거주법인): 외국기업, 필리핀 내 총이익에 대해 과

세

    ◦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조세조약 유
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 필리핀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납세자는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완전히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수정과세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중 일단 세액을 납부하고 환급청구의 소를 제
기할 수도 있음

  (2) 세금의 종류

   □ 법인세

      ◦ 법인(Corporation):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필리핀 법에 의거 필리핀 및 해외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지사(Resident Foreign Corporation, Branch): 필리핀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
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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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업(Non-resident Corporation):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과세

      ◦ 소득세율은 30%, 단 로얄티, 이자, 배당 등 기타 영업외 소득에 대해서는 별
도의 세율을 적용한다(교육,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10% 소득세율 적용)

 
      ◦ 외화예치기관(Foreign Currency Deposit Units) 및 Offshore 은행(offshore 

banking units)과 비거주자 간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외화예치 기관 및 Offshore은행의 국내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 과세함

      ◦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하
는 방안을 검토 중임

표 4-7 주요 과세 항목별 세율

[ 자료 : 필리핀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

과세대상 소득
내국법인 / 필리핀

내 외국법인
필리핀 외
외국법인

법인소득세(일반, Income Tax) 30% 30%
이자소득세/펀드투자수익/로열티 수익
(Interest from deposits / yield from 

deposit
substitutes, trust funds / royalties)

20% 35%

외국차관(외화대출)에 의한 이자소득
(Interest on foreign loans)

N/A 20%

외화예금 이자 소득 (Interest income 
derived by

domestic corporation from a depository 
bank under

the expanded foreign currency deposit 
system

7.5% N/A

배당소득
(Dividends from domestic corp.)

0% 15%/35%

비상장주식 거래소득; Capital Gains Tax 
(Gains on sales

of shares of stock not traded in the Stock 
Exchange

5%/10%
(거래소득 10만

페소
이하시 5%,
초과시 10%)

5%/10%
(거래소득 10만

페소
이하시 5%,
초과시 10%)

비업무용 토지, 빌딩 거래에 따른 자본 
소독: Capital
Gains Tax

6%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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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소득세

      ◦ 필리핀 세법은 과세대상 개인을 거주 시민(Resident Citizens, 필리핀 국내외 
소득이 과세 대상), 비거주 시민(Nonresident Citizens, 필리핀 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s, 필리핀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
세),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 내 비즈니스 종사자(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거주 외국인과 동등하게 과세),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비종사자(필리핀 내 발생하는 소득 총액에 대해 과세)로 구분하고 있음

      ◦ 개인 소득세율은 2017년 12월 기준 내∙외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
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내∙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종사자에게는 소득의 
0~34%, 비거주 외국인중 필리핀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 수준
으로 부과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 필리핀의 부가가치세(VAT)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 및 유무형 자산의 거래/
판매시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적용분야가 나누어짐

      ◦ 부가세 적용 : 건설, 서비스 용역, 주식, 부동산 거래, 임차료, 창고서비스, 외
식업, 전화 및 각종 유틸리티 요금, 금융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와 수입품(제품 
수입시)에 대해 12% 적용

      ◦ 부가세 미적용 : 비식용 농림수산물, 비료, 종자, 사료 수입품, 천연가스, 석탄 
및 관련 원료 수입, 엔진, 부품 수입, 5천 톤 이상 여객/화물선 수입시 부가세 
면제, 국제 항공 및 해운선사

      ◦ 외국 수출업체의 경우(일정요건 충족 필요), PEZA 등록시 영세율(0%)을 적용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는 특정 품목의 국내 소비 또는 수입시 부가세에 더해서 발생하며
(Percentage Tax와 차이), 광물, 석유제품, 자동차, 주류, 담배, 화장품(향수), 요
트,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음

      ◦ 2018년 1월부로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세금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인 TRAIN
법(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이 발효되었음. 이를 통해 소득
세, 양도세, 부동산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세제 개혁
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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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 : 디젤과 LPG는 2019년 리터 당 각 4.5페소, 2페소씩 부과되고 있으며, 
2020년 각 6페소, 3페소로 인상될 예정임. 가스 또한 2019년부터 리터당 9페
소가 부과되고 있으며 2020년 10페소로 인상될 예정임

      ◦ 담배 : 2019년 기준 35페소로 2023년까지 연간 4%씩 인상될 예정임

      ◦ 자동차 : 금액에 따라 4%, 10%, 20%, 5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이브리
드 차량은 특별소비세의 절반을 면제받으며, 전기차의 경우 전면 면제받음

      ◦ 광물(석탄) : 2019년 기준 톤당 100페소이며, 2020년 150페소까지 인상될 예
정임

      ◦ 광물(코크스, 금, 크롬) : 기타 광물은 4% 이하의 특별소득세가 적용됨

  (3)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해 
1984년 2월 21일 조세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1986.11.9 발효). 해당 협약 및 
필리핀 조세법에 의거, 필리핀에 진출하는 외국(한국) 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세
율의 적용을 받음

표 4-8 외국인 투자가 적용세율

구분

배당소득(%)
이자소득

(%)
로열티

(%)
Portfolio
투자시

Substantial
Holdings
투자시

한-필 조세협약
(이중과세방지협정)

25
10(25%이상
지분 보유시)

10(공공채권
이자)

15(기타)

10(필리핀투자
유치기관 
등록시)

15(미등록시)

협약
미적용

시

내국인 10 10 7.5-20 10/20
외국인

*사업 관계
또는

필리핀에
180일
이상

체류시

20 20 20 10/20

기타외국인 25 25 25 25
국내법인 및 N N 7.5/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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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민국 국세청, 필리핀 국세청(BIR), 2013월 9월 기준 ]

      ◦ 과실송금 보장
        필리핀은 투자가에 대해 필리핀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금(청산잔

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음. 다만, 송금
관리를 위해 외국인투자가로 해금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토록 하고 송금
시 각종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이 수익금을 모기업에 송금하
기 위해서는 페소를 외화로 환전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외화를 구입, 송금할 
경우 1회에 한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ko Sentral ng Philipinas), 
International Operations Department (또는 지정은행)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4) 조세관리 유의사항

      Q1. 필리핀 투자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과실송금)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A1. 필리핀은 법률로써 투자가에 대해 필리핀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
익금 (청산잔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
으며, 다만 관리 상 편의를 위해 이를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토록 하고 
있음. 외투기업이 수익금을 모기업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페소를 외화로 환전해
야 하며, 이같이 기업이 외화 구입 송금시 1회에 한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ko Sentral ng Philipinas), International Operations Department(또는 지정
은행)에 등록해야 함. 

        등록시 필요서류는 주금납입증명서(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와 환전증
명서, 사실확인 서약서 등임

        중앙은행은 등록된 기업에게 Bangko Sentral Registration Document(BSRD)를 
발급함. BSRD가 발급되면 중앙은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금시마다 동 
등록서류를 첨부해 일반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함. 등록 절차는 1회에 한하며, 
송금시 금액상의 제한은 없음.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1회 외화 송금 한도는 3만불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과실송금 처리방법은 L/C 개설 등 통한 Trading 비용 처리(제품 수입비), 지분
투자에 따른 배당송금, 금전 대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 CM (construction 
management) 비용 등을 들 수 있음. 이 중 금전대차에 의한 원리금상환 방식
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는 회사 청산 등 사유 발생시 원리금상환
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임

필리핀 내
외국법인

국외
외국법인

15/35 15/35 20/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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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판매, 제조,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기업과 동
일한 기준의 과세율이 적용되며, 현지 지사(Branch Office) 의 과실송금에 대해
서는 15%의(한국 등 필리핀과 조세협약국 경우) 송금세가 적용되고 있음

      Q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송금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A2. (법인세): 2009.1.1 이후 법인소득세율(Income Tax)은 순이익(net income)의 
30%이며, 단 필리핀 내 투자유치 기관(BOI, PEZA, SBMA, CDC 등)에 등록시 
면세/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BOI 등록시 영업개시 후 4~8년간 소득세 면제
        - PEZA 등록시 영업개시 후 4~6년간 소득세 면제, 총소득(Gross Income)의 

5% 납부
        - CDC, SBMA 등록시: 소득세 면제기간 없이 총소득(Gross Income)의 5% 납

부

        과세 기준을 Gross Income으로 하는 경우 각종 비용 공제기준이 업종별로 상
이해, 이들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자사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한지는 면밀히 따
져 볼 필요가 있음. 특히 BOI(투자위원회), PEZA(경제자유구역청) 등록시 해당
기업은 중앙은행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 경우 과실송금 신고 절차 및 각종 인
센티브 혜택 유지를 위한 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Warehousing 
의무임차의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송금세 : 필리핀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과실송
금이 용이함. 15만 페소 이상 송금시 은행에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이사
회결의서 등)를 첨부해야 하며, 자금원별 송금세율은 이자소득 20%, 배당금 
15%, 로열티 수익 10%, 컨설팅 등 서비스 용역 수익 25%임

      Q3. 필리핀 내 기업 일반관리와 관련 챙겨야 하는 주요 연간 일정은?

      A3. 주요 연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세금 납부 일정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또는 법인세, Income Tax),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하고, 특정업종의 경우 Excise Tax(판매세)를 
납부하기도 함

        - 소득세(30%): 매년 4.15. Financial Statement(재무제표)와 함께 제출
        - 원천징수세: 매월 10일 납부
        - Withholding Compensation: 기업이 고용한 직원 급여 관련 납부하는 세금

으로 국세청이 정한 Tax Table에 의함
        - Withholding Expandable: 임대수익 발생시 납부하는 세금. 사무실, 공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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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 계약금의 5% 할인 또는 선 지불 후 환급 분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이 일
반적

        - 부가가치세: 매월 20일, 분기별 25일 (1,4,7,10월) 납부

      ◦ 회계보고
        필리핀의 회계연도는 1.1.~12.31.이 일반적이나 일부 4.1.~3.31.로 하는 경우가 

있음.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3.5개월)내에, 각종 영수증과 준비 서류를 공인
회계사에게 전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 BIR(국세청) 등에 제출함

      ◦ SEC 등록정보 갱신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내에 회계감사보고서와 GIS(General Information 

Sheet, 기업일반정보) 업데이트 제출함. GIS에는 주주, 임원, 자본금 현황 등이 
포함되며, 주로 회계사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업자등록(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매년 갱신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고용보험
        3대 보험(SSS-사회보장보험, Philhealth-국민의료보험, PAGIBIG-주택연금보험), 

직원 변동사항을 수시로 신고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이사회 및 주총
        이사회와 주총은 주요 사안 발생, 처리 필요시 수시 개최하되, 연말과 연초에

는 아래 사유를 포함해 개최함
        - 연말이사회: 공인회계서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채택
        - 연차 주총: 주로 연말에 개최, 회계감사보고서 승인, 차년도 이사진 결정
        - 연초 이사회: 주총이 결정한 신규이사진이 개최, 주요 임원 선임
        - 임시주총: 정관 변경, 자본금 변동(증자), 이사진 교체 등 주요사항 발생시 수

시 개최
        - 임시 이사회 : Officer 교체, 법인계좌 개설, 주요 자산 등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Q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적용은 어떻게 되는
지?

      A4. 부가급여세(복지세)는 관리직에 부여되는 복지 혜택에 대한 세금이며 복지혜
택 총액의 32% 세금을 부과함. 부과 대상은 주택보조, 경상경비보조, 차량지원, 
기사/가사보조인 지원, 저리대출, 각종회원권, 해외여행경비, 휴가비, 교육비, 법
이 정한 것보다 과도한 의료/생명 보험료 등을 포함함

        부가급여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황 : ABC Corp는 Mr. Dela Cruz (a Filipino branch manager, employe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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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급여 외 월 10만 페소의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 제공에 따른 
FBT(Fringe Benefit Tax)는 다음과 같음.

      ◦ 계산 방법
        ※ 사택의 경우, monetary value의 50%만 세금 대상으로 간주
           부가급여세
           = (50% of Monetary value of fringe benefit/68%) x 32%
           = (50,000페소/68%) x 32%
           = 73,529.41페소 x 32%
           = 23,529.41페소

      Q5. 한국의 모기업에서 대출형식으로 자본을 들여온 후, 원금과 이자를 본국으
로 상환할시 따로 세금이 있나요?

      A5. 있음. BIR에 따르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1601-F/2306 : Interest on foreign 
loans payable to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NRFCs)) 상환을 할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이 있으며 세율은 이자의 20% 입임

  (5) 금융 및 외환제도

   □ 금융제도

      ◦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은행을 통해 제약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며, 공채 매
입, 공기업 민영화 참여도 허용되고 있음. 단, Land Bank, Development Bank 
등 국책은행이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40% 
이하인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 금융제도 관련 유의사항

        필리핀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 자금 조달 여건

        - 외국기업(외국인투자지분 40% 이상)의 경우 지분 투자목적의 자금차입은 금
지돼 있으나, 기타 기업운영자금 조달 조건은 필리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가능함. 단, 장기 대출은 MDB(ADB, WB 등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차관, 선
진국 원조성 차관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이들 외국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필리핀 국
내법인도 마찬가지여서 필리핀 내 모든 기업은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시 
중앙은행 승인이 필요함. 단, 민간시장에서 외국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한 필
리핀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조달시 내국법인에 비해 높은 이자율이 적
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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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제도

      ◦ 중앙은행 등록 및 송금

        - 현지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나면 이익잉여금, 배당수익, 자본회
수금(철수 등) 송금이 가능하도록 필리핀 중앙은행에 (BSP) 등록해야 함

        - 필리핀은 법률로서 투자가에 대해 필리핀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
익금(청산잔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
으며, 다만 관리를 위해외국인투자가로 하여금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
하도록 하고 송금시 각종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익금을 모기업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페소를 외화로 환
전해야 하며, 기업은 외화구입 송금시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ko Sentral 
ng Philipinas) 또는 지정은행(International Operations Department)에 등록
해야 함

        - 외국기업이 철수 등에 따른 자본 회수, 배당, 이익잉여금 등 수익의 송금을 
위해 필요한 외환을 수권대리은행(AAB)이나 AAB-외환법인에서 조달하는 경
우에도 역시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외국인투자 등록이 필요함

        - BSP 등록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 건은 ① 필리핀 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
자, ② 페소 표시 국채 투자, ③ 필리핀 상장기업 증권 투자, ④ 페소 표시 
단기금융상품 투자, ⑤ 90일 이상 만기 AAB 페소 예치금 투자 등임

        - BSP 등록이 완료되면 필리핀 정부는 등록된 기업에게 Bangko Sentral 
Registration Document(BSRD)를 발급한다. 일단 BSRD가 발급되면 중앙은행
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금시마다 동 등록서류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일반 은행에서도 송금이 가능함

      ◦ 한국수출입은행-현지 은행 간 전대금융 활용
        ① 전대금융 개요
           전대(轉貸)금융이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

인)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은행은 이를 활용하여 다시 한국 물품을 수입하
려는 현지기업이나 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 납품하려는 현지기
업, 또는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앞 시설, 운영 등 필요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금융 상품임

           현재 수출입은행은 전 세계 16개국에 소재한 36개 은행과 총 77억 달러의 
신용한도가 설정돼 있으며, 세부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
므로 해당국 설정 여부 및 현지 은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www.kexim.go.kr 접속 후, 금융상품→대출→간접대출)

        ② 전대금융 활용 방법
           따라서 해외 바이어와 그간 주로 외상거래를 해왔는데 향후 신속한 자금결

제를 원하거나, 수출계약을 협의 중인 해외 바이어 앞으로 금융조달 방안까
지 제시하여 수주확률을 높이고 싶은 수출기업은 수출거래 전대금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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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권장한다. 특히 현지 바이어가 전대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상대방 앞 전대금융을 홍보해 자금조달을 도움으로써 안정
적으로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

           한편, 현지 은행으로부터 외화 또는 현지화 대출을 받아 운영, 시설자금 등 
현지 영업활동 확장을 원하는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을 
추천함. 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납품하는 현지 바이어 
앞으로 금융조달 방안을 제시해 안정적인 자금회수 및 물품 공급을 원한다
면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음

 나. 관세 및 통관제도

  (1) 관세

      1) 상품분류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
코드와 PSCC 코드로 분류해 집계되고 발표됨

      2) 관세율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음.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으로 민감 품목과 초민감 품목이 집중돼 
있는 농산물 분야가 11.83%일 뿐 광업(2.30%) 및 제조업(6.16%)은 평균 관세
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8년 1월을 기해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
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 11월 한-필리핀 양자
FTA가 체결되면 양국 교역품목의 관세율이 한 층 더 낮아질 전망임

      3) 관세율 종류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와 기본 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음.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
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
는 관세율임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

정(FTA)이 체결돼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CO)를 현지세관에 제출해야 함. 현지 세관의 특성
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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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됐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음.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 
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함

         -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www.finder.tariffcommission.gov.ph/

  (2) 통관

      1) 일반 통관 개요

         ◦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해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왔음

         ◦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지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
이 통관시키고 있음

         ◦ GL은 양호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없
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됨.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
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음

         ◦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
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됨. 2010년 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
패 방지를 위해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음

         ◦ 필리핀관세청은 2014년 2월 수입면허 취득절차 변경에 대한 행정명령
(Revenue Memorandum Order 04-0214)을 발표했음. 수입면허를 관세청
(BOC)과 국세청(BIR) 모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했는데 현재 수입면허 등
록은 관련 3개 부처(SEC, BIR, BOC) 간 협조가 원할하지 않고 절차 변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음. 그러나 2016년 이후 상황이 개
선돼 구비서류만 확실히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수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에 수입면허 등록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
지 한 달간으로 제한해 기존 수입자/브로커들을 재촉해 보았으나, 결과적
으로는 7월 31일까지 총 두 번의 등록기간 연장을 허용해 주었음에도 불
구하고 국세청 수입면허 등록이 완료된 업체 및 브로커들은 9,418개로, 전
체의 63% 밖에 이르지 않았음. 이에 관세청장은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 과정에서 70개의 기업과 45개의 브로커는 위
법행위가 적발돼 수입면허정지 조치를 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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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서 매년 밀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이 1억 페소(2014년 8월 기
준, 약 2.3M USD)를 넘나들고 있는데, 2016년 4천만 페소(80만 USD)의 쌀 
밀수가 세관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밀수량이 늘고 있음

      2) 통관 유형별 절차

         ① 약식통관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함. Door-to-door로 통칭되는 이 해외택배 서비스는 물류
업자가 컨테이너 콘솔작업을 거쳐 이삿짐 형태로서 타국에 배송하는 방식
임

            이는 이삿짐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솔기간이 약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일정이 안 맞을 경우 
배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음. 또한 분실에 대한 물류업체의 책임이 없
으며 고가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음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함

         ② 정식통관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함. 동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
입 전)에도 할 수 있음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
이 허용된다.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
정하게 됨

         ③ 우편통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을시 필리핀에서는 주로 EMS, Fedex, DHL를 사용한

다. 현지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함.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세관 적발율이 매우 높은 편이
며, 적발 기준도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관세비용 부
담이 큰 편임

            우편 통관시 관세측정은 제품값과 운송비를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
하는 방식인데, 제품 값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시장평균가를 적용 후 측
정함. 물품반송을 위해서는 통관 후 재수출 절차를 거쳐야 함

            제품 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된다. 수입면허 없이 상업용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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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

      3) 통관시 유의사항

         ①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제 하에서 3일 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관세원들은 뇌물

(선물)을 주거나 기존 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 만을 우선적으로 3일 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②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필리핀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필리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통관 서류에 난감해 함. 필리핀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
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가. 진출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1) 개관

    ◦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입국이며 2002년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공연 및 음반협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함

    ◦ 그러나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
조에 의거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리
핀 정부의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서 2014년 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으며,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필리핀이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으로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음

      ※ 스페셜301조 :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공정하지 못한 관행 철폐를 목적으로 제
정된 미국의 통상법조항인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182조

    ◦ 필리핀에서의 지재권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이자 애로사항은 위반자에 대한 경
찰의 단속이 부재하며 사법부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단속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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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실효성이 약해 공공연하게 지재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2) 상표권

    ◦ 필리핀 상표권의 근거법령은 Law on Trademarks, Trade names and Service 
marks(RA 165)인 상표, 상호, 서비스 등록에 관한 법(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
임.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는 반드시 상표국에 등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
으며, 사용 이후 등록하려는 상표는 필리핀 내에서 등록 이전 2개월 이상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함

    ◦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20년마다 갱신해야 함. 또한, 5년 단위
로 해당 상표가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선에서 공술서를 제출해야 함. 출원수속시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이 되는 것이 일반
적임.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상표권 등록 필정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
표함. 상표법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만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의장권

    ◦ 근거법은 Patent Law, RA 165(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며 
출원 수속, 강제실시 등은 특허권에 준하며 동법 55조에 규정하고 있음. 의장권
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5년 단위로 해당 의장권이 사용 중임
을 증명하는 선서 공술서로 갱신이 가능함

  (4) 관련 기관

    ◦ 지식재산권 등록, 침해 소송제기 등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해
당 국별로 나누어 담당함

     - Bureau of Patents
     - Bureau of Trademarks
     - Bureau of Legal Affairs
     - Documentation, Information & Technology Transfer Bureau
     - Administration, Financi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EDP Bureau

    ◦ 특허청 연락처
     - 주소 : 28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Hill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홈페이지 : http://ipophil.gov.ph
     - 이메일 : dittb@ipophil.gov.ph 또는 mail@ipophil.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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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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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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재산권기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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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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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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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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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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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특허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절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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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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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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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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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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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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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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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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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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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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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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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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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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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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biz.ripc.org)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통
합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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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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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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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등록 침해시 상표 현지화 

전략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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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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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사업목적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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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 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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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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전체적 가이드를 제공
          : 현지 진출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분쟁 대응방안을 각 국가별

로 심층적 소개
        - 해외 대리인 정보
          : 주요 국가에서 활동중인 특허법률 사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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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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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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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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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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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TEL 02-2183-5800, www.koipa.re.kr

7  기업 설립과 부동산 관련 법률

 가. 기업설립 및 외국인투자

  (1) 외국인 투자 

   □ 투자환경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 필리핀은 경제성장, 고용 증대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찍부터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편임. 서구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
방자치가 발달해 있고, 개인 사유권, 지역 원주민 보호 제도가 발달해 있으
며, 각종 법, 정치, 사회 제도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안정되어 있는 편이며 
우리에게도 친숙함

          아울러, 해외로부터 국내 송금(2016년 12월 기준 269억 달러로 GDP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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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대한 의존도가 커 다른 ASEAN 6 국가에 비해 GDP 대비 교역,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필리핀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외 투자가에게 균등하게 금전
적, 비금전적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 등록이 필요함. 필리핀에는 
복수의 기관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중 PEZA(경제자
유구역청)와 BOI(투자위원회)가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며, 특정 경제특
구를 기반으로 하는 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CDC(클락개발공사)와 함께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외국기업투자가 필리핀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인정하고 있으며, Joint Foreign Chamber of Commerce(JFC: 한국, 미국, 
EU, 일본 상의 등이 참여하는 주필외국인상공회의소) 등과의 대화 창구 확대
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애로 해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 투자금 송금 권한 부여
          :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최초 투자된 자금 일체의 외화 환전 및 본국 송금보

장
        - 이익금 송금 권한 부여
          :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투자 통한 이익금 발생시 자유로운 외화 환전 및 본

국 송금 보장
        -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계약 권한
          : 외국차관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유로운 외화 환전 및 송금 보장, 

또는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송금 보장
        - 수용에서 배제될 권리
          : 공적 사용 또는 국가복리, 국가안보 외 어떤 목적에서도 투자가의 자산은 

정부에 의해 수용될 수 없음. 만약 전자의 이유로 수용이 이뤄진다면 투자
가는 관련 보상비를 자유롭게 환전, 본국 송금 가능

        - 국가 필수품 징발에서 제외될 권리
          : 전쟁, 국가비상 사태 등이 아닌 한, 국가 필수품에 포함되어 징발되는 사태 

없음. 만약 전자의 사태 발생시 투자자는 관련 보상비를 자유롭게 환전, 본
국 송금 가능

        - 투자우선유치계획(IPP) 발표
          :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군(제조, 조선, 재생에너지 등)을 매년 

투자청이 발표, 동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투자가들은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 관세 영세율 적용, 특별비자 등의 혜택제공

      ◦ 국가투자위험도
        - 정부정책의 불투명성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등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리핀 투자시 단점 및 걸림돌로 인식되는 사항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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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음

        - 첫째로 정부정책의 불투명성을 들 수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TI, 2015년 발
표 기준)가 평가하는 필리핀의 부패지수는 168개국 중 95위로, 베트남(112
위)보다 다소 나은 편이나, 말레이시아(54위), 태국(76위), 인도네시아(88위)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됐음.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생각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경찰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정당, 공무원, 국회가 뽑히
면서 아직까지도 사회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정책이 바뀌면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이
의가 제기될 뿐더러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선정과정도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둘째로 높은 전기료와 물류비를 들 수 있음. 필리핀의 전기료는 매월 변동하
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평균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전기료 인하를 위해 전력산업 민영화, 경쟁체
제 도입 등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전기료 인하는 어려워 보이
며, 높은 국내 운송비도 비즈니스 비용을 높이는 요인임. 항공요금은 다수 
항공사의 경쟁체제로 저렴한 편이나 국내 해운, 내륙 운송, 창고비 등 물류 
관련 요금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음. 필리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14
년 항구혼잡 기간 동안 트럭비용은 170달러에서 425달러에서 638달러까지 
인상됐음

        - 셋째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도 문제임.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프라 투자
가 부족하며, 도로, 해운, 공항, 철도 등 전반적인 국가의 기본 인프라 수준
이 떨어지는 편임. 특히 연말에 주로 발생하는 항구적체로 인한 진출기업의 
피해는 2014년14억8452만 달러(필리핀상공회의소)에 달함

        - 넷째로 일부 지역의 불안한 치안 상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열악
한 재정은 경찰력의 약화초래하고 치안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경찰의 수사, 범죄 예방 역량이 취약할뿐더러 신인민군, 무슬림반군 등 일부 
반정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7,107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
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일부 지역의 
치안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최근 4년간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이 2015년 
10명, 2016년 상반기 3명을 포함, 41명에 달하면서 이러한 불안전한 치안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다섯째, 부의 계층별/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계층별로
는 일부 화교와 스페인계 자본에 부가 편중돼 있고, 지역적으로도 메트로 마
닐라, 세부 등 일부 대도시에 부가 편중된 점도 필리핀 전체 발전과 투자유
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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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에서도 비즈니스 추진속도가 느리고, 일부 브로커들의 불투명한 업무 추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단점들은 타 동남아 개도국들도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비
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투자비용으로 인식돼야 하며, 이
를 기회로 활용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진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지혜가 필요함

      ◦ 투자유치 기관

        - 필리핀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외 투자가에게 균등하게 금전
적, 비금전적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혜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
유치 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 등록이 필요함

        - 필리핀에는 복수의 기관(12개)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PEZA(경제자유구역청)와 BOI(투자위원회)가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기관
임. 이외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CDC(클
락개발공사)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 기준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음

        - 이들 투자유치 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심사, 해당기업 등
록, 관리, 지원(인센티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분야의 투자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해당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Economic Zone)로 지정해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음

      ◦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에 있어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 원칙적으

로는 전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예
외 분야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물류업 등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
한이 존재하며, 100% 지분소유허용 업종 또한 일정 요건 충족시 지분 소유
가 가능한 구조임

        -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분야는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에 의
거, 외국지분 제한분야(Negative List)로 명시해 업종에 따라 지분소유를 제
한하고 있으며, 상세 구분은 아래와 같음

        - List A
          0% : 대중매체, 소매(납입자본금 250만불 이하), 전문직(법률, 회계, 건축설

계, 의료), 민간경호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해양자원이용, 핵/생화학/
방사능 무기 제조 등,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20%: 라디오통신
          25%: 국외 인력지원(인력해외송출업) 사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 국방관련 건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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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광고서비스
          40%: 천연자원 탐사/개발/활용, 사유지 소유,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 교육기

관 소유/설립/운영,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 BOT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 제안 및 시설 운영, 상업용 심해 어선 운영, 보험조정, 콘도 
유닛에 대한 소유

        - List B
          국방, 안보, 국민위생, 중소기업 보유 위한 외국지분 제한 분야

  (2) 기업 설립

   □ 법인설립 절차

      ◦ 필리핀 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Philippines Securities Exchange and Commission)에 법인등기, 필리핀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납세자 신고, 관할지자체(시청, Barangay 등)에 
사업장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외 필리핀정부가 투자유치를 선호하는 업종(하이테크, 인프라, 광산개발, 재생
에너지 등)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투자유치기관에 등록하여 인센티
브를 얻을 수 있음

      ◦ SEC에 법인등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
며, SEC을 방문 동일 상호 존재 유무를 파악해야 함. 필리핀 내 주식회사 설립 
시 주로 ‘~Inc.’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Corp.’의 명
칭도 사용될 수 있음

      ◦ 주금 납입증명서에는 필리핀 내 은행에 최소 5천 페소 이상의 잔고 증명이 필

<TIP >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외식업 진출 사례 증가
  외국인이 소매업(외식업 포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10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규정과 각 
매장별 최소 투자금액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100% 지분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75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매
장 설립 비용으로 8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함

  또한 필리핀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등의 요인으로 외국기업이 소매업 분
야에 직접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검증된 파트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를 받고 사업에 간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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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는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이나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위해서는 실
제적으로 62만 5천 페소(약 1천3백만 원) 이상의 자본금(건설업의 경우 1백만 페
소) 납입을 요구받고 있음

      ◦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수권자본금의 25% 이상), 납입자본금 (청약자
본금의 최소 25%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5~15명으로 구성함. 

      ◦ SEC 등록 filing fee는 수권자본금의 1%×0.2임. 

      ◦ SEC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2주 내외가 소요되며, SEC에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일
단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이 가능해짐

      ◦ 세무서(BIR)에 납세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비와 Certification-Fee, 청약자본금의 
0.5%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 소재지 관청의 사업허가인 Mayor's Permit, Barangay(최소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동’에 해당) Clearance를 획득하면 사업 개시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됨. 이때 시청으로부터 소방, 위생 등 각종 사항을 검사받게 되며, 
Mayor's Permit 획득 기간은 서류 완비 후 소재지, 자본금, 종업원 규모에 따라 
다양하며 한 달 이상 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함

      ◦ 주요 서류로는 SEC 등록증, BIR 등록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Barangay 
Clearance, Sanitary Clearance, Fire Inspection Clearance, Property insurance 증
권 등이 있음

      ◦ 필리핀 내 법인 설립 절차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법무
사에 해당 업무를 위임하듯, 변호사 또는 관련 컨설턴트들에게 법인 설립 실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이 때 대행 수수료는 2~4백만 원 정도가 필요함. 이
외 법인 설립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는 평균 6만 페소 내외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으
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필리핀인 개인을 내세워야 함. 필리핀인 개인
으로 위임해서 할 경우 모든 권한을 필리핀인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되기 때문
에 위험도가 큼. 소매업 접근이라 법인의 경우도 필리핀인으로만(최소 5인) 구성
된 법인을 설립해서 장악력을 갖고 가야 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후면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맞음. 구조적인 맹점을 안고 있
기 때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

      ※ 대리인과 동업 주의사항
        - 필리핀 사람을 내세워 사업을 할 경우 비용이나 절차가 간단하지만 현지인

은 대리 사장의 대가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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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임

        - 이를 대비해 안전장치로 여러 서류들을 만들어도 막상 소송이 걸리게 되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지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음. 중

립적인 경우, 불공정 거래관련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권 행사

에 대해서는 정상이 참작되지만 일정 손해를 감수해야 함

        - 필리핀인으로만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소매업을 진행하는 경우 주주들을 서

로 모르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만약 말썽을 일으킬 만한 소지

가 있으면 바로 다른 주주로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주주는 하루에 몇 번도 

바꿀 수가 있음. 회사법에 따라 강제할 수가 있음. 다만 신뢰할 만한 주주로 

구성해야 실질 투자자인 외국인이 어떠한 결정이라도 쉽게 할 수가 있음

        - 법인의 경우 60% 이상의 주주가 결의하게 되면 은행권에서도 조건에 따라 

돈을 빌릴 수가 있어 본인도 모르게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음

        - 더미를 내세운다고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애써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외국인이 원론적으로 소매업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식 절차를 

갖춰 사업을 하더라도 매사에 신중해야 함

        - 특히 비자 문제는 중요함. 관광비자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워킹비자 또는 은퇴비자(외국인 노동허가(Alien Employment Permit)를 받아

야 함)를 받아 기본적인 체류 및 사업 참여 요건은 갖춰야 함

        -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 필리핀 직원을 내세워 매장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음. 굳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인상을 필리

핀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으며, 정부 기관에서 누가 방문하더라도 한국 사람

이 주인이 아니라 한국매장이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

야 함. 한국 사람이 소유주라고 하면 이후 풀기가 복잡해짐

   □ 법인 설립 세부절차

      1) 법인등록
         - 등록처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관리위원회)

         - 순서 : 회사명 등록 확인→필리핀 주주 및 외국인 주주 선정 및 주식 수→

회사 등기부 작성 및 서명→투자액 송금 증명서→회사 설립금 은행 증명서

(회사설립 보증금 은행 입금)→각종 서류 공증→접수(SEC)→ 발급(SEC)

         - 외국인 필요서류 : 송금 증명서, 여권 전면 복사, 외국 주소

         - 성격 : 한국의 법인 등기부에 해당

         - 기간 : Express : 1주일 ,Regular : 1개월

         -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 갱신기간 : 50년

         - 위치 : SEC Building EDSA Corner Ortigas Ave. Mandaluyong City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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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 불허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확인 필요 예) 총기회

사, 식당, 인쇄업 같은 소매업 등

         - 회사에 따라 다른 기관의 허락 필요

           ※ 예) Lending 회사 : 중앙은행 허가, 여행사 : 관할시청 허가

         - 외국인은 회사의 간부가 될 수 없음. ※예) 사장, 부사장 등

      2)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
         - 등록처 :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통상산업부)

         - 준비서류 : SEC 등록서류 사본

         - 접수비 : 121페소

         - 기간 : 1-2일

         - 성격 :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 위치 : Gil Puyat Ave. Coner Makati Ave. DTI Building, Makati City

         - 갱신기간 : 매 5년 유의 : 사업주소지가 Metro Manila이어야 신청 가능

      3) Barangay(한국의 동에 해당) Clearance
         - 등록 : 영업허가서

         - 준비서류 : SEC 서류 사본, DTI 서류 사본, Barangay Clearance 사본, 보험

금 지불증서 ※ 대개 회사 규모에 따라 보험금 책정되며, 1,300페소 이상

         - 접수비 : 영업허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약 5,000페소

         - 순서 : 시장허가서 양식 작성 및 공증하여 제출(준비서류와 함께) → 접수비 

지불 → 전기시설 허가 → 위생시설 허가 → 시장 허가서 발급

           ※ 시청에 따라 접수비 순서가 다를 수 있음.

         - 갱신기간 : 매년 연초(늦으면 과태료 부과)

         - 위치 : 회사 주소지 관할 내 시청 및 Municipality Hall 유의 : 사업체가 두 

곳 이상일 경우에는 필리핀 현행법에 의거하여 하나 는 본사로 두고 다른 

하나는 지점으로 두되 SEC은 하나로서 충 분. 그러나 DTI, Mayor's Permit, 

BIR 등은 각각 따로 등록허가가 필요

      4) Mayor's Permit
         - 준비서류 : SEC 복사본, DTI 복사본

         -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약 500페소

         - 기간 : 1-2일

         - 장소 : 회사 주소지의 관할 내 Barangay Hall

         - 갱신기간 : 매년(목적 : 시청접수를 위한 것임)

           ※ 유의 : Barangay에서는 특정 회사일 경우 불허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사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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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 등록 : 세무서 신고, 영수증 신고

         - 접수 : 회사의 종류 및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 양식 : 회사의 종류에 따라 양식 상이

         - 순서 : 신청서 작성(Application) → Payment Form →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 → 영수증(Official Recipt) 인쇄 허가 → 영수증 신

고 및 날인(각종 영수증에 세무서 확인 날인이 없으면 무효 → 납세자등록

증 발급

         - 신청서류 : SEC, DTI, Barangy, 임대계약서, 회사약도

         - 기간 : 1주일 이상

         - 세무신고 : 매월, 분기별, 연별,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BIR에 확인 

필요

           ※ 유의 : SEC(법인등록) 등록 후 1개월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세무상식 : 과세(VAT)와 비과세(NON-VAT)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업체

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NON-VAT으로 하면 유리. 단, 무역 회사는 반드시 

VAT으로 등록필요 (http://www.joyphilippines.org)

      6) 법인 설립 후 시장 사업 허가 절차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관할 시청으로부터 그 사업

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이 허가 과정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업무도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시청으로부터 획득한 최초의 사업허가는 그 유효 기간이 1년임. 따

라서 1년 후에는 필히 갱신을 해야 함. 갱신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0일

에서 1월 20일 사이임. 이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벌금을 지불해야 함

         - 법인을 설립한 후 시장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제

출해야 함

         - 허가신청서류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사업허가 신청서

           : 소방 점검 확인서

           :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 로컬 클리어런스

           : CTC (Community Tax Certificate)

         - 허가 신청 전 체크 사항

           : 이 시장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음. 같은 메

트로 마닐라 권역이라도 시청마다 사업 허가 기준이 틀릴 수 있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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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시청에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업종이 있음

           :  따라서 법인 설립과 사무실 임대 등을 하시는 시기에 해당 시청에 하고

자 하는 업무가 시청의 허가 불가 업종은 아닌지 꼭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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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포 및 부동산 취득

  (1) 투자가 토지임차법(Investor's Lease Act of 1993)

    ◦ 토지임차법과 필리핀 헌법(Article XII, the 1987 Philippine Constitution)에 의거 
외국인은 국유지/사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가 금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40% 이하 지분을 보유한 법인 설립 통해서만 가능함

    ◦ 따라서 공장 설립, 호텔 신축 등에 투자할 경우 토지법인과 호텔건물 법인을 별도 
설립, 토지에 대해서는 40% 지분만 소유 가능하고, 호텔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함

    ◦ 임대의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외국법인도 최대 75년(50년 + 25년)까지 
임대 가능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내법인인 경우 최대 50년(25+25년)에 한해1천 
ha 이하의 임대가 가능함

    ◦ 또한 특별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최대 75년까지 가능함

표 4-9 토지 소유/임차 관련 규정 요약

구 분 공유지 사유지

자연인

필리핀 시민권자
최대 12ha 소유
최대 500ha 임대

최대 5ha
(농지개혁법 제 2장 6조)

외국인 소유 불허
상속권에 의한 취득만 인정
임대 가능(기간제한: 50
+25년)

이중 국적자 소유 불허
도심: 5,000sqm 소유 가능
지방: 3ha 소유 가능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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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필리핀 토지임차법(Investor’s Lease Act) ]

    ※ 참조사항
      ◦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하지 못함. 간혹 법인으로 더미를 사용해서 토지

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불안요소를 안고 매입하는 것임. 종
종 재판에서 외국인이 더미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음

      ◦ 만약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 주택 등을 지으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1) 토지 타이틀 주인(필리피노)에게 토지를 영구 임대 계약 조건함
           - 임대권 양도 허용
           - 오픈 계약서 (Open deed of sale)
           - 토지 타이틀 문서를 전달받아 보관.
             (영구 임대란 50년 임대 조건에 2~3회 연장하는 식으로 기재함)

        2) 토지의 타이틀은 명의 변경할 수 없지만, 건축물 대장 (즉, building permit)(완
공 후 national building code부여)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 
졌으므로 application building permit에 토지 주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함

           - 토지의 영구 임대 계약
           - 그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외국인 명의 소유
           - 토지 주인의 빌딩퍼밋 동의기재

      ◦ 다만 상기 방법은 현지에 적법한 거주비자(즉, 워킹비자, 은퇴비자 등)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관광비자로 체류시에는 거래 하실 수 없음

  (2) 임대차 계약 절차 및 관행

   □ 외국인 토지 소유

      ◦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필리핀 거주자 참
여지분이 60% 이상인 사업체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법인

국내 법인

소유 불허
1,000Ha 임대 가능(25
+ 25년)
(단, 특별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최대 75년까지 
가능)

제한규정 범위 내 취득 가능
임대 가능

외국 법인 소유 불허
소유 불허
임대 가능(50 + 25년)

공공 법인 소유 가능(국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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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관행

      ◦ 필리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 개념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시 선불 임대
료(Advance)와 보증금(Deposit)을 지불함. 통상적으로 3개월 치 임차료를 보증
금으로 하며 3개월 치 임차료를 선불하는 조건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본래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한인들 사이에서는 권리금을 지불하는 관
행이 보편화되어 있음

   □ 임대차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임차 기간
           - 임차기간은 보통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만약 장기 임차를 목적으로 한다

면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는 임차 기간을 계약시 언급해야 함. 임대차 계
약은 전적으로 건물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임차인이 계
약 연장을 원할 경우에도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본인이 원하는 임차 기간을 전부 기재하여 
일방적인 계약 파기 또는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함

        2) 계약기간에 따른 임차료
           - 임대차 계약 갱신시 건물주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일반적으로 10%)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 매년 임차료가 
오를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함

           - 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음 2년 동안은 건물주 임의대로 
임차료를 올릴 수 없으며 3년 차부터 조정하여 올릴 수 있음. 따라서 대
부분의 건물주는 1년 계약을 선호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임차 기간을 장기로 하여 계약하는 것이 유리함

        3) 임차료 연체 과징금
           - 필리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료 연체 과징금은 임차료의 10% 미만으

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불 유예는 5일로 한정됨

        4) 건물 시설 사용
           - 임대차 계약시 건물 내 배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

록해야 하며 파손된 흔적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확인서를 받아 
향후 계약 만료시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점포 인테리어 투자시 주의사항
              임차인이 점포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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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함. 사전 협의 없이 임차인이 점포 인테리어 
설비와 시설물에 투자한 경우 건물주가 임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임대료를 
올려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인테리어 
투자시 해당사항에 대해 반드시 건물주와 사전 합의해야 함

        5) 변호사 공증 확인서 (Acknowledgement)
           - 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총 4부를 작성하며 각 계약서에는 변호사 공

증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만약 공증확인서가 누락
된 경우 허위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건물주에게 이를 요청․ 확
인하여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주요 쇼핑몰 입점 조건
       어느 업종이던, 우선 Mall에 입점 Intent Letter 입점 신청서 및 입점 관련 제품 

및 회사 프로 파일 등 신청 후, 입점 자리가 나오게 되면 Mall에서 Proposal 
Letter를 보내옴. 여기에는 모든 조건들이 표기 되어 있고, 입점 할 업체가 사인
해서 컨펌 sheet을 보내 주면, Mall에서 Contract of Lease 계약서를 준비하고, 
몰과 입점주 간에 계약서에 사인하면 계약이 성사 됨 

       1) 입점 환경
           - 매장의 경우 쇼핑몰 상위 층을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브랜드 인지도가 낮

은 업체)는 입점이 어려운 편임. 쇼핑몰 1층 메인(정문 좌우방향 쇼 윈도
우)구역은 인지도 높은 유명 브랜드만 입점 가능하며 임차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점포 자리가 나더라도 장기간 대기해야 함

           -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업종별 점포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유사한 업
종이 이미 많이 입점해 있는 경우 점포 임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외식 점포의 경우 업태·업종(에스닉)별 비율을 고려하여 입점 점포 비율
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임

           - 쇼핑몰의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재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를 'Organizer'
라고 부르며 메트로 마닐라에는 이러한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
체를 통해 입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입점 절차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쇼핑몰 임대 담당자(Leasing Manager)에게 기업 소개서, 사업 

계획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에서 지정한 입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제품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야 함

           - 입점 조건은 쇼핑몰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입점 담당자(Leasing Manager)
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문의해야 함

           - 개점시까지 작성·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20가지 이상으로 사전에 입점 절
차와 구비서류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 쇼핑몰 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제출 서류 준비 모두가 영어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통역이나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 210 -

을 선정해야 함
           - 필리핀 현지 업체들도 오랜 기간 버티지 못하고 폐점하는 일이 부지기수

인 만큼 소요 비용과 수익 분석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입점 여부를 
결정해야 함. 관리비(보안, 냉난방 등), 각종 선납금 등의 초기비용을 포
함하여 최소 150만 페소(약 4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창업하
는 것이 안전함

        ※ 쇼핑몰 입점을 위해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 제안서 (Proposal Letter)
           - 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 제품 샘플 (Product Sample)
             제품은 반드시 바코드와 필리핀 식약청 등록 번호가 있어야 함
           - 제품 가격 견적표 (Price Quotation)
             가격조건 및 할인율 포함 (Including the Terms and Discount Offered)
           - 필리핀 식약청 제품 등록증 (Product Registration from BFAD)
             관련 제품일 경우에만 해당
           - 가격 조사표 (Price Survey)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타 매장 판매가격
           - 마케팅 계획서 (Marketing Support)
             마케팅 및 프로모션 수행 계획

        3) 입점서 제출시 주의사항
           - 개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은 법인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함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은 한정되어 있고, 관련 아이

템에 대한 연관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사
진 또는 동영상 자료로 제출해야 함

           - SM 내 조닝(zoning: 아이템별 장소 구분) 관련하여 그 아이템이 들어설 
만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후 답변을 줌. 장소가 있어 계약을 하
게 된다면 6개월 디포짓을 선납하게 되며. 기타 어드밴스와 건축 BOND
(공사 이후 검사를 통해 돌려 받음)를 납부하게 됨. 약 매장 임대료의 8
개월치 정도를 매장 오픈 전에 내야 함.

           - 매장 임대료의 경우 1㎡당 약 900~1,400페소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메
가몰의 경우 1㎡당 1,300~1,400페소를 받고 있고 지방의 장사가 다소 안 
되는 몰 또는 위치가 구석진 곳 등은 900~1,000페소 정도를 받고 있음 
(임대료는 매장 리싱 매니저와 협상을 통해 다소 조절할 수 있으나 매장
이 잘 안 나오는 곳은 금액을 낮춰주려 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게 되며, 2년째는 5%를 올린 금액으로 계약서
를 작성하게 됨. 2년 이후에는 연장 계약을 해야 하며 매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몰 쪽에 서 금액을 올려 계약을 유도하는 경
우가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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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우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이에 따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타 정책과 법률

 가. 식당 개업

   (1) 사업자 등록 절차

    □ 회사의 종류

 표 4-10 회사의 종류

[ 자료. http://philsalgi.com ]

<TIP >

◦ 기업설립 및 부동산 취득 관련 법률의 경우 ‘합자(합작)투자’, ‘직접진출’의 경
우, 중요한 사항임.

◦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파트너가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료제
공 등의 협조가 필요함

종류 자 격 주식 수 등록처 주 주
법인회사 

(CORPORATION)
외국인가능 60% 필리핀인 SEC 최저 5인

합자회사 

(PARTNERSHIP)
외국인가능 60% 필리핀인 SEC 최저 2인

개인회사 

(SINGLE 

PROPRIETOR)

필리핀인만 가능 DTI
1인 

필리핀인

외국인 단독회사

- U$ 200,000 투자자

- 주식회사 또는 단독 

개인회사 가능 

- 주식회사 SEC, 단독 

개인회사는 DTI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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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설립 절차

       ◦ 법인회사 설립시 등록기관 : SEC, DTI, Barangay(한국의 동에 해당) 
Clearance, Mayor's Permit 

       ◦ 개인회사 설립시  등록기관 : DTI, Barangay(한국의 동에 해당) Clearance, 
Mayor's Permit(SEC 등록은 필요 없음)

       ◦ 즉 법인회사 설립시에는 SEC 등록이 추가 되고 그 이외에는 개인회사 설립
이나 법인회사 설립이나 동일함. 기타 또 업종, 회사의 종류 등에 따라서 추
가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1) 법인등록
          - 등록처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관리위원회)
          - 순서 : 회사명 등록 확인→필리핀 주주 및 외국인 주주 선정 및 주식 수→

회사 등기부 작성 및 서명→투자액 송금 증명서→회사 설립금 은행 증명
서(회사설립 보증금 은행 입금)→각종 서류 공증→접수(SEC)→ 발급(SEC)

          - 외국인 필요서류 : 송금 증명서, 여권 전면 복사, 외국 주소
          - 성격 : 한국의 법인 등기부에 해당
          - 기간 : Express : 1주일 ,Regular : 1개월
          -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 갱신기간 : 50년
          - 위치 : SEC Building EDSA Corner Ortigas Ave. Mandaluyong City
          - 유의
            : 외국인에 불허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확인 필요 
              예) 총기회사, 식당, 인쇄업 같은 소매업 등
            : 회사에 따라 다른 기관의 허락 필요 
              예) Lending 회사 : 중앙은행 허가, 여행사 : 관할시청 허가
            : 외국인은 회사의 간부가 될 수 없음.
              예) 사장, 부사장 등
          - SEC 홈페이지 : http://www.sec.gov.ph/

       2)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
          - 등록처 :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통상산업부)
          - 준비서류 : SEC 등록서류 사본
          - 접수비 : 121페소
          - 기간 : 1-2일
          - 성격 :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 위치 : Gil Puyat Ave. Coner Makati Ave. DTI Building, Makati City
          - 갱신기간 : 매 5년
          - 유의 : 사업주소지가 Metro Manila이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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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arangay(한국의 동에 해당) Clearance
          - 준비서류 : SEC 복사본, DTI 복사본
          -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약 500페소
          - 기간 : 1-2일
          - 장소 : 회사 주소지의 관할 내 Barangay Hall
          - 갱신기간 : 매년(목적 : 시청접수를 위한 것임)
          - 유의 : Barangay에서는 특정 회사일 경우 불허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사

전 확인 필요.(예 : 공장 등) 

       4) Mayor's Permit
          - 등록 : 영업허가서
          - 준비서류 : SEC 서류 사본, DTI 서류 사본, Barangay Clearance 사본, 보험

금 지불증서
          - 대개 회사 규모에 따라 보험금 책정되며, 1,300페소 이상
          - 접수비 : 영업허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약 5,000페소
          - 순서 : 시장허가서 양식 작성 및 공증하여 제출(준비서류와 함께) → 접수

비 지불 → 전기시설 허가 → 위생시설 허가 → 시장 허가서 발급
          - 시청에 따라 접수비 순서가 다를 수 있음
          - 갱신기간 : 매년 연초(늦으면 과태료 부과)
          - 위치 : 회사 주소지 관할 내 시청 및 Municipality Hall
          - 유의 : 사업체가 두 곳 이상일 경우에는 필리핀 현행법에 의거하여 하나는 

본사로 두고 다른 하나는 지점으로 두되 SEC은 하나로서 충분. 그러나 
DTI, Mayor's Permit, BIR 등은 각각 따로 등록허가 필요 

       5)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 등록 : 세무서 신고, 영수증 신고
          - 접수 : 회사의 종류 및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 양식 : 회사의 종류에 따라 양식 상이
          - 순서 : 신청서 작성(Application) → Payment Form →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 → 영수증(Official Receipt) 인쇄 허가 → 영수증 
신고 및 날인(각종 영수증에 세무서 확인 날인이 없으면 무효 → 납세자등
록증 발급

          - 신청서류 : SEC, DTI, Barangy, 임대계약서, 회사약도
          - 기간 : 1주일 이상
          - 세무신고 : 매월, 분기별, 연별,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BIR에 확인 

필요 
          - 유의 : SEC(법인등록) 등록 후 1개월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세무 상식
             과세(VAT)와 비과세(NON-VAT)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업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NON-VAT으로 하면 유리. 단, 무역회사는 반드시 VAT으로 등
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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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사업자 요건

       1) 법인 설립 요건

        ① 법인 (Corporation)
           - 필리핀 상법에 의하면 법인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40% 이하면 필리핀 

기업으로 40%를 초과하면 외국 기업으로 간주하며, 형태는 주식회사
(Stock Corporation) 또는 비 주식회사(Non-Stock Corporation)로 구분됨

           -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이에 따른 배당을 행하는 기업을 지칭함. 최
소 1주 이상 주식을 보유한 발기인(Incorporater) 및 이사(Director)가 각 
5명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발기인 및 이사의 과반은 필
리핀 거주자(Resident)(※ 필리핀 거주자(Resident)는 체류일 수에 상관없
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자를 뜻함)여야 함

           - 외국인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회사의 비서(Corporate Secretary) 및 재무
담당자(Treasurer)는 반드시 필리핀 국적자여야 함

           - 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외의 모든 회사를 지칭하며 주로 비영리법인
(교육, 자선, 종교, 문화단체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임

        ② 지사 (Branch Office)
           - 지사는 외국법인의 현지사무소를 뜻하며 외국기업으로 간주됨. 모든 법률

행위와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므로 필리핀 내의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해 
외국에 있는 본사까지 그 책임 소재가 미치게 됨

           - 필리핀 상법에 의해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며 설립시 미화 20만 달러 이
상의 초기 투자 요건이 부여됨

           - 지사와는 다른 형태로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RHQ)’와 ‘지역운
영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ROHQ)’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역본부’는 자회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형
태로 영업 및 경영활동은 일체 금지됨

           - ‘지역운영본부’는 자회사의 일반 행정, 기획, 원부자재 조달, 금융자문, 마
케팅 및 프로모션, 교육훈련, 물류관리, R&D, 제품개발, 기술지원, 데이터
관리, 사업개발 등의 대행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이 외의 영업행위는 일
체 금지됨

        ③ 기타
           - 이 외에 영업활동 불가능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Liaison 

Office)’와 건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시 주로 택하는 형태인 ‘합작투
자회사(Joint Venture)’가 있음

       2)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 법인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SEC(Securities an Exchange Commission)’ 

를 통해서 수행해야 하며 영업 인· 허가 관련 업무는 관할 시청(City Hall) 
담당 부서에서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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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허가 관련 정보

    □ 영업시설의 공통기준

       1) 외식업 위생 관련 규정

        ◦ 식당 영업 인·허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0가지의 검사 항목에 대해 
총점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음식점 위생 검사 항목(Sanitary Standard Inspection for Food Establishment)
          ① 식기류 관리 (Cleaning Food Utensils-Prescribed Method)
          ② 식품 보호 (Food Protection–Specific Requirements)
          ③ 주방 (Kitchen)
          ④ 사업장 시공 상태 (Construction of Premises)
          ⑤ 사업장 유지 (Maintenance of Premises)
          ⑥ 화장실 제공 여부 (Toilet Provision)
          ⑦ 손 세정 시설 (Handwashing Facilities)
          ⑧ 수도 공급 (Water supply)
          ⑨ 액체 폐기물 관리 (Liquid Waste Management)
          ⑩ 고형 폐기물 관리 (Solid Waste Management)
          ⑪ 식품 건전성 (Wholesomeness of Food)
          ⑫ 식품 보호 방안 (Protection of Foods)
          ⑬ 해충 관리 (Vermin Control)
          ⑭ 청결도 (Cleanness and Tidiness)
          ⑮ 종업원 개인위생 (Personal Cleanness)
          ⑯ 시설 관리 (Housekeeping and Management)
          ⑰ 기기 및 기구 상태 (Conditions of Appliance & Utensils)
          ⑱ 기기 및 기구의 위생 상태 (Sanitary Conditions of Appliances & Utensils)
          ⑲ 질병관리 (Disease Control)
          ⑳ 기타 사항 (Miscellaneous)
          ※ 위의 위생검사 항목에 기재된 사항과는 별도로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직

원은 조리사(Food Handler)와 비 조리사(Non-Food Handler)로 구분하여 ‘개
인위생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찾아보기

◦ 기업설립과 부동산의 자세한 내용은 본 책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
도 > 7. 기업 설립과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기본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참조하길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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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안전 검사는 영업 인․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
수 사항으로 ‘소방안전검사증명서(Fire Safety Inspection Certificate)’를 지참해
야 관할 구청에서 ‘사업 허가(Business or Mayor's Permit)’를 받을 수 있음

        ◦ 기본 준수사항과 별도로 건축물 임차인(입주자)은 화재 관련 안전사항을 숙
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화재 대처 방안 규정
          - 건물주는 화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입주자)에게 대처 방안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임차인(입주자)은 사업장 내 화재예방, 화재 발견시 소방서 신고, 초기 화

재 진압 요령 등 화재 대처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임차 대상(입주자)이 다수의 기관 또는 개인일 경우 각 기관 및 개인의 관

리자는 임차(입주)한 공간에 한해 화재 대처의 책임이 있음
          - 건물 내부 공공 사용구역의 출입(탈출)구, 각종 시설물,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음

        ◦ 음식점(Restaurant)은 수용 인원에 따라 건축물 시설 구분 (Classification of 
Occupancy)이 다르게 적용됨

        ◦ 수용 인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상업시설(Mercantile Occupancies)’ 
로 수용 인원 50명 이상의 대규모 음식점은 ‘집객시설(Assembly Occupancies)’
로 분류됨.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에 적합한 건축물 시설 기준
을 파악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세부 소방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Office of Building Official(OBO)의 허가를 받
아야 함

 나. 철수 및 청산

  (1) 법인 철수(해산) 관련 법령

    ◦ 필리핀 회사법은 2019년 2월 20일에 새로 개정되었음. 비즈니스 환경개선(Ease 

<TIP >

◦ 외식업 위생 관련 규정, 소방안전 관련 규정,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마닐라 한식당 창업 운영가이드(Starting Korean Restaurant in Manila) 
한식진흥원』을 참조하길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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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oing business)을 위해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획일화, 투명성 등의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새로 개정된 필리핀 회사법에 따른 법인의 해산은 크게 자발
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과 비자발적  해산(Involuntary Dissolution)으로 나
뉘며, 자발적해산은 채권자(Creditor)가 영향을 받는 해산과 영향을 받지 않는 해
산으로 나누어짐

    
    ◦ 채권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 자발적 해산  
      - 법인의 해산이 채권자의 이익 및 권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시 해산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 투표일의 최소 20일 전, 각 주주들에게 법인의 해산을 위한 투표가 있음을 사

전 공지해야 하며 일간지 1종 및 법인 소재지 신문 1종에 법인 해산을 위한 
투표가 있음을 게시해야 함

      -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했을 경우,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이하 내용을 포함한 해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법인은 위원회(SEC)에 이하 서류를 제출해야 함
        (a) 법인의 Secretary가 서명한 과반수의 이사회 멤버의 승인을 받은 해산 결

의서 사본
        (b) 해산을 공고한 일간지 1종 및 법인 소재지 신문 1종
        (c) (필요시) 규제 기관의 추천서
      - 신청 15일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시, 위원회(SEC)는 해산을 승인하고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발행함
        ※ 해산은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효력이 있음

    ◦ 채권자가 영향을 받는 자발적 해산
      - 법인의 해산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위원회(SEC)에 진정서를 제출해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진정서는 과반수의 법인 이사 또는 업무 경영권을 가진 다른 임원에 의해 서

명되고, 회장이나 총무부장 또는 이사회 중 한 사람에 의해 증명되며, 모든 요
구 사항이 공표됨

      - 법인의 해산은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표 또는, 투표 미
팅시 이사회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시 진행됨

      - 진정서는 이하 내용을 포함해야 함
        (a)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b) the form, manner, and time when the notices were given
        (d) the date, place, and time of the meeting in which the vote was made
      - 또한, 법인은 위원회(SEC)에 이하 서류를 제출해야 함
        (a) 법인의 Secretary가 서명한 과반수의 이사회 멤버의 승인을 받은 해산 결

의서 사본
        (b) 채권자(Creditor) 명단
      - 진정서 및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시, 위원회(SEC)는 이의신청기간을 최소 30

일에서 최대 60일 내로 지정하여 공표하며, 법인은 해산 명령을 3주간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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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소 한번, 일간지 1종 및 법인 소재지 신문 1종에 개시해야 함
      -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위원회(SEC)는 법인 해산 판결을 

내림

  (2) 법인 해산 절차

    ◦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2~3주)
      - 회사 폐업 공지, 세금증명서 발급(국세청), 회사 등록증, 세금증명서 발급

    ◦ 노동부
      - 노동부 관련서류 제출
      - 해산관련 주주총회 결의서 및 이사회 결의서 작성 제출

    ◦ 국세청(4~5주)
      - 회사 폐업 서류(Form 1905) 등록, 국세청 발급 폐업관련 서류 등록(각종 미납 

세금, 재무제표 등 총 7개 부서를 거쳐서 서명해야 함 )

    ◦ 시청(2~3주)
      - 세금 관련 Business Permit and Licensing Office(BPLO), 원본영수증(OR) 등록, 

자산 증빙 세금 증명서, 상기 사항 등록 및 시청 요구 문서 등록 , 회사 조사
(Inspection), 3대 보험 말소 증명서

    ◦ 신문 공고
      - 3주 간 신문에 채권자 공고
        ※ 총 소요기간 : 약 5~7개월 이상(Tax Clearance의 경우 세무조사에 준하는 

과정이 필요함)

    ◦ 기타
      - SEC, BIR, City Hall 서류 심사 후 추가 증빙 서류 및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BIR Tax Clearance 발급시 해당 RDO 뿐 아니라, 해당 Regional Revenue 의 

미 해결 세무 이슈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해야 Tax Clearance 발급이 가능함
  

  (3) 법인 청산 절차 및 관련 법령

    ◦ 필리핀 회사법(The Corporation Code, TITLE XIV, Section 122)에 의거, 법인의 
청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법인의 청산  
      - 청산의 사유 발생시,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 청산을 결정한다. 청산의 사유란 

경영 기간의 만료, 심각한 경영상 손실,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 및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사유에 부합해야 함. 청산 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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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 신청 전,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함
      - 해산 결정 후, 기업은 기업등록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청산을 신고하여 청산의 사유, 청산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제출함

      - 청산 신청이 끝나면 청산 기업은 청산 신청 후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 원인, 
청산 개시 일자 등을 기업 주관 당국, 세무기관, 계좌개설 은행에 서면 통지해
야 함

      - 청산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기업의 관련 책임자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보고, 
재무 장부, 재산 목록, 채권자와 채무자 명단 및 청산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대차대조표, 자산 리스트, 청산 방법, 자산 
평가와 평가근거를 기업 의결기구 확인을 거쳐 SEC에 등록해야 함

      - 청산시, 직원은 자동 해고되나 미지급 급여 및 잔여 지급금 등은 기타 채권보
다 우선시 됨

      - 청산위원회의 구성 직후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일간지 1종, 청산 
법인 소재지 신문 1종에 공고를 게시해야 함

      - 청산 완료 후, SEC에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에 등
록 말소를 진행함

      - 등록 말소 이후, 일간지 1종, 청산 법인 소재지 신문 1종에 기업 운영 종료 공
고를 게시하면 청산 절차가 완료됨

<TIP >

◦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관세 감면,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해외인력 비자지원, 고용보조금지원, 자금 융자, 무역    
보험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R&D지원 등 혜택이 있음 (자료 참조.       
KOTRA U턴기업 지원센터)

 다. 물류방안

   (1) 식재료 조달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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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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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식재료 수출시 애로사항(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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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한국산 식재료 구입방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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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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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41 21.6 19 14.8 13 1.1 1 9.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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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물류전략

      1) 물류전략의 필요성

       ◦ 가맹본사는 현지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등 장비와 식재료 및 상품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장비와 식재
료 및 상품을 어떻게 조달할지 진출 전에 철저히 사전에 조사하고 계획하여야 
함

       ◦ 가맹본사는 품질 표준의 유지와 물품의 공급마진을 위해서, 해외 가맹점에 직
접 공급할 품목과 현지 조달할 품목을 구분하여야 하고, 품목을 선정하며, 조달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이러한 적절한 조달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사전에 물류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전 고려사항

       ◦ 물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지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전하는 활동이며 
구체적으로 포장, 하역, 보관 및 통신 등 제반활동으로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물류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물류관련 인적자원의 확보, 차량 또
는 이동수단의 확보, 물류센터 확보 및 물류 시스템 구축이 물류 운영의 기본적
인 4대 요소임

       ◦ 특히 물류 시스템은 상당한 투자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라 투자비, 시점 등 신
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임.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적의 물류 센터 선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물류센터/배송루트를 기
준의 영업전략, 공동물류로의 전환 등의 전략이 필요함.

      3) 가맹본부의 식재료 수출에 관한 타당성 분석

       ◦ 재료 수출이 경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에 따르면, 
30.8%가 경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운송 
절차가 복잡하고 운반비가 재료비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함

통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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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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매장 규모가 작은 경우, 유통기한이 긴 경우는 대량 발송이 가능하지만 
유통기간이 짧은 경우는 재고량 및 소비량을 감안하여 보내고, 이 경우 1회 배
송량이 적으므로 식재료 수출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4) 물류의 구분

       ◦ 물류는 크게 한국에서 진출국가로 들어가는 식재료와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의 
“해상/항공 물류”와 현지의 보관창고에서 각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내륙물류”가 
있음. 

       ◦ 한국에서 현지로 식재료 혹은 제품을 운송수단을 통해서 보냈을 때, 이를 인수
하는 과정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음

      5) 진출국의 공항 및 항구

       ◦ 국제공항
         - 필리핀에는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NAIA/마닐라 근교 위치)를 

비롯해 국제공항이 전국주요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남북으로 길게 뻗은데
다 7,107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어 국제공항은 물론 국내공항도 매우 활발
하게 운항됨. 필리핀 제2의 도시인 세부(Cebu)의 Mactan International 
Airport 등 북부 Luzon 섬에 3개를 포함해 국제공항은 총 10개가 있음. 마
닐라의 관문인 NAIA 1 공항의 건물이 작고 협소해 외자를 도입해 NAIA 2, 
NAIA 3 등 새로운 공항을 신축해 3개의 청사로 운영되고 있음

       ◦ 국제 항구
         - 국제 항구는 주요 도시인 마닐라(Manila)를 비롯, 세부(Cebu), 바탕가스

(Batangas), 잠보앙가(Zamboanga), 일로일로(Iloilo), 다바오(Davao), 샌 퍼낸
도(San Fernando) 등에 위치하고 있음

      6) 운송절차

       ◦ 세관관리영역으로부터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한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자는 세
관에 등록이 되어야 함.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자는 기업을 대신해서 세관 No.1 양식과 공급자의 송장, 
화물인환증/ 항공화물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업무
이며, 기업의 편에 있으며 항구나 공항의 세관에 앞에 언급한 서류를 제출함. 

         세관 공무원이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산정한 이후에 통관 허가를 내어 줌

       ◦ 이후 운송업자는 상품을 트럭이나 트레일러의 컨테이너에 적재한 다음 수입업
체로 배송함

      7) 물류업무 직영과 아웃소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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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업무에는 당사가 직접 물류업무를 맡아서 배송을 수행하는 직영방식과 
제의 물류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이 있으며, 이에는 각각의 장단점
이 있으므로 이점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는 업무 전문화 및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아웃소싱방식을 많이 채
택하고 있음

표 4-13 물류업무 직영과 Outsourcing 방식의 비교

[참조. 해외진출 가이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TIP >

◦ 각국의 수출입절차와 통관, 검역 등의 물류절차에 관한 정보는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 (www.kati.net)』 를 참조하길 권함

구 분 직영 방식 아웃소싱 방식

인사

관리

-3D업종의 해당되어 구인난 심각

-누사분규의 소지가 높음

-현장인력을 위한 간접관리 인력 필요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 존재

-구인업무 일체를 업체 책임 하에 수행

-계약관계로 분규소지 없음

-별도의 인력관리 불필요

-사고의 책임과 해결의 책임은 업체에 있

음

물류

비용

-규모의 경제 논리 측면에서 비용절감 

곤란

-고정비 지급으로 비수기 물류비 부담 

과중

-화물차량, 지게차 등 자본투자가 필요

-비용 절감 가능

-변동비 계약체결로 유동성 확보 가능

-자본투자가 필요 없음

물류

서비스

-직원의 결근, 휴가, 훈련 등에 즉각적 

대

응이 곤란하여 서비스 균질성 유지 곤

란

-유사시 예비 차량/인력 확보 곤란

-전문업체에서 즉각 대응 가능

-전문업체의 차량/인력 활용 가능

경영

유연성
-인력과 장비 활용의 융통성이 없음 -융통성 있는 활용 가능

기타
-기업의 핵심 사업에 전력하기 어려움.

-각종 사고에 대한 관리가 필요

-부실업체 선정시 물류업무 사고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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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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