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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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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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채널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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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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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 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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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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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외식기
업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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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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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트너를 구할 수 없거나 직접 진출도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전략적으로 국
제 가맹점을 시범 점포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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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도 요인 조사항목 비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

프랜차이즈 등록 필수 여부

프랜차이즈 등록 시기

국가별 프랜차이즈 등록절차나 조

건에 차이가 있음

계약 관련 법률

계약시 고려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파트너 선정 주의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 유형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파트너 선정과 관리가 

중요

노동 관련 법률
현지인 채용 비중

노동법 및 고용법

법률 준수하지 않을시 처벌이 강한 

국가들이 있으므로 주의

세무 관련 법률
법인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

자금 송금 관련 사항
국내 송금시 세금 비중 확인 필수

수출입 관련 법률
수출할 식재료 및 물품에 

대한 점검 관세 관련 사항

원재료나 설비 등의 조달시 통관절

차나 인허가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브랜드 상표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해외진출 전 브랜드 및 특허, 홈페

이지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가 필요함

투자 관련 법률
외국인 투자 제한

기업설립 절차
진출 형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관련 법률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임대차 보호 관련 법률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외식 및 식품

관련 법률
식당개업절차

국가별 식당을 개업절차와 허가절

차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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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진출 FAQ

  (1)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자주하는 질문

Q. 해외 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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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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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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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참조

Q.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초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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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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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식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A. - 한식진흥원 : 해외 한식 교육 및 해외 진출 전문 인력 교육, 한식당 컨설팅 
등(한식진흥원 교육사업팀 02-6300-2052) 
- KOTRA :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13), 
지역 전문가 육성 과정 및 글로벌 마케팅, 해외전문인력 유치사업(KOTRA 해외
취업팀 02-3460-7384), 시장조사 등 대행(KOTRA 시장조사팀 02-3460-7598),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및 지식재산권 상담(KOTRA 지재권보호실 
02-3460-3356)
-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 프랜차이즈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프랜차이즈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전문가 양성(02-3471-8135~8)
- 특허청 지역 지식재산센터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해외출원 비용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및 IP 분쟁 초동 법률자문 
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02-2183-5825),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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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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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기업이 진출 국가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해외 바이어(파트너)
가 해당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음
▶ 「Ⅲ. 외식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1. 유리한 진출유형(방식) 선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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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나 조건, 기업설립 조건, 매장 인허가 조건 등 ‘시장 진
출 규제’,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안정적 기업 운영환경 등 ‘시장의 성숙도’, 한
류트렌드 등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인식 정도’, 진출국가의 외식시
장 현황과 소비자 현황 등 ‘시장의 규모’, 식재료 조달, 유통시스템 등 ‘물류조
달의 용이성’, 지리적 특수성, 할랄제도 등 ‘시장의 특수성’ 등이 있음
▶ 「Ⅱ. 국가 개요 > 3. 진출국가의 특수성』 참조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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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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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자주하는 질문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A.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 프랜차이즈 발전 청사진 5개년계획
(NFDB, the National Franchise Development Blueprint 2012-2016)을 발표하
여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과 정책 >  
가.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참조

Q.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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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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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
출전략』 참조

Q. 합자(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합자투자 진출 방식은 해외진출 단계 중 해외진출준비 단계와 해외진출확정 
단계, 해외사업관리 단계가 중요함. 합자투자 방식 역시 해외진출확정 단계에
서 ‘파트너 선정’과 ‘파트너와 계약’이 중요하며, 현지국가에서 기업설립과 운영
이 중요하며, 특히 사업 철수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함
▶ 「Ⅲ. 외식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3. 합자(합작)투자 방식의 진출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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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
출전략 >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참조
▶ 「Ⅲ. 외식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3. 합자(합작) 투자 방식의 진출전
략 > 합자(합작)투자 진출 성공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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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이 있어,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록(registration), 계약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
개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참조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실무 지원기관이며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산하기관이며 PNS 
(Perbadanan Nasional Berhad)가 있으며, PNS의 자회사인 Malaysia 
International Franchise Sdn Bhd에서 MyFranchise라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타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인 MFA(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 말
레이시아 투자 개발국 (MIDA)이 있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과 정책 >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조

Q.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A.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있음
- 프랜차이즈 법률( Franchise Act 1998 )
기타 관련된 법률로는 아래와 같음
- 고용법(Employment Act 1955)
- 경쟁법(AktaPersaingan 2010)
- 계약법(Contracts Act 1950)
- 상표법(Akta Cap Dagangan 1976)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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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 함. 해외 가맹
본부나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한 등록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도 가맹계약 체
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가맹본부는 계약 10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Q. 파트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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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계약체결 전 하는 양해각서(MOU)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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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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직원 순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현지인 고용이 어렵
고, 외국인 고용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참조

Q. 현지의 수입금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A. 외국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
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5. 세무 및 관세』 참조

Q.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상표법(Akta Cap Dagangan 1976)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상
표를 등록해야함
-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회원국(WIPO)으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
한파리협약과 문학·예술 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서명국임
- KOTRA의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및 지식재산권 상담(KOTRA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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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회사는 ① 현지 법인의 설립 또는 ② 말레이시아에 지점 설치 중 한 방
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외국회사는 1965년 회사법(CA)에 의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Form 13A
로 신청서를 작성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함
-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음(부미푸
트라)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참조

Q. 현지에서 식당을 개업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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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기이사 2명이 필요하며(이사의 국적은 말레이
인이든 한국인이든 관계 없음) 말레이시아 주소지가 필요함
- 식당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준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제반 업무를 수
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같은 ‘Secretary Company(SC)’를 통해서 법인
을 설립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인·허가에 필요한 라이선스-인테리어 라이선스, 식당 라이선스, 간판 라이선
스, 이슬람 율법으로 음주가 금지되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필요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Q. 물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JAKIM 할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유
제품군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이외의 식품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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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 개요

말레이시아 연방은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크게 말레이 반도 남부
의 “서말레이시아(반도 말레이시아)”와 보루네오 섬 북부의 “동말레
이시아”로 이루어짐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국가
이며, 이 중 서말레이시아에는 11개 주와 2개 연방자치령(쿠알라 

룸푸르와 푸트라자야)이, 동말레이시아에는 2개 주와 1개 연방 자치령(라부안)이 있음
말레이반도에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 살며,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와 사라왁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는 등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를 형
성하고 있으며, ‘신아시아'의 중심지이며, 빠르게 늘어나는 부와 산업개발로 동남아시아
에서 가장 현대화된 나라 중 하나임

◦ 공식명칭 : 말레이시아 연방(State of Malaysia)

◦ 위치 :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약 13만㎢)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왁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약 20만㎢)로 구성

◦ 면적 : 329,847㎢ 세계67위 (CIA 기준)

◦ 인구 : 약 32,042,000명 세계45위 (2018 통계청 기준)

◦ 수도 : 쿠알라룸푸르(행정수도 푸트라 자야)

◦ 정체 : 연방 입헌군주제 (Federated constitutional monarchy)

◦ 언어 : 말레이어(공식어), 영어(통용어), 중국어

◦ 종교 : 이슬람교(국교, 종교의 자유 보장), 불교, 기독교, 힌두교, 기타

◦ 인종 : 말레이인(50.4%), 중국인(23.7%), 원주민(11%), 인도인(7.1%), 기타(7.8%)

◦ 주요도시
  쿠알라룸푸르, 조호르바루, 이포, 샤알람, 프탈링자야, 쿠칭, 코타키나발루,
  쿠알라트렝가누, 믈라카, 알로르스타르, 미리, 조지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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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시장 현황

 가. 경제 현황 

  (1) 경제동향 

    ◦ 2018년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은 4.7%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1분기는 4.5%
로 전분기(4.7%) 대비 0.2%p 축소되었으며,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공공부문 투
자위축, 광업부문 생산 감소 등이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2-1 말레이시아 주요경제지표

[자료: IMF, kotra]

    ◦ 말레이시아 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대내적으로는 공공투자 위
축, 원자재 산업 부문 부진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으며, 주요 경제기관들은 말
레이시아의 2019년 성장률은 4.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2 주요경제지표

(단위: %)

주 요 지 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5.09 4.22 5.9 4.72

명목 GDP 십억 달러 301.79 297.83 312.39 347.29

1인당 명목GDP PPP, 달러 26,320.88 27,340.13 29,144.3 30,815.29

정부부채 % of GDP 57.877 56.183 54.123 55.101

물가상승률 % 2.1 2.08 3.8 1.0

실업률 % 3.15 3.45 3.425 3.225

수출액 백만달러 199,158.09 189,659.05 217,722.15 247,365.23

수입액 백만달러 176,010.96 168,429.88 194,749.64 217,470.6

무역수지 백만달러 23,147.13 21,229.17 22,972.51 29,894.64

외환 보유고 백만달러 94,038.2 93,129.68 100,938.15 99,911.32

환율 자국통화 3.91 4.15 4.3 4.04

구  분 2017 2018 2019

전 세계 3.7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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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 선진, 신흥시장 전망치 : IMF(2018. 7), 말레이시아 전망치 : IHS 
Markit(2018. 8) kotra]

 나. 외식시장 동향

  (1) 외식산업 현황

      1) 말레이시아의 식문화

       ◦ 말레이시아인은 하루 동안 적은 양의 식사를 함 (아침, 점심, 티타임, 저녁, 야참). 
전형적으로 점심과 저녁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기본 식단인 밥이고, 균형을 맞춘 고
기와 야채도 함께 섭취함

       ◦ 돼지고기는 본토 말레이시아인에게 금지되지만, 화교들은 이를 가장 좋아하며, 본
토 말레이시아인, 화교(비불교신자)와 인도인(비힌두교신자)은 소고기를 즐겨 먹음. 
닭고기, 해산물과 양고기는 모든 인종과 종교인들이 즐겨 섭취함

       ◦ 본토 말레이시아인은 매운 향이 짙은 매운 음식을 선호하며, 화교들은 덜 매운 음
식을 선호하고, 허브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즐김. 

       ◦ 말레이시아인들은 다른 인종들의 음식에도 익숙해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전통음
식을 먹고, 말레이시아 음식은 종종 다문화 사회 내에서 퓨전음식이 되곤 함

      2) 외식산업 현황

       ◦ 말레이시아에서의 식음료 사업을 위한 특정 장려책은 없지만, 국가에서 말레이시아
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착수되어, 2020년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이 말
레이시아 GDP의 9.4%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인들의 음식 소비는 합리적인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주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대다수의 인구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하지만, 이슬람교도를 포함하지 않는 식음료 아울렛이 있고, 
이곳은 주재료로 돼지고기나 술을 취급함. 

       ◦ 바쁜 스케줄과 높아지는 가처분 소득으로 인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노
동자들, 특히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는 대신 외식을 선
호함.  “mamak” 가판대와 길거리 가판대와 같은 음식점은 말레이시아 대부분
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고, 값싼 음식을 제공함. 

선진 시장 2.4 2.4 2.2

신흥 시장 4.7 4.9 5.1

말레이시아 5.9 5.1 5.1



- 30 -

  (2) 할랄 분야 현황

    ◦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기관(HDC), 
할랄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할랄 산업이 매우 활발하여,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국 내 무슬림 소비자와 수많은 할랄 기업을 기반으로 할랄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
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을 수립하여,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만들고,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말레이시아 전체 할랄 수출액은 420억 링깃 규모이며(약 100억 달러, 2016년 기준), 
이 중 말레이시아 진출 다국적기업들이 약 80%를 차지함.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
획(11th Malaysia Plan 2016-2020)에는 2020년까지 GDP에서 할랄 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을 8.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할랄 제품 수출업체
를 현재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늘리고, 수출규모도 500억 링깃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TIP >

◦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진출을 통해 20억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켓 테스트
가 가능하며 특히 말레이시아에는 고소득층 중동 관광객이 많아 자연스럽게 브
랜드 노출이 가능함

◦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 규정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
흥기관(HDC), 할랄 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할
랄 환경을 갖춘 국가임

◦ 할랄 인증취득 절차가 까다롭고 국가별로 인증이 혼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며, 할랄 시장 진출의 시험대로 말레이시아가 적절
함

2  외식관련 소비트렌드

 가. 소비 트렌드 

  (1) 최근 소비 동향

    ◦ 여전히 젊은 계층 중심으로 소비 증가 
       GDP가 매년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한류의 영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화장품 등 미용용품, 친환경제품, IT
기기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생활비의 전반적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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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금융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계 지출에 신중한 가운데 상당수
의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출을 높이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인구 구조의 변화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국가로 2019년 기준 말레이계 69.1%, 중국

계 23.0%, 인도계 6.9%, 기타 1.0%였음. 2040년에는 말레이계가 72.1%로 4.8%p 
증가하고 반대로 중국계는 20%로 4.5%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2010년 기준 유소년층(0~14세)이 27.4%, 중장년층(15~64세)이 67.6%, 고령층(65세 
이상)이 5.0%를 차지하던 것에서 2040년이면 각각 18.6%, 66.9%, 14.5%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유소년층·중장년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가 9.5%p 
증가하는 수치임

    ◦ 온라인 쇼핑객 증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2년 인터넷 이

용자가 66%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81%로 증가했으며, 스마트폰 보유율도 
2012년 40%에서 2017년 72.6%로 증가함. 이에 따라 2017년 인터넷을 통한 온라
인 쇼핑 매출은 2012년 대비 376% 증가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매출은 2012년 
대비 243% 증가함  

    ◦ '1인 여성 소비자'의 영향력 증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직장인 여

성들이 더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추세로, 독신 여성의 구매력 증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싱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
으며,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미 소비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음

    ◦ 직접 보고 구입하는 것을 선호, 온라인 식료품 구매는 느리게 성장
      일부 도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식료품 쇼핑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있지만 대부

분은 여전히 식료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기를 선호함

    ◦ 선선한 식품 선호 및 다이어트 관심 증가
      식품의 “신선함”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유통점인 하이퍼 및 슈퍼 등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음. 비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
고 있어, 유기농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2) 외식관련 소비 트렌드

    ◦ 정부의 현대화를 추진정책과 도시화 현상 등으로 말레이시아의 소비 트렌드는 아
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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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말레이시아 소비 트렌드

[자료:  Euromonitor, Mintel, Mastercard, aT]

    ◦ 시장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최근 말레이시아인들은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한 후, 식사를 준비할 시간과 에너지 

부족으로 집에서 보다 외식을 즐기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쾌적한 시설에서 쇼핑
과 외식, 건강관리 등을 해결하는 트렌드가 외식과 소매 매출을 늘리는 요인임

    ◦ 외식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하나의 확립된 문화이며 사회생활의 일부
      Nielsen Company가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외식습관에 관해 실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인의 67%가 적어도 매주 한번 외식을 하고 있으며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식사를 불문하고 외부에서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 말레이시아 외식시장의 ‘Full-Service Restaurant' 분야에서는 아시아 에스닉(Ethnic) 
레스토랑이 가장 인기가 높고 약 74%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음

      다문화 다인종 국가이자 화교의 힘이 강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중국, 일본, 
태국 등 의 아시아 요리는 다가가기 쉽고 거부감이 적은 음식임

    ◦ 프랜차이즈 사업이 국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패스트푸드(Fast 
Food)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항 목 구 분 내 용

도시화

세계화

편리성

인구의 도시 유입, 교육수준 향상, 도시생활양식 변화로 

Ready Meals, Frozen Foods, Canned Food, Prepared Meals 

등 매출증가

PB 상품
2008년 금융대란 이후, 경제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은 유명 브

랜드 보다 경제적인 PB상품도 선호함
Lifestyle

개념

젊은 층은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으로 유명브랜드를 선호하

고 선택하는 경향
유기농

식품

채소,과일

위주

건강인식 증가로 20-30% 높은 가격 허용. 대형 유통점 2005

년부터 유기농제품 판매.(SOM: Skim Organik Malaysia)
기능성

식품

기능성음료

위주

영양소 관심 증가 중. 라벨링 규정으로 관리 (현재 52개 영양

소 주장 허용)
환경

친화

제품

미개발

상태

환경 인식 아직 미약. 유기농, 무농약 등 구분 모호. 말레이시

아 주요 수출상품인 팜유가 반환경적이라는 NGO 지적에 정

부의 적극 정책 부재

Halal

제품

표준규격

완비

61%가 이슬람신자로 높은 관심. 세계시장의 선두지위 확보 

목표로 Halal규격 발표(2004년), 매년 Wolrd Halal Forum 개

최 말레이시아 Halal 시장규모 - USD84억 (Mintel)
IT

기술

온라인

쇼핑

인터넷 확충에 따라 성장 중. 말레이반도(동말레이) 및 보르네

오 섬(서말레이)라는 영토특징으로 시장 잠재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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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는 쇼핑몰 중심의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쇼핑몰 입점 및 점포 확
장이 유리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특히 더 각광받고 있음. 말레이시아 패스트푸드 업
계의 총 매출 중 치킨 체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 버거 체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달함. 

    ◦ 말레이시아는 특히 길거리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많은 말레이시아인이 간
이상점 및 포장마차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함. 여행 사이트 ‘버추얼 투어리스트’ 
기획의 ‘포장마차 요리가 맛있는 도시 베스트 10’에서 방콕,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
이시아의 페낭 주가 3위를 차지함

    ◦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종종 바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 그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몇몇 음식점은 집과 회사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형성된 건강한 식사 캠페인 등으로 인하여 많은 말레
이시아인 사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음. 이는 영양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음식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이 깨어나면서, 건강하고, 최소한으
로 가공된 신선한 음식과 유기농 식품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나. 한류동향 

    ◦ 말레이시아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며 개방 지향적인 대외정책으
로 K-POP, K-Wave, K-drama 등 한류가 유행하고 있음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식문화가 결합된 크로스 컬처 쿠진
(Cross Cultural Cusine)의 인기가 높음. '크로스 컬처 쿠진'(Cross Cultural Cusine)은 
단순히 음식간 결합을 넘어, 문화와 음식이 함께 담긴 요리를 뜻함

    ◦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K-POP 아이돌, 한국드라마 등 한
류와 한국 음식을 합쳐서 적극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음식에 Korea
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

    ◦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으며, 한식은 건강한 식단, 그리고 Halal 친화적 식품
으로 이해되고 있음. 특히 한국 닭고기 요리를 중심으로 한 Halal 인증제품들이 출
시되면서 한국의 육류가 포함된 식품들도 Halal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한류 붐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철저한 마케팅으로 한국 관련 제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TIP >

◦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해외문화를 적절히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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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국가의 특수성

 가. 사회 ∙ 문화적 현황

  (1) 인구현황 

    ◦ 말레이시아 인구는 약 32,042,000명으로 세계45위(2018 통계청 기준)임
       분기별 상황을 볼 때 말레이시아의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망률 

은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민족 국가
      2019년 기준 말레이계 69.1%, 중국계 23.0%, 인도계 6.9%, 기타 1.0%
      소비시장도 인종별로 분화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진출 및 사업진행에 있어서 식습

관과 직원채용 등에 있어서 민족 간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인당 GDP가 10,704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
하면 가장 소득수준이 높음

    ◦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최신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고 외식, 여가, 고급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많음

  (2) 정치적 상황 

    ◦ 2018년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최초
       로 61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마하티르 신정부 출범

    ◦ 과도한 對중국 의존도 축소 및 對한국·일본 경제협력 확대, 아세안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 다인종에 따른 국가통합 우선 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종 간의 조화를 유지하
       면서 급격한 개혁보다 점진적 변화를 통한 안정적 국가발전과 국민 통합이 말레이
       시아 국가의 최대 목표임

    ◦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주민의 영향 : 중국계는 전체 인구 중 22%를 차지하고 있으
       나 말레이시아 부(富)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중국계는 자신의 경제적 기득
       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말레이계의 정치권력 유지를 묵인하고 있음. 

    ◦ 부미푸트라(Bumiputra)(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지칭)정책 : 
       말레이시아계 국민 및 소수 원주민을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은 부미푸트라의 
       경제적 후진성을 끌어올려 말레이인과 중국인, 인도인의 민족 간 경제적 격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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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목표로 함
 

  (3) 사회ㆍ문화적 상황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이슬람교 계율에 반
하는 행동을 금하고 있음

      무슬림 신봉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관계로 할랄(halal) 인증제도와 돼지고기 사
용금지 등 식문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종교적 영향으로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소비
량이 많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종교로는 이슬람교(61%, 국교), 불교(20%), 기독교(9%), 힌두교(6%), 기타(4%)로 
기본적으로 민족 간 조화 있는 문화 발전을 도모함

    ◦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는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이며, 이는 말레이어가 표준
화된 형태임. 말레이어 외에도 영어 역시 상업과 공업에서 널리 쓰이며, 말레이시아 
내 중국계들은 중국어를 사용함

    ◦ 화교의 영향력이 큰 내수시장 
      전체 인구의 23%인 화교로 지칭되는 중국계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는 물론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경제권과도 연
계되어 있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 화교와의 유대 관계 형
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 

<TIP >

◦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ASEAN 지역의 중심에 있다는 이점 외에 무슬림, 화
교, 인도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영어가 통용된다는 점에서 대내외에 기
회가 많은 시장임

 나. 지리적 현황과 상권

  (1) 지역구분

    ◦ 말레이시아 연방은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크게 말레이 반도 남부의 “서말레
이시아(반도 말레이시아)”와 보루네오 섬 북부의 “동말레이시아”로 이루어짐. 

    ◦ 말레이반도에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 주로 살며,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와 
사라왁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으며, 서부 지역에는 중국계 비
중이 높고, 북동부 지역은 무슬림 비중이 높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민족 국가이므로 지역별 민족 구성도 현지 진출시 검토해
야함. 무슬림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할랄인증이나 제품에 알콜이나 돼지고기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외식 기업의 경우 문화적 유사성이 비교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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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가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입점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권적 특성

    ◦ 쇼핑몰이 상권의 핵심 : 말레이시아는 고온다습한 열대성기후로 연평균기온이 2
7℃이고 연평균 강수량이 2,410㎜에 이르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에어컨이 가동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는 쇼핑몰이 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정부의 경제개혁프로그램(ETP)에 따라 수도권의 개발과 함께 쇼핑몰 시설의 공급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쇼핑 공간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

      쿠알라룸푸르와 클랑밸리가 있는 수도권과 셀랑고르 주에 소득과 쇼핑몰이 집중되
어있으며, 새로운 쇼핑몰도 클랑밸리에 계속 건축되고 있음

    ◦ 인종과 종교, 소득에 따라 지리적으로 구분됨
      말레이계인 부미푸트라와 무슬림교를 믿는 주민의 분포도를 통해서 볼 때. 인종과 

종교의 분포도가 서말레이시아에서 지리적으로 거의 일치하며, 대체로 서말레이시
아 북서부 지역이 개발이 덜 된 곳이며 말레이계 부미푸트라와 무슬림이 많이 거주
하는 지역임

      소수자인 중국계는 국가 경제의 중심인 쿠알라룸푸르와 셀랑고르, 중간 경제력을 
보이는 조호르와 페락 주에 많이 살고 있으며, 중국계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소득이 높고,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상권이 발달해있음

    ◦ 전략적 위치 선정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쿠알라룸푸르와 쿠알라룸푸르 인근 
셀랑고르주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쿠알라룸푸르와 셀랑고르주에서 사업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르면 페낭이나 조호
지역으로 진출하고 더욱 성장하면 멜라카나 동말레이시아의 사바나 사라왁으로 
진출하게 됨

    ◦ 도시화 진전과 주별 도시화율 : 국가 전체의 급격한 도시화도 쇼핑몰 상권의 발달
과 무관하지 않음. 행정도시 푸트라 자야에 새로 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쇼핑몰을 
포함해서, 정부와 관광부에 의해서 말레이시아를 쇼핑의 종착지로 바꾸려는 국가변
환정책과 맞물려 쇼핑몰을 더욱 많이 만들어 가고 있음

  (3) 주요상권

구  분 지 역(주)

중국계

- 소수자 중국계는 국가경제의 중심인 광역쿠알라룸푸르 수도권에 거주

- 말레이 반도의 중부/서부지역 쿠알라룸푸르, 광역쿠알라룸푸르 지역, 

셀랑고르 주, 중간 경제력을 보이는 조호르와 페락 주 등

말레이계

- 다수계 말레이계는 주로 말레이 반도의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

수준이 낮고 지역개발도 미약함

- 켈란탄, 테랑가누, 파항, 케다 등



- 37 -

    ◦ 말레이시아 핵심 상권은 크게 10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주요 쇼핑몰은 수도권인 
광역 쿠알라룸푸르(Greater Kuala Lumpur)와 클랑 밸리(Klang Valley)에 집중되어 
있음(10개 지방자치단체 : 쿠알라룸푸르, 페르바다난, 푸트라자야, 샤알람, 페탈링자
야, 클랑, 카장, 수방자야, 셀라양, 암팡 자야, 세팡을 포함)

    ◦ 광역 쿠알라룸푸르(Greater Kuala Lumpur)
      광역 쿠알라룸푸르는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둘러 싼 수도권 권역을 말하며,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중심지 임
      대형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의 경제개혁프로그램에 따라 이곳에는 쇼핑몰 

등 각종 쇼핑과 여가 시설이 더욱 확대 공급되고 있음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는 단조로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락적인 요소와 

함께 외식과 소매 매장을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 클랑밸리(Klang Valley)
      쿠알라룸푸르와 교외를 포함하면서 셀랑고르 주의 도시와 마을에 인접한 영역임. 

쿠알라룸푸르 수도권 혹은 광역쿠알라룸푸르와 유사한 개념으로 말레이시아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임

<TIP >

◦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소득을 고려
한 상권선택을 하여야 함. 특히 한국과는 인종적 유사성과 유교와 불교문화를 공
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인이 거주하는 곳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계의 경제력 증대를 위해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을 정치, 
경제, 노동 등 각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근면성 등 인종적 차이로 쉽지가 않
으며 말레이계 국민은 국가정책에 의지하는 경향도 있음

 다. 할랄(Halal)제도 

  (1) 말레이시아의 할랄산업 육성 

    ◦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기관(HDC), 
할랄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할랄 산업이 매우 활발하여,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국 내 무슬림 소비자와 수많은 할랄 기업을 기반으로 할랄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
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을 수립하여, 말레이시아
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만들고,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는 계획임

    ◦ 말레이시아 전체 할랄 수출액은 420억 링깃 규모이며(약 100억 달러, 2016년 기준), 
이 중 말레이시아 진출 다국적기업들이 약 80%를 차지함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11th Malaysia Plan 2016-2020)에는 2020년까지 GD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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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할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할랄 제품 수출업체를 현재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늘리고, 수출규모도 
500억 링깃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JAKIM)은 현재 42개국 72개 할랄 인증과 상호 인정하고 
있어, 할랄 인증 획득을 통해 현지 무슬림 고객을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며 중동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타국으로의 확장성도 확보할 수 있음

표 2-4 말레이시아 할랄 비즈니스 통계 도표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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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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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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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의 세계시장 규모

      ◦ 세계 무슬림인구는 18억명(2019년)에서 2030년 22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특히 무슬림 주요 국가의 인구비중은 젊은 층의 증가속도가 다른 선
진국의 속도의 2배로 2030년 무슬림의 연령 중간값은 3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소비 증가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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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의 경우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이하 KMF)에서  
   할랄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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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 - JAKIM(The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 JAKIM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 기관임.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식품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업무는 1974년 수상실 산하의 이슬람 종교부BAHEIS가 말레이
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할랄 인증은 할랄 로고가 새겨진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할랄 검토 기관으로 지정한 일함 다야
Ilham Daya 에서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함

    ◦ 2002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28개 직책으로 구성된 JAKIM의 식품 및 이슬
람 소비자 제품부(Food and Islamic Consumer Products Division)에서 모든 할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했으며, 2005년 11월 17일에는 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무슬림 인구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공공서비스부처
(Public Service Department of Malaysia)에서 165개 직책으로 구성된 할랄허브
부(Halal Hub Division)를 새롭게 구축함

    ◦ JAKIM은 할랄 인증 역할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이슬람 협회MKI를 통해 이슬람
에 대한 협회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이슬람 법 제정 및 표준화 또는 파
트와(Fatwa) 이슬람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종교적 유권해석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슬람 전문가 육성, 이슬람 학교를 통한 교육 개발, 코란 
및 하디스(Hadith) 마호메트의 언행록 교육 등 이슬람 전반에 걸친 교육 개발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정부 부처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출처: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 http://islam.gov.my/en/jakim-functions)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소요기간은 6~9개월 정도이며, 할랄 인증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8월 현재 6,736개 업체의 7만8,767
개 제품이 JAKIM 할랄 인증을 획득

    ◦ JAKIM에서는 전 세계 32개국 56개 기관을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승인해 말
레이시아 할랄 인증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한국의 할랄인증기관인 한
국이슬람교중앙회(KMF)도 2013년부터 JAKIM 승인 해외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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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의 할랄 인증 마크 JAKIM & KMF>

    ◦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 JAKIM에 원재료를 공개하면 식품 제조의 비법이 공개되
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으나 JAKIM에서 요청하는 것은 제품의 원재료이지 
원재료의 배합비율이 아님

    ◦ 말레이시아에서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수행하는데 있어 할랄인증이 필수적인 것
은 아니며, 중국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할랄인증 없이도 단기간 사업이 가
능함.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외식 프랜차이즈는 중장기적
으로 할랄인증 추진 필요함

    ◦ JAKIM의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TIP >

◦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
  홈페이지 : www.islam.gov.my
  인증부서 :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 할랄 신청팀)
  전화번호 : +60-3-8892-5090
◦ 말레이시아 인허가 등록절차 홈페이지: www.halal.gov.my (할랄 말레이시아) 

공식 말레이시아 할랄포탈

  (4)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 할랄법(Halal Act) : 말레이시아를 할랄 시장의 허브로 만들 목적으로 할랄법(Halal 
Act)을 2012년부터 시행. 할랄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화
장품 등에 부착되는 할랄인증은 연방정부 산하의 이슬람개발부(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와 JAKIM이 공인한 56개의 해외 할랄인증기관에
서 발급한 인증이어야 함. 이외의 기타 할랄 로고를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할랄 표
시를 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됨

    ◦ 상호주의로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을 받으면 JAKIM의 할랄 인증기관이 있는 국가
로 수출이 가능함. 우리나라 국내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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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중동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할랄 산업표준을 제정하는 말레이시아 (Malaysian Standard on Halal Food(MS 
1500:2009) :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말레이시아 스탠다드가 국제적으로 홍보 되
어, 미주, 유럽, 중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과 권역별 국가에서 인정되기를 희망하
고 있음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기관인 JAKIM,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를 할랄인증 기관
으로 교차(상호)인정

      국내 유일의 할랄인증 기관인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는 JAKIM이 인정한 할랄인증 기관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업무를 수
행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한 제품 단위의 인증이 이루어짐. KMF의 할랄인증 
절차는 크게 인증신청, 검토 및 평가, 승인 및 인증 3단계로 나누어짐

<TIP >

◦ 한국 할랄인증기관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전 화 : 02-793-3966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2-21 한국이슬람교 (할랄담당자 앞)
  홈페이지 : www.koreaislam.org
  주요업무 : 할랄인증기관으로서 업체의 의뢰를 받아 할랄 인증 업무 수행

  (5) KMF 할랄인증 신청시 참고사항

    ◦ 주의사항
     ①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1년 동안이며 1년 단위로 갱신
     ② 할랄인증 후 6개월 후 중간 모니터링을 행하며 할랄 생산관리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 될 경우 할랄인증 취소가 가능
     ③ 한국이슬람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할랄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면 중간 모

니터링의 대체가 가능
     ④ 공장 내 이슬람율법에 의해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섞여 함께 사용된다면 할랄 인

증이 되지 않음
     ⑤ 원료입고에서부터 공장 내 생산라인(제조, 운송, 저장)은 할랄 전용이어야 하며 다

른 생산라인과 분리 되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없어야 함
     ⑥ 식용기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식물의 기름과 이슬람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동물의 기름만을 인정
     ⑦ 제출한 서류에 변동사항이 발생할시,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할랄식품생산에 적절하

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랄인증이 취소 될 수 있음.
     ⑧ 할랄인증서 발급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서와 검증받은 분석기관의 데이

터를 요구할 수 있음.
     ⑨ 하청업체에서 공급받는 원료 또한 모두 할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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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로 인정하는 동물성 원료
     ① 한국이슬람교는 국내외에서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동물을 이용한 원료

나 성분은 일체 할랄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수입 동물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에 해외 할랄인증서 공인발급기관에서 

발행한 할랄인증서를 첨부하는 경우 확인절차 후 인정할 수 있음
     ② 모든 수산물은 처리과정 중 그 어떤 동물성 원료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할랄로 인

정함. 다만, 방사능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③ 알코올과 바닐라 향은 0.5%이내, 카민 또는 코치닐 색소는 0.6%까지 할랄로 허용

    ◦ 협조사항
     ① 재발급인 경우는 기존 할랄증명서 복사본 제출
     ② 성분분석표(식약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인증된 서류)는 기초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과 제품 구성성분에 대한 각각의 요소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③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④ 할랄 인증료
       가. 최초1개 품목 : 50만원+할랄 제품의 Invoice상 수출금액의 0.1% 저작권료
       나. 한 품목 추가당 30만원+할랄 제품의 Invoice상 수출금액의 0.1% 저작권료
          (예 : 5품목 할랄 인증 신청시, 50만원+120만원(4품목 추가)+0.1% 저작권료)
       다. 0.1%의 할랄 저작권료는 할랄 인증증명서 재발급시 정산함.
     ⑤ 인증서 발급기간 : 서류 접수 후 1개월가량 소요되며, 품목에 따라 그 이상 기간

이 소요될 수도 있음
     ⑥ 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6) JAKIM 할랄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 에이전트를 통한 JAKIM 할랄신청
      - 신청과 관련된 연락활동은 말레이시아의 에이전트를 통해 실시
      - 에이전트가 JAKIM 심사원의 출장과 현장심사에 동행
      - 에이전트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제공

    ◦ JAKIM 할랄 인증 신청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홈페이지(http://apps.halal.gov.my)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 감사/보고 → 승인/인증의 3단계로 진행, 인증 조건 및 절차 준수 시 

약 6~9개월 소요
      - 유효기간(2년) 만료 이전에 재승인 신청 후 동일한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쳐 

인증 기간연장
      -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을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JAKIM에 서

면 보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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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절차도

증빙서류접수

미비 ▼

신청기각 ◁ 서류평가

▼

청구서

▼

수수료 지불

▼

심사일정 확정

불충족 ▼

시정조치 ◁ 현장심사 ▷ 샘플채취 ▷ 예

▼          ▼  충족   아니오 ▼ ▼

재검사 ▷ 심사보고서 ◁ 화학부

불허 ▼

신청기업에 통보 ◁ 인증심사위

         ▼  승인

할랄인증서 발급

[자료: 주요국 할랄 인증안내서, 2016.01 식품의약품안전처]

<TIP >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 자료를 참
조 바람

  : 『2015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시장 진출가이드(Malaysia Halal Food Martet)』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아세안 할랄시장 허브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연구』 - 
2018년 55호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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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식기업의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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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에서는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법률( Franchise Act 1998)이 있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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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랜차이즈 등기
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등록 관
련 적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제재 조치가 있으며 심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이 불허되기도 함

       ③ 계약법(Contracts Act 1950)에 따라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서명하기 
최소 10 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개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④ 상표법(Akta Cap Dagangan 1976)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상
표를 등록해야함

      2) 기업설립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①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
기관(HDC), 할랄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할랄산업이 매우 발전하였으
며,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할랄인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업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인증이 필요함

       ②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을 위한 규제제도가 존재하여 진출 전 제한
업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함.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으며, 정부 입찰 참여시, 외국기업 단독으로 정부 
사업을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말레이계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현지기업으로부터의 하청 및 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참
여해야 함

       ③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외국인 투자제한제
도가 병존함.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투자세액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 ITA)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지만, 노동
집약산업의 제한, 외자기업 규제 업종 등 자국사업의 보호를 위한 제한하고 
있음

      3) 현지운영 관련 법률과 제도

       ①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인상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
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②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이슬람교 계율에 
반하는 행동을 금하고 있음

          JAKIM 할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유제품군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이외의 식품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

          무슬림 신봉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관계로 할랄(halal) 인증제도와 돼지고
기 사용금지 등 식문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종교적 영향으로 말레이시아는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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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소비량이 많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③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회원국(WIPO)으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
한 파리협약과 문학·예술 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서명국
임. 또한 지적재산권관련 거래 협약, 특허 협력조약, 비엔나 협약에도 서명
을 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와 해외투자자들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현지시장 및 문화적 측면

      1) 경제 및 외식산업현황

       ①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의 내수시장 장악.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전체 상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교와의 유
대관계 형성이 시장 진입의 핵심 요소

       ② 동남아시아 시장의 ‘Test-Bed’.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의 
중소득국가로 ASEAN 역내에서 중산층이 잘 발달한 지역이며, 글로벌 트렌
드를 적극적으로 흡수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의 ‘Test-Bed’역할에 최적인 국가임

       ③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로 글로벌 기업 진출 활발. 전체 인구 3,200만 명에 비
해 대외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ASEAN 국가들
에 비해 양호해서, 각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ASEAN 시장 공
략의 전초기지로 활용

       ④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함
          외국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

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나 수용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
           – 투자 분쟁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

쟁해결의 보장

       ⑤ 말레이시아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며 개방 지향적인 대외정
책으로 K-POP, K-Wave, K-drama 등 한류가 유행하고 있음

       ⑥ 할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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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구통계 및 정치 ∙ 사회 ∙ 문화

       ① 인종과 종교, 소득에 따라 지리적으로 구분됨

       ② 인력부족. 잦은 직원 순환으로 인한 문제는 말레이시아 음식 서비스 사업자
들, 특히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흔한 현상이며, 다른 직업을 위해 짧은 기간 
내에 직장을 떠남. 게다가, 지역 직원들은 적은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높은 
임금과 혜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③ 많은 음식 서비스 사업자들은 음식 아울렛에서 일할 지역 직원들을 대신해
서 외국인 이주자를 고용함. 이런 외국인 노동자는 현지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더 오랜 시간 일을 하지만, 음식 서비스 
사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도록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음

       ④ 작은 내수시장 규모, 노동력 부족, 낮은 생산성과 높은 최저임금

       ⑤ 쇼핑몰이 상권의 핵심. 말레이시아는 고온다습한 열대성기후로 연평균기온이 
27℃이고 연평균 강수량이 2,410㎜에 이르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에어컨이 가
동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는 쇼핑몰이 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3) 프랜차이즈 시장

       ① 1992년에 정부 차원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협력개발부에 소관 부서를 설치
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고, 1994년에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 MFA)가 설립함

       ②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랜차이즈 발전 청사진 5개년계
획(NFDB, the National Franchise Development Blueprint 2012-2016)을 발
표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2) 적합도 조사

      ◦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법률이 있어,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계약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가?

<어려움> <수월함>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 합작투자,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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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규제가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외국인 투자제한제도가 병존함

      ◦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을 위한 규제제도가 존재하여 진출 전 제한업
종이 있으며,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회원국(WIPO)으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문학·예술 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서명국

      ◦ 지식재산권 보호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 K-POP, K-Wave, K-drama 등 한류가 유행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전체 상권의 절반 이
상을 차지

      ◦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의 중소득국가로 ASEAN 역내에서 

진출국의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은가?

<높음> <낮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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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사항이 있는가?

<있음> <없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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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잘 발달한 지역이며,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흡수함

      ◦ 전체 인구 3,200만 명에 비해 대외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비즈니스 환
경이 다른ASEAN 국가들에 비해 양호해서, ASEAN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
용 가능

      ◦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랜차이즈 발전 청사진 5개년계
획(NFDB, the National Franchise Development Blueprint 2012-2016)을 발표
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부미푸트라 등의 제도로 인하여, 현지 직원의 잦은 이직, 적은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높은 임금과 혜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직원구인이 어려움

      ◦ 외국인 이주자를 고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
한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함

      ◦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며, 투자 분쟁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이 보장됨

진출국의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은가(매장의 서비스 질 유지)?

<높음> <낮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노무, 세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가 안정적인가?

<불안정> <안정>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시장의 성숙도가 높은가(부패정도)?

<낮음> <높음>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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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의 ‘Test-Bed’역할에 최적인 국가임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유제품군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이외
의 식품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

  (3) 종합 평가

     ◦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득금, 자본 및 기
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는 등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의 중소득국가로 ASEAN 역내에서 
중산층이 잘 발달하였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의 ‘Test-Bed’역할에 최적임

     ◦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프랜차이즈 법률이 있어, 프랜차이즈 등록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계약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개문서를 제공하는 
등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제도가 있는 반면 규정을 준수할 경우 안정적으로 프
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음

     ◦ 다만, 할랄인증기관(JAKIM)이 활성화되어 있어 물류공급이나 원부재료 조달이 
어렵고,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이 시행되어 회사의 지분제한이나 업종제
한이 있고 현지인 고용의 어려움이 존재함

유리한 진출방식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합자(합작) 투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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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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25%지만, 전체 상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영향이 큼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경우, 외식 취향이 우리와 비슷하여 진출 초기 중국

계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안정적 방식임
  : 프랜차이즈 실무 지원기관이고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산하기관인 

PNS(Perbadanan Nasional Berhad)의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영향력
이 매우 크고 프랜차이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진출시 활용
할 필요성이 있음

   전문가 의견 

  ※ PNS를 통한 성공적 진출 방식 
  (1) 말레이시아 Perbadanan Nasional Berhad(PNS)와의 협약체결
 
     ◦ PNS는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주도 할 권한을 가진 재무

부장관 소속 기관
     ◦ PNS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전문성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가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프랜차이즈 기업 및 프랜차이즈를 위한 안내 및 특별 계획을 제공
하고,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말레이시아에 소개하고 있음

     ◦ 현지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에 판매함

  (2) PNS와 협정을 체결 후 진행 사례

     ◦ 프랜차이저의 모집과 교육
     ◦ 프랜차이저의 사업 비용에 대한 대출(90%)
     ◦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저의 관계 중개를 목표로 현지 회사와 계약을 함

     ◦ 말레이시아에서의 중화권 사업자의 상권장악 방지와 토종 말레이시아인
의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3대 이상 순수 말레이시아 인종인 
경우에만 상기의 조건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한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현지 
회사와 계약 

     ◦ 진행과정
       - PNS를 통하여 B사의 사업모델에 긍정정인 40명의 말레이시아인을 모

집하여 가맹점을 개설
       - PNS로부터 3개월 이내 10%의 투자금을 받아,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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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을 개설
       -  약 1년간 준가맹점주를 점장으로 직영점을 운영(점장 월급 본사 지급)

     ◦ 문제점 발생
       - PNS를 통하여 10%의 투자금을 받아 나머지 투자금을 본사가 선 투자 

함으로써 초기 과다한 투자금 발생
       - 약 1년에 걸친 직영점 유지로 매장의 손익을 본사가 감당(적자 매장 증가)
       - 운영을 맡긴 준가맹점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행위
       - 준가맹점주가 모든 사업운영의 책임을 본사에 돌리며, PNS를 통한 압

력 증가
       - 사업 철수

  (3) 시사점
  
     ◦ PNS를 통한 가맹점 모집, PNS를 통한 대출지원은 우수한 가맹조건임
     ◦ 단 매장의 개설과 PNS 투자금의 조속한 입금이 되지 않고, 1년 간 사업

의 성패를 본사가 책임진다는 항목은 극악조건이었음
     ◦ 또한 이슬람 교도의 도덕적, 무책임함, 게으름 은 외식사업을 성공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선 강력한 교육과 슈퍼바이징이 필요함

   전문가 의견 

 ※ 쇼핑몰 중심 사업의 위험성 (전문가 의견)

  (1) 동남아 시장에서의 쇼핑몰의 상징성

     ◦ 동남아에서의 화교재벌들의 사업 방향은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음

     ◦ 부동산의 확보한 저금리의 자본으로 쇼핑몰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 및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화교자본의 일반적인 사업구조임

     ◦ 특히 싱가포르 재벌, 말레이시아 재벌은 대부분 화교계통의 재벌이 경제
를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일 기업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진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특히 화교상권의 장악이 두드러진 국가이며, 싱가포르와 
매우 흡사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 상권임 

     ◦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쇼핑몰 상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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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략

※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시 단계별 중요해당 내용
                                             ※중요해당 내용  표기

해외
진출
준비

◦ 진출검토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한 검토

◦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 형태 탐색

현황 점검을 통한 해외 사업 목표 수립 및 인력 구성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4가지 진출 형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 기초조사
  해외 진출 사업 계획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해외사업의 경쟁력검토 ∙ 재무계획을 통한 사업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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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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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준비

  (2) 쇼핑몰에서의 외식사업
 
     ◦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요 상권에 과다한 쇼핑몰이 진출되어 있음
     ◦ 싱가포르와 유사한 유명 브랜드 외식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음
     ◦ 문제점은
       - 싱가포르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의 개인별 소득차와 쇼핑몰의 유입 고객 

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쇼핑몰에서의 외식업체가 수익을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 구조임
       - 또한 쇼핑몰 진입에 대한 차별이 있으며 브랜드력이 없는 업체는 임대

면적당 임차료가 고가이며, 개인에게는 쇼핑몰에서의 임대를 대부분 주
지 않음(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리스크 있음)

       - 쇼핑몰도 과다 건설되어 고객 유입 수, 고객의 객단가가 균일하지 못하
고, 쇼핑몰마다 이 간격이 매우 크므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포 확대에
는 많은 리스크가 있음

  (3) 쇼핑몰 사업의 대책

     ◦ 쇼핑몰 진입은 사업 파트너의 POWER에 전적인 능력이 필요함. 프랜차
이즈 계약 파트너의 사회적 지위, 파워에 따라, 쇼핑몰 진입이 결정될 수 
있음

     ◦ 대표적인 쇼핑몰만 오픈하여, 브랜드력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고, 그 밖의 
사업 주체는 로드샵 중심으로 상권 진입하여야 함

     ◦ 쇼핑몰 사업 모델을 소형매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점, TAKE-OUT, 
Delivery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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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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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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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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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해외진출 유형에서 현실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국의 시

장조사부터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보다는 해외 파트너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방문하거나 접촉해오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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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항목

  (2) 단계별 핵심 key

      1) 내부역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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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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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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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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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 진출 검토
◦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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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개괄적인 조사

◦ 해외 사업의 경쟁력 검토 및 재무 계획을 
통한 사업 계획서 작성

4 지식 재산권 취득
◦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도메인 관련 

지식 재산권 취득

상표권 등 지

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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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인증 제품의 공급기반과 인증/관리
   2. 동,서로 나뉘어진 말레이시아의 진출 방안(先 본토, 後 서 말레이시아)
   3. 사업모델 구상 : 쇼핑몰형, road shop용을 구분하여 사업모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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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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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1. 유리한 진출유형(방
   식) 선정』 참조

      4) 사업계획서 작성 

       ◦ 해외 진출 사업 검토
          - 외적요인 검토
          - 내적요인 검토

       ◦ 재무계획
        ① 비용 분석
           - 자금 조달 계획에 앞서 현실적인 소요 비용이 책정되어야 자금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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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 특히 단기적으로는 자금 회수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함

           - 단계별 예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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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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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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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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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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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조사 비용

6 적극적 파트너 탐색

해외 출장 비용

박람회 및 설명회 참여 비용

파트너 탐색 업체 이용 비용

통역 비용

7 파트너 선정
해외 출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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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현지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대행 업체 이용 비용

법인 설립 비용

11
운영 매뉴얼 및 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및 번역 비용

현지 운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비용

12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수출 대행 업체 이용 비용

식재료 및 물품 승인(검역) 비용

수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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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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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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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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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 진행 

항목 내용

1 사업 개요

해외 사업의 목적과 목표

해외 사업 추진 배경

사업 타당성 및 방향성

2 조직 및 인력

조직도 및 인력 구성

경영진 현황

채용 및 관리 현황 및 계획

교육 현황 및 계획

3 사업 전략

브랜드 경쟁력

해외 사업 전망

수익 모델 구축

단계별 사업 전략 수립

4 재무 계획

재무 현황

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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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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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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파트너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경우, 경제적 영향력도 

많고, 우리와 외식 취향이 비슷하여 부미푸트라(Bumiputra)(땅의 자손이라는 뜻
으로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지칭)보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사업진행에 유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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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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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업체 물색/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 Term Sheet 전달 > 계약 조건 협상 - 
계약 체결 (소요 기간 약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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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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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10 현지 법인 설립
◦ 직접 진출 및 합자(합작) 투자 진출에 대

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관

련 법률

프랜차이즈 관

련 법률

11 입지 선정 ◦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부동산관련 법

률
12 해외본부 운영매

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
뉴얼 제공

◦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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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조사

       ◦ 1차 시장조사 : 1차 현지 시장 조사는 목표 시장이 사업성이 있을지를 파악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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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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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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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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 
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승인을 득해야 함.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랜차
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3년간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
인 규정을 시행을 시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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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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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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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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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3. 합자(합작) 투자 방
식의 진출 전략 >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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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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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 5,000~
10,000만원

미만

10,000~
15,000만원

미만

15,000~
20,000만원

미만'

20,000~
25,000만원

미만

25,000~
30,000만원

미만

30,000만원 이상

18.6 21.2
17.7

9.7
2.7

8

22.1

2016년 2017년 2018년

[참조. 2018 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현지개업 준비단계
   전문가 의견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 현지에서 운영은 파트너나 현지기업이 맡기 
때문에 기업설립이나 운영, 점포개설 등 현지개업 단계가 다른 진출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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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항목

  (2) 단계별 핵심 key

      1)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계획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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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3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
의 시스템 구축

◦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수출입관련 법

률

표 3-1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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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partner) 또는 바이어(buyer) 직접 접촉하여 오는 경우

                                             ※중요해당 내용  표기

해외
진출
준비

◦ 파트너 직접 접촉해옴
   파트너 기준 구축

해외 파트너가 직접 본사로 방문 또는 메일 등으로 접촉

파트너의 재무상태나 해당 국가에서 사업역량이나 경험, 기

업마인드, 본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계약의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APPLICATION 등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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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 Background 확인

◦ 현지 시장 조사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현지 프랜차이즈-지식재산권 관련 기본 조사 진행 

현지 시장 서면 조사 / 현지 공관 등을 활용한 조사 진행 

해외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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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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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 1단계 계약 체결 비밀 유지 계약서 및 양해 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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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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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진행  

현지
개업
준비

◦ 현지 사업 계획 수립 

현지 시장 조건에 맞춘 사업 계획 수립 작업 지원  

- 매장 위치 선정 작업 

- 인테리어 컨셉 개발 

- 사업 운영 타당성 검토 

◦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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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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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외진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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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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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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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단계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 투자방식과 유사함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

BBQ 치킨

  (1) 기업현황 

◦ 기업명 : 제너시스 BBQ그룹

◦ 업  종 : 치킨

◦ 홈페이지 : www.bbq.co.my

◦ 진출일 : 2009. 9(사업허가 발급일 2007. 10)

◦ 진출방식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 현지 매장수 : 16개(KL : 12개, 보루네오 : 4개)

  (2) 해외 진출 
    ◦ BBQ는 2006년 중국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57개국과 계약을 맺고 2019년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 300여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 2008년 싱가포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런칭 후 말레이시아 직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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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 2010년 말레이시아 내에서 가맹점까지 확장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정책  

   의 변경 등의 사유로 말레이시아 사업 철수 
      ◦ 2011년 말레이시아 재진출 

   □ 진출방식
      ◦ BBQ 치킨은 2007년 싱가포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한 이후에   

   그해 8월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직영점을 오픈하였음.  
      ◦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PNS(Perbadanan National Berhad)의 후원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2008년에 쿠알라룸푸르 Putra World    
   Trade Centre에서 진행된 ‘제너시스 BBQ’ 창업설명회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인이 약 2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기도 하였음.  

      ◦ PNS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창업 및 투자에 관심이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및 업체 연결, 창업 지원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08년 1월에는 말레이시아 PG(Prisma Gerimis)그룹과 아시아퍼시픽   
   지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   

      ◦ PNS의 부미푸트라 정책(창업 자금의 90%까지 대출)으로 가맹점이 15  
   개까지 급격하게 확장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폐점율이 높아지  
   면서 가맹점이 3개까지 줄어들어 결국 철수하게 됨.    

      ◦ 2011년 말레이시아에 재진출을 하면서 현지 법인 설립을 하면서 할랄  
   인증 등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으로 가맹사업 활성화 

   □ 진출전략
      1) 철저한 현지화
       ◦ 쿠알라룸푸르 내에 직영점을 2년여간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내 할랄  

    인증기관인 자킴(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음. 
       ◦ 소스와 파우더를 제외한 모든 원부자재의 현지화를 통하여 맛의 현지  

   화를 시키고, 최고의 닭고기 요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냉동 닭이 아닌  
   신선한 냉장 닭을 사용하여 현지인에게 선보임. 

       ◦ 순수 한국식 치킨 외에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말라 핫 치킨, 강남스  
    타일 치킨 등 현지인에게 맞춤형 메뉴를 지속적으로 출시함.  

       ◦ 떡볶이, 튀김떡볶이 등의 한류관련 메뉴도 출시함

      2) 출점전략
       ◦ 말레이시아 경제 인구의 상위에 해당하는 인구가 몰려있는 KL지역(12  

    개)과 보루네오 섬(4개)을 기반으로 출점하고 있으며, 비비큐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후에 다시 대도시로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특성에 맞춰 대형 몰 위주의 출점을 진행하고 있음. 

      3) 내방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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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말레이시아의 매출형태는 입점 형태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점 60% + 배달 30% + 포장 10% 로 구성.

       ◦ 고객은 말레이시아인 85~90%이며, 한국인과 외국인은 비중은 10% 내  
   로 분포됨

      4) 마케팅 전략
        ◦ BBQ 말레이시아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인 GMS의 도입
          GMS란 “Genesis Marketing Strategy”의 약자로서 ‘점포 중심으로 브랜  

   드 파워를 Making하여 매출을 올리는 Local Marketing’ 임
       ◦ 전단지 배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장마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
       ◦ 케이터링 서비스 시행. 말레이시아 생산업체/한국 생산업체를 대상으  

    로 케이터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 >

Gong Cha 

   (1) 기업현황 

◦ 기업명 : Gong Cha

◦ 업  종 : 버블티 ◦ 홈페이지 : www.gongcha.com.my

◦ 국  적 : 대만

◦ 현지법인명 : Teafe (M) Sdn 

◦ 현지법인 설립일 : 2011 ◦ 자본금 : RM2,000,000

◦ 투자금 : 100% 외국인 투자기업

◦ 진출방식 : 마스터 프랜차이즈

◦ 현지 매장수 : 약761개

  (2) 기업소개 
     ◦ 공차는 바칠공(貢), 차차(茶)의 뜻으로 중국 황실에서만 맛 볼 수 있던 프  

  리미엄 퀄리티의 차(茶)를 바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대만은 차나무  
  가 자라기에 최적의 기온과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황실에 최  
  고급 차 잎을 생산했던 지역으로서 중국 황실에 진상하던 대만의 프리미  
  엄 차를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함. 

     ◦ 2006년 대만 가오슝에서 설립된 밀크티 전문 브랜드로서 2009년 홍콩을  
  시작으로 하여 2011년 한국과 호주에 진출한 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마카오, 필리핀 등 2019년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 진출하여 1,500  
  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한국의 유니슨캐피털이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공차의 한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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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공차 코리아를 600여억원에 인수한 뒤, 2015년에 일본까지 진출하여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음.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대만 본사까지 인수하였음.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및 방식
     ◦ 1990년대 후반부터 버블티 음료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Chatime  

  브랜드를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던 Bryan Loo에 의하여 2011년에  
  말레이시아에 소개됨. 

     ◦ 이후 Teafe(M) Sdn Bhd라는 회사와 대만 본사가 2011년 RM 2,000,000  
  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4월에 쿠알라룸푸르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말레이시아의  
  주요 몰에 입점하게 되어 현재 40여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 진출전략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0년 초부터 버블 밀크티 선풍이 불어 공차를 비롯  

  하여 Chatime 등의 프랜차이즈와 독립적으로 창업한 매장들이 우후죽순  
  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음. 

     ◦ 공차의 말레이시아 파트너사인 Teafe(M) Sdn Bhd은 처음부터 공차의 말  
  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저를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여 말레이시아내에  
  서 가장 잘 알려진 버블 밀크티 브랜드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최고   
  품질의 정통 버블티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  
  었음. 

     ◦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Teafe(M)   
  Sdn Bhd는 철저하게 쇼핑몰 중심으로 매장을 오픈하였으며, 현재 말레  
  이시아 내의 주요 쇼핑몰에 대부분 입점이 되어 총 40개의 매장을 운영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현지 방속국과 영화 등에 많은 스폰서를 유지하고, 인터넷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할로윈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계절별로도 출시하고  
  있음. 

     ◦ 공차 본사가 한국 기업에 인수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유명 배우인 “이승기”를 공식 모델로 하였으며, 말레이시  
  아 현지내에서 팬 미팅 투어를 하는 등 공격적인 한류 마케팅을 진행하  
  고 있음.     

     ◦ 참고적으로 2017년에 한국의 유니슨코리아가 대만의 공차 본사를 인수  
  하게 되자, 싱가포르의 마스터 프랜차이지인 Rodneu Tang은 공차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하고, 싱가포르 내에 있는 80개 매장을   
  Liho라는 브랜드로 바꾸었음. 이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중요  
  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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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자(합작) 투자 방식의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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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해외진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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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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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사업 ◦ 세무 및 자금송금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수익송금

◦ 가맹점모집 및 계약 가맹점 출점계획 및 계약과 가맹점관리

관리 ◦ 철수 및 폐업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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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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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전문가 의견 
◦ 자국민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소매업 분야에서 개인사업자로 외국인 진출은 

불가능하여 법인으로 진행해야 함
◦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이 70%로 제한되어 있으며, 잔여지분

에서도 인종간 지분을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직접진출 보다는, 마스터 프
랜차이즈나 합자(합작)투자 방식이 바람직함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 진출 검토
◦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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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개괄적인 조사

◦ 해외 사업의 경쟁력 검토 및 재무 계획을 
통한 사업 계획서 작성

4 지식 재산권 취득
◦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도메인 관련 

지식 재산권 취득

상표권 등 지

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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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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2.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전략 >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참조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전문가 의견 
◦ 진출 초기에는 쇼핑몰 입점이 유리하지만, 입점이나 수익창출이 어려워 가능

한 로드샵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에 교육과 매장운영을 위하여 한국 직원의 말레이시아 상주가 필요하며, 

이 경우 체류를 위한 비자나 비용, 언어 등을 사전에 파트너와 협의하여 결정
해야 함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5 해외사업 홍보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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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차 현지 시장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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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트너 기준

  적극적 파트너탐색

◦ 파트너 탐색에 앞서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기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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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파트너 선정 ◦ 마케팅 계획, 재무 상태 등의 검토를 통 파트너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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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시장조사

      2) 파트너 선정

      3) 파트너 계약 체결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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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1호점 입지의 선정

       ◦ 점포의 선정과 계약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한 파트너 선정
◦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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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10 현지 법인 설립
◦ 직접 진출 및 합자(합작) 투자 진출에 대

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관

련 법률

프랜차이즈 관

련 법률

11 입지 선정 ◦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부동산관련 법

률

12 해외본부 운영매

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 운영을 위한 매
뉴얼 제공

◦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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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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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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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매뉴얼임. 기본적으로는 국내 가맹 본부의 
매뉴얼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성하여, 일부분을 현지 사정에 맞게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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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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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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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번역 및 보안
          - 일반적으로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은 영문 번역본으로 준비함.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등록이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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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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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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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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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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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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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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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세부 내용

1 브랜드 매뉴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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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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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식재료 조달을 위하여 할랄인증(JAKIM)이 필요하며, 최근 한국에서도 JAKIM에

서 선정한 국내 인증기관인 KMF 통해 해외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는 한국에서 받은 할랄인증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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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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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장의 설치시 상권, 입지조건, 인테리어/공사, 주방기구 확보
  2. 직원교육 : 본사, 매장, 주방 등 파트별 본사주관 교육
  3. 현지 직원 현장교육
  4. 사업모델 재점검
     1) 사업모델 : menu, food cost, 물류, 수입품 입고, 수익구조
     2) 판매가격, 가맹점 원가, 본사 원가

  (1)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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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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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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3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
의 시스템 구축

◦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수출입관련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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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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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임. 국가별로 현지에서의 수입 절차와 기간을 확인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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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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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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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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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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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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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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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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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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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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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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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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말레이시아는 프랜차이즈 법률이 존재하여 법률에 따라 사전에 외국 프랜차

이즈 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3년간의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시 Perbadanan Nasional Berhad(PNS)

와 협약을 하면 가맹점 모집이나 창업비용 대출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현지에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아래의 내용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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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4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
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가맹점계약관계

분쟁해결

철수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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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현지 파트너 관리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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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 및 자금송금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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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맹계약서 작성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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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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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세무 및 자금송금
◦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 수익송금

세무 및 자금송금관련 법률

16 가맹점모집 및 계

약

◦ 가맹점 출점계획 
◦ 계약과 가맹점관리

가맹계약체결

17 철수 및 폐업
◦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

리

기업청산절차

노무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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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합작)투자 진출 성공사례 >

Kenny Rogers Roaster

  (1) 기업현황 

◦ 기업명 : Berhaya Group

◦ 업  종 : 외식업(패스트푸드) ◦ 홈페이지 : www.krr.com.my

◦ 현지법인명 : Berjaya Roasters (M) Sdn Bhd ◦ 자본금 : RM927만

◦ 현지법인 설립일 : 1994

◦ 현지 매장수 : 81개 

  (2) 기업소개 
     ◦ Kenny Rogers Roasters는 치킨을 기반 레스토랑 체인으로서, 1991년에  

  미국의 유명 가수인 케니 로저스(Kenny Rogers)와 전 켄터키주의 전 주  
  지사인 존 브라운 (John Y. Brown, Jr)에 의해 설립되어, 1991년 8월에   
  미국 플로리다주 코럴 스프링에 처음으로 개점함.  

     ◦ Kenny Rogers Roasters의 메뉴는 원래 통나무를 구운 훈제치킨이 주 메  
  뉴였으나, 칠면조 등의 다양한 메뉴로 확장하였고, 1995년까지 캐나다, 중  
  동 및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350여개 매장을 개설함. 

     ◦ 1999년 Nathan’s Famous, Inc가 인수한 후, 2008년에 말레이시아의 버  
  자야 그룹(Berjaya Group)이 인수함. 북미 지역에서는 2011년에 가맹사  
  업이 종료되었으나, 아시아 지역에는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필리핀, 중국  
  등 12개국 200여 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및 방식
     ◦ Kenny Rogers Roasters의 말레이시아 진출은 1994년에 합자(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함. 말레이시아의 투자자인 Roasters Asia Pacific은 한     
  국에서는 리조트 개발 등으로 많이 알려진 버자야 그룹이 1994년 설립  
  한 자회사로서 Kenny Rogers Roasters외에도 스타벅스, 웬디스, 파파존  
  스 피자 등 외국의 유수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말레이시아 파트너사임.  

     ◦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로부터 최우수 프  
  랜차이즈 상을 수상함.  

     ◦ 2008년 버자야 그룹이 완전히 인수한 이후 BRoaster라는 자회사를 통하  
  여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말레이시아 내 81개의 매장과 동남아시아  
  를 중심으로 한 200여개의 매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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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출전략
     ◦ Kenny Rogers Roasters는 구운 치킨을 주력 상품으로 하여 중간 규모의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홈메이드 머핀, 야채 샐러드, 파스타, 수프, 디저트,  
  샌드위치, 음료 등 여러 가지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으로 보완적으  
  로 제공하여 고객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함.  

     ◦ 패스트푸드 햄버거에 대한 정크푸드 인식 확산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저  
  칼로리”, “저염분”, “건강한 음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샌드위치와 샐러  
  드 메뉴를 출시하여 햄버거 대신 건강한 샌드위치를 고객들이 선호하게  
  됨으로써 많은 경쟁 브랜드가 이를 모방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버자야 그룹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Kenny Rogers Roasters는   
  새로운 캐주얼 다이닝 컨셉을 도입하여, 고객이 직접 다양한 메인 코스,  
  애피타이저, 사이드 메뉴, 디저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  
  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버려지는 음식의 낭비를 줄이고,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보다 흥미로운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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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1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과 정책

 가. 프랜차이즈 시장현황

  (1)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의 시작은 1940년대에 Bata 신발가게와 Singer 재봉틀
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패스트푸드 브랜드 즉, 1964년에 
A&W, 1973년 KFC, 1980년 초에 맥도날드가 들어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음

      1980년대에 토종기업인 MarryBrown이 말레이시아 최초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함

    ◦ 1992년에 정부 차원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협력개발부에 소관 부서를 설치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고, 1994년에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을 지원하
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 MFA)가 설
립되었음

      말레이시아 제7차 (1996-2000)와 제8차 경제개발계획(2001-2005) 아래, 예산과 프
로그램을 프랜차이즈 산업에 배정함으로써 성장의 기틀을 마련함

    ◦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랜차이즈 발전 청사진 5개년계획
(NFDB, the National Franchise Development Blueprint 2012-2016)을 발표하여 프
랜차이즈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토종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정부는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
으며 MDTCC(국내통상소비자부)와 MATRADE(말레이시아 무역진흥공사)가 다양한 
프로모션과 자금지원 등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서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는 글
로벌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음

    ◦ 자국 프랜차이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 제품개발 : 국내 프랜차이즈 제품개발 프로그램(PPPFT, Local Franchise 

Product Development Programme)
      - 자금대출 : PNS, SME Bank, Bank Rakyat, Maybank, RHB Bank and AmBank
      - 해외진출 지원업무 : MATRADE(말레이시아 무역진흥공사)

    ◦ 2015년 국가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국제적 확장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프랜차
이즈 개발프로그램(EFDP: Enhanced Franchise Development Program)을 발표

      프랜차이즈 개발프로그램(EFDP)을 도입을 통하여 동남아 프랜차이즈 허브로 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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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신규 기업가를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 및 고용 기회를 늘릴 것이라 판단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을 장려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프랜차이즈는 정부의 강력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지원과 견고한 
내수 소비에 힘입어서 매년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표 4-1 년도별 프랜차이즈 현황

[자료: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KPDNKK), kotra]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액수가 
350억 링깃(약 83.5억달러)을 넘어섬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GDP에 9.4% 
이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남방 시장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19)

      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GDP 기여 액수를 500억 달러(약 120억 달러) 
이상으로 목표하였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단기 목표인 2020년 GDP 기여 액수 350억 링깃 달성은 현재의 가파른 프랜차
이즈 성장세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국내 무역 및 소비자 사업부(KPDNHEP)는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MFA)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국내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다방면에서 돕고 있음.

      주요 지원은 전시회 개최, 교육 서비스 제공, 바이어 발굴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
아 정부는 지금까지 66개국에 65개의 현지 브랜드가 진출했다고 밝힘 

   (2)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 Consumerism)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프랜차이즈는 2017년 12월 기준 921
개, 자국 프랜차이즈는 559개, 외국 프랜차이즈는 362개로 집계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랜차이즈 법령(Franchise Act 1998)에 의거 프랜차이즈 산
업내의 기능에 따라 Franchisor, Master Franchisee, Franchisee of Foreign 
Franchisor, Foreign Franchisor로 구분. 이 중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하

종 류 2012 2014 2017
Malaysian Franchise 426 491 559

Foreign Franchise 240 264 362

계 666 755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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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는 Franchisor, Master Franchisee, Franchisee of Foreign Franchisor임. 
      Franchisor는 말레이시아 자국 Franchisor이며 Master Franchisee에는 외국 프랜

차이즈 뿐 아니라 자국 프랜차이즈의 Master Franchisee도 포함되어 있음

    ◦ 자국 및 해외브랜드 구성비 : 자국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는 60.7% 대 39.3%의 구
성비를 보이고 있고 숫자상으로 자국 브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해외브랜드
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표 4-2 2017년 말레이시아 내 프랜차이즈 현황

[자료: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KPDNKK), kotra]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 MFA)에 따르면, 말
레이시아의 프랜차이즈는 2018년 기준 877개로 이 중 약 40%가 외국 프랜차이
즈로 집계됨

    ◦ 2018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은 말레이시아 총 국내총생산 (GDP)에 약 
300억 링깃(약 71.5억 달러)을 기여하였으며 이는 2017 277억 링깃(약 66억 달
러)에서 8.5%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2009년 100억 링깃(23.8억 달러)에서 약 10
년간 3배가량 증가 한 수치임

    ◦ 분야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비중은 식품(42%), 교육 (11%), 서비스
(11%), 의류(10%), 뷰티 및 헬스케어(8%)의 순임

      2008년 이후 프랜차이즈 산업은 15%의 지속적인 연간 성장률을 보였으며 음식 
및 식음료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짐

  (3)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 현지 주요 프랜차이즈
      말레이시아 현지 주요 프랜차이즈에는 Nelson's(식품), 7-Eleven(편의점), Oldtown 

White Coffee(커피전문점), Watsons(드럭스토어), Q-dees(유아교육)등이 있음
      말레이시아 국내 무역 및 소비자 사업부(KPDNHEP)에 제출된 연례보고서에 따르

면, 매출 기준 상위 3개사는 99 Speedmart(편의점), McDonald's(패스트푸드), 
Senheng(전자제품유통)의 순임

    ◦ 대형 쇼핑몰 중심
      말레이시아의 경우 더운 날씨 관계로 대형 쇼핑몰이 여가의 중심이 되고 있음

종 류 숫 자 비 중

Malaysian Franchise 559개 60.7%

Foreign Franchise 362개 39.3%

계 921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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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쇼핑몰은 상점 뿐 아니라 극장, 서점,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이 입점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말레이시아 내의 대형 쇼핑몰을 중
심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말레이시아 수도권 지역의 5대 몰 현황 (자료 : 각 쇼핑몰 홈페이지 등)

      - Suria KLCC (면적 14만㎡) : 말레이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쇼핑 명소. 300 개 
이상의 전문 브랜드 보유. 페트로나스 미술관과 KLCC아쿠아리움 보유.

      - Pavilion Mall (면적 12만7천㎡) : 쿠알라룸푸르 중심인 부킷 빈탕에 위치. 8개
의 쇼핑 구역과 550개 이상의 전문 브랜드 보유

      - 1 Utama Shopping Centre (면적 51만 9천㎡) :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 세계
에서 7번째로 큰 쇼핑몰, 다양한 문화•레저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K-District
라는 한류타운을 개관 예정

      - Sunway Pyramid (면적 39만 6천㎡) : Sunway City에 위치한 이집트 디자인 양
식의 말레이시아 최초의 쇼핑몰 및 엔터테인먼트 몰. 총 4개의 쇼핑 구역과 
Sunway Lagoon 테마 파크 보유.

      - Mid Valley Mega Mall (면적 16만㎡) : 430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와 12개의 
쇼핑 구역, Gold Screen Cinema 영화관 입점

    ◦ 말레이시아 식음료 서비스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수요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4-3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시장동향

[자료: Euromonitor, IMF]

    ◦ 유망 프랜차이즈 외식아이템

     ① 치킨 프랜차이즈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문화 :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서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소고기도 인도계 힌두교인과 일부 중국 민속신앙 추종자들이 먹지 않아, 
닭고기 음식이 대중화되어 있음

     ② 커피 프랜차이즈
       말레이시아 진출 유망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는 커피 및 카페를 들 수 있음
       커피 및 카페 프랜차이즈가 유망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카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규모 7,383.0 7,701.1 8,174.8 8,649.2 8,757.4

GDP 대비 비중 2.5 2.3 2.8 2.9 2.8

성장률 5.8 4.3 6.2 5.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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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발달했으며, 소득수준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의 서구화와 함께 고급 커
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말레이시아 진출 유망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는 커피 및 카페를 들 수 있음
       시장점유율 기준 말레이시아 식음료 프랜차이즈 상위 6개 중 3개(Secret Recipe 

Cakes & Café, Old Town White Coffee, Starbucks)가 커피 및 카페 프랜차이즈
이며, Secret Recipe Cakes & Café와 Old Town White Coffee는 말레이시아 현
지 프랜차이즈임

     ③ 건강식 프랜차이즈
       최근 말레이시아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을 주제로 한 저염식단, 

프로즌 요구르트, 버블티 등의 식음료 아이템이 늘어나고, 건강을 컨셉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유망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음

<TIP >

◦ 말레이사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친화적이고 정부의 강력한 프랜차이즈 산
업 육성지원으로 매년마다 말레이상 프랜차이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인들은 음식에 대한 기호도 높고, 소비도 많아 외식 프랜차이즈의 
진출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음

 나. 프랜차이즈 정책과 제도

  (1) 프랜차이즈 법률과 등록제도

    ◦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에 의거 반드시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
록(registration)을 해야 함

    ◦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동아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허브로 육성하

기 위한 국가 프랜차이즈 발전 계획(National Franchise Development Blueprint) 
수립하면서, 1999년 10월 8일에 프랜차이즈 법령(Franchise Act 1998)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 및 규제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록(registration)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법률( Franchise 

Act 1998 )에 의거 반드시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
록(registration)을 해야 함. 등록 관련 적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제재 조치가 있으며 심할 경우 Franchise Act 1998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
업이 불허되기도 함.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프랜차이저
(Franchisor) 및 마스터 프랜차이지(Master Franchisee), 외국 프랜차이저(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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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 외국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지(Franchisee to Foreign Franchisor) 등
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찾아보기

◦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과 등록(registration)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을 참조

  (2) 지식재산권 보호

    ◦ 특허 및 상표등록 : 특허나 상표를 말레이시아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여야 함

☞ 찾아보기

◦ 특허나 상표 등의 등록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6. 상표 및 특
허 관련 법률』을 참조

  (3) 할랄인증

    ◦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기관
(HDC), 할랄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할랄산업이 매우 발전함

    ◦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할랄인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인증이 필요함

☞ 찾아보기

◦ 할랄제도는 『Ⅱ. 국가 개요 > 3. 사회∙문화적 환경 > 라. 할랄(Halal)제도』를 
참조

  (4) 외국인 투자제한 및 인센티브제도, 부미푸트라제도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외국인 투자제한제도가 병
존함.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투자세액 공제(Investment Tax-Allowance : ITA)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지만, 노동집약산업의 제한, 외자기
업 규제 업종 등 자국 사업을 위한 제한제도가 함께 있음

    ◦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을 위한 규제제도도 존재하여 진출 전 제한업종
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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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기

◦ 할랄제도는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과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을 참조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1) PNS : Perbadanan Nasional Berhad

연락처 전화 : 603-2082-7788 팩스 : 603-2082-7787

Email hernie@pns.com.my 홈페이지 : www.pns.com.my

주 소
Aras 13A, Menara PNS Tower 7, Avenue 7, Bangsar South City

No.8 Jalan Kerinchi, 59200 Kuala Lumpur

내 용

PNS는 실무 지원기관으로서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산하기관이며, 프랜차이

즈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내 프랜차이즈를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시키는 등

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프랜이저와 부미푸트라에게 프랜차이즈 지침 및 

계획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에 해외 프랜차이즈 도입도 하며, 전국에 5개의 지사

가 있음

기 능

- 프랜차이즈 육성업무 : PNS Academy 운영, 가맹본부 소개, 가맹점 안내, 전시

회, 무역사절단 교류, 외국브랜드 도입 등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

- 프랜차이즈 자금지원 :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제공과 자본 조달

- 자금대출

    ◦ 주요업무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1) 가맹본부
가) 예비 프랜차이즈 계획

나) 프랜차이저 대출계획

2) 가맹점사업자
가) 프랜차이즈 실행계획

나) 프랜차이지 대출계획

기타 

지원업무

1) 사업 변환: 작은 기업이 경쟁력과 체계를 갖추게 하는 비즈니스 변환 프로

그램(교육을 포함하며 본래 사업을 프랜차이즈로 구축)

2) 소매업 현대화: PNS는 소규모 기업 또는 소매사업장이 현대적인 마케팅과 

새로운 기술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갖출 수 

있게 발전

3) 자본 투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검증된 회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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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yFranchise : Malaysia International Franchise Sdn Bhd

  (3) MFA : 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

4) 세무지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시산표 등 회계서비스 제공

5) 부동산 투자: PNS 소유 부동산의 최대 수익창조, 이를 통한 국내 프랜차이

지의 경쟁력 제고

연락처 전화 : 603-2698 6670 팩스 : 603-2694-6225
Email fauzi@pns.com.my 홈페이지 : www.pns.com.my

주 소
Level 12, Menara Dato` Onn, Putra World Trade Centre

45 Jalan Tun Ismail, 50480, WP Kuala Lumpur

내용

프랜차이즈 지원 업무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PNS는 Malaysia 

International Franchise Sdn Bhd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MyFranchise'로 칭

함.
MyFranchise는 Gloria Jeans' 같은 커피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며, 프랜차이지 모

집과 창업안내, 대출, 입지 선정, 교육, 훈련 제공을 하고 있음.
Gloria Jean’s Coffee : 호주 브랜드 Gloria Jeans‘ Coffee를 매입하여 자국브랜드

로 육성하고, 말레이계 프랜차이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

연락처 전화 : 603-6241 4141 팩스 : 603-6241 1551
Email secrtmfa@mfa.org.my 홈페이지 : www.mfa.org.my

주 소

Malaysian Franchise Association

J2-1, Boulevard Business Park Jalan Kuching, No. 115, Jalan Kepayang, Off 

Jalan Kuching, 51200 Kuala Lumpur, Malaysia

내용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는 1994 년에 프랜차이징을 통한 기업가 정신을 장

려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MFA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

라 가맹점, 미디어 및 대중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함

프랜차이즈 전문가의 MFA 윤리 강령에 따라야 하며, MFA는 이 강령을 강력하면

서도 유용하게 시행함

협회의 목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및 지원 기관을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좋은 이미

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동의 정신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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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IDA :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협회의 비전은 말레이시아를 프랜차이즈 개발을 위한 지역 허브로 만드는데 프

랜차이즈 클럽을 대표하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임

◦ 협회의 목표
(a) 회원의 관심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b) 프랜차이즈 산업의 좋은 이미지를 장려하고 유지하며 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장려

(c) 프랜차이즈 사업에 Bumiputra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을 지원

(d)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개발을 위한 기존 시설 및 인프라 

조정

연락처 전화 : (603) 2267 3633 팩스 : (603) 2274 7970
Email investmalaysia@mida.gov.my 홈페이지 : www.mida.gov.my

주 소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Sentral No.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내용

말레이시아 투자 개발국 (MIDA)은 말레이시아의 제조 및 서비스 부문 홍보를 위

한 정부의 주요 기관

말레이시아 산업개발법에 따라 설립 된 법률기관으로, 1967년 MIDA 설립은 말

레이시아 산업개발을 위한 긍정적이며 협조적인 판촉 활동에 필요한 자극제로 

좋은 평가를 받음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말레이시자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을 MIDA는 지

원하고 사업진행을 지원함. MIDA는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작 투

자 파트너를 찾고 있는 회사를 지원하고 있음

투자자 지원에 대한 MIDA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부 기관의 고위 

대표가 쿠알라 룸푸르에있는 MIDA 본사에 주재하여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MIDA는 제조 및 관련 서비스 사업에 대한 아래 내용을 지원함

-제조 라이센스

-세제 혜택

-주재원 게시물

-원료 및 구성품에 대한 면세

-업 부문 및 특정 서비스 부문의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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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법률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1)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

     ◦ 1955 고용법(Employment Act 1955)

     ◦ 2010 경쟁법(AktaPersaingan 2010)
       - 계약당사자는 같은 시장에 있는 경쟁사이며 그들의 결합된 시장점유율은 20 

%를 넘지 않도록 함
       - 계약당사자는 경쟁자가 아니며 개별적으로 모든 관련 시장에서 주식의 25 % 

미만을 소유함

     ◦ 1950 계약법(Contracts Act 1950)
        - 이법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서명하기 최소 10 일전에 가맹점사업

자에게 공개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설명ㅊ
          :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지적재산권 등의 수수료 및 지불에 대한 세부

사항
          : 금전적 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공급원으로부터 공급품 또는 재료를 구매 또는 획

득해야하는지의 여부
          : 영업지역권
          : 갱신 및 종료조건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조건, 종료시 의무
          : 가맹사업의 재무현황(프랜차이즈 등록은 최소 3년의 재무현황이 필요)

     ◦ 1976 상표법(Akta Cap Dagangan 1976)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상표를 등록해야함(등록 후 10년 동안 지속되

며 10년 후 갱신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쿠알라 룸푸르에있는 MIDA 본사 또는 가장 가까운 해외 또는 주 사

무소에서 MIDA 직원에 상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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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 등 관련 법률 아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참조
  : 법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 world.moleg.go.kr

  (2) 프랜차이즈 관련 주요내용

   □ 프랜차이즈 조건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 함. 
     ◦ 해외 가맹본부나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한 등록해야 함.   
     ◦ 가맹점사업자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 프랜차이즈 등록 및 등록서류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샘플
     ◦ 운영 및 교육 매뉴얼
     ◦ 회계 감사 보고서 사본, 재무제표, 감사 및 임원 보고서
     ◦ 기타 등록담당관이 요구하는 문서

   □ 가맹계약서 내용

     ◦ 프랜차이즈의 제품 및 사업의 명칭과 내용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지역적 권리
     ◦ 가맹금, 홍보비, 로열티 등 제반 관련 대금 종류
     ◦ 가맹본부의 의무
     ◦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 상표 또는 지적 재산권 
     ◦ 가맹점사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조건
     ◦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관한 것을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취득하는 권리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지원의 유형 및 세부 사항
     ◦ 가맹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가맹계약 해지 또는 만료시의 효력

   □ 가맹계약 기간
      가맹사업을 위한 계약기간은 최소 5년 이상

   □ 사전 정보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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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는 계약 10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 후 최소 7일간의 숙고기간을 가짐.

☞ 찾아보기

◦ 프랜차이즈 법의 전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
즈 법률 > 나. 프랜차이즈 법률』을 참조

  (3)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등록(registration)

   □ 프랜차이즈 사업 조건
 
      ◦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에 의거 반드시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관리하여
야 함

   □ Franchise Act 1998에 따른 등록 대상
 

[자료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대상 비고

◦ 프랜차이저(Franchisor)
◦ 마스터 프랜차이지
  (Master Franchisee)

-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프랜차이즈를 허가해 주

는 대상임.

-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처이저로부터 프랜차이지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상임.

- 프랜차이저 사업을 개시하기 전(before offering to sell

its franchise) 반드시 프랜차이저로 등록을 해야 함.

◦ 외국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지
  (franchisee of foreign 

franchisor)

- 해외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 함

◦ 프랜차이지
  (franchisee)

- 가맹점 (프랜차이저)에 대한 가맹점 등록

◦ franchise broker - 프랜차이즈 브로커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등록

◦ 외국 프랜차이저
  (Foreign franchisor)

- 말레이시아 내에서 혹은 말레이시아인에게 프랜차이저

사업을 개시하기 전 외국 프랜차이저로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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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대상별 등록 관련 제출 서류

      ◦ 프랜차이저나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경우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말레이시아
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실제 사업 능력이 있는지, 사업체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사업 운영 매뉴얼, 교육 매뉴얼, 프랜차이
즈 비용 산정 상세 내용, 향후 5년간 향후 현금 흐름 예상표 등이 제출 서류임

      ◦ 외국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나 마스터 프랜차이지 보다 제출 서류가 간단
하여 LOI (Letter Of Intent, 의향서), 회사 브로슈어 등임

        LOI에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회사의 사업이력, 회사 소개, 말레이시아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잠재 파트너 등이 포함되면 됨

<TIP >

◦ 프랜차이즈 등록과 관련한 현지 정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의 등록요건 설명 등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바람

  : https://www.kpdnhep.gov.my/pendaftaran-perniagaan-francais/

      ◦ 프랜차이저는 등록일 기준 1년 뒤 30일 이내에 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함. Annual report는 Form BAF 6을 사용하여 제출

   □ 외국 프랜차이즈 등록절차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익스프레스 MyFEX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랜차이즈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국내통상소비자부의 

MyFEX 즉,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익스프레스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음 (홈페이지 : https://myfex.kpdnhep.gov.my)

      ◦ 외국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권 판매는 Franchise Act 1998에 따라야 함
        외국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지 권리권자 또는 기타 프랜차이지를 선정하여 프랜

차이즈권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MDTCC 산하의 프랜차이즈 등기소(ROF)에 승인
을 얻어야 함

      ◦ 모든 서류와 정보가 ROF에 제출됐다는 전제 하에 승인이 나기까지 제출 한 날
로부터 보통 1~3개월 소요됨

      ◦ 일단 승인이 되면 외국계 프랜차이저는 임명된 프랜차이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1998 프랜차이즈 법령에 준해야 함. 

      ◦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신청서가 기각되거나 답변을 얻기까지 1년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항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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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F가 기각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프랜차이지 권리
권자 또는 프랜차이지)를 통해 ROF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음

      ◦ 승인에 필요한 서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핵심 인사, 지적 재산권(말레이시아에서의 상표등록 문서 

원본), 법인 설립일, 외국계 프랜차이저 설립 증명서 원본, 사업 시작일, 프랜차이
즈 영업기간, 전 세계 보유 가맹점 수, 말레이시아에서 임명할 프랜차이지 권리
권자의 이름과 세부사항(설립 증명서와 같이 프랜차이지 권리권자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등. 기타 서류로는 기업 프로필, 브로셔, 소매점 사진, 팜플렛 등이 있
으며 외국 프랜차이저에 대한 프랜차이지의 감사장이 있을 경우 서류에 첨부 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권리권자의 프랜차이즈권 판매 승인(ROF 등기)
        외국계 프랜차이저가 ROF에서 프랜차이즈권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 프랜차이즈 

권리권자를 임명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랜차이즈 권리권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권을 판매

하기 전에 3년간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을 시행

      ◦ 주요 프랜차이지 또는 외국 프랜차이저는 3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프랜차
이즈를 임명할 수 없게 됐음. 즉, 3년간의 감사회계 장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프랜차이지 권리권자가 언급된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권을 판매할 수 없지만, 프
랜차이지 권리권자가 자체소유 소매점을 운영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 가능

표 4-4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일반적인 등록절차

[참조. http://franchisemdtcc.gov.my]

외국 프랜차이즈 등록

Franchis Act 1998

Section 54참조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

업체지정

Franchise Agreement 작성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지 업체

마스터 프랜차이지로 등록

Franchis Act 1998

Section 6참조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지 업체

모집을 통한 사업 추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지는 별도 

등록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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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사업 연례 보고서 (LTPF) 제출

      ◦ 프랜차이즈 법 1998, 섹션 6에 따라 등록된 프랜차이즈 법률에 따라, 회계 연도 
종료 후 180 일 이내에 섹션 6 양식을 작성하여 연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프랜차이즈 등록 기관에 연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16조에 따라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나. 프랜차이즈 법률

  (1)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

프랜차이즈 법 1998
 
프랜차이즈의 등록과 규제 및 부수적 사안에 대한 법률
 [1999년 10월 8일, PU (B) 389/1999]
  
의회 상원 및 하원의 조언 하에 Yang di-Pertuan Agong 폐하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시행이 되었다:
 

PART I
사전 조항

 
단축 제목
 1. 본 법은 ‘프랜차이즈 법 1998’(Franchise Act 1998)로 칭한다.  
  
시행일
 2. 본 법은 장관이 지정한 일자에 관보 고시를 통하여 시행이 된다.        
  
적용
 3. (1) 본 법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프랜차이즈의 판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말레이시
아 전역에 걸쳐 적용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의 판매 및 운영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것
으로 간주한다.    
     (a) 프랜차이즈의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된 제안이   
        (i)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뤄지고 말레이시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수용이    
          되었거나 또는            
        (ⅱ)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이뤄지고 말레이시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수용이  
          되었다. 또한,     
      (b)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이 현재 말레이시아 내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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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법률의 그 어떠한 조항도 다른 서면화된 법률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단, 본 법률의 조항이 다른 서면화된 법률의 조항과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본 법률의 조항이 우선한다.    
 
해석
4. 본 법률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1) “광고”라 함은 프랜차이즈의 매매 또는 프랜차이즈의 매매 촉진 목적의, 전자 
또는 기타 발표 수단에 의거한 제반 출판, 회람, 통지 또는 제반 구두 또는 서면화
된 의사 전달 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제반 형태의 전자적 의사 전달을 의미
한다.   
 (2) "담당관”이라 함은 42조에 의거하여 본 법률 하의 집행 권한을 행사하도록 장
관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된 관리를 의미한다. 
 (3) “정보공개서”라 함은 장관이 지정한 정보공개문서를 의미한다. 
 (4) "프랜차이즈"이라 함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2인 이상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a)가맹본부가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정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거하
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함. 
   (b)가맹본부가 자신이 보유하거나 또는 자신과 관련된 상표, 영업 비밀 또는 기
밀 정보나 지적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며, 또한 지적 재산
의 등록된 소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이에 의하여 사용권을 부여 받은 가맹본부가 가
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황을 
명시함.
   (c)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
자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d) (법 A1442에 의해 삭제).
   (e) 권리의 부여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제공
하여야 함.
 (5) "가맹계약"이라 함은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기반으
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단, 이에는 직접판매법 
1993[법 500]에 의거한 직접 판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6) "프랜차이즈 중개인"이라 함은 일정한 보상에 의거하여 그 어떠한 이를 대상으
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
하는 이를 의미한다.
 (7)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라 함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등록 및 관련 법률의 준수와 
관련하여 조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를 의미한다. 
 (8)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프랜차이즈 권리가 부여된 이를 의미하며, 또한 본 법
률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이가 포함된다.
   (a) 가맹본부와의 관계와 관련한 마스터 프랜차이지 및        
   (b) 마스터 프랜차이지와의 관계와 관련한 서브 가맹점사업자  
 (9)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권리를 부여하는 이를 의미하
며, 또한 본 법률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서브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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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포함된다.
 (10) "상표"에는 상표, 서비스 마크, 심볼, 디자인,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문구, 자체 또는 기타 이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11) “마스터 프랜차이지”라 함은 자신의 비용에 의거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권
리를 다른 이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본부에 의하여 부여 받은 이를 의
미한다.
 (12) “장관”이라 함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안들을 관리할 
담당할 책임을 가진 장관을 의미한다.
 (13) "인(人)"에는 자연인, 법인, 협력사, 협회, 기업, 조인트 벤처 또는 연합이 포함
된다.
 (14) "규정됨"이라 함은 본 법률 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명시됨을 의미한다.
 (15) “등록 담당관”, “부 등록 담당관” 및 “차 등록 담당관”이라 함은 각각 5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프랜차이즈 등록 담당관, 프랜차이즈 부 등록 담당관 및 차 등록 
담당관을 의미한다.
 (16) "규정"이라 함은 본 법률 하의 규정을 의미한다.
 (17) "본 법률"에는 본 법률 하의 모든 규정들이 포함된다.
 

 PART II
프랜차이즈 등록 기관의 지정, 등록 등

 
등록 담당관, 부 등록 담당관 등의 지정
5. (1) 장관은 공무원을 프랜차이즈 등록 담당관 및 본 법률에 의거하여 필요한 프
랜차이즈 부 등록 담당관, 보조 등록 담당관 및 기타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등록 담당관은 장관의 전반적 지시 및 통제에 의거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
고 본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3)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부 등록 담당관 및 기타 담당관들은 등록 담당
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4) 부 등록 담당관은 본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된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
사한다.  
 (5) 등록 담당관 또는 부 등록 담당관은 본 법류에 의거하여 차 등록 담당관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 조항 하에서 지정된 모든 담당관들은 형법[법 574]의 의미 내에서의 공무원
으로 간주된다.    

가맹본부의 등록
6.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이에게 프랜차이즈를 판
매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 한다.     
 (2) 본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58조 하에서 장관에 의하여 면제 조치되
지 않은 한 다음과 같이 처분에 취해진다.   
   (a) 해당자가 법인일 경우, 25만 링깃 이하의 벌금 및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
반의 경우에는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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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당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가지 처분. 또한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에는 25만 링깃 이하의 벌
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가지 처분.        
  
해외 가맹본부 프랜차이지의 등록
6A (1) 해외의 가맹본부로부터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 받은 프랜차이지는 프랜차
이즈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정 신청 양식을 사용하여 담당관에게 해당 프랜
차이즈를 등록해야 하며, 그러한 신청서는 등록 담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프랜차이즈의 등록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등록 담당과
는 제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 프랜차이지가 해외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프랜차이지는 그
러한 승인을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등록
6B 국내 가맹본부 또는 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지로부터 가맹사업 권리를 부여 받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
정 등록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프랜차이즈를 등록 담당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7. (1) 가맹본부는 소정 양식과 함께 아래에 명시된 것들을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a) 모든 필수적 세부 내역을 명시한 완전한 정보공개서; 
    (b) 가맹계약서 샘플;        
    (c)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d) 프랜차이즈 교육 매뉴얼;        
    (e) 최신 회계 감사 보고서 사본, 재무제표 및 신청자의 감사 및 임원(해당시)   
      보고서; 및         
    (F) 등록 담당관이 신청의 승인과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추가적인 정보  
       나 문서.          
 (2) 신청서의 접수 후 및 승인의 결정 전 그 어느 시점이든 등록 담당관은 서면 통
보에 의거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임원이나 관리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상기 (1)(f)에 명시된 사항 또는 (2)항에 명시된 요건들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등급, 분류 혹은 내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4) 본 조항 하의 신청서는 승인이 되기 전에 그 언제든 반려되거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5) 신청자 또는 그 임원이나 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또는 등록 담당관이 인정한 
연장된 기한 내에 상기 (2)항 하에 요구된 제반 추가 정보나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처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며 단, 이것은 신청자에 의한 향후의 제반 신규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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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 조항 하에서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나 문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규정 위반
에 해당한다.   
  
등록 신청의 승인 또는 기각
8. (1) 상기 7조에 의거한 정보나 문서와 함께 제출된 등록 신청서의 접수 후 등록 
담당관은 해당 신청 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의 경우 그 사유
를 통보하게 된다.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등록 신청 건과 관련하여 등록 담당관은 관련된 조
건을 부여할 수 있다.     
 (3) 상기 (1)항 하의 신청 건을 승인한 이후 등록 담당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소정
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등록 담당관은 본 조항 하의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등록 유효 일자
9. 상기 8조 하에 프랜차이즈의 등록이 승인된 경우, 해당 등록 건은 등록 담당관이 
제공한 서면 통보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러한 일자는 사전에 다
음 중 그 어느 상황에 해당되지 않은 한 제반 요청된 정보나 문서의 제출 일자 이
후의 일자가 된다.    
 (a) 등록 담당관이 신청자가 6조 및 7(1), (2) 및 (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
다고 신청자에게 통보함; 또는       
 (b) 등록 담당관이 10조 또는 (16)(3)(b)항에 의거하여 명령을 발급함.       
  
유효 기간
10. 프랜차이즈의 등록은 등록 담당관이 가맹본부에게 본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프
랜차이즈를 중지, 중단 또는 취소하도록 서면 명령을 발급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
지된다.        
 
정보공개서의 수정
11. (1) 상기 7(1)(a) 및 (f)항에 명시된 정보공개서에 그 어떠한 실질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그 임원이나 관리자는 등록 담당관의 승인 하에 소정 양식
에 따라 해당 문서를 수정해야 한다.        
 (2) 상기 (1)항 하의 문서는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등록 담당관은 본 조항에 의거한 수정과 관련하여 그 언제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등록 정지, 해지 등의 통보
12 (1) 등록 담당관이 하기 13조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즈 등록의 승인을 정지, 해지 
또는 취소하게 되는 경우, 등록 담당관은 예정된 조치의 내용 및 그러한 조치와 관
련한 근거를 명시한 서면 통보를 신청자 또는 가맹본부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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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청자 또는 가맹본부에게는 그러한 통보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안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14일 간의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신청자 
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제반 진술을 검토한 후 등록 담당관은 해당 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3) 등록 담당관은 (2)항에 의거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자 또는 가맹본부에
게 서면상으로 통보를 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은 해당 서면 통보가 신청자 또는 가
맹본부에게 도착한 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의 취소
13. (1)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 기간 이후 그 언제든 자신의 프랜차이즈에 대
한 등록 취소를 등록 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가맹본부가 16조에 명시된 연간 보고서를 5년간 계속하여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지 않음;        
   (b) 가맹본부가 지급불능 상태가 됨; 또는        
   (c) 가맹본부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 독점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프랜차이즈 중개인의 등록
14. (1)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 
담당관에 자신을 등록해야 한다.                      
     (a) 소정 신청 양식을 사용; 및        
     (b)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자 또  
        는 대리인과 관련하여 등록 담당관이 정하는 제반 정보를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        
 (2)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자신의 등록에 앞서서 프랜차
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에 명시된 제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3) 등록 담당관은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의 등록과 관련하
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 상기 (3)항의 조건에는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판매와 관련된 조건 및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의 행위, 등록 정지, 해지, 금지 또는 기각과 관련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5) 본 항에 의거한 등록은 등록 담당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5A)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등록 만료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5B) 상기 (5A)를 준수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1만 링깃 이하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에는 2만 5천 링깃 이하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6) 비밀 정보 관련 규정 및 26조와 27 조의 유사 사업 운영 금지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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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에게도 적용된다.        
  
의무 사항
 15.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10일 전 
또는 11조 하에서 등록 담당관이 제출된 정보공개서를 승인한 후로부터 10일 이내
에 11조 하에서 승인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서 및 정
보공개서의 사본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상기 (1)항의 문서는 7조 하에서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된 문서와 동일해야 한다.  
 (3)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연간 보고서
16. (1)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각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소정 양식에 의거한 보고서를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동 보고서에는 최신의 정보공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등록 담당관은 동 보고서 및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후,        
   (a) 제반 추가적인 정보 또는 정보공개서의 수정 사항이 포함되거나 또는 삭제되
어야 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b)등록 담당관이 명시한 하자 내용이 교정되기 전까지는 공공의 이익 또는 향
후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의 등록 승인을 정지, 해지 또는 취소
하는 명령을 발급할 수 있다.        
 (4)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등록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7. (1) 본 법률 하에서의 등록 담당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는 해당 결
정이 자신에게 통보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 방법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이
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에 대한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PART III 
가맹계약

가맹계약의 요건
18. (1) 가맹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2) 가맹계약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프랜차이즈의 제품 및 사업의 명칭과 내용;         
   (b) 가맹점사업자에 부여된 지역적 권리;        
   (c) 가맹금, 홍보비, 로열티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반 관련 대  
      금 종류;         
   (d) 가맹본부의 의무;        
   (e)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f) 프랜차이즈의 등록 후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또는 기타 제반 지적 재산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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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할 수 있는 권리;          
   (g)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하에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조건;   
      (h) 하기 (4)항에 명시된 잠정 기간에 대한 내용;        
   (i)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가맹본부 소유의 또는 가맹본부와 관련된 상표 또  
      는 기타 제반 지적 재산에 대한 내용;          
   (j) 계약이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관한 것일 경우, 가맹본부의 신분 및 가맹본부로  
      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취득하는 권리;          
   (k)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지원의 유형 및 세부 사항;        
   (l) 가맹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및         
   (m)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시의 효력.      
 (3) 상기 (2)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가맹계약에는 잠정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간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결
정하나 최소한 7 근무일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5) 상기 (4)항에 의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계약을 준
비하기 위하여 발생된 합리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가맹본부가 19조 하에
서 지급된 초도 수수료로부터 충당할 수 있으며; 단, 그 이외의 모든 금액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6) 상기 (5)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금 등의 지불
19.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의 일부 대금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의 
체결 전에 지급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대금의 목적 및 그 용도와 
환불 조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내에 서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차별 금지
20.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 간에 부과금, 가맹금, 로열
티, 상품, 서비스, 장비, 렌탈 또는 광고의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실질적인 차별을 하
고 그러한 차별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비교시 해당 가맹점사
업자에게 경쟁상의 손실이 야기될 경우, 본 법률에 의거한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및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된다. 단,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제반 구분 또는 차별이 다음과 
같을 경우 전술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a) 서로 다른 시기에 부여된 프랜차이즈 때문이며 해당 차별이 시기적인 차이와 
합리적으로 관련됨.        
  (b) 프랜차이즈 기회를 자본, 훈련, 사업 경험이나 교육 또는 기타 요건이 충분치 
못한 이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과 관련됨.      
  (c) 제품이나 서비스군 또는 사업 형식이나 설계상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
부 또는 기타 기관의 노력과 관련됨.       
  (d)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상의 결함 사항 또는 가맹계약 상의 결함 사항을 교정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노력과 관련됨; 또는         
  (e) 본 법률의 목적상 기타 합리적인 구분에 의한 것으로 임의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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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또는 로열티의 지급
2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또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가맹
금 또는 로열티는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요율을 토대로 해야 한다.     
 
촉진 기금
22. (1)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촉진 목적의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가맹
본부는 촉진 기금("기금")을 설정해야 한다.        
 (2) 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하에서 제품을 촉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가 23조 하에서 그 어떠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
는 공인 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를 최종 회계연도의 결산 후 등록 담당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4) 상기 (3)항의 재무제표는 16조 하의 연차보고서와 함께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5)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촉진 수수료 등
23.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촉진 목적의 그 어떠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
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요율을 토대로 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기금에 예치된다.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등록
24. 가맹본부는 7조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상표법 1976[법 
175 (본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 가능한 경우) 에 따라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상표 또
는 서비스 마크를 등록해야 한다.        
 
가맹계약 기간
25. 가맹계약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비밀 정보
26. (1) 가맹점사업자는 그 임원,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및 직원을 포함한 가
맹점사업자 자신이 운영 매뉴얼 내에 포함된 제반 정보 및 가맹본부에 의해 제공된 
훈련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기간 및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조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보장을 가맹본부에
게 제시해야 한다.        
 (2) 그 임원,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및 직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는 상기 
(1)항 하의 서면 보증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상기 (1)항 또는 (2)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사 사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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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가맹점사업자는 그 임원,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및 직원을 포함한 가
맹점사업자 자신이 프랜차이즈 기간 및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조기 종료 시점으로
부터 2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할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사한 제반 기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보장을 가맹본부에게 제시해야 한다.        
 (2) 그 임원,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및 직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는 상기 
(1)항 하의 서면 보증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상기 (1)항 또는 (2)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면제 조항의 무효화
28.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본 법률 하의 제반 규정에 대한 준수
를 면제토록 하기 위한 가맹계약 내의 제반 조건, 조항 또는 규정은 무효이다.   
 (2) 본 조항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향후의 또는 
실제적인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조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포괄적 면
책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아니 하다.
 

PART IV
당사자들의 행동 양식 및 가맹계약의 종료

 
당사자들의 행동 양식
29. (1)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시
간과 장소적 측면에서 최선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행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의 거래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양해야 한
다.     
   (a) 수수료 및 가격의 실질적이고 비합리적인 과대 계상;         
   (b) 발생 가능 위험성의 측면에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행위; 및       
   (c)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익  
      보호에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행위.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는 별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관계는 그 언제든 동업자, 서비스 계약자 또는 대리인의 관계로 간
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30.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계약 위반시 서면 통보를 하고 가맹점사업
자로 하여금 해당 위반을 교정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로열티, 촉진 수수료 또는 가맹계약 하에 명시된 기타 
제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3) 가맹본부는 재료와 서비스, 훈련, 마케팅 및 비즈니스 또는 기술적 지원의 제공 
또는 공급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
야 한다.       
 (4)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항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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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해지
31.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2) 및 (3)항에 규정된 합당한 사유가 
아닌 한 만료일 전에 가맹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2) "합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조건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자 간에 체결된 제반 기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 및       
   (b)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 또는 그 직원에 의한 위반을 가맹본부
가 제시한 서면 통보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 교정하지 않음. 단, 그러한 위반 교정을 
위한 기한은 최소 14일이 되어야 한다.      
 (3) “합당한 사유”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
되며, 이러한 상황에는 위반에 대한 통지 및 교정의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없다:    
   (a)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프랜차이즈 자산에 대한 유사한 처분을 함;         
   (b)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됨;             
   (c) 가맹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함;        
   (d) 형법상으로 기소가 되어 가맹본부의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명  
      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는        
   (e) 가맹계약을 계속적으로 위반함.        
  
가맹계약의 비 갱신
 3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가맹사업 가치상의 감소분을 고려한 
후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에 사전에 합의되었던 가격을 토대로 프랜차이즈를 
재매수하거나 또는 기타 수단에 의거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다음과 같
이 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a) 가맹계약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계약 만료 이후 동일지   
      역에서 또 다른 상표 하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  
      맹계약의 그 어느 규정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면제하기를 거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금지를 당함; 또는             
    (b)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함.       
  
가맹계약 기간의 조기 종료
33. 상기 2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가맹계약 기간은 5년의 최소 
기간 만료 시점 이전에 해지가 될 수 있다:         
   (a)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가 해지에 합의하는 경우; 또는         
   (b) 가맹계약 내에 동 계약이 최소 기간에 앞서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가맹계약 기간의 연장
34. (1)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거,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로부터 최소 6개월 



- 111 -

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가맹계약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가 이전 가맹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
업자가 상기 (1)항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다음 기간으로 연장을 하여
야 한다.        
(3) 기간이 연장된 가맹계약에는 이전 가맹계약에서의 조건과 동일하거나 또는 불리
하지 않은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PART V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
35. (1)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2)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는 장관이 수시로 임명할 수 있는 최대 15명의 인원으
로 구성된다.
 (3)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이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폭넓은 지식과 경
험을 보유해야 한다.        
 (4)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그 서비스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의 기능
36. (1)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관련 사안 및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의 
적절한 관리 및 시행에 대하여 장관 및 등록 담당관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2)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보고는 장관과 등록 담당관에 대하여 구속
력을 갖지 아니한다.
  

PART VI 
규정 위반 및 처벌, 사기, 기만 등

 
37. (1)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a) 사기를 위한 계획을 꾸미거나;         
     (b) 사실에 대한 거짓 언급을 하거나 또는 사실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여 사실  
        을 호도하게 만들거나;        
     (c) 프랜차이즈의 매매 제안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를 대상으로 한 사기에   
        해당하는 제반 행위에 가담하는 이는      
   유죄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에 처하게 된다.
     (a) 해당자가 법인일 경우, 25만 링깃 이하의 벌금 및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에는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b) 해당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가지 처분. 또한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에는 2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가지 처분.        
 (2) 상기 (1)항은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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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칭
37A. 상기 8조에 의거한 등록 담당관의 등록 승인 없이 자신의 문서, 계약서, 도서, 
광고 또는 출판물에 “프랜차이즈” 또는 제반 관련된 약어의 사용을 포함하여 자신
의 사업에 “프랜차이즈”나 그 파생어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을 나타내는 제
반 기타 용어를 사용하는 이는 유죄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벌칙에 처하게 된다.
 (a) 해당자가 법인일 경우, 25만 링깃 이하의 벌금 및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의 경우에는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b) 해당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가지 처분. 또한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에는 25만 링깃 이하의 벌  
   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가지 처분.        .        

업무 방해
38. 다음과 같은 이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a) 본 법률에 의거하여 임명된 이에 의한 본 법률에 의거한 업무의 수행을 방해함;  
 (b) 본 법률 하의 담당 관리가 자신에게 제시한 요구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c) 담당 관리가 본 법률 하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지원이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관리에게 제공하지 아니 함.         
 
일반적 처벌
39. (1) 그 처벌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본 법률 하에서의 위반 건에 대하여는 다음
과 같이 처벌이 주어진다.     
     (a) 해당자가 법인일 경우, 1만 링깃 이상 5만 링깃 이하의 벌금 및 2번째 또  
       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에는 2만 링깃 이상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b) 해당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5 천 링깃 이상 2 만 5 천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한 2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에는 1만  
       링깃 이상 5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가맹본부가 위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법원은     
    (a)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해당 가맹계약이 무효임을 선고하며;    
    (b)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제반 대금을 환불토록 명령  
       하거나; 또는      
    (c) 가맹본부에 의한 신규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지정을   
       금지할 수 있다.
  
법인에 의한 위반
40. 법인이 본 법률의 그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 당시에 해당 법
인의 임원,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직책을 보유하였던 이,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던 이, 그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정도로든 해당 법인의 운영에 책임을 갖
고 있던 이 또는 그 운영을 지원하던 이는, 그러한 자격과 상황에 있어서 다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위반을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a) 해당 위반이 자신의 인지, 동의 또는 묵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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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점검 조치  
     를 시행하였다.        
 
위반 건의 취하
41. (1) 등록 담당관은 검사에 의한 서면 동의 하에 장관이 기소의 취하가 가능하다
고 명시한 위반 건에 대하여 해당 위반자에게 해당 위반에 대하여 명시된 최대 벌
금의 최대 50%를 등록 담당관에게 정해진 납부 시한 내에 납부토록 하는 서면 제
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상기 (1)항에 의거한 제안은 해당 위반이 발생한 후 그 언제든 제시가 가능하
나, 해당 건이 기소가 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3) 서면 제안에 명시된 금액이 동 제안에 명시된 일자 또는 등록 담당관이 제시한 
그 어떠한 연기된 일자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그 언제든 
동 건과 관련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4) 그 어떠한 위반 건이 상기 (1)하에 의거하여 취하가 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
여는 기소가 이뤄지지 아니 한다.       
 (5) 본 항에 의거하여 등록 담당관이 수령한 모든 대금은 연방 통합 기금으로 납부
되어 동 기금의 일부가 된다.        
 

PART의 VII
법 집행 담당 관리

 
42. (1) 장관은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 담당관, 부 등록 담당관, 차 등록 담당관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법률 하의 법률을 집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본 법률 하에서 법 집행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담당 관리는 자신이 상대하는 
이가 요청할 경우 장관이 서명하여 자신에게 발급한 인증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권
43. (1) 담당 관리는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본 법
률의 준수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들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사를 실시하는 담당 관리는 본 법률 하의 위반 건과 관련하여 상기  
(1) 및 (2)항 하의 권한에 더하여 형사소송법[법 594] 하의 압류 건에 대한 경찰 조
사권과 관련된 제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수색 영장
44. (1) 치안판사가 서면 정보 및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의 결과, 본 법률 
하의 그 어느 위반 건이 그 어떠한 구역 내에서 범해지거나 또는 범해졌다고 판단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치안판사는 관련된 담당 관리로 하여금 주간 
또는 야간의 적절한 시간에 그 어떠한 지원의 제공 또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해당 
구역을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상기 (1)항 하의 구역에 도착한 담당 관리는 아래 사항들을 조사 및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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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당 위반 건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컴퓨터 자  
     료를 포함한 제반 도서, 회계 장부나 기타 문서의 사본;
   (b) 관련자가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가맹점사업자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암시하는 제반 상표, 간판, 카드, 서신, 팸플릿 또는 기타 수단이나 사물;
   (c) 해당 위반 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문서나 물품.  
(3)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수색을 실시하는 담당 관리는 해당 위반 건에 대한 조사
의 목적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4) 상기 (3)항에 의거하여 대신 수색을 실시하는 담당 관리는 그러한 이들에게서 
발견된 제반 도서, 회계 장부, 문서, 컴퓨터 자료, 상표, 카드, 서신, 팸플릿, 장치 또
는 사물을 해당 조사의 목적상 압류 조치할 수 있다.        
(5) 그 성격, 크기 또는 수량으로 인하여 본 조항 하에 압류된 제반 도서, 회계 장
부, 문서, 컴퓨터 자료, 상표, 간판, 카드, 서신, 팸플릿, 장치 또는 사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압류 담당관은 그것이 발견된 구역 내 또는 그것
을 담고 있던 용기 내에 해당 물품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봉인 조치할 수 있
다.      
(6) 합법적 권한 없이 상기 (5)항에 언급된 봉인을 훼손 또는 조작하거나 혹은 해당 
도서, 회계 장부, 문서, 컴퓨터 자료, 상표, 간판, 카드, 서신, 팸플릿, 장치 또는 사물
을 제거하는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긴급 수색 및 압류
45. 상기 44조에 언급된 상황 하의 담당 관리가 해당 조사를 위한 수색 영장의 확
보가 지연되어 조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해당 위반에 대한 증거가 조작, 제
거, 훼손 또는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관
리는 관련된 구역에 진입하여 수색 영장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것과 같은 완전하
고도 충분한 방식으로 44조 하에서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성의 수색
46. 상기 44조 또는 45조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수색은 다른 여성에 의하여 실시되
어야 한다.       
 
컴퓨터 자료에 대한 접근
47. 상기 44조 또는 45조 하에서 수색을 실시하는 담당 관리는 컴퓨터 내 또는 다
른 곳에 보관된 컴퓨터 자료에 대하여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압류품 목록 
48. (1) 상기 44조 또는 45조에 의거하여 그 어떠한 도서, 회계 장부, 문서, 컴퓨터 
자료, 상표, 간판, 카드, 서신, 팸플릿, 장치 또는 사물이 압류된 경우, 아래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담당관은 압류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한 후 서명한 사본은 
수색된 해당 구역의 점유자나 그 대리인, 직원 등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2) 해당 구역에 그러한 점유자 등이 없는 경우 압류 담당관은 압류 물품의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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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에 최대한 눈에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관련 건을 인지하고 있는 이에 대한 출석 요구 권한
49. (1) 본 법률 하의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 관리는 해당 건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의 출석을 서면 명령에 의거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러한 
출석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출석 요청을 받은 이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담당 관리는 그러한 불응 사
실을 치안판사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후 치안판사는 해당자의 출석을 강제하는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관련 건을 인지하고 있는 이에 대한 조사
50. (1) 본 법률 하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 관리는 해당 건의 사실과 상황을 알
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에 대하여 구두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 대상자는 담당 관리가 제시하는 해당 건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에 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자신을 형법상의 기소나 벌과금 또는 압류 조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3) 본 조항 하에서 진술을 하는 이는 해당 질문에 대한 전적인 답변이든 또는 부
분적 답변이든 진실을 말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        
 (4) 그 어떠한 이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담당 관리는 우선 상기 (2)항 및 (3)항 규
정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5) 본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자가 답변한 진술은 서면으로 축약하여 진술한 언어로 
해당자에게 읽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을 할 기회를 제공한 후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하도록 한다.          
  
추가적 권한
51. 본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 관리는 다음 모두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
다:        
 (1)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보유한 기록, 회계 장부, 컴
퓨터 자료 및 문서들의 제시를 요구하고 조사 및 검토하며 그 사본을 요청함; 
 (2) 본 법률 하의 해당 건이나 위반 건과 관련하여 해당자로부터 제반 확인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함;
 (3) 본 법률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질의를 
함.
 
기소
52. 본 법률 하에서의 제반 기소는 검사에 의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PART VIII
 기타 사항

등록 담당관 승인 하의 비시민권자에게의 프랜차이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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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말레이시아 시민이 아닌 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코자 하는 가맹본부는 등록 
담당관의 승인 및 등록 담당관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프랜차이즈 판매
54. (1) 말레이시아 내에서 또는 말레이시아인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코자 하는 외
국인은 등록 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등록 담당관은 별도의 사유 통보 없이 승인 또
는 기각을 할 수 있다.       
 (3) 본 조항 하에서 승인된 신청서는 등록 담당관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해
야 한다.     
  
55. (법 A1442에 의해 삭제).         
  
정보공개서의 공시
56. 등록 담당관은 제출된 정보공개서의 공시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또는 해
당 프랜차이즈 사업에 연관된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그러
한 공시가 불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그러
한 문서의 공시를 허용할 수 있다.        
 
57. (법 A1442에 의해 삭제).         
 
면제권
58. 장관은 관보에 공시된 명령을 통하여 부과가 적절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조건
에 의거하여 그 어떠한 이나 단체, 사업체 또는 산업에 대하여 본 법률의 그 어떠
한 규정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할 수 있다.         
  
담당관의 보호
59. 다음과 같은 이들의 다음 상황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법률적 조치나 기소가 이
뤄지지 아니 한다:     
 (a) 등록 담당관, 부 등록 담당관, 차 등록 담당관 또는 본 법률 하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관리 또는 담당자가 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시행한 제반 행위; 및        
 (b) 기타 그 어떠한 이가 장관, 등록 담당관, 부 등록 담당관, 차 등록 담당관 또는 
본 법률 하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관리 또는 담당자에 의한 명령, 지휘 또는 지시에 
의거하여 시행한 행위로, 그러한 행위가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그것
이 해당 목적의 완수를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규정
60. (1) 장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a) 본 법률의 목적상 필요한 양식, 절차 및 기타 요구 기준의 규정;         
     (b) 정보공개서의 형식과 내용의 규정;        
     (c) 프랜차이즈의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 담당관에게 납부할 수수료와 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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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관련 법률

 가. 계약시 고려사항

  (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초기 계약체결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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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이나 체결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을 위한 규제제도가 존재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업종이 있음
         -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어 계약 

시 지분이나 임원구성 할 경우 고려해야 함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이슬람 계율에 반대하거나 문화에 위해되는 

계약조건을 둘 수 없음. 특히 외식업종의 경우 JAKIM 할랄제도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계약시 물류에 관한 내용을 고

        그러한 수수료와 대금의 징수 및 지출 방법에 대한 규정;     
     (d) 본 법률 하의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규정;        
     (e) 본 법률의 시행 이전에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가맹본부 또는 프랜차이즈  
        중개인에 의하여 부여 또는 판매된 프랜차이즈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요  
        건에 대한 규정;         
     (f)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의 보수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g) 본 법률의 완전한 시행 및 그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        
 (2) 상기 (1)항에 의거한 규정에는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명시할 수 있으며, 
또한 5만 링깃 이하의 벌과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의한 처분에 대한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기타 사항
61. 본 법률의 시행 전에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 또는 판매한 가맹본부 또는 프랜차이즈 중개인은 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본 법률에 명시된 절차 및 요건에 의거하여 등록 
담당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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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함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인구의 25%지만 상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미푸트라이냐 중국계이냐 파트너에 따라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
음

         -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법률(Franchise 
Act 1998)에 따라 반드시 프랜차이즈 등기소(ROF : Registrar of Franchise)
에 등록하여야 함

      ◦ 해외 진출시 파트너 또는 거래처와 계약 체결시 분쟁해결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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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경우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
으며 외국 중재판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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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규제가 존재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약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가맹본부는 계약 10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
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도 최소한 7일의 잠정기간을 두어야 하고 
그 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가맹계약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함 
 
      ◦ 가맹점사업자들 간에 부과금, 가맹금, 로열티, 상품, 서비스, 장비 등 가맹점사

업자간에 불합리하고 차별적 취급을 하면 안됨

      ◦ 가맹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프랜차이즈의 제품 및 사업의 명칭과 내용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지역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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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금, 홍보비, 로열티 등 제반 관련 대금 종류
         - 가맹본부의 의무
         -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 상표 또는 지적 재산권 
         - 가맹점사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조건
         -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관한 것을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취득하는 권리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지원의 유형 및 세부 사항
         - 가맹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가맹계약 해지 또는 만료시의 효력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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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행의 필요성

   □ 직접 진출시 발생하는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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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출국의 법률 ∙ 제도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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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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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출기업의 자금 및 인적 · 물적 자원의 한계

      ◦ 직접 진출시 현지개업단계나 해외사업관리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준비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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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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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행조건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을 기재하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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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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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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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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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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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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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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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등의 의무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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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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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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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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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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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회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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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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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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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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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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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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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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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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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 해외진출시 본사의 파견직원이 없이 운영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계
약시 파견직원의 이민 및 거주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되어져야 함

◦ 계약체결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나 해결방식 및 면책조항을 내용
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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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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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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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분쟁발생시 중재로 해결할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국제 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bitration Centre = HKIAC)와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서울 국제 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 SIDRC)를 통해 중재를 통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외식관련 내용 

      1) 레시피 혹은 물품 제공의무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자신의 특수한 레시피 혹은 소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자재를 지정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도 있  
   음

      2) 지정물품의 취급 의무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통일성 및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프  

   랜차이지는 자신이 임의로 물품 혹은 식자재를 선택하여서는 안 되며 프랜차  
   이저 혹은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   
   이러한 지정물품 사용의무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모집한 가맹점에 대한 관계  
   에서도 동일함.

        식자재 등 사용물품의 현지화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상품 및 원재료의 공급
        상품과 원재료의 공급에 관해서도 계약서 내에 기재하여야 함. 특히, 외식 프

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맛과 서비스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의 
현지조달을 금지하거나 일부 재료만을 한국에서 직접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함

        이와 같이 현지에서의 상품 및 원재료의 조달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함

        한국에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운송 코스트가 높아지며, 결국 
운송 코스트의 상승은 상품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시장현황과 상품가격관
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현지조달을 할 것인지 한국에서 수출을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음

      3) 레시피 등의 준수의무
        지정물품 취급의무와 동일선상에서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시피  

   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로열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 수취방식이나 원천과세 포함
여부 등 세금부담여부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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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메뉴, 서비스) 지정
        해외진출시 상품(외식업의 경우 메뉴 아이템,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을 어느 

정도까지 한국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함. 
        한국과는 다른 진출국가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진출국가에서는 한국

과 동일하게 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상품의 지정
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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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              외식)

(브랜드명)

(브랜드명)

Master Franchise Agreement

[Franchisor]

회사명 :

대 표 :

주 소 :

이메일 :

서 명 :

[Master Franchisee]

회사명 :

대 표 :

주 소 :

이메일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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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로고>

본 계약은    년  월  일자로 다음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A) 제1 당사자 :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되어,              에 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인               (이하 “Franchisor" 또는 FR)

(B) 제2 당사자 : 말레이시아 법에 의해 설립되어,             에 그 사무소를 두

고 있는 주식회사인             Co. Ltd. (이하 “Master Franchisee” 또는 “MF”)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 (정의)

본 계약에서 해당 문구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외에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1. “Franchisor”란 대한민국 및 (          )의 상표권 및 특허, 의장실용 등 법의 보

호를 받는 프랜차이즈              및 이를 위한 SYSTEM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2. “Master Franchisee”란 계약지역에서              라는 브랜드로 직영점을 개설

하고, 독점적으로 Unit Franchisee를 모집하여 운영지원하고 제품을 공급하며 

Franchisor의 운영방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Unit Franchisees”란 Master Franchisee에 의해 모집되어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

는 자를 말한다.

4. “직영점”이란 Master Franchisee에 의해 직접 개설되고 운영되는 전문점을 말한

다.

5. “가맹점”이란 Master Franchisee가 직접 모집한 Unit Franchisee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점을 말한다.

6. “매장”이란 계약지역에서 Master Franchisee와 Unit Franchisee에 의해 운영되는  

             점포를 의미한다.

7. “제품”이란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에게 공급(판매)하는 원재료, 초도물품, 

기자재 및 기타 자료를 지칭한다.

8. “계약지역”이란 Master Franchisee의 독점적 영업구역으로               영토 

내로 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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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하고자 할 경우에 Master Franchisee는 사전에 Franchisor와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하위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 내에 Master Franchisee와 

Unit Franchisees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말한다.

10. “사업”이란 Master Franchisee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 내에서 프랜

차이즈 영업을 착수 및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매뉴얼”이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Master Franchisee에 의한 준수 및 이행

을 위해 Franchisor가 수립 및 제작한 기법, 프로세스, 기술, 시스템 및 체계에 관한 

설명서로 구성되는 사업에 관한 Franchisor의 표준 운영 지침을 말한다.

12. “마스터 프랜차이즈“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

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계약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의미한다.

13.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대가” – 다음의 전부 또는 그 일부로 구성되는 금액.

    (a) 가입비(계약수수료)

    (b) 로열티

    (c) 감리비용

14. “로열티”란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대가로서 Franchisor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그 액수는 제6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된다.

15. “상표”란 본 계약의 Appendix A에 기재된 상표와 제품 및 그러한 상표의 등록

을 위한 출원에 적용되는 기타 상표 및/또는 서비스표를 의미한다.

16. “상호”란               또는 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기타 명칭을 의미한

다.

17. “계약”란 조항(Articles), 부록(Appendices)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18. 본 계약에 첨부된 부록(Appendix), 부속문서 또는 증거서류는 본 계약의 불가분

의 일부를 이룬다.

제 2조 (선행조건)

본 계약은 Master Franchisee가 Franchisor에게 지급할 가맹비 기타 초기 비용의 최

종적 완불을 전제로 한다. Master Franchisee가 초기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Franchisor는 지급요구일로부터 2달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 부여)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계약기간(       ~       )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라는 브랜드로 직영점 개설과 운영 및 프랜차이즈 모집 사업과 관련

한 모든 활동(영업, 점포개설, 제품생산, 판매 및 광고 활동 등)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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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Franchisor의 초기 의무)

1.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계약지역 내에서 직영점 개설과 운영 및 가맹

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영업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할 의

무가 있다.

2.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직영점 및 가맹점의 원활한 개설을 위하여 

인테리어, 매장관리, 직원관리, 식자재관리 등의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Master Franchisee가 Unit Franchisee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

다.

3.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의 해지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유∙무형의 Franchisor자원을 적

극 지원할 의무가 있다.

4. 직영점 및 가맹점의 설립을 감독 및 지도할 인력을 제공하고, 최초     개의 점

포에 대해서는 1개월의 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 운영 직원에 게 트레이닝을 제공한

다.

5. Franchisor 인력의 제공 및 파견을 포함하여 사업이 공식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협력 및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Franchisor 인력의 계약지역으로의 제공 및 파견에 소요되는 여비, 숙박비 및 관

련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부담한다.

제 5조 (Franchisor의 계속적인 의무)

계약기간 동안 Franchisor는 다음에 대해 동의한다.

1. 사업 수행의 허가

Master Franchisee가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된 명칭 또는 Franchisor가 서면으로 명시

하거나 승인한 기타 명칭 또는 호칭을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을 허가한다.

2. 마케팅자료, 운영매뉴얼 등 제공의무

계약 기간 동안 Master Franchisee에게 Franchisor의 최신판 마케팅 자료, 운영 매

뉴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3. 자문

사업의 홍보, 광고 및 판촉 활동과 관련하여 Master Franchisee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조언 및 조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트레이닝

Master Franchisee의 요청에 따라 Franchisor는 제품의 구매, 판매 및 일반운영절차

를 포함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트레이닝을 Master Franchisee에게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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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지원

  1)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필요한 영업자료 및 상표, 디자인, 각종 

광고물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이를 계약지역에 맞게 번역 및 변경하는 것은 

Master Franchisee의 역할이다.

  2) Franchisor는 신제품의 안내와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3) 제조 및 서비스교육과 운영교육 및 영업지원은 각각 Franchisor의 한국본사와 

Master Franchisee의 계약지역에서 이루어진다.

  4) 위 3)의 경우 여비, 숙박비 등의 관련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선지급한다.

제6조 (Master Franchisee의 의무)

Master Franchisee는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항상 다음을 준수할 것을 

Franchisor에게 서약 및 약속한다.

1. 가맹비, 로열티, 비용 및 기타 수수료 등 지급

  1) 화폐 단위 및 기준 환율

    ① 본 계약에 대한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화(USD)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급 기준 환율은 청구 전월 한달 평균 환율로 규정한다.

  2) 가맹비(계약수수료)

    ①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 Franchisor의 브랜드로 직영점 개설 및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는 조건으로 가맹비를 아래와 같이 

Franchisor에 지급한다.

       i) Master Franchisor Fee :                   USD

       ii) 계약기간:   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연장시에는  년 단

위로   회 연장 가능하며 재계약 연장시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이 상향 조정 될 수 

있다.

    ② Master Franchisee가 지불한 가맹비는 Franchisor에게 즉시 귀속하며 계약의 

해지, 종료, 무효, 취소 등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다만 송금

일로부터 7일 내에 한하여 계약지역 내의 천재지변 또는 계약지역 전체의 전면적인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Master Franchise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라고 양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환불될 수 있다.

  3) 직영점 개설에 따른 로열티 및 감리 비용

Master Franchisee는 로열티 및 직영점 개설에 따른 감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한다.

    ① 로열티: 매월 총매출액의       %

    직영점 로열티는 Master Franchisee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일까지 지급한

다.

    ② 직영점 개설시 감리비용: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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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직영 2호점 개설시까지는 반드시 Franchisor 가 파견한 감독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ii) 직영 3호점 이후 시공 감리 여부는 Master Franchisee에게 달려 있다.

       iii) 감리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일까지 지급

한다.

  4) 가맹점 개설에 따른 가맹가입비, 로열티 및 감리비용 Master Franchisee가 계

약지역 내에 가맹점 개설에 따라 Unit Franchisee로부터 받은 가맹가입비, 로열티 

및 감리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가맹가입비 및 로열티

       i) 가맹가입비: Master Franchisee가 Unit Franchisee로부터 지급받을 가맹 

가입비는         USD이며, 이 중     %는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ii) 로열티: Master Franchisee는 Unit Franchisee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는 

매월 총매출의       %로 하며, 이 중      %는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iii) 지급시기: 위 가맹가입비와 로열티는 Master Franchisee가 매분기별로 집

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그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를 E-MAIL, 국제우편,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송부한다.

          1분기(1~3월 분): 4. 20. 까지 지급

          2분기(4~6월 분): 7. 20. 까지 지급

          3분기(7~9월 분): 10. 20. 까지 지급

          4분기(10~12월 분): 다음 해 1. 20. 까지 지급

    ② 가맹점 개설시 감리비용:        USD

       i) 가맹 1호점 개설시까지는 반드시 Franchisor 가 파견한 감독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ii) 직영 2호점 이후 시공 감리 여부는 Master Franchisee에게 달려 있다.

       iii) 감리비용은 감리요청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5)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

Franchisor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제품 공급에 대한 모든 배송비, Franchisor에게 송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Master Franchisee 국가에서 책정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은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과 별도로 Master Franchisee가 부담한다.

    ② Master Franchisee는 제품 발주 후     일 이내에 대금을 선 입금하여야 하

며 Franchisor는 입금 확인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품을 선적하여야 한다. 

Franchisor는 선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품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6) 별도 비용기준

    ① Master Franchisee를 지원하기 위하여 Franchisor에게 발생되는 출장비, 교

육비 등 일체의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실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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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Franchisor는 상기 ①항의 지원 비용을 Master Franchisee로부터 선 입금 받

은 후 Master Franchisee일정에 맞춰 업무지원을 하도록 한다.

    ③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 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직영점개설, 

Unit Franchisees 모집 및 개설을 적극 진행한다. Master Franchisee는 이를 위해 다

양한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Master Franchisee가 

부담한다.

  7) 대금 결제 계좌

Master Franchisee는 직영점 및 가맹점의 가맹비, 로열티, 비용, 기타 수수료 및 모

든 관련 대금 결제를 아래 계좌로 Franchisor에 게 지급한다.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

    예금주:

  8) 연체 이자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대가의 지급에 대한 연체 또는 지체가 있는 경우, Master 

Franchisee는 본 계약에 첨부된 Appendix B Section 2 소정의 연체 이자율에 따라 

그러한 지체 또는 연체된 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9) 상계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라 Master Franchisee 제품대금 등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여하한 액수를 상계하지 않는다.

2. 제품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공급하거나 지정한 제품 혹은 지정한 업체

가 공급하는 제품만을 취급하고 Unit Franchisee에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Franchisor의 승인 없이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Franchisor는 계약

을 파기할 수 있다.

  2) Master Franchisee는 Unit Franchisee가 동일한 제품 및 판매가 격을 준수하도

록 지도, 감독하고 또한 Master Franchisee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며 지정한 제품만

을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서 와 유사한 가맹점 사업 및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구매, 유통하지 못한다.

  4) Master Franchisee는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여 Franchisor 혹은 Franchisor가 지

정한 자에게 주문하며, 제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검수(품목, 규격, 상태, 수량 등)

하여 이상이 있을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 하여

야 한다. 또한 Franchisor 혹은 제3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제품수급이 원활하지 못

한 경우에는 Franchisor의 승인을 받아 이와 동등 또는 유사한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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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현지화가 상호이익이 되

며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서를 통해 이를 협의할 수 있다.

3. 인력 및 트레이닝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로부터 전수받은 가맹점 개설 및 인테리어, 매

장관리, 직원관리, 식자재관리 등의 관리 및 운영노하우를 Unit Franchisee에게도 충

분히 전수할 수 있도록 수퍼바이저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순회하며 Unit Franchisee

의 성공적인 매장운영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각 매장 개설 10일전까지 Master Franchisee와 Unit 

Franchisee가 매장 운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근무할 직원들

의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한

다.

4. 회계 및 정보 제공

  1) 정확하고 적정한 회계

    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관행 및 계약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

에 따라서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정확한 별도의 기록 및 회계를 유지한다.

    ② 그러한 기록 및 회계에 대하여 1년에 1회 유자격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하

도록 한다.

    ③ Master Franchisee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술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 받은 모든 회계 사항에 대한 영문 및 (          )어 사본 각 1부를 

Franchisor에게 제출한다.

  2) 매출 및 가맹사업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①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는 사업의 협력과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출 및 영업사항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투명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교류 체계

를 갖는다.

    ② Master Franchisee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Franchisor에게 회사의 매출자료, 

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와 가맹점 매출에 대한 자료 등을 

Franchisor에게 문서(E-MAIL, 국제우편, FAX, POS SYSTEM 전산자료 포함)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한다.

    ③ Franchisor는 매출에 대해 실사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약지역 내 매장의 POS 

SYSTEM 등의 전산자료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위 권리 실행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매출 및 가맹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

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Master Franchisee의 매출 및 회계자료에 대하여 열

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Master Franchisee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Master Franchisee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Franchiso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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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국제우편, Fax, E-mail 등)으로 다시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Franchisor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 직영점 및 가맹점 매장 운영 등

  1) 매장의 위치

    ①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 직영점 매장 

위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Master Franchisee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 매장 개설시 매장 위치에 

대해 Franchisor에게 매장위치 선정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승인을 얻어 매장을 개설하며, 매장 오픈 후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Franchisor에게 보고한다. 이때 Franchisor는 개설 전 승인한 내용대로 매장이 개설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2) 청결 및 정돈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지시한 바에 따라 직영점 및 가맹점이 항상 청결

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3) 장비의 설치/수리/교체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요구하는 사양의 장비/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야 하고, 매뉴얼 혹은 Franchisor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매장 및 그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장비를 교체 및 교환함으로써 Franchisor의 상호 및 사업의 위

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4) 임의의 장비교체 금지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는 매장에 설치된 

장비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

  5) 복장/유니폼

    ①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매뉴얼 또는 Franchisor가 정

하는 바에 따른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②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깔끔하고 청결한 외양을 갖추고 고객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하여야 한다.

  6) Franchisor는 직영점 및 가맹점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Master Franchisee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Master Franchisee는 

사안에 따라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Franchisor에

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운영매뉴얼의 준수 및 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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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Master Franchisee는 운영매뉴얼에 규정된 혹은 수시로 규정 및 개정되는 

내용을 준수하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야 하며, Unit Franchisee로 하여금 이를 준

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뉴얼은 Franchisor의 재산으로서 Franchisor의 명시적인 사전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Master 

Franchisee는 운영매뉴얼 내용의 기밀유지를 위해 책임있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Franchiso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Unit Franchisee의 대표자에게는 전

파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시 Master Franchisee는 자신이 관리 또는 소지하고 있는 운영매뉴

얼 전부를 Franchisor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최소 직영점 및 가맹점 모집

  1)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 직영점 및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유지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직영점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직영점 기준)

    ②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직영점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직영점 기준)

    ③ 직영점 비율: 계약지역 내 전체 매장 수 대비 최소   %를 유지하도록 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2개의 직영점 운영을 성실히 이행한 후 Unit Franchisee 

모집 및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Franchisor가 판단할 경우,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이 지난 시점부터 Franchisor와 협의 하에 Unit Franchisee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가맹점 

기준)

    ②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가맹점 

기준)

    ③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개 이상(실제 운영되는 가맹점 

기준)

  3) 최초 가맹점 영업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Master Franchisor가 위 직영점 및 

Unit Franchisee 모집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로열티

를 변경한다.

    직영점   %→   %, 가맹점   %→   %

  4) 계약기간    년 내에 매장 수는 운영 매장 누적 기준으로 최소   개 이상 운

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광고 및 판촉

  1) Master Franchisee는 자신의 비용으로 Unit Franchisee 모집광고 및 영업, 판매

촉진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 지역 내에서 Unit Franchisee 유치 극대화 및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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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ster Franchisee는 Unit Franchisee 모집광고 및 영업 활동시에 Franchisor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상징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서 매장을 개설한 후 원활한 Unit Franchisees 

모집과 개설한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Master Franchisee의 비용으로 광고 및 홍

보 활동을 수행한다.

8. 인테리어

  1)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가 계약 지역 내에서 회사의 사업으로 책임진

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Master Franchisee는 기술을 보유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Franchisor가 승인한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정밀 시공하도록 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계약기간 동안 Franchisor의 통일적 이미지와 수준에 부

합하도록 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Franchisor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최초    호점까지는 시공 후 Franchisor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Franchisor는 

개설 전 승인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Master Franchisee 요구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매장의 확장, 변경, 수선, 교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9. 법률, 기법 등의 준수

  1) 법률, 명령, 규칙 등 준수

    ① 제품의 구입 및 판매를 포함하여 사업의 개시, 수행, 운영 및 유지에 관련하

여 각 해당 영역에 대한 법률, 명령, 규칙, 고시 등을 준수하여 계약지역 내의 가맹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Master Franchisee는 관할관청에 프랜차이즈를 등록하고 이를 연장 또는 갱

신하도록 한다.

    ③ Master Franchisee는 사본을 첨부하여 Franchisor에게 등록 혹은 등록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Unit Franchisee의 모

집의 승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 등을 검토함에 있어 위 등록증명서의 

취득 및 갱신 여부를 고려한다.

    ④ 영업지역내의 법률 등과 Franchisor가 Master Franchisee에 게 제공하는 매

뉴얼 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내의 법률 등이 우선하며, 이러한 경우 

Master Franchisee가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본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

는다. 이때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서면으로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

은 사실과 비준수의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면허 등의 신청

Master Franchisee의 비용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업 면허 또는 사업 면허 

및 계약지역 내에서 사업의 개시,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기타 면허, 허가, 

증명 또는 서비스를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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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에 있어서 특히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청결 관련 사항에 관하여 매뉴얼(최

신판, 수정본 포함)을 준수한다.

10. 그 밖의 의무

  1) Master Franchisee는 계약 지역 내에서       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 유, 무형 자산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

록 적극 관리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Franchisor의 명성, 신뢰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지역에 맞는 마케팅과 가맹점 모집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비경쟁 조항)

1. 계약기간 중 비경쟁

  1)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 경쟁자의 경쟁 사업에 관련한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권리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에 

대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Master Franchisee는 계약기간 종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5년 동안은 계약

지역 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1,2항의 의무는 Master Franchisee, Master Franchisee가 속한 법인, Master 

Franchisee의 대표자, Master Franchisee의 가족 및 친척, Master Franchisee 대표자

의 친인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 항에 열거된 사람들이 위1,2항의 의무를 위

반하는 것은 Master Franchisee의 의무위반으로 간주된다.

제8조 (기밀유지)

1. Master Franchisee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및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Franchiso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Franchisor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은 정

보, 자료, 매뉴얼 등 또는 Franchisor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품에 관한 가

격, 제품의 품질과 제조비법(레시피)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기밀 정보 내지 Franchisor에 관한 기밀 자료는 Franchisor가 제공한 양식

으로 작성된 기밀유지 및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한 자를 제외하고는 일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배포하지 아니한다. 위의 비밀유지 약정서에 서명한 사람의 명단은 서명 

후 20일 이내에 Franchisor에게 통지한다.

3. 전항의 기밀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의 유지 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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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된다.

4. 본 조항의 위반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서 Franchisor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이전):

1. Master Franchisee에 의한 양도

Master Franchisee는 아래의 제9조 제2항 기재의 조건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 또는 이전을 위해서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야 한다.

2. 양도허용의 조건

본 계약상의 Master Franchisee의 권리의 양도, 이전 또는 매각에 대한 여하한 동의

는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떠한 조건도 제안된 양도 또는 이전에 대

하여 동의하거나 합리적 유보를 할 수 있는 Franchisor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한

다).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 의해 제안된 여하한 양도 또는 이전의 조건

을 승인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비환불의 양도수수료를 지급하여 Franchisor 

로 하여금 해당 신청을 검토 및 처리하고 양수인의 훈련에 충당하도록 한다. 양도 

수수료는       USD를 초과하지 않는다.

  3) Franchisor의 선택에 따라,

    ① Master Franchisee와 양수인이 Franchisor가 제공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양

도 계약서에 따라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Franchisor와 양수인이 Franchisor가 제공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할지 아니면 

새롭게 계약기간을 설정할지는 Franchisor의 재량으로 한다).

  4) Master Franchisee는 양수신청과 동시에 Franchisor에게 본 계약에 따라 제공

된 매뉴얼 및 기타 자료들을 반환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5) 양수인은 Franchisor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다.

3. 우선매수청구권

  1) Master Franchisee는 제3자에게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

는 이전하기에 앞서 Franchisor에게 우선적으로 양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Franchisor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양수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Franchisor가 양수의사를 표명하면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와 우선적으로 양

도 협상을 하여야 한다.

  2)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어 Master Franchisee소유의 직영매장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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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경우에도 위 1)항과 동일하다.

4. Franchisor에 의한 양도

본 계약 또는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 사이의 여하한 다른 계약에 그와 반

대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Franchisor는 Master Franchisee에게 최소 30일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본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 10조 (상표)

1. Master Franchisee의 상표 등 사용권

  1) Franchisor는 자신의 서비스표 등 Master Franchisee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 등 보호절차를 구비하였음을 보장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동의하에 자신의 계약 지역 내의 유일한 

Master Franchisee로서 매장에 상표를 부착할 수 있으며 Franchisor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Franchisor의 상호 및 디자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계약종료에 따른 상표 사용의 중지

계약이 종료되면 Master Franchisee는 30일 이내 Franchisor가 승인한 상표 기타 상

징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거작업 및 이미지 철거 등을 하여

야 한다.

3. 권리침해의 통지

만약 Master Franchisee가 Franchisor의 상표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Franchisor에게 이를 즉시 알려 Franchisor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 보상 / 면책

  1) Master Franchisee는 본 계약 내용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Master 

Franchisee 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Franchisor의 상표, 상호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함

으로써 Franchisor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본 계약 내용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Master Franchisee 또는 그와 관

련된 자가 Franchisor의 상표, 상호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에 대해 Franchisor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Master Franchisee

는 제3자로부터 Franchisor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에 대해 단독으로 제3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제12조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년

간 계속하여 유효하다. 단 계약의 발효일에 대하여는 제2조가 본 조에 우선하여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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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세부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종료)

1. 당사자의 의무 위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는 서면(국제우편, E-MAIL, FAX포함)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이 계약서의 개별조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Franchisor와 Master Franchisee 사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Franchisor 또는 Master Franchisee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인 경우

  3) Master Franchisee가 Unit Franchisee로부터 불이행의 구제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Master Franchisee가 영속 기

업으로서의 기능을 중지한 경우

  4)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시 30일의 기한

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

  5)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재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2.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

상기의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 13조 (종료의 효과)

본 계약의 종료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 사업의 중단

Master Franchisee는 사업운영 및 기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추후로 어떤 방식으로도 

스스로를 Franchisor의 Master Franchisee 혹은 가맹점으로서 표시하지 않으며, 

Master Franchisee와 Franchisor간의 가맹(Franchise)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떠

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상호 등 사용의 중단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상호, 상표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상호, 로고, 의

장, 표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3. 광고물 등의 제거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와 동일시되거나 동일시될 수 있는 혹은 Franchisor

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표지 또는 광고물을 폐기한다.

4. 매뉴얼의 반환

Master Franchisee는 매뉴얼 및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Franchisor에 관한 기밀정

보 또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자료를 전부 Franchisor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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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손해배상)

1.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상표권, 특허, 의장권과 기타 제품에 구현된 

재산권이 Franchisor의 독점적 소유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Franchisor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은 정보, 자료, 매뉴얼 등 Franchisor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품에 관한 가격, 제품의 품질과 제조 비법, 사양,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법, 자재목

록, 홍보물 디자인, 마케팅 기획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기밀유지).

3.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가 제공하거나 인정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제

6조 제2항).

4.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법인 및 모든 매장 매출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매출 누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상기 제1~4항을 위반할 경우 Master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각 조항 당    

  USD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

제 15조 (불가항력)

1. 어느 당사자도 전쟁, 혁명, 폭동, 파업, 노동쟁의, 화재, 홍수, 정부의 조치,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조건을 불이행 하거나 이행 지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진전 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제거되는 즉시 피해 당사자는 지체 없이 해당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보험)

계약지역 내에 모든 직영점과 가맹점은 각종 보험 등의 부보를 통하여 자산과 인사

상의 손해에 사전방어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발생

하는 각종 사고는 Master Franchisee의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도 Franchisor의 책임으로 할 수 없다.

제 17조 (분쟁의 처리)

Master Franchisee는 계약지역 내에서 직영점 개설 및 Unit Franchisee를 모집, 개

설, 관리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Master Franchisee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Franchisor의 책임으로 할 수 없다.

제 18조 (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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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ranchisee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해 Franchisor가 본 계약에 따

라 주어진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것은 그러한 의무 불

이행 등에 대한 권리 포기 또는 묵인으로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Master 

Franchisee에 의한 다른 또는 추후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한 Franchisor

의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9조 (통지)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모든 통지는 본 계약 상단에 규정된 당사자들

의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Master Franchisee는 주소 혹은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즉

시 Franchisor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시 본 계약 상단에 규정된 주소지에 대

한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임을 인정한다.

제 20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1. 본 계약에 대한 어떠한 수정 또는 변경도 문서화되어 Franchisor 및 Master 

Franchisee 의 정당한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는 Master Franchisee와 Franchisor가 상호 간에 

서면(국제우편, FAX, E-MAIL등)으로 합의한 경우에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21조 (준거법 및 중재)

1.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2. 언어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관련 문서는 모두 영어로서 작성되어 교부됨을 동의한다. 

다만 본 계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관련문서는 (          )의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          )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다만 의미의 충돌이 있는 경

우에는 영문본이 기준이 된다.

3.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위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

하고 부득이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

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구속력을 가진다.

Appendix A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첨부되며, 이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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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상기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연구용
역한 자료이며, 영문본이 필요할 경우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www.ikfa.or. 
kr)에 문의하길 권함

<TIP >

◦ 합작방식은 시장조사, 파트너선정 등의 절차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과 유
사하지만 파트너와 함께 현지법인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음

◦ 합작방식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과 달리 계약내용에 출자비율, 의사결정, 
법인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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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에게 허가된 지식재산권의 목록

Appendix B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첨부되며, 이의 적용을 받음)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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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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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일정 : 본사와 지역 개발자간에 협의된 개발 일정은 통상 지역 개발 계약서
에 첨부됨. 개발 일정에는 일정한 수의 매장이 개설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이 
포함되어 있음. 본사는, 앞에서 거론했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처럼, 개
발자가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유보하고 있음

 다. 가맹 계약

  (1) 가맹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사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조.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2014.06.09,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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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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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경우에는 위 위임 당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위임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관련 조항)가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③ 권리부여
        - 통상 가맹본부가 해당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 부여하는 권리에 관한 조항
          : 상표, 서비스마크, 로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련된 본사의 기타 지적재산
          : 가맹점 매장 장식에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 가맹본부본사의 마케팅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 본사가 개발한 제조 방식(음식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조리법, 

조리 공식, 사양 및 공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로부터 특별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위와 같은 권리를 오직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지정된 장소나 미리 정한 지역 및 특정한 사업의 운영에 한해 부여함. 계약
서는 또 지정된 장소나 미리 정한 지역 밖에서 가맹본부가 동일한 권리를 
다른 가맹점에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④ 프랜차이즈 상품 또는 서비스(Franchising Products or Services)
        - 프랜차이즈 상품에 대한 일반적, 특수한 형태에 대한 상세 설명
        - 디자인 및 생산권자
        - 가맹점이 판매할 수 있는 부수 품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항

      ⑤ 프랜차이즈 판매지역(Franchise Territory)과 전속성 여부(Franchise Exclusivity)
        - 프랜차이즈 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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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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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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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양도시 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사 및 감사수수료, 지연
이자

        - 연납 : 정액비용 또는 매출의 비율에 따른 책정
        - 세금(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관공서 비용
        - 자문비용, 여행경비 등
        - 지급 조건, 지급 절차
        - 지급 방법, 지체에 따른 Penalty

      ⑨ 계약기간(Term of Agreement)
        - 초기 기간, 효력발생일 및 종료일
        - 연장 조건 및 갱신을 위한 선택 중도 해지 및 이를 위한 조건
        - 중도 해지에 따른 재산권, 노하우, 상호권, 잔여 재산 및 잔금에 대한 효력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

하고 있음
          : 가맹점의 의무 준수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당초의 계약 기간 중에 반복적으

로 의무를 위반했거나 갱신 시점까지 미비점과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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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위반시 시정할 수 있는 기간부여와 계약종료 사유
        - 즉각적인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되는 계약종료 사유
        -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맹점이 계속 져야 할 의무사항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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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프랜차이즈 유지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Requirements to maintain the franchise)
        - 계약 기간 동안 최소 판매 또는 생산량 책정
        - 최소 판매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될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

      ⑫ 기술 및 노하우(Technology and Know-how)
        -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둘 필요  

   가 있음

      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용(Use of the Franchise’s brand)
        -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에의 등록
        - 브랜드 샘플 첨부
        - 소유관계
        - 양도 금지(어떠한 목적에서든)
        - 사용에 대한 제한(크기, 색상, 상호를 부착할 장소, 계약 완료 후 광고 금지,  

   물품 폐기 등)

      ⑭ 품질관리 규정(Contractual Rights to Maintain Quality Control)
        -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에 걸쳐 품질 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각종 규

정이 항상 포함
        - 매장의 상태와 외관 유지
        - 상품 또는 서비스
        - 상표 등 브랜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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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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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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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접근성(Plant Access)
        -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매장 접근성
        - 조건 및 절차, 시간(긴급시 또는 평상시)

      ⑲ 회계감사 및 감사권(Audit and Inspection Rights) 및 재정 및 경영에 관한 보
고서 제공(Furnishing financial and Management Report)

        -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일정
        - 회계감사 및 실사를 위한 일정
        - 평상시 또는 긴급시에 있어서의 요건 및 절차
        - 통일된 보고서 양식
        - 준비 및 제출을 위한 일정
        - 평상시 또는 긴급시에 있어서의 요건 및 절차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된 관련 서류들에 따른 자기 평가
        - 위반시 조치 절차(Penalty)

      ⑳ 마케팅과 광고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광고와 마케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본사의 마케팅 프로그램, 가맹점의 로컬 마케팅 프로그램, 지역별 프랜차이

즈 협력 프로그램
        - 마케팅과 광고의 시행절차와 방법, 비용분담

       독점적 공급(Sole supply status)
        - 가맹본부의 독점적 공급 권한 명시

       가맹점에 대한 계약조건 변동(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Franchisee)
        - 요건 및 절차
        - 각 계약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
        - 가맹점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조건이 변동될 경우(예를 들어 추가적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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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단계, 상품, 제품)

       가맹점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Sole price of goods or service  
   by Franchisee)

        - 가맹점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정 가격의 변동   
   폭을 적용할 수도 있음.

        - 관련법령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음.

       교육 및 훈련(Training)
        -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
        - 프랜차이즈권을 판매한 후 최초 교육에 대한 조건 및 일정, 비용
        - 보수교육의 내용과 비용

       운영지침(Operation Handbook)
        - 각 가맹점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로서 통일성이 가해져야 함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운영지침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일치해야 함.
        - 당해 프랜차이즈 관련 운영지침은 가맹점의 동의없이 시의 적절하게 가맹   

  본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보험(Insurance)
        - 가맹본부에 의해 제공된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할 것

       양도(Assig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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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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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서브 프랜차이즈(Sub-franchising)
  - 절차 및 요건, 서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한(수, 위치, 권리 제한, 지역, 고객 등)
◦ 융자와 리스
  - 큰 자본 투자액이 소요되는 업종의 적당한 자금 지원이나 방법이 필요
  - 가맹본부가 직접 융자나 리스 분야에 참여하지 않음
◦ 선택적인 집단 구매 프로그램
  - 가맹본부가 양호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가맹점에 주기 위해 집단 구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도 함
  - 가맹본부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영리조합을 만들어서 가맹점 위원회
    가 운영하게 할 수도 있음

  (2) 가맹계약서 샘플

프랜차이즈 계약

(점포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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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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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는 본 계약서와 Brand 식당의 모집 안내장을 검토하였음을 인정한다. 

Franchisee는 본 계약이 본 계약의 약관을 양해하고, 이는 Brand 상표의 신용과 시

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Brand식당에서 엄격한 Franchisor 품질 기

준의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합당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Franchisee는 하기에 기술하는 장소에서 Brand식당을 운영할 프랜차이즈의 취득을 

원하고 Franchisor는 본 계약에 명시하는 약관에 따라 Franchisee에게 해당 사업권

을 교부하고자 한다.

이에 제 당사자는 하기의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1. 지명

  1)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Franchisor는 이에 본 계약 3호에 의거하여 선정하는 

장소(이하 “식당”이라 함)에서 별첨 A에 명시된 시스템과 Brand 상표, Franchisor가 

수시로 인가하는 관련 상표 일체(해당 Brand상표는 하기에 “면허 상표”라 함)를 이

용하여 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Franchisee에게 교부하며, Franchisee는 이에 이를 운

영할 의무를 인수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교부되는 사업권은 특정 지역의 식당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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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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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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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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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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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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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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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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간 동안 식당을 개장한다.

    ⑥ 시스템을 위해 정한 품질 및 균일성의 기준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Franchisor의 지시에 따라 식당과 식당의 외관을 영업에 부합하는 청결하고 정

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⑦ 항시 (      ) 유관 당국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한다.

    ⑧ 항시 최대 수용 능력과 효율까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식품과 물품, 인력

을 유지한다.

    ⑨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용할 때 적합한 면허 상표를 상호명으로 제출 또

는 등록한다. 해당 필수 제출물은 본 계약에서 교부하는 해당 상호를 사용할 라이

선스를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제외한 어떤 권리나 자격, 이익도 Franchisee에게 교

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⑩ Franchisor가 판단 및 지시하는 대로 타 상호가 아니라 면허 상표로 식당을 

운영한다. 단, 해당 사용은 본 계약에서 교부되는 라이선스에 포함되는 약관에 의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호에 포함되는 권리나 자격, 이익을 Franchisee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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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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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 하에 현금 또는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매출이나 기타 거래 영

수증 일체를 비 재설정형 금전등록기나 누적 합계가 나오는 판매점 시스템에 기록

해야 한다(또한 그에 대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금전등록기나 

시스템은 Franchisor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밀봉하고 Franchisor가 요구하는 기타 해

당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Franchisee는 총수입을 기록하고 기타 관리 정보 및 보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Franchisor가 수시로 명시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필수 전용 전화 및 

전력선, 모뎀, 프린터, 기타 컴퓨터 관련 액세서리나 주변기기를 구매, 임대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Franchisee는 Franchisor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식당 운영에 여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1. 재무제표

Franchisee는 매월 말일 이후 30일 안에 전월과 당해 연도에 대해 감사를 거치지 

않은 식당 손익계산서를, Franchisee의 회계연도 종결 이후 90일 안에 각 당해 연도 

결산에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Franchisor에게 제출해야하며, 각 서

류는 (      ) 회계 제도에 따라 작성한다. Franchisor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말 재

무제표는 Franchisor가 지정하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2. 공급업체 정보

Franchisee는 Franchisor가 물품이나 원료,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Franchisor의 공

급업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고 동의한다. 본 계약의 체결은 해당 정

보의 취득에 필요한 허가 및/혹은 허락으로 간주한다.



- 157 -

13. 매뉴얼

Franchisor는 의무 표준과 표준 영업 절차, 규칙 및 그 제안을 포함하는 기밀 운영 

매뉴얼과 의무 메뉴와 조리법, 규격 및 제안을 담고 있는 조리 매뉴얼을 제공한다. 

조리 매뉴얼은 기밀 운영 매뉴얼의 일부로 간주한다. 매뉴얼은 본 계약의 기한동안 

Franchisee에게 “대여”되며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시 반납해야 한다. Franchisee는 

언제든지 전술한 자료 전부나 일부를 복사, 복제, 기록, 재현하거나 동 자료를 비인

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본 매뉴얼은 항시 Franchisor의 단독 재산으로 점포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Franchisee는 항시 최신 매뉴얼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Franchisor가 Franchisor 본사에 비치

하는 매뉴얼의 마스터 사본에 기재된 약관이 우선한다. Franchisor는 균일하고 효율

적인 운영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 업데이트를 추가 및 실행할 권리가 있다. 단, 해당 

추가나 변경은 본 계약에 따른 Franchisee의 기본 지위와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Franchisee는 해당 매뉴얼과 운영 업데이트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기밀 

운영 매뉴얼”은 게시판이나 이메일,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컴

퓨터 디스켓, CD ROM을 비롯하여 기밀 운영 매뉴얼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구체적

으로 언급하는 기타 매체에 의해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대체 또는 추가 수단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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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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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Franchisor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식당의 운영을 전

문으로 하는 사업(본 계약 체결 이전에 Franchisee가 운영하던 사업을 포함) 전부나 

그 일부를 소유, 유지, 자문, 지원, 투자, 대출하거나 해당 업체에 고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행위

  3) Franchisee는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극비로 하고,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개인

이나 단체, 회사, 법인에 공개할 수 없다. 시스템은 타인이나 회사, 법인이 이용할 

경우 Franchisor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경쟁 우위를 해당 개인이나 회사, 법

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회계, 식별, 계획, 규격, 표준, 관리 시스템, 조리법, 메뉴, 기

법, 재무정보(예, 제품 원가와 공급원), 사업 운영 및 절차 프로그램이라고 양해 및 

합의한다.

  4) Franchisee는 고용 당시 식당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에게 

Franchisor가 수시로 권장하는 양식에 “기밀유지 및 경쟁금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15. 보험

  1) Franchisee는 식당 영업을 개시하기 10일 이전에 식당이나 기계, 소방, 폭발 등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의 보호와 인명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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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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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ranchisee는 Franchisor의 면허 상표에 대한 명백한 침해나 이의제기를 

Franchisor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Franchisor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단독 재량권이 있다.

  4) 면허 상표에 적용되는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은 이후 Franchisor가 Franchisee에

게 허가하는 상호나 상표 및 서비스 상표, 로고, 기타 상업용 기호, 특허, 저작권에 

적용한다.

  5) Franchisee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류할 수 없는 Franchisor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월드와이드 웹사이트를 유지하거나 인터넷

이나 기타 공용 컴퓨터 통신망에 Franchisor의 존재나 광고를 유지할 수 없다. 

Franchisee는 Franchisor 사업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사용할 웹사이트 페이지의 정

확하고 진실한 인쇄물을 Franchisor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로 합의한다.

17. 면허 상표의 사용

  1) Franchisor는 Franchisee의 서비스나 제품 광고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문구나 

명함, 광고물, 보도자료, 브로슈어, 쿠폰, 포장, 라벨, 메뉴, 태그, 기타 인쇄 자료나 

그와 관련하여 면허 상표를 사용하는 양식 및 방식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Franchisee는 이에 Franchisor에게 해당 권리를 교부한다. 면허 상표를 보유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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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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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스템 수수료(로열티)

  1) Franchisee는 식당에서 파생되는 총수입의 ______ 퍼센트를 시스템 수수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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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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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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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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Franchisee 종업원의 여비와 숙박비, 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불이행과 관련된 추가 검사 비용 전액을 Franchisee에 부과할 권리가 있다.

24. 불이행 및 해지

  1) 즉시 해지

 Franchisee가 만기 부채를 지급할 수 없어 지급불능이 되거나, 파산이나 지급불능

판결을 받거나 (      ) 파산법에 따라 파산이나 구조조정, 유사 절차 청원서를 제

출하거나 해당 청원서를 30일 안에 취소하지 않거나, 관재인의 지명을 요청하거나 

채권자를 위하여 일반 양도를 이행하거나, USD25,000달러가 넘는 최종판결액을 30

일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Franchisee의 사업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실시되거나, 

Franchisee의 자산에 대한 선취특권이나 저당권 유질처분을 위한 소송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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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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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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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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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본 계약

으로 인한 제 당사자의 서한 일체는 영어와 말레이시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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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편을 참조하여, 진출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조만 하길 
권함

  (3) 계약서 부속서류
 
    ◦ 본 계약과 더불어 계약의 신뢰성 확보와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

약서 외에 추가 문서를 받기도 함 
      - 개인 보증서 : 개인 보증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각 주주

가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분담할 것을 서명한 문서임. 각 주주가 서명한 개
인 보증서 사본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첨부됨

      - 임대 계약의 승계 옵션 :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가맹점이 
건물/토지 주인과 체결했던 임대 계약상의 임차인 자격을 가맹본부가 승계할 수 
있는 옵션을 기재

      - 종업원에 대한 경쟁적 상행위 금지와 비밀 공개 금지 약정 : 프랜차이즈에 속한 
모든 종업원이 이 약정을 지켜야 하는데, 종업원은 자신에게 공개되었던 모든 정
보의 비밀을 지켜져야 하며, 퇴직 후 근무하던 프랜차이즈와 경쟁적인 상행위를 
할 수 없음(non-competition restriction)

      - 가맹점의 사전 합의 금액 지불 승인 : 이 승인을 근거로 본사는 가맹점이 지불하
기로 한 로열티와 기타 수수료를 가맹점의 구좌에서 가맹점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도 직접 인출할 수 있음

      - 종합적인 면책 : 이 문서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전, 양도 또는 갱신할 
때 서명하는데, 이는 가맹점이 본사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모든 권리와 주장
을 면제시켜준다는 내용임. 종합적인 면책은 일반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프랜차
이즈 계약의 이전이나 양도 또는 갱신을 승인할 때 요구됨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 해외진출 유형 중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합작)투자 유형은 진출국의 파트
너 선정이 사업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소임

   ◦ 특히, 자금과 인적∙물적역량, 경험이 부족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외진
출시 많은 자금과 역량을 투입하기가 어려워 신뢰할 수 있고 역량있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함

  (1) 파트너 선정 기본절차

    ◦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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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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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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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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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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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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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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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파트너 검토시 파트너가 본사 브랜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기본서류(최근 3년간 재무제표(자산 관련 증명서), 회사 소
개서(경력 증명서), 신용 등급 증명서)와 함께 마케팅 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
음

◦ 기본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마케팅 계획서는 업
종에 대한 경험이나 사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됨

  (2)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 재무 구조 파악

      ◦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파트너의 자금력은 중요한 요인임

<TIP >

◦ 해외진출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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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부실 : 회사의 설립과 운영자금, 원재료 등 물류구축, 인테리어 
및 설비의 공급지원, 홍보 및 마케팅 운영, 적극적인 가맹점 개설 등 현지 파트
너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체결시 구체
적인 규모와 시기(Schedule), 투입 및 운영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준수 : 현지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
품을 끼워 팔거나 인테리어나 설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브랜드 이
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맛과 품질,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지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 및 컨셉의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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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경영실
적과의 괴리, 누적손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축소 또는 철수 등에 관한 
기준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업축소 또는 철수시 발생될 수 있는 채권
과 채무의 정리(채무변제 및 채권회수), 종업원 관계,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관
계, 지식재산권 사용 및 보호, 법인의 존속 및 폐업, 수속과 사무처리를 위한 변
호사나 회계사 등 위임 등을 사전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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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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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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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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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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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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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들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의 규모와 조직, 인력, 국제화 수준 등에서 국내 프랜
차이즈 기업보다 떨어지지 않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 선정시 상담 및 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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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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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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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파트너 탐색 지원사업

<TIP >

◦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 선정과 협약, 그리고 현지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
하여는 현지 프랜차이즈 지원기관 PNS와 MyFranchise, MFA(말레이시아 프랜차
이즈 협회), MIDA(말레이시아 투자 개발국) 등의 문의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하는 것을 권함

◦ 현지 프랜차이즈 지원기관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
즈 산업 현황과 정책 >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조

  (4) 파트너 선정 참고용 APPLICATION SAMPLE

    여기에서 제시하는 Application 샘플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문의나 상담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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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간 약 6개월 ~1년)
◦ MOU 보다는 자세하게 규정된 Mandate가 더 선호기도 함. Mandate의 경우 

일정 금액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독점적 시장 조사 및 협상권을 부
여하고 지급 금액을 일부는 환불 가능 하도록 조정함

MASTER FRANCHISE APPLICATION

마스터 프랜차이즈 신청서

기관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문의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해외 프랜차
이즈 박람회

외식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파트너 
발굴

aT식품외식지원부 
(ww.atfis.or.kr)

KOTRA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 기관과 해외
로 파견되어 현지바이어와 상담 지
원

KOTRA 수출첫걸
음팀
02-3460 -7331 , 
7330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KOTRA와 유관 단체가 공동으로 해
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기업의 참가를 도움

KOTRA 해외전시
팀
02-3460 -3331 , 
7291

해외 비즈니
스 출장 지
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대한 바이어 
상담주선, 출장 안내 자료 등 제공

KOTRA 해외진출
상담센터
02-3460 -7334 ,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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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return via fax or email:

email

Fax

Phone

Fr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반환하십시오.

이메일

팩스

전화

보낸 사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dividuals or companies whom have multiple restaurant or franchise ownership 

experience are welcome to apply.

Applicant must have a net worth of at least $           US and a liquid 

amount of $         US Franchise Fees depend on the size of the territory and 

quality of opportunity.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소유주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는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신청자는 적어도 미화         달러의 순자산과 미화        달러의 액수의 미화가 

있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요금은 지역의 크기와 기회의 질에 따라 다릅니다.
PERSONAL INFORMATION

Please have each principal complete a copy of this form. (If you are a group of 

investors, please forward resumes of each operating partn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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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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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의 각 장을 작성하게 하십시오. (귀하가 투자자 그룹 인 경우 각 운영 파트

너의 이력서를 전달하십시오).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로 연락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 : _________________

교육 (최고 수준 달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PLOYMENT HISTORY FOR PAST 10 YEARS (current to past)

Current company: ________________________ Job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number: _______________ Length of employment: ______________________

Current salary: ____________________

Past Employment:

Company       Job Description    Salary      Employment Dates:

                                                                

                                                                

                                                                

List three character references:

Name                   Phone number               Relationship

                                                                     

                                                                

                                                                

                                                                  

 지난 10 년 동안의 고용 역사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 회사 : 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 취업 기간 : 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급여 : ____________________

과거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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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업             연봉          고용날짜

                                                                

                                                                

                                                                

아래 세 개 추천장 기술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관계

                                                                

                                                                

                                                                

GENERAL INFORMATION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a Coffee Beanery franchise? (choose one)

  ○ Advertisement (list public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isting store (list location and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Web Site (expla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Other (expla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at is your Country or Territory of interest?

1st pre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nd pre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ve you ever been a Franchisee? ________ If yes, identify company ___________

Have you ever been a Master Franchisor? ______ If yes, identify company _______

Have you ever operated a Restaurant(s)? ______ If Yes, Single or Multiple Units? 

What credentials do you posess that would qualify you to be a Master 

Franchisee for (           )?

                                                                

                                                                

                                                                

Why do you feel you would be successful in operating a Master Franchise?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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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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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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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real estate owned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Life insurance (cash value)__________________

Other assets (list)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TOTAL ASSETS $__________________ TOTAL LIABILITIES $__________________

NET WORTH (total assets less liabilities) $__________________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수표 계좌 ____________________ 지급 할 메모 (은행) __________________

저축 계좌 ______________________ 지불 할 메모 (기타) __________________

주식 및 채권 _____________________ 모기지 __________________

대출 미수금 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__________________

부동산 소득 __________________ 모기지 __________________

집 (적정 시장 가치) 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생명 보험 (현금 가치) __________________

기타 자산 (목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자산 $ __________________ 총 책임 $ __________________

NET WORTH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 $ __________________

How much liquid capital do you or your group have to invest in both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stores?

$ _________________________

Do you currently have a source of financing? Yes _____ No _____

Will you have a partner(s) or other investors? Yes _____ No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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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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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Reference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ccount # ____________________ Contac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eck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ving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you feel would support our 

decision to move forward, relative to your abilities and previous business 

experience that would provide for a successful launch of (          ) concept 

within your country.

                                                                

                                                                

                                                                
귀하의 국가에서 (         ) 컨셉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하의 능력 및 

이전 비즈니스 경험을 비추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

오.

                                                                

                                                                

                                                                
Please include your company financial statement and corporate portfolio.

회사 재무제표와 회사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십시오.

I authorize a background check and investigation (including preparation of credit 

reports) of all statements and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herein, and release 

all parties from liability for any damage that may result from furnishing any 

information to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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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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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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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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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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특허청)

<TIP >

◦ 아래 업무협약(MOU) 양식샘플은 특허청의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내 자 
료로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양식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협약(MOU) 양식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 Organization and B Organization, contrac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benefits between both organizations with faith and sincerity as followed.

The 1st one (Purpos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for the purpose of having cooperative 

relations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of the contents supply business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network through strategic business alliance between 

both organizations.

The 2nd one (Mutual faith)

Both organizations cooperate to consider the convenience of the other party 

with first priority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in the business.

The 3rd one (Mutual agreement execution)

  1. Both organizations sincerely execute the contends of the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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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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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ded by both companies for separate way.

  4.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available for a year as long as it is not 

revised under agreement of both organizations.

Both organizations make every effort for the successful propulsion and an 

accomplishment of the enterprise, in order to identify that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formed, both organizations need to draw up 2 copies of the 

form and seal registration, keep an copy each.

Month, Date, 2010

A Organization                     B Organizations

   President △△△                   President ○○○

업무제휴 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갑’ 기관과 ‘을’ 기관은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양 기관의 업무 수행상 원

활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 신의)

양 기관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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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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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트너 관리

   □ 파트너 관리 방안

      ◦ 모니터링과 통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현지국가의 파트너가 전체 혹은 지역을 총괄하는 권

한을 갖고 있어, 그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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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사업에 익숙하게 되면 가맹본부의 통제와 시스템의 

통일성을 불편해하고 로열티와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음. 상호간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가맹본부 지원의 중요성과 능
력을 인식시키고 계약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본부가 주
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좋은 관계는 적합한 파트너의 선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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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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교육훈련의 제공과 지원,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
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 기대한 이익이 나도록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
호 협력하는 데에서 생겨남

   □ 파트너와의 분쟁

      ◦ 해외진출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
나 해결방식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파트너와 분쟁유형
       - 지식재산권 분쟁 : 파트너와 상표권이나 Know-how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

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함. 협상이나 MOU단계에서 쌍방의 중요한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인 MOU단계에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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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Schedule), 투입 및 운영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준수 : 현지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
품을 끼워 팔거나 인테리어나 설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브랜드 이
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맛과 품질,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지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 및 컨셉의 수립이 필요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응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경영 및 실적 악화 : 예측하지 못한 실적 악화, 채무초과, 국가 위험요인
(Country risk)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음. 계약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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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채무의 정리(채무변제 및 채권회수), 종업원 관계, 기존 가맹점과의 계
약관계, 지식재산권 사용 및 보호, 법인의 존속 및 폐업, 수속과 사무처리를 
위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위임 등을 사전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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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가. 노동시장 동향

  (1) 노동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노동시장 진·출입이 가장 자유롭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임

    ◦ 말레이시아가 1980년대 이후 제조업 위주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노동
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것에 기인함. 특히 199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노동수요는 연평균 3.2%이었
으나 노동공급은 연평균 2.9%에 그침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 6.9%였던 실업률
이 1990년대 중반에는 2.8%로 감소하게 됨. 이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이 견고
하게 유지되면서 실업률도 3% 내외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임

    ◦ 말레이시아 통계청의 노동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노동인구(labour 
force)는 1,495만 명이고, 이 중 고용인구(employed persons)는 1,445만 명으로 
실업률은 3.35%를 기록

    ◦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해지고 있음

    ◦ 2013년 이후 말레이시아의 전체 실업률은 3% 내외를 유지하는 반면 청년층(15
세~24세)의 실업률은 3배 이상인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낮은 말레이시아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고용인구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22.2%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단순노무직(12.8%), 전문가
(12.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가(12.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민족(ethnic)별로 직업별 분포가 상이하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부미푸트라의 경우 평균보다 1차산업 종사자가 높게 나타났고, 중국계는 매니저
와 사무직, 기능직 등 높은 숙련과 교육수준을 요하는 직업군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의 경우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말
레이시아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업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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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2017년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고용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은 15.5%에 달
하고 있음

표 4-7 말레이시아 고용인구의 직업별 분포(2017년 기준, %)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 노동정책 동향

    ◦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의 경우 고도 성장기에 실업률 감소를 넘어 오히려 일부 
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
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 노동력을 통한 성장의 한계로 국가생산성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야기
된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노동정책적인 측면
에서는 효과적인 노동정책의 실행이 어려워지고 산업간 구조적 부조화, 현지인 
고용 기회 저하, 임금 상승 억제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게다가 불법체류, 문화차이로 인한 분쟁 증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비
용 증가 등의 사회문제 또한 증대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인상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
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구분 전체
내국인

계

내국인 유형별 외국인

계부미푸트라 중국계 인도계 기타

매니저 4.8 5.4 3.5 10.4 5.8 2.7 1.1

전문가 12.2 14.1 14.2 14.1 13.9 7.8 1.9

기술 및 

준전문가
10.5 12.1 11.6 13.7 12.0 7.9 1.7

사무직 8.5 9.9 9.0 12.3 10.8 7.9 0.9

서비스종사자 22.2 22.9 23.2 24.1 15.2 27.9 18.2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6.2 6.6 8.8 2.6 1.6 8.9 3.8 

기능직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5 10.5 9.6 13.5 7.4 13.4 10.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2 10.8 11.3 6.3 23.3 10.4 19.6

단순노무직 12.8 7.4 8.8 3.1 9.9 13.1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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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무관련 제도

  (1) 노무관련 법률

    ◦ 말레이시아의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으로, 동법은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규율함(사바주와 사라왁주는 
노동법령 적용)

    ◦ 고용법이 적용되는 주된 영역은 고용의 최저조건, 즉 임금, 근무시간 및 근로시
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성의 고용, 고용 종료 및 해고시 해고수당 등 근로
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혜택을 포괄함

    ◦ 고용법은 기본적으로 월 급여가 2,000링깃(사바주 및 사라왁주는 2,500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근로자(Protected Employees)에게 적용되나, 월 급여 규모에 
관계없이 육체노동직 및 특정 분야(운전기사, 선박관련 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에
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고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에 
규정된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됨

    ◦ 월 급여가 2,000링깃 이상 5,000링깃 미만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법 적용대
상이 아닌 근로자(Non-protected Employees)의 권리는 근로계약서와 관습법에 
따르게 됨

    ◦ 고용법 이외의 노동관계 법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해당되는 근로자공제
기금법(Employee Provident Fund Act 1991), 산재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사회보
장법(Social Security Act 1969)과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952)이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한 1967년에 제정된 법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Act 1967), 1959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59) 등이 시행되고 있음

  (2) 최저 고용요건

    ◦ 말레이시아의 경우 법령상 고용주가 취업규칙이나 감독당국의 고용가이드 등을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시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
로 고용계약서 상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임

    ◦ 말레이시아에서 고용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성립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거나 업무를 완료하는데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도급
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고용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의 이름과 국가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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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이나 지위
      - 일일 통상 근로시간
      -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 임금 지급시기
      - 수당을 제외한 임금율
      - 수당의 지급기준
      - 초과근무 수당율
      - 계약 종료시 사전통보기간 혹은 이를 대신할 지불임금
      - 기타 복지혜택(각종 편의 및 서비스 시설 포함)

    ◦ 고용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시 근로조건은 동법에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근
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참여 그리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임금사용 장소, 방법 혹은 대상에 대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고용법에 따른 최저 고용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해고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

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② 임금은 임금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과 정

당한 공제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 산업체와 농업부문 업체의 여성근로자는 심야야간근무(오후10:00~오전05:00)

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노동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는 예외로 함
      ④ 여성근로자는 생존 자녀 5명까지 각각 6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

음. 이때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하고 하한선은 1일당 6링깃으로 함
      ⑤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⑥ 근로자는 1년에 11일 이상의 국정 공휴일과 기타 1951년 휴일법(Holiday Act 

1951)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⑦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8일, 2년 이상 5년 미만의 근로자는 12일, 

5년 이상인 근로자는 16일의 유급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⑧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14일, 2년 이상 5년 미만의 근로자는

18일, 그리고 5년 이상인 근로자는 22일의 유급병가가 허용되며, 입원을 요하
는 때에는 연간 60일 한도 내에서 유급병가를 인정함

      ⑨ 시간 외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시간급의 1.5배 이상, 휴일의 경우
는 시간급의 2배, 그리고 공휴일에는 시간급의 3배를 지급함

  (3) 최저임금제도

    ◦ 말레이시아는 2012년에 최저임금 시행령(Minimum Wages Order)을 발표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시행 초기에는 종업원 6인 이상 업체 및 
일부 전문 직종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5인 이하 업체로 확대되었고, 말레이시
아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모든 국내외 근로자에게 적용됨. 다만 가정부, 요리사, 
경비, 정원사, 개인운전사, 2년 미만 견습생 등은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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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은 고용법에서 정한 임금 중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
본급 외의 현금 지급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최저임금 관련 법규 위반 
시 통상 벌금이 부과되는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구속형도 가능함

    ◦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시행령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고시되는데, 지
역별 및 기간별로 차이가 있었음. 예를 들어 Sabah주, Sarawak주 및 Labuan금
융특구 소재 업체의 경우 임금지불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말레이반도 소재 업
체보다 최저임금률을 낮게 책정하였음. 그러나,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전 지
역으로 동일하게 월 1,100링깃으로 인상하였고, 202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는 
1,200링깃으로 인상함. 

표 4-8  2020년 말레이시아 지역별·기간별 최저임금률

지역 링깃/월당 링깃/시간당

주요 도시 1,200 5.77

기타 지역 1,100 5.29

[자료 : 2020년 말레이시아 예산안 주요 내용(KOTRA 쿠알라품푸르 무역관)]

  (4)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 말레이시아 고용법에서는 최소 근로조건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시 계약
의 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됨. 다만 고용계약시 계약 종
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 진행을 위한 특정 부분에 대한 고용계약은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
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함

    ◦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매일 8시간, 주당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시
간의 연장시에는 1일 통상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장 12시간, 월간으로는 104시
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근로시간은 고용주의 지시 감독하에 있고 시간을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고, 통상근로시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하루에 통상적으로 일
하기로 고용계약에서 합의한 시간(고용주는 법에 정한 통상근로시간의 제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함. 한편,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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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일 및 휴가

    ◦ 고용법에서는 휴일 및 휴가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휴일의 경우 일
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제공되는 주말휴일 외에, 1년당 적어도 11일의 법정공
휴일이 유급휴일로 제공됨. 11일의 법정공휴일에는 국가독립일과 근로자의 날 등 
지정된 5일(National Day, Birthday of the Yang Dipertuan Agong, Birthday of 
Ruler/Federal Territory Day, Labour Day and Malaysia day)은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하고, 나머지 6일은 고용주가 결정함

    ◦ 법정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유급 공휴일이 되고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 연차휴가, 병가휴가 등이 주어짐.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 시간급의 2배를 지급하고, 공휴일에는 통상임금 시간급의 3배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4-9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 일수

근속기간 유급 연차 연간 유급병가 출산휴가

2년 미만 8일 14일

60일2년 이상 5년 미만 12일 18일

5년 이상 16일 22일

[자료: KOTRA 국가정보, MyLabourLaw.com]

  (6) 고용의 종료

    ◦ 고용계약 해지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전통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고용계약을 해지
하려는 의도를 알린 후 고용계약을 종료함. 특히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해고시 "정당한 근거(just cause or excuse)"가 요구되며, 이는 고용법으
로 보호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
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만일 양 당사
자가 사전통보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 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사전통보가 없더라도 고용계약
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함.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기돼 있거나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유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을 위반한 경
우에는 고용주가 적절한 조사를 거친 후 사전통보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
음.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행위가 있다해도 결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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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
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 

    ◦ 다른 예로 고용주가 고용기준에 의거한 임금을 지급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고용주가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됨. 하지만 고용법상 사전
통보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적용시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되도록 사전통보를 거치는 편
이 좋음

  (7) 퇴직금제도

    ◦ 고용법(고용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관계 종
료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각 1년당 10일~2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
금(해고수당 또는 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이때 퇴직금의 산정시 적용되는 일
당 임금은 지난 12개월 임금의 평균치로 계산하되 1년에서 모자라는 달은 비례
적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 고용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시 계약서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복무년당 1개월 치 임금 지급이 일반적임. 한편, 고용계약서상에 명
시된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나,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해고된 경우,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산정액
      - 근속기간 2년 미만 : 각 1년에 대해 10일의 임금
      - 근속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 각 1년에 대해 15일의 임금
      - 근속기간 5년 이상 : 각 1년에 대해 20일의 임금

  (8)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 말레이시아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직종에 말레이시아인이 교육훈련을 받
아 고용될 것을 희망함. 따라서 회사 조직의 모든 직위에 말레이시아의 다민족구
성이 반영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가 보다 많은 말레이시아인 인력을 
양성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회사는 외국인
을 채용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파견외국인(Expatriate)과 외국인노동자
(Foreign Worker)로 구분됨. 파견외국인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노동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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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함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에 따라 고용가능한 국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 취
업자는 외국인노동자로 일을 할 수가 없음. 파견외국인의 직위는 주요직위와 한
시적직위로 나뉘며 각각의 구분기준은 아래와 같음.

    ◦ 파견외국인(Expatriate)의 종류
      - 주요 직위 : 주요 직위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소유 개인회

사와 법인의 고위관리직을 말함. 주요 직위는 회사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
해 필수적인 직위임. 주요직위 파견 외국인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목적과 경영목
표 달성을 위해 회사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짐

      - 한시적 직위 : 한시적 직위는 임원직과 비임원직으로 구분됨. 임원직은 중간 
관리직과 전문가 직위를 말함. 임원직에는 해당 직종 관련 전문자격, 실무경험, 
기술과 전문지식이 요구됨. 임원직 파견외국인은 회사 정책의 집행과 직원 감독
을 담당함. 비임원직은 특정한 기능 또는 실무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기능직을 
수행하는 직위를 말함

    ◦ 파견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먼저 사업 성격별 해당 주무기관에 파견외국인을 
신청하고, 승인기관으로부터 외국인 파견직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회사는 이
민국에 취업비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로 이루어짐. 예를 들어 제조 부문
과 관련 서비스 부문의 신규 및 기존 회사(확대/다변화를 하지 않는 회사 포함)
는 파견외국인에 대한 모든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음

    ◦ 말레이시아에는 파견외국인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할 수 있는 5개의 정부기관과 
1개의 협의체가 있음. 5개 주무기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5개 기관이 승인권
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위원회(Expatriate 
Committee)에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위원회에 신청할 경우는 ①최소 자본금 요건 ②감독 정부부처
(Monitoring agency)의 추천(Recommendation)혹은 ③감독 정부부처에 등록
(Registration) ④최소 급여 월 5천링깃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위원회는 파견 외국인 직위를 신청한 기업이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
조건적으로 파견 외국인 직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지분구조
(Company's Equity), 회사의 사업 활동(Company's Activities), 회사 내 말레이시
아 직원 구성(Local Human Resource), 신청한 파견 외국인 직위와 회사 사업 활
동과의 연관성(Relevance of post to company's activities), 월 급여, 나이 및 경
력 등을 심사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파견 외국인 직위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민국에 취업패스(Employment 
Pass)를 신청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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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외국인 파견직 신청 승인 기관

[자료: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9) 노동 분쟁 담당기구 및 역할

    ◦ 말레이시아에서 고용주는 관리자로서 조직 내의 근로자 관리의 책임을 지며, 분
쟁 발생 시 고용주, 근로자/노동조합, 정부(노동부)의 세 주체가 관련됨. 말레이시
아에서는 노동 관련 분쟁이 있으면 노동부나 산업관련부(Industrial Relation 
Department)에서 개입하기 전에 인사방침과 기타 고용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서비스관련 계약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표준규정으로 두고 있음

    ◦ 통상적인 분쟁 해결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사나 현장주임 또는 고용주에 직
접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인 인적자원부에 
고충을 제기(고발)한 후 감독관(director general of Labour)의 조사를 거쳐 조정

승인 기관 승인 담당 산업 및 기업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 제조업(Manufacturing company)

• 제조업 관련 서비스(Manufacturing Related Services)

‐ Regional Office, Operational Headquarters, Overseas

Mission, 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 등

• 호텔 및 여행업(Hotel & Tourism Industry)

• 연구 및 개발(Research & Development Sector)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eC)

• MSC로 지정받은 정보통신 기술 관련 업체(IT based

companies which have been granted "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status)

Public Service 

Department

(PSD)

• 정부병원 및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 및 간호사(Doctors 

and nurses working in government hospitals or clinics)

• IPTA에 고용된 강사(Lecturers and tutors employed in

Government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IPTA))

• 공공서비스의 계약직(Contract Posts in Public Services)

• 정부관련기관 및 SPA가 제공한 채용절차업무

(Recruitment

process jobs offered by 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SPA) or government related agencies)
Central Bank of 

Malaysia (BNM)
• 은행(Banking), 금융(Finance), 보험(Insurance)

Securities Commission 

(SC)
• 증권(Securities and Shar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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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음. 감독관은 고용법 제69조에 의해 근로자와 고용주 사
이에 체결된 계약조건이나 급여를 비롯한 현금지급 등에 관련된 분쟁에 관해 조
사하고 결정할 수 있음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에 의거하
여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Malaysia)에 고발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의 경우 분쟁해결기관으로 노사관계재판소(IC, Industrial Court)와 노
동재판소(LC, Labour Court)가 있다. 1967년에 설립된 노사관계재판소는 법원의 
형식이 아닌 위원회의 형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판사와 노사대표로 구성되고 
접수한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공익,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정이나 명령을 내려야 함. 다만 노사관계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인 월권이나 오심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등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노조 미가입자의 최저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자원부 노동
국 산하에 노동재판소를 설치해두고 있음. 노동재판소는 준사법기관으로 노동국 
담당관(Labour Officer)이 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
      - 근로자의 고충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아서 불만이 고조되

는 경우
      - 서비스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양쪽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간과 조건의 적용에 대해 근로자/노조와 고용주 간

의 의견이 다른 경우
      - 고용주가 어떤 문제에 대해 잘못 다루는 경우
      - 제기된 문제에 대한 늑장 대응
      - 불공평한 인사정책

  (10) 사회보장제도

    ◦ 말레이시아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근로자공제기금(EPF, Employment 
Provident Fund)과 사회보장기구(SOCSO, Social Security Organisation)에 의한 
사회보험제도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근로자공제기금은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을 위한 것이고,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이나 상해를 입은 근로자를 돕기 위한 보험프로그램임

    ◦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의 고용주는 근로자공제기금에 대한 
의무가입이 면제되지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
되는 요율은 내국인 근로자와 차이가 있음.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탈퇴하는 것
은 불가능하며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떠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공제기금(EPF) 선택시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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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하 연령층
        : 고용주 : 월 임금 5링깃
        : 근로자 : 월 임금의 11%
      - 60세 초과 75세 이하 연령층
        : 고용주 : 월 임금 5링깃
        : 근로자 : 월 임금의 5.5%

<TIP >  

◦ 해외진출시 현지인 고용에 따른 노사문제 및 국내 직원 현지파견에 따른 노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러한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나 사무문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하고 있음(노사발전재단 해외투자기
업지원 www.nosa.or.kr)

◦ 말레이시아 취업이나 고용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기업은 『일자
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 정복-말레이시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
단)』을 참고하길 권함

5  세무 및 관세

 가. 조세제도

  말레이시아는 투자유인을 위해 조세제도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제도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1)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

    ◦ 말레이시아의 조세관리는 IRB(Inland Revenue Board)가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세금 시스템은 SAS(Self-Assessment System)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취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 또는 송금 된 모든 수입은 세금이 부과
되지만, 말레이시아 밖에서 파생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수령 한 사람(은행, 보험 또
는 행상 또는 항공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은 제외)의 소득은 세금이 면
제됨. 말레이시아는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중 조약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의 조세의 범위는 크게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재화 및 용역의 공
급에 따르는 GST(Good and Services Tax), 국내소비세, 원천과세, 부동산 소득세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수입관세, 인지세 등이 있음



- 193 -

    ◦ 과세 가능한 소득의 종류 :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 소득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영위 기간을 불문하고 사업으로 발생한 이득 또는 이익
      - 고용관계에 의해 발생한 이득 또는 이익(급여, 보수 등);
      - 배당금, 이자소득 또는 할인금
      - 임대료, 로열티 또는 할증수익
      - 연금, 보험 연금 기타 정기 지급금
      - 기타 소득 성격의 이득 또는 이익

    ◦ 과세소득은 당해 소득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자본공
제액과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조정한 후에 산출됨

    ◦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의 제 34절(Section 34)은 대손(bad or 
doubtful debts) 충당을 위한 특정 준비금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공제는 
허용되지만 장부상 감가상각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미사용 사업 결손금은 기한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업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개척 자격 기업도 개척 자격 기간 중단일이 2005년 9월 30일 또는 그 이후인 
때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세금의 종류

   □ 법인세

      ◦ 회사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하
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됨. 

      은행 보험업과 해상 및 항공 운송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인 회사가 국외에
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회사 업무에 대한 통제
와 관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당해 회사는 거주자로 간주함

      ◦ 따라서, 수입이나 이익이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수행 된 활동에 직접적으로 귀
속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에서 파생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회사나 지점의 소득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출처를 증명하는 부담이 있음

      ◦ 말레이시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에 따라 2016년부터 표준 법인세
율은 24%이지만 세무상 거주자이고 중소기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 또는 
최대 허용 자본금을 초과하는 회사를 보유한 그룹의 계열사가 아닐 때)에게는 
최초 소득 50만 링깃까지 17%, 그 후 초과하는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4%
세율이 적용됨. 또한 이 세율은 다음의 법인체들에도 적용됨

        - 신탁기관
        - 사망시 말레이시아 국외에 주소를 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유언집행자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 194 -

      ◦ 이자, 로열티 지불 및 특정 세금을 포함하여 소득생산에만 전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수입 지출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나 단일 계층 배당소득에 기인하는 경비
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차입이 사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자비용은 공제가 제한되고 기업이 EPF(Employee Provident Fund : 국민
연금)에 직원 급여의 19%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승인되지 않은 단체에 기
부한 금액, 이자, 로열티, 계약금, 기술료, 동산 임대, 비거주공무원에게 지불하
는 금액 또는 비거주자 원천 징수 대상자에게 지불 한 기타 원천 징수세가 납
부되지 않은 지불금등은 공제되지 않음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획득한 소득과, 국외에서 획득
하여 말레이시아 내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음. 그리고 해
외에서 벌어들인 수입(거주자 또는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는 금액)은 세
금이 면제임

      ◦ 세율은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는 1967년 소
득세법 제7조에 규정된 국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됨. 일반적으로 최소 182
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
게 됨

      ◦ 말레이시아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없이 
28%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비거주자 소득유형의 이자, 로열티 등은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됨

표 4-11 비거주자 개인 소득세율

소득유형 세율

사업, 근로소득 28%

대중 연예인 15%

이자소득 10%

특별한 소득 유형

- 동산 임대

– 기술적 자문, 지원 또는 서비스

– 공장,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설치 서비스

– 무형 자산 이용과 관련된 개인 서비스

10%

배당소득 면제

그외 기타 10%

[자료:  말레이시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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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 용역세(GST)

      ◦ 재화 용역세에 해당하는 GST(Good and Services Tax)(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에 해당)는 말레이시아의 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공급의 단계별로 
각각 부과) 물품 수입 및 일부 수입서비스에 대해 6%의 비율로 부과.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되며 과세 대상은 6%의 세율과 영
세율로 구분됨

      ◦ GST(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4)는 GSTA55)에 따라 2015.4.1부터 발
효되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국내 소비 및 재화와 용
역의 수입에 대한 간접세임

        GST는 다단계 세금이며 지불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중개인에 의해 단계적
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 과정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공급은 GST의 적용을 받게 됨

        GST 등록 사업자는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GST를 부과해야하
고 사업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해야 함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 한 재화 및 서비스와 수입 된 재화와 용역
에 대하여 발생한 GST 혹은 지불 된 GST를 다시 청구 할 수 있음. 즉, 매출세
금이 매입 세금을 초과하면 차이금액만큼 정부에 납부하고 매입 세금이 매출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GST 세율
        기존의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만 다양한 세율(5%, 6%, 10%)로 부과되던 영업

세(Sales Tax) 및 서비스세(Service Tax)를 GST에서는 단일세율인 6%로 전체 
품목에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50만링깃 이상의 매출을 내
는 사업자56)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임

        따라서 기존에 10%의 영업세나 서비스세를 내던 품목이나 서비스는 이 제도
의 도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일례
로, 그동안 10% 영업세를 내던 자동차가 대표적인 수혜분야로 떠오르기도 함

      ◦ GST는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되는 모든 과세 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에 부과되
며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은 GST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됨

   □ 국내 소비세

      ◦ 소비세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수입 된 특정 범위의 상
품에 부과된다. 소비세 대상 품목으로는 술 종류(맥주, 와인, 브랜디, 위스키, 
럼주), 담배, 자동차, 오토바이, 트럼프용 카드 및 마작용 타일 등이 포함됨. 반
면에 수출되는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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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세

      ◦ 원천세(Withholding Tax)는 말레이시아 기업·개인이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에게 
이자, 로열티, 서비스료 등을 대금(기술적인 조언, 임대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가)으로 지불할 때 수입법(Income 
Tax Act)에서 정해진 요율만큼 곱한 금액을 말레이시아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
하고 있다가 말레이시아 국세청(IRB : Inland Revenue Board)에 내는 세금을 
말함

      ◦ 원천세 대상
        - 이자소득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해당 조세 조

약에 따라 면제되거나 축소 될 수 있다. 지급인은 지급일 또는 이자를 납부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IRB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함

        - 로열티
          로열티란 사용료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 한 금액으로 a)라디오 또

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저작권, 예술 작품 또는 과학 작품, 특허, 디자인, 
비밀 공정, 상표 또는 테이프, 영화 필름 기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에서 
사용되거나 될 수 있는 것과, b) 기술, 산업, 상업 또는 과학 지식, 경험 또
는 기술에 관한 노하우나 정보 및 c) 위에서 언급 된 재산, 노하우 또는 정
보 등으로부터 파생 된 소득을 의미함.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은 보
편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되거나 축소 될 수 
있음

        - 이동 가능한 재산의 사용을 위한 임대료 및 기술 서비스 등
          말레이시아에서 제공되는 이동 가능한 재산의 임대, 기술 또는 설치 서비스

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소득이 적용되며, 
해당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

          특히, 기술 또는 설치 서비스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로 인한 수입인 경우에만 말레이시아에서 파생 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재정법안(2016)은 서비스 수행 장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비거주자의 수입은 서비스가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말레이시아에서 파생 된 것으로 간주됨. 즉, 거주자가 해외 서비스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지불 한 금액은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개정됨

        - 계약 지급금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거주 계약자에 대한 지불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함. 계약에 따른 서비스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나 사
업 또는 계획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었거나 제공된 모든 업무 
또는 전문 서비스를 의미함. 지급인은 지불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IRB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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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소득세(양도소득세)

      ◦ 부동산 소득세(RPGT)65)란 부동산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2010년에 
재도입되었다. RPGT는 1976년 부동산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
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

      ◦ 부과대상은 처분 가격이 부동산의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의 이익, 즉 양
도 가격에서 구매 가격을 뺀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거주자와 비거
주자 모두에게 적용됨

   □ 수입관세

      ◦ 수입품에는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특정 기준에 따라 부과 될 수도 있으며 증가율은 2%~ 
60%임. 원자재, 기계류, 필수 식품 및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낮은 
요율을 적용받음

   □ 인지세

      ◦ 인지세는 법률문서 등에 부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 및 
유가증권의 양도(주식 및 상장 회사 주식 제외)시 인지세가 발생됨

<TIP >

◦ 말레이시아 조세(세금)정책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하는 기업은 『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참조하길 권함

  (3) 금융 및 외환제도

   □ 금융제도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Bank Negara Malaysia, BNM)은 2013년 6월 30일 금
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3, FSA이슬람금융서비스법(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 IFSA)을 발표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 
조치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효과적인 금융안정 도모, 말레이시아 경제성장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

      ◦ 과실송금 :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외환관련 제한은 없으며, 자유로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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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내 투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말
레이시아 시장은 전 세계투자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음. 인가 
받은 역내 은행으로부터의 외화 자금조달에 대한 제한도 없음. 차입 자금은 역
외 또는 역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비거주자도 역내 또는 해외에서 사용할 목
적으로 외화표시 수쿠크/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 대금 
역시 외화 또는 링깃화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음

   □ 외환제도

      ◦ 1998. 9. 1,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억
제를 위해 10월 1일부터 링깃화의 해외 거래를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를 변경
하여 고정환율제를 실시, 2005년 7월 이후 고정환율제를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재
변경하여 현재는 환율이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수준에 연동해 움직이고 
있음. 외환 보유고 확대와 외환 시장 안정으로 중앙은행은 2005. 4. 1일부로 외환 
관리를 보다 자유화함

   □ 주요 외환 관리 정책

      ◦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 외환관리국(비거주자들의 말레이시아 직접 포트
폴리오 투자를 책임지는 관(이하 ‘관리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비거주자 발행 링깃화 채권 및 수쿠크(이슬람금융 채권)를 포
함하여 모든 종류의 링깃화 자산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음

        비거주자는 자신의 대외계좌에 예치된 링깃, 국내은행(이슬람은행 및 투자은행 포
함) 및 동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외환매도 및 말레이시아 국내 차입을 통하여 조
달한 링깃화로 투자결제를 할 수 있으며, 국내 은행, IIB, 거주자 기업 및 개인으
로부터 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음. 비거주자는 링깃화 
자산의 매입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내 실물 부문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으로 국내 은행, 거주자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링깃
화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비거주자는 링깃화 자산의 투자 회수금 또는 투자에서 
얻은 수익 및 배당을 자유롭게 환전하여 외국통화로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이
스라엘통화 제외)

      ◦ 대외 계좌 :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함. 대외 계좌 간의 계좌 이체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이 필
요함. 대외 계좌에서 링깃화 인출은 링깃화로 된 자산 구매를 제외하고 모두 승
인이 필요함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
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며, 말레이시아 국내에 개설된 외환구좌 간 외환거래는 원
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단 수출대금이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함.

        수출업자의 경우, 자국 내에서 외국환 송금을 할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 199 -

외국환수출대금(export proceed)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이나 환전과정 없
이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에 송금이 가능함. 이는 수출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부품을 
생산하는 현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가 많음

      ◦ 해외 송금 :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함. 수출 대금 : 모든 수출 진행은 수
출 날짜나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간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
내에 말레이시아로 송금되어야 함. 모든 수출이나 수입업무는 외환으로 진행되어
야 함.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제외) 

        수출업체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절차 없이 지정은행에서 외
환계좌 또는 복수통화계좌(multi-currency account)를 개설할 수 있음

      ◦ 회사 간 거래 계좌 : 매달 말레이시아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는 당국의 구체적 
조건하에 말레이시아 국외에 있는 회사, 계열사 및 지사 그리고 기타 회사 간 이
용하는 거래계좌개설에 대해 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① 말
레이시아 제품에 대한 수출 진행, ② 대외 대부 기관으로부터 말레이시아 회사로
의 진행의 경우는 회사 간 거래계좌에서 제외됨

        말레이시아는 금융력이 뒷받침되는 해외투자를 언제나 환영하며, 해외로부터 500
만링깃 상당의 융자를 받을 경우에,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조건이 공
정하고 적당하며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융자의 경우에는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현지자금 조달 방안

      ◦ 말레이시아 비거주자가 소유한 회사의 국내 융자 : 말레이시아에 운영 중인 비
거주자 통제 기업 (NRCCs)은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 기관에서 국내 사업을 진행
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음. 다만 수출신
용 재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총 1,000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 경우에만 환전을 
위한 특별 승인이 필요함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
기 자본금을 제시해야 함

      ◦ 말레이시아에서 단기적인 이익만을 취하는 게 아닌 장기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에 충분한 자기자
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말레이시아에서 1,000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NRCC는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 자본(최초 만 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남
아 있는 해외 장기 대출포함)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 대출액에 상관
없이 무역 관련 대출 분을 포함하여 NRCC가 받은 국내 대출의 총 금액 중 말레
이시아 내 말레이시아인 소유의 금융 기관으로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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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화 대출 : 말레이시아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
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는 데 있어 국내 조달하는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외화로 신디케이트론을 발행하거나 대출이 허용 됨

        국내 거주자들은 필요한 금융조달을 위해 모두 합해 500만 링깃 상당 (예를 들
어, 국내 상업은행, 머천트은행 및 비거주자로부터 각각 100만 링깃을 대출 받을 
경우)의 금액까지 외화로 자유롭게 대출 가능함. 총 대출금이 500만 링깃을 초과
하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국
내 시장에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받을 수는 가능성
이 높으며, 국내 거주하는 차용인의 외환 대출을 받기 위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음

      ◦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 총 합계 500만 링깃 이상에 상응하는 
외화를 비거주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하는 국내 거주자는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야 함. 지급이 외환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담보 지급은 허용됨. 그러나 라부안 국
제 역외 금융센터(Labuan 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re, IOFC)를 활성
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거주인 상환 청구 불능 조건이며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역보증이 되지 않는 라부안의 역외 은행 역외 담보는 관리국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거주인이 비거주인에게 빌린 링깃화는 승인이 필요 없음. 

 나. 관세 및 통관제도

  (1) 수출프로세스 

   ◦ 수입허가 → 라벨제작 → 선적 및 물품 도착  → 수입신고 → 관세납부→검역심
사→ 반출(합격시)

   ◦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은 알코올 음료, 동물 및 동물제품, 특정 건강식품, 육
류 및 육가공품, 식물 및 식품제품, 가금류 및 가금류 가공품임 

   ◦ 수입 허가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만 가능함

   ◦ 수입 신고는 다강넷(DagangNet)에서 접속하여 전자신고 함 

  (2) 통관절차 

   ◦ 수입신고준비- 수입신고-검사 및 검역-세금납부-반출

     ① 수입 신고 준비 
        - 모든 수입품은 “관세법령 1996(Customs Duties Order 1996)”에 명시된 말레

이시아세관 관세 번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 수입신고 전, 수출상품이 수입규제 혹은 금지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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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에 해당하면, 수입허가(IP)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 신청
은 무료임

        - 말레이시아 “관세법(Customs Act 1967)”에 따라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군
은 4가지로 구분되며, 수입허가 취득은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만이 가능함

표 4-12 수입금지 또는 허가가 필요한 제품군

[자료: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 조곡/쌀은 Padiberas Nasional Berhad(BERNAS)를 통해 국영무역으로 이루
어지며, 검역규정 1981에 따라 DOA(Director General of Agriculture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함(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발급)

     ② 수입 신고 
        - 말레이시아에서는 포워딩사가 관세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포워딩사가 

수입신고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
타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으면 제품의 검역이 진행됨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은 수입세 납부와 관계없이 Customs No.1 양식
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수입품의 송장 가치가 하나의 운송 건에 대하여 1만 링깃(한화로 약 
2,864,900원) 이상인 경우 및 수입품이 수입 관세의 부분 면제를 받는 경우
에는 Customs No.1A 양식을 추가 제출함

        - 말레이시아의 수입품은 모두 Customs No.1 양식으로 수입신고를 한다. 수입
신고서는 관할 수입지역의 관세청에 제출하거나 다강넷(DagangNet)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다강넷(DagangNet)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단일창구로 통관과 관련

된 모든 업체와 기간은 다강넷을 이용하며, 수출입업체는 다강넷의 전자신고

구분 품목
완전 수입 금지 품목

Absolute Prohibition
피라냐 등

수입면허가 필요한 품목

Conditional Prohibition except under Import license
설탕 등

특정 취급 조건에 따라야 하는 품목

Conditional Prohibition except in the manner provided

담당 부서의 승인과 같이 특정 조건이 필요한 품목

동⋅식물, 우유 및 유제품,

조곡/쌀, 양배추 등

말레이시아 표준 준수가 필요한 품목

Conditional Prohibition except conforming to 

Malaysian standard

일부 시멘트품목, 

세라믹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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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RADELINK)를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함
          http://www.dagangnet.com/
          http://www.mytradelink.gov.my
        - 물품이 도착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함
        - Customs Golden Client(CGC)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

준을 충족하면 최소한의 데이터와 서류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줌

        -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목록 등의 서류제출 및 선박도착 예상시간을 확
정하는 경우 선통관이 가능

     ③ 검사 및 검역 
        - 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검역처에서 수입식품 검역을 총괄하며, 품목마다 검역 

수행기관 및 제출서류가 다름. 검역은 크게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제품으로 
나누어 진행 

        - 물품검사는 전체 물품 중에서 약 5% 정도만 샘플로 선택하여 육안 및 스캔
검사를 실시함. 한번 적발되면 수입허가가 취소되고 3년을 소급하여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

        - 수입 식품은 육로를 통한 수입인 경우 70%, 해상을 통한 식품 수입은 40%, 
항공을 통한 수입은 35%를 샘플로 채택하여 검사를 실시함

        - 수입 금지된 물품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수입허가가 취소되고 3년간 소급 적
용하여 벌금이 부과됨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채소는 검역을 필히 거쳐야 하며, 질병 혹은 
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물성 제품은 도축법 1975에 의거하여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말레이시
아의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한 도축장에서만 도축된 제품이어야 함 

        - 수입시 검역법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함

     ④ 세금 납부
        - 관세 및 세금은 수입 제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납부함
        - 한국 제품은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가 없거나 매

우 낮은 편임 
        - 수입품의 세금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품목

별로 확인이 필요함
        - 맥주, 포도주, 알코올 제품에는 20%의 소비세를 부과함
        - 수입과징금 부과 품목 : 생선, 곡물, 소금(CIF2)의 5% 부과
        - 수입통관할 때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판매세, 소비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⑤ 물품 반출 
        - 신고된 품목 분류, 과세가격, 납부 세액, FTA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사후 심

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모든 통관절차를 마친 화물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말레이시아 국내로 유

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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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수출시 제출서류

[자료: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3) 검역 제도 

   ◦ 법률체계 : Malaysia Food Act 1983 / Food Regulations 1985
     - 말레이시아의 “식품법 1983”과 “식품 규정 1985”는 식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

고 사람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 표준, 식
품 위생, 식품 수출입, 식품광고 및 실험실 인가를 포함한 식품의 안전과 품질
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규제

     - 식품안전품질부(FSQD)가 법의 이행 및 관리에 책임을 지며, 식품안전을 위한 
정기점검, 샘플검사, 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

   ◦ 식품 및 육류 제품과 같은 모든 신선 농산물은 말레이시아 내로 반입되기 전에 
특정 위생 요건 또는 식품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품목별 절차
     ①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은 ‘유해성 농작물 규정 법안 1981’
에 따라 현행 식물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말레이시아는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가입국으로, 말레

서류명 발급기관 제출사유 표기언어
Customs No. 1 (K1)

(세관신고서)
말레이시아 관세청

세관 신고 양식

(세관 출입 서류)

영어,

말레이어
선하증권(Bill of Lading)

혹은 항공화물운송장
운송사

입국 권한 증명에 

필요한 문서
영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견적 송장

수출자

거래 상품 주요사항 

명기,

매매계약 조건 이행 

여부 증명

영어

포장목록(Packing List) 수출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영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대한상공회의소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함
영어

분석서, 카탈로그 등 - - 영어

주관 농업부(작물보호 및 식물검역부서)

절차
농업부에 검역 신청을 한 뒤, 검역비용을 납부 → 검역이 승인되면 세관

에 자동으로 통지
제출서류 식물검역증명서 ※ 국내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간 최대 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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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제품은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과 수입국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
해 원산지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동반되어야 함

     ② 동물성 제품(돼지고기 제외)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제품은 ‘도축법 1975’에 따라 ‘할랄(HALAL)인
증’을 받아야 하며,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개발부서(JAKIM)가 인정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제품이어야 함. 육류에서 돼지고기는 수입이 제외됨

     - 말레이시아로 육류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동물 제품
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선적 전이나 해당 화물이 수출국을 출발하기 전에 수
입허가를 받아야 함

     ③ 수산식품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수산법 1985(Fisheries Act 1985)”에 따라 관
리

   ④ 가공식품
     - 수입식품검역처에서 식품첨가물검사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

   ◦ 수입 제품이 해충, 질병 혹은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수입 제품은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등급이 표시되어야 함. 또한, 라벨이 부착되
어 있어야 함

   ◦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주관 수의검역부

절차

온라인(e-permit1)이나 서면(form A)으로 수의검역부에 검역신청서 제출

한 뒤 검역비용

납부 → 해당제품의 검역이 승인되면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가

발행 → 승인내역과 증명서가 자동으로 세관에 통지
제출서류 할랄인증서

기간 1일 소요

비용

품목마다 검역비용이 다름

* 품목별 비용 확인 : http://www.mytradelink.gov.my

(myTRADELINK Portal > TRADE REPOSITORY > PERMIT ISSUING 

AGENCY >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주관 수산부

제출서류
건강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CITE 허가증, 원산지증명서, 식물위생증명서
기간 품목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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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검역 과정은 2주를 
넘지 않음

   ◦ 검사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위치해 있는 검역소에서 실시되고, 검역소의 위치에 
따라 검사 대상은 상이함

표 4-14 검역 관련 서류

  (4) 라벨링

   ◦ 사용언어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제조/포장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음
     - 수입식품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병행표기 가능
     - 다른 언어의 번역은 본래의 의미와 같아야 함

   ◦ 제품명, 성분, 중량, 유통기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 보관방법, 기타정보(영
양정보, GMO여부, 식품첨가제, 방사선조사식품여부 등)

  (5) 인증제도

   ◦ JAKIM 할랄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유제품군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이외의 

식품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
     -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시점에 재승인 심사 실시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의 경우 한국의 이슬람 중앙회에서 발급한 할랄인증으로 

교차인증이 가능함 

  (6) 관세제도

서류명 표기언어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
말레이시아 관련 부서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출국 관련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건강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수출국 관련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 안전에 대한 명시서 연방 혹은 도시 건강관리 기관

할랄 인증서 할랄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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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법률체계

   ◦ 관세 정책
     ① 동향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했으나 최근 현지 제조업계 보호를 위해 일

부 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함
     ② 한-아세안 FTA
        - 2006년 아세안국가들과 한국 사이 상품 자유 무역 협정 체결된 이후 협정세

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
     ③ 품목별 현황
        (a) 농산물
        - 2017년 기준 말레이시아 농산물의 평균 양허 관세율은 8.1%, 평균 실행 관

세율은 55.8%, 비농산물의 경우 5.3%와 14.9%이며 전체적으로는 12.3%와 
5.7%를 기록함

        - 2017년 기준농산물의 경우 전체 품목의 약 31.6%가 0~5%의 관세율을, 
16.7%의 품목이 5~1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약 50% 정도가 10% 이내
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교해 관세율이 낮은 편

        (b) 수산물

관리기관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주요업무>

- 관세 징수 업무 담당

-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제품의 국가 표준 준수 여부 검사

- 간접세 행정업무

- 마약 유입 단속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와 함께 신선 농산물 검역 시행

관련규정
- Customs Act 1967(관세법 1967)

- Customs Order (Prohibition of Exports)
품목분류

기준
- 관세법 1967에 따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사용

관세부여 

기준

-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의 과세 가격에 대해 0~50% 사이에 보통 

종가세(AdValorem) 기준으로 적용됨(그러나 원료, 기계, 주요 식량, 식료

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되지 않거나 낮게 부과

됨)
협정세율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원산지증명서 필요, HS-code 확인 필수)
관세율 

확인
http://tariff.customs.gov.my

납부

- 납부기관 : 관세청의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기관 통해 관세 납부

- 납부시점 : 제품 보세구역 반출되기 전

- 납부수단 : 현금, 수표 또는 은행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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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FTA에 따라 협상 품목에 대한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 관세가 단계
적으로 철폐됨

        - 말레이시아 수산물 양허 관세율은 7.7% 수준이나, MFN(최혜국대우)에 따른 
세율은 0.7% 수준. MFN 기준으로 대부분 품목 관세는 0%이고 일부 가공품
은 5~15%까지 관세가 부과됨

<TIP >

◦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함.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활동과 직결되는 해외통
관애로를 해결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흥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 
kr)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는 통관 애로 해소와 함께 관련된 해당국 재외공
관 및 KOTRA, 무역협회, 주요 해외무역지점, 외국상공회의소 등의 연락처를 검
색할 수 있으며, 특히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는 원재료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에 관한 상담이나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관련 정보 및 애로상황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KATI(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 이용문의 061-931-0879, Email kati@ 
at.or.kr / aT센터 수출애로상담실 전화 : 02-6300-1119) 이용하길 권함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가. 진출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1) 지적 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Corp of Malaysia(MyIPO)

    ◦ 지적 재산권 :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의장
권, 저작권 등의 보호로 구성됨. 

    ◦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음

    ◦ 또한 말레이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 하에 도입된 무역 관련 지적재
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에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적재산전문 
재판소(Intellectual Property Courts)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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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허권
    ◦ 특허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를 둔 때에 직접 특허를 출원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 하여야 함

    ◦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 법
에서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함

    ◦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3) 상표권

    ◦ 등록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등록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소유자는 등록 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 는 사
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짐. 

    ◦ 내국인 상표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고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받은 대
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함

  (4) 산업의장

    ◦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
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함

    ◦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
간 보호받을 수 있음

<TIP >

◦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www.myipo.gov.my)에서 조회
할 수 있음

 나.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지원제도 안내

  (1) 국제 출원 유형

   □ 국제 상표출원 유형

      ◦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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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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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
        ④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시스템  
   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국에 따른 가능한 상표관련 시스템을 이해하고 진행하  
   여야 함

   □ 국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유형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  
   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국내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음

      ◦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함

      ◦ 상표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 출원과 마찬가지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도 개별  
   국 출원과 PCT 국제 출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PCT 방식은 특허청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한 번의 절차를 통해 심사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장점도 있지만, PCT 체약국이 아닌 비가입국의 경우에  
   는 PCT 국제 출원 절차를 활용할 수 없으며, 예비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심사 절차가 진행해야하는 이중심사  
   를 받아 비용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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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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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특허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절차지원

지원대리사무소 
선정

북잡한 특허명세서의 설명을 위해 신청인 대신 연락가능한 
전문가 지정

▼
지원시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수행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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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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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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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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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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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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업
실태조사 
비용 납부

전문기관(대리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
부

▼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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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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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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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1천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특허(개별국) 7,0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7,000천원 이내

특허맵(심화) 20,000천원 이내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 맵(심화) 20,000천원 이내

디자인 맵(일반) 10,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3,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7,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7,000천원 이내

브랜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20,0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 개발 13,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7,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40,000천원 이내

기타

기업IP경영

진단 구축
15,000천원 이내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35,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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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biz.ripc.org)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통합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TIP >

◦ 지원신청문의 : 02-3459-2827 한국발명진흥원 jmlee@kipa.org

   □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K-ip care)

     1)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목적
        -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우리수출기업의 분쟁대응

능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수출(예정)기업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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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등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컨설팅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전반을 검토하여 해외 IP 분쟁 예방전략 제

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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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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된 전체적 가이드를 제공
          : 현지진출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분쟁 대응방안을 각 국가별로 

심층적 소개
        - 해외 대리인 정보
          : 주요 국가에서 활동중인 특허법률사무소와 대리인 정보를 제공

      ◦ 분쟁동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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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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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류체계와 최적화된 검색엔진을 통해 통합검색, 항목별 검색 등 
지재권분쟁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정보 종합 솔루
션을 제공

     3) 지재권 판례동향정보 제공

      ◦ 국제 IP분쟁대응 기반 구축 사업목적
        -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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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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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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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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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방식 

    ◦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①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
      ② 2명 이상(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하는 파트너십
      ③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CA)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내설립 법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운영

    ◦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해야 함.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
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님

  (2) 회사의 설립형태

    ◦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으며, 이 법은 모
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다음 세(3) 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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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한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는 기본 정관에 의해 사원의 책임
을 인수한 주식가액까지로 제한한다는 원칙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함

      ② 유한 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서의 사원의 책임은 기본 정
관과 부속 정관에 의해 청산시 지급을 보증한 금액까지로 제한됨

      ③ 무한 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는 사원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함

  (3) 유한 주식회사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유한 주식회사임. 유한 주식회사는 
개인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회사 상호에 “Sendirian Berhad” 또는 “Sdn 
Bhd”로 기재) 또는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회사 상호에 ”Berhad” 
또는 “Bhd”로 기재)가 있음

    ◦ 주식자본을 가진 회사로서 회사 정관 및 부속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때에
는 개인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 주식 양도권의 제한
      - 종업원과 일부 전직 종업원을 제외한 책임사원의 수를 50명으로 제한. 단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및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었던 전직 종업원
은 책임사원의 수에서 제외함

      - 주식과 회사채의 공모(公募) 금지
      - 이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예탁

금에 대한 공모 금지

     ◦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사법 26항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음.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주식을 공모(公募)할 수 있음

      -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
      - 주식발행 당일 혹은 이전에 설립 취지서 사본 1부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에 제출

     ◦ 주식회사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부르사 말레이시아)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부
르사 말레이시아에 주식상장을 신청할 수 있음. 추후의 유가증권의 발행(예를 
들어, 우선주, 무상주 발행, 또는 인수에 따른 발행 등)은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기업설립절차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Form 13A로 신청서를 작성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
회(SSM)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수수료 RM30(신청 회사명 개당)을 함께 납부해야 함.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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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승인되고 그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
개월간 예약됨. 회사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설립 구비서류를 말
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함

       ① 회사 정관 및 부속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② 법규 준수 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③ 이사 선임예정자, 또는 회사 설립 전이라면 발기인이 작성한 법정 신고서

(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④ 다음의 추가 구비서류
          - Form 13A 원본
          -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가 발급한 회사명 승인서 사본
          - 이사 및 회사 간사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이사가 선임된 경우 여권사본

     ◦ 회사 정관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

     ◦ 회사 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

     ◦ 설립증서가 교부되면 회사는 회사법인의 기능을 행사하고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게 됨. 1965년 회사법(CA)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법인은 
법인 인감의 날인으로 영속성을 갖고 토지를 보유할 권한과 청산시 각 책임사
원이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됨

     ◦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 동 법 조항에 따

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하며, 또한 회사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되며, 주식
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짐. 그러나 개인
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이거나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
(Registrar of Companies)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또한 회사는 
승인된 회사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회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 이사는 모두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해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자회사의 이사는 통상 70세 이하이어야 함.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가 아
니어도 됨

  (5) 외국회사의 등록

     ◦ 외국회사는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① 현지 법인의 설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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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말레이시아에 지점 설치

     ◦ 외국회사는 1965년 회사법(CA)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의함
       ① 말레이시아 외에서 설립된 회사, 법인, 협회, 조합 기타 단체; 또는
       ② 본국법상 비법인 협회, 조합, 기타 단체로서 당해 단체 또는 조합의 간사 또

는 이를 위해 적법하게 선임된 다른 임원 명의로 고소하거나, 피소되거나 재
산을 소유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 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단
체

     ◦ 외국회사의 등록 절차
       ① 등록 신청인은 먼저 회사명 검색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사용 가

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하려는 회사명은 본국에 등록된 회사명과 동일해
야 한함

          신청서는 Form 13A로 작성해 신청 회사명 1개당 수수료 RM30과 함께 말
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하며, SSM이 신청한 회사명을 승인
하면 그 회사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예약됨

       ② 등록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등록 구비서류를 말레이
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함

          a. 외국회사의 설립증서 또는 등록증서 등본;
          b. 외국회사의 헌장, 규약 또는 기본 정관, 부속 정관 또는 기타 정관에 준

하는 문서의 등본;
          c. Form 79(외국회사 이사의 인적 사항 및 변경 사항 신고서)
             이사 명단에 외국회사 현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이사가 포함되는 경우, 외국회사가 직접 또는 외국회사의 대리인이 이들
이 집행하는 권한을 기재한 서면을 SSM에 제출해야 함

          d.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회사에 송달되는 모든 통지를 수령할 말
레이시아 거주자의 선임장 또는 위임장;

          e. Form 80(외국회사의 대리인에 의한 법정 신고서) 및 Form 13A 원본, 
SSM이 교부한 외국회사명 승인서 사본 등의 추가 구비서류

          ※ 상기 등록 문서 중 말레이시아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
서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의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 공증 번역본을 첨
부해야 한함

       ③ 등록 수수료는 다음 요율표에 따라 SSM에 납부해야 함

수권 자본금 (RM) 수수료 금액 (RM)
100,000 이하 1,000

100,001 － 500,000 3,000
500,001 － 1,000,000 5,000

1,000,001 － 5,000,000 8,000
5,000,001 － 10,000,000 10,000
10,000,001 － 25,000,000 20,000
25,000,001 － 50,000,000 40,000
50,000,001 － 100,00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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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수수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시장 환율로 외국회사의 수권 자본
          금을 말레이시아 통화(링깃화)로 환산해야 함
          외국회사의 정관에 수권 자본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링깃을 SSM에 납부해야 함
       ③ 등록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 SSM으로부

터 등록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④ 승인을 받은 후에는 회사나 회사 대리인은 1965년 회사법(CA) 준수를 보장

할 책임을 짐. 회사명세, 회사명 또는 수권 자본 금액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정 수수료를 첨부하여 SSM에 신고해
야 함. 모든 회사는 적절한 회계기록을 비치해야 하며, 회사는 매 역년마다 
SSM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개업 
중인 회사 간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함

  (6) E-서비스 

    ◦ E-서비스는 SSM의 기존 업무처리방식 즉 창구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
었으며, E-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전자제출 서비스)하고 법인 및 사업체 정
보를 입수(전자정보 서비스)할 수 있음. 결제는 신용 카드, 계좌 자동이체, 선불계
좌로 할 수 있음

    ◦ 일명 e-filing으로 불리는 전자제출 서비스는 회사, 사업체 또는 이들의 수권 대
리인이 인터넷상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포털(myGovernment portal)-공공서비스포
털(Public Service Portal, PSP)을 통해 법정 구비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해줌. 한편 전자정보 서비스는 법인과 사업체 정보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줌

    ◦ 상세 정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웹사이트 www.ssm.com.my 또는 
www.ssm-einfo.com.my를 참조

  (7) 외국인 투자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 제한규정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도 말레이시아가 다른 동남아 국
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여건, 생활여건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
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8)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려 

    ◦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투자세액 공제(ITA), 재투자 
공제(RA)의 대상이 되는 제조제품을 만드는 업종을 장려업종으로 정함. 하이테크 

100,000,001 이상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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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제 특전을 부여하는 장려업종은 매년도 예산안의 국
가상정(통상 10월 국회) 시기에 개정 또는 추가되는 일이 많이 있음

    ◦ 장려업종 상세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인터넷 홈페이지(www.mida. 
gov.my)에서 확인 가능

  (9)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 회사 설립시 발기인 1명에 대해 1링깃 씩의 불입으로 불입자본금 2링깃, 수권
자본금 10만 링깃(수권자본금의 최저액)이며, 먼저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에 불
입자본 증자시에 수권자본도 인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공익업종(철도, 전력, 수도, 전기통신, 방송 등)으로의 외자 진출은 사실상 어려
웠으나, 민영화 정책으로 조건에 따라서는 25%까지의 출자가 가능하게 됨

      국내산업 보호라는 관점에서 금융, 보험, 증권 분야는 사실상 외국자본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보험이나 증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자본 참여폭
이 넓어짐. 보험회사 설립시 외국인고용 제한 규정이 철폐되었고, 현재 외국인 
투자지분은 49%까지 가능하며,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 지분 소유도 
가능함

    ◦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음
      말레이시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미푸트라(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지칭)의 경제 자립도 향상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종 간 지분을 강
제 배분하고 있음

외국인 지분
내국인 지분

부미푸트라 비 부미푸트라
70% 이상 잔여분
70% 미만 30% 잔여분

    ◦ 국가권익과 관련 사업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한 일부 서비스업에서 참여 제한이 있
음. 서비스업에서는 외자규제가 남아 있는 업종이 있는데, 2010년 5월 12일, 국내 
통상소비자부(MIDTCC)가「유통거래서비스에서 외자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MDTCC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 가이드라인에는 소매, 프랜차이즈, 다이렉트마케팅, 도매 등이 포함되어 있음
      가이드라인에서 규제되는 것은 주로 소규모 소매점 및 식품소매점. 소규모 식료품

점, 잡화점, 약국 등 소규모 소매점은 외자참여가 금지되어 있음
      대형 슈퍼마켓은 부미푸트라(말레이계)자본 30%의 출자가 필요함

    ◦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은 2링깃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
음. 또 사업 내용이나 취득하는 인허가에 따라 최저 납입자본금이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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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기업은 훈련된 말레이시아인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민의 고용을 보호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이 다양한 직종
에서 훈련을 하고 기능·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자기업이 파견할 수 있는 외국
인 주재원의 인수, 기간 등에 제한됨

  (10) 외국인 투자 보호

    ◦ 말레이시아 정부의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의지에 힘입어 현재 말레이시아를 역
외기지로 삼기 위해 50여 국가의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음

    ◦ 투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특정 지분 참여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프로젝

트의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됨

    ◦ 투자 보장 협정
      외국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투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보
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나 수용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
      – 투자 분쟁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의 보장

    ◦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는 1978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간 단체인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협의회(AALCC)의 후원 하에 설립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태지역 내에서 및 아

태 지역을 상대로 교역, 통상, 투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해
결 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계약으로 인한 혹은 계약과 관련한,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11) 금융서비스

   □ 현지 은행계좌 개설 절차 및 구비서류

      ◦ 현지 로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2종류이며 계좌의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름

        - Checking Account: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로써 법인설립시 개설하는 
계좌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업비자(Work Permit)가 필수적임.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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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경우 해당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 2명의 추천을 받
아야 개설 가능함

        - Savings Account: 일반 계좌이며 취업비자가 없더라도 가디언 비자나 학생
비자, MM2H비자 등 합법적 체류 신분자이면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 어느 
곳에서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함. 대부분의 경우 처음 이민을 가면 ‘Savings 
Account’를 개설함

      ◦ 말레이시아 로컬은행들 중 1위이자 사용 환경이 편리한 메이뱅크(MAY 
BANK)에서 ‘Savings Account’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명의자 여권
        - 명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계약서
        - 가디언 비자로 온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 재학증명서나 취업증명서
        - 예금할 금액

      ◦ 은행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의사를 말하면 담당자에게 안내
해줌. 다만 말레이 은행들의 경우 외국인에게 C’hecking Account’ 계좌를 선뜻 
개설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Checking Account’가 아닌 
‘Savings Account’ 개설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함

      ◦ ‘Savings Account’ 개설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개설이 완료되면 통장
과 은행현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인터넷 뱅킹을 원한다면 은행계좌 개설 
신청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기업 당좌 계좌 개설 절차 및 구비서류
 
      ◦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에서 법인 당좌 계좌 개설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소요되는 시간이 긴 편임

      ◦ 말레이시아 로컬 대표은행인 메이뱅크(MAY BANK)에서 ‘Savings Account’ 개
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신청서 양식
        - 당좌수표 결재자 서명 & 추천인 서명: 말레이시아에서 당좌계좌를 오픈 할 

때는 반드시 추천인이 있어야 함. 추천인은 같은 은행에 당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외국인이 처음 법인 계좌를 열 때 당황 할 수 있는 부분임. 
담당 법무사(Secretary Company)가 추천인을 찾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임

        - All Form True Certified(Form9, 24, 44, 49, M&A):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등과 같은 것이며 반드시 담당 법무사가 
공증을 해준 것이어야 함

        - Resolution: 담당 법무사가 작성해 주는 증명서와 같은 것으로 회사가 신청
한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임을 문서(Letter)로 작성해서 제출함

        - Passport True Certified: 등기이사 여권 사본 공증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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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4일에서 최대 2주간 동안 은행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함.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거래 은행을 사무실 가까운 곳을 정하는 것
이 유리함. 법인 당좌계좌는 ATM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시재를 위해서는 반
드시 계좌를 오픈한 주거래 은행에 들려 수표를 써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임

      ◦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시중은행을 통해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 디렉터(Director)의 취업비자(Work Permit)를 요
구함. 하지만 법인 은행계좌가 없으면 납입 자본금을 투자할 수 없으므로 사업
과 관련되는 라이선스, 영업장 확보, 취업비자(Work Permit) 취득 자체가 불가
능합니다. 이에 신설법인 디렉터(Director)의 취업비자(Work Permit)가 없다는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부당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따
라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웨스턴유니언 등 송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은행
의 계좌 개설권한은 개별 은행의 고유권한이며 내규 및 은행지점장의 재량에 
의해 계좌 개설 여부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임

      ◦ 또한 말레이시아 시중은행을 통하여 미 달러화 기반의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
하나 같은 외국환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내국 기업 간에도 결제시 해당 외
국통화로 직접 결제되지 않고 내국화폐인 링깃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쳐 이
체 및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때문에 동일한 외국환 계좌 간에도 환율 환산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환차
손의 리스크를 지게 됨

        - 시중은행에서 미 달러화 등 외환기반의 은행계좌 개설은 허용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규정에 의거 내국 외환계좌간의 직접 외환
이체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시중은행의 결제 규정은 중앙은행의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음

<TIP >

◦ 말레이시아 해외 기업설립과 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투자개발
청(MIDA)(www.mida.gov.my)을 참조하길 권함

◦ 부미푸트라제도로 인하여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과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제한 업종이 있어 주의해야 함

<TIP >

◦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트너선정, 해외법인설립, 해외지사설치, 연락
사무소설치, 외환, 현지자금조달 등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 신고나 
해외투자금융이나 해외투자보험 등 국내에서도 필요한 절차가 있음.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해외절차와 국내절차에 관한 토탈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음(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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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포 및 부동산 취득

  (1) 외국인 부동산 취득

    ◦ 기존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FIC)는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자산 취득, 합병, 현존 
기업 및 사업의 인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규제하면서 신경제 정책을 적용하도록 
했음

    ◦ 그러나 2009년 외국인 투자 위원회가 해체 되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완화 됐으며, 
자본금에 관한 조건은 특정 전략 분야에서만 규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적
용하지 않음

    ◦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통해 부미푸트라 (말레이 원주민)나 정부 기관이 소
유하고 있는 2,0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분이 낮아 진다면 기획
부 산하 경제 계획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 외 다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경제 계획 부서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대외금리를 통해 100만 링깃 이하 단일 부
동산은 취득할 수 없음

      ‘말레이 유보지(reserve land)’의 구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유보지는 ‘부미푸트라
(Bumiputra. 말레이계 국민)’ 만을 위해 할당된 지역임

    ◦ 외국인들도 50만 링깃이 넘는 한, 자신의 이름이나 회사 명으로 콘도미니엄, 방갈
로, 토지 등 주거용 또는 상업용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음

    ◦ 단, 외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반드시 정부기관이나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6주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수도인 쿠알라룸푸
르의 경우 명의이전에 1~2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임

    ◦ 그외 부동산 구입 절차는 현지인과 동일하며, 자금조달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2) 쇼핑몰 입점

    ◦ 말레이시아에서 주요 브랜드들의 경우, 초기 프로모션 단계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
고를 위한 입소문 전략의 일환으로 쇼핑몰 입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인들은 외식과 쇼핑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쇼핑몰을 이용하므로 외식 및 소
매 서비스업체는 늘어나는 쇼핑몰 입점을 통한 매장 확장전략에 집중하고 있음

    ◦ 대형쇼핑몰 입점대행사 : 대형쇼핑몰은 그들 자체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담당하
는 기업을 보유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 임대담당 기업들이 쇼핑몰 내 업종별, 층별, 
위치별 상권을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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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 입점 절차

표 4-15 쇼핑몰 입점 절차

입점신청서
(Intent 
Letter) ▶

입점제안서
(Proposal Letter) ▶

입점의사 
확인서

(Comfirm 
Sheet) ▶

임대계약
(Contract of 

Lease)

기업 쇼핑몰 기업 쌍방

[참조. 말레이시아 해외진출 가이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쇼핑몰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Mall에 입점하려고 할 때 몰
입점신청서(Intent Letter, Lease Application)를 통해서 입점 제품 및 프로파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점 자리가 나오게 되면 Mall측에서 입점 제안서
(Proposal Letter)를 보내옴

      여기에는 입점관련 모든 조건들이 표기되어 있고, 입점할 업체가 사인해서 입점확
인서를 보내주면, Mall 측에서 준비한 계약서(Contract of Lease)에 사인하면 됨

    ◦ 쇼핑몰 임대회사
      쇼핑몰 임대회사는 쇼핑몰 입점상담을 전화나 팩스로 임차상담 연락처를 통해서 

접촉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있는 쇼핑몰 임대회사는 상기 쇼핑몰의 각 홈페이지에
서 Leasing Form(임대양식) 혹은 Tenant Form(차용양식)에 임차인의 기본정보를 작
성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음

      회사에 따라 양식이 다르며, 임차하려는 회사의 기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Mid Valley Megamall 경우, 홈페이지에서 임대회사의 고위층 관계자를 아는지를 
기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매장 입점에 도움이 될 수 있
음

    ◦ 임대료와 입점 관련비용은 획일적이지 않음. 계약시, 몰에서 원하는 임대료와 보증
금(3개월, 6개월 등 계약기간에 따라), 쇼핑몰 임대료, 수수료 등의 조건은 Inline 
Shop, Booth(Kiosk), Exhibit Area 등 몰에 따라서 위치가 다양하므로 조건도 모두 
다름. 

    ◦ 입점 수수료 : 경우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입점절차를 진행해 주는데 몰 입점 진행
료로 약 1,000링깃(약35만원에서 40만원)의 진행비를 받음

    ◦ 입점 소요기간과 계약기간 : 입점 소요기간은 입점 장소가 정해지면 식당 및 안경
점처럼 Display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 되지만 Kiosk 등 간단한 경우는 수일 안에 입점이 가능함. 내부 인테리
어를 바꿔야 하는 업종은 2달 넘게 공사하는 곳도 있음. 



- 228 -

8  기타 정책과 법률

 가. 식당 개업

   (1) 사업자 등록 절차

    말레이시아 모든 회사들은 ‘Registration of Business Act 1956’의 규제를 받고 있
음. ‘Registration of Business Act 1956’(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
을 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해야 함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장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부 작
성 및 회계처리의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모든 이익이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 
됨. 단, 자국민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소매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함

    □ 법인 사업자

      1) 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

        ① 법인 설립 요건
           -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오피스가 있어야 하며 오피스 내에는 ‘회사법’ 조항

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
사인감과 문서에는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됨. 주
식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나 개
인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회사의 비서(Secretary)는 성년의 현지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
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이거나 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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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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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또한 회사는 공인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함

           - 회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2명 이상(최대 20명 이하)
의 공동소유주(Partnership)로 운영하는 파트너십 형태임

           - 파트너들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Partnership)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② 법인 설립 절차
           - 우선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가 지정한 ‘Form 13A’에 따라 신청서

를 작성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이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함
           - 제안된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 가능
           - 회사 정관에는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금액 및 그 금액의 정액 주

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하고 회사 부속정관에는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
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

           - 설립증서가 발행되면 회사 정관에 서명한 자와 회사의 사원이 될 자들은 
유한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소권과 피제소권을 갖는 법인이 됨

           - 법인은 공동 날인되어 계속 승계될 수 있으며 토지를 보유할 권리와 청
산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
임을 갖게 됨

      2)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①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 이사 선임에 있어 한국인 이사는 이사 등록시 말레이시아 현지에 체류하

고 있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현지 거주 이사가 필요함(※‘현지 거주 
이사’라 함은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되며 
추후 한국인 이사가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취득할시 명의변경이 가
능함)

           - 모든 외국 회사들은 말레이시아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또는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 내에 무조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현지법인 등록절차와 같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지점을 설립하기보다는 법인을 설립하
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점 설립이 법인 설립보다 절차가 훨
씬 복잡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들도 적용되지 
않음

        ② 법인 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 법인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본국에서 발행된 회사법인설립증명서
             :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가 지정한 ‘Form 13A’에 따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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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정관과 부속정관, 기타 회사정관을 구성하거나 정의하는 문서의 인
증사본

             : 이사명부 및 신상명세 (Form 79)
             : 1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소송서류와 통지를 송달 받을 권한을 위임하는 임명장
             : ‘회사법’에 따라 작성된 법정신고서 (Form 80)
           - 선임된 대리인은 ‘회사법’에 따라 회사가 행해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짐. 대리인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 위원회
(CCM)에 보고하여야 함

           - 만약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 설립시 
제출한 문서들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에 대
한 신청 서류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또한 외국법인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후 1개월 이내에 연차 사업보고서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주주총회 후 2개월 이내에 본사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에 사용된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한 감사필 자
산부채현황표 1부, 감사필 손익계산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2) 인허가 관련 정보

    □ 인·허가 요건 및 관련 법규

       1) 인·허가 요건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기이사 2명이 필요하며(이사의 국적은 말레이
인이든 한국인이든 관계 없음) 말레이시아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
는 주민등록 번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주지로 등록해야 함. 대부분 거주
하는 곳이나 사업지(가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말레이시아 창업 컨설팅 업체 유원(U1)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일반 법인 
설립 비용 50만 링깃(약 1억 8천만 원)에 비해 2배 정도의 자본금인 100만 
링깃(약 3억 6천만 원)이 필요하며 식당 영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준비와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 예비 창업자들은 
현지 창업 컨설팅 업체에 대행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식당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준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제반 업무를 수
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같은 ‘Secretary Company(SC)’를 통해서 법
인을 설립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로부터의 통보, 지시 등이 모두 ‘Secretary Company(SC)’를 통하게 
되어있으며 하나의 ‘Secretary Company(SC)’가 여러 개의 법인을 관리하
면서 회계, 세무, 감사, 법인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함

           - ‘Secretary Company(SC)’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면 직접 회사에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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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대형 기업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따름

           -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거나 정보 부족으로 감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능한 ‘Secretary Company(SC)’를 통해 조
언을 얻는 것이 중요함

       2) 인·허가에 필요한 라이선스

        ◦ 인테리어 라이선스 :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공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이는 이미 정해진 공간을 새
롭게 구획함에 따라 사전허락을 받는 절차임

        ◦ 식당 라이선스: 우리나라의 ‘사업등록증’과 같은 의미이며 회사 설립과는 별
개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식당 라이선스는 크게 임시와 정규로 나눠지는
데 일단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임시 식당 라이선스를 발급해주며 유효기간
은 3개월 정도임. 하루 10링깃(약3,600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며 3개월 동
안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함

        ◦ 간판 라이선스: 거리에 설치되는 모든 간판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식당 
라이선스 취득과 유사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보통 간판업자들이 중개 수
수료로 200링깃(약 71,300원)을 받고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음

        ◦ 이슬람 율법으로 음주가 금지된 말레이시아에서는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더
라도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와 양이 정해져 있음. 주류 판매 라이선스
는 기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 말레이시아에서 식당 설립은 법인설립과 절차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설립할 경우 법인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창업하는 형태
로 이루어짐. 식당개업은 회사를 설립한 후 가게를 임차하여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됨

표 4-16 회사 인·허가 절차

절차 순서 내용

회사명
(식당명) 신청

•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따라 ROC(Registrar of Company-회사등기소)에 등록
해야 함

관련서류 제출
• 회사명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ROC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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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쿠알라룸푸르 한식당 창업운영가이드북, 한식진흥원]

   □ 임대차 계약 절차 및 관행

      ◦ 식당(점포) 임차시 부동산에 의뢰하는 방법과 직접 주인과 거래를 하는 방법
이 있음. 직접 거래할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전에 주변 시
세를 꼼꼼하게 알아봐야 함

      ◦ 임차인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양자가 협의
한 선에서 임대료를 측정함

      ◦ 최근 들어 한인들 사이에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식당(점포)을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와 사전 
협의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건물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모든 요구사항이 협의되고 임차료가 정해지면 1개월 분의 임차료를 계약금
(Earnest Deposit)으로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불 받지 못하
게 되며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하
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는 만약을 대비해 현지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게 관례임. 대개 공증비용은 400 링깃(약 14만 원) 

- 회사 정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자본 금액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
의 분할 등명기해야 함
-부속 정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 명기해야 함
- 준수 선언: 이사 선임 전 또는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법규 준수 서약서’
를 작성해야 함

법무사 선임
• 모든 법인은 반드시 공인 법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법무사는 회사의 모
든 공식적인 서류(등기부 등본, 주주 명단 등)를 보관, 관리 해야 함

법인 설립
기간 및 비용

• 법인 설립 기간은 2주에서 1달 정도 소요되며 법인 설립 비용으로는
2500~3000링깃(약 89~107만 원)정도 소요됨

최소
자본금 규모

• 수권 자본금이 100,000링깃(약 3,562만 원) 정도이며 취업허가증
(Working Permit) 신청시 업종에 따라 500,000~1,000,000링깃 (약 1
억 7천~3억 5천 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함
•자본금 증자 비용은 3,000링깃(약 107만 원) 정도임

취업비자 신청

• 회사 설립과 자본금 증자 후 취업허가증(Working Permit) 신청이 가능
하며 기간은 1~3개월, 비용은 8,000링깃(약 285만 원)이 소요됨
• 신청 서류로는 이민국 신청서, 신청인 및 가족 (Dependant) 사진 4매,
영문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회사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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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며 공증을 받은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됨

      ◦ 임대차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이후 영업 활성화 정도에 따라 임차료
를 10~20% 정도 인상하게 됨

      ◦ 인테리어 시공 기간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보통 임대인에
게 식당 개업 일정을 설명하면 1~2개월 정도의 여유시간을 주기도 함

   □ 영업시설의 공통기준

       1) 음식위생 규정

        ◦ 외식업의 음식위생 규정은 말레이시아 식품위생법 ‘The Food Act 1983’을 
따름. 식당(점포)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수가 공급 및 저장되어야 함

           - 식당 건물은 위생을 위하여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 
내에는 빈 상자, 빈 병, 쓰레기 등을 쌓아 두어서는 안되고 또한 해충의 
출입을 방지해야 함

           - 식당 청소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며 청소는 식품 잔류물
을 비롯하여 불필요한 물질, 먼지 등의 제거를 포함함

        ◦ 식재료의 부패 방지를 위해 식재료 저장고를 청결하게 청소하고 소독 및 
세척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 함

        ◦ 건물주와 식당 경영주는 식당 건물 내에 해충이 발견되기 전에 살충을 위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살충 조치시에는 적절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물리적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에 위협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함

       2) 위생관리 조사

        ◦ 식당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위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종업
원 개인 위생증’은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해당 관청이 정한 기관에 가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위생교육을 이수
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함. 종업원들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개인 위생증’을 
준비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만 식당의 위생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말레이시아에서는 식당 개업 이전에 필수 관련 사항으로 소방법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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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ACT 1988’에 따라 화재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화재 증명서 발급을 위해 건물의 용도, 크기, 위치를 결정하
고 지정함

        ◦ 모든 지정된 건물은 화재 증명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며 화재 증명서
는 매년 갱신하여야 함. 한편 공공장소로 이용되는 종교 시설(예배장), 쇼핑
몰, 복합 상점 등이 입점된 건물일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화재 
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함

        ◦ 화재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장소에 새로 이전을 하거나 인테리어 시공을 하
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를 소방당국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벌금이 부과됨

        ◦ 관할 관청에서 소방안전 규정과 관련 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
고 있음 (사전 신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노동법, 고용법 관련 유의사항

        ◦ 말레이시아 한식당 경영주들은 비용적인 문제로 한국인 종업원보다 현지인 
종업원을 선호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해외 한식당은 각종 반찬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한식 메뉴를 취
급하고 있지만 다양한 한식 메뉴를 능숙하게 조리할 수 있는 한국인 요리사
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체류비를 지급해줘야 하는 등 채용조건을 감안했을 
때에도 경영주 입장에서 한국인 조리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
용함

        ◦ 주변국 이민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일도 잘하는 편이
지만 말레이시아정부의 강력한 이민정책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따름

        ◦ 말레이시아 현지인은 인건비가 높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만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식 조리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화교들
은 인건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 자국민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허가가 엄격한 편이
며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연 1회 종업원 1인당 1,850링깃
(약 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타 인력 관리 비용 까지 포함
하면 1인당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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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식당 개업과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은 쿠알라룸푸르 한식당 
창업운영가이드북,  한식진흥원 참조하기 권함(www.hansik.org / www.koreanfood.  
net)

 나. 철수 및 청산

   (1) 사전에 철수계획 작성이 필요

    ◦ 말레이시아 진출은 국내 사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
외사업의 Risk가 국내 사업에도 Risk를 줄 수 있음

    ◦ 진출 전에 결정해 두어야할 현지 철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목표경영실적과의 괴리, 누적손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축소 또는 철수 등

에 관한 기준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음
      스케줄의 지연, 파트너와의 트러블, 실적 악화, 채무초과 등에 더하여 컨트리 리

스크 등 현지국가에서 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지에서의 철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신속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 이러한 사업 축소나 철수 기준의 설정을 통해 결단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실제로 철수나 사업축소를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제약에 의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태를 상정하여 두고 그러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행하
는 것이 좋음

   (2) 철수시 주의점

    ◦ 사업 철수시 유의점
      - 수속과 사무처리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기용함
      - 외국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고해야 하는 종업원의 협력을 구함
      - 채권과 채무의 정리를 행함 (채무변제 및 채권회수)

    ◦ 관계법령에 근거한 수속을 상정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상법 및 회사법 : 해산결의주주총회, 해산고지 및 해산등기청산인의 선정과 등

기, 현재 사무소의 종결, 채권자에 대한 최고 등 채권정리,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종결주주총회, 종결등기

      - 노동법 : 고용관계의 종결, 미지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불, 사회보험관계의 수속
      - 세법 : 세무서, 지자체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세 등의 세금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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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 외국투자법 및 외국환법 등 : 소관관청 및 은행외국환 등록소멸, 외국송금 수

속 등

<TIP >

◦ 청산시 우선변제채권의 순위는 임금 - 세금 - 청산비용 - 채권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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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식재료 수출시 애로사항(복수응답)

구 분 전체
업종

한식 서양식 중식 디저트 기타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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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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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산 식재료 구입방법으로는 주로 “현지 시장을 통해서 한국산 식재료 구입”
이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 본부를 통해 수입”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4-18 한국산 식재료 구입방법(복수응답)

[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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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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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88) (40) (21) (2) (1) (21)

단위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현지 시장을 통한 
구입

79.5 70 34.1 30 20.5 18 2.3 2 1.1 1 18.2 16

프랜차이즈 본부를 
통해 수입

46.6 41 21.6 19 14.8 13 1.1 1 9.1 8

직접 수입 27.3 24 11.4 10 8.0 7 1.1 1 4.5 4

기 타 5.7 5 5.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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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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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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식재료와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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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무역항
       ◦ 말레이시아에 총 11개의 주요 Container Port가 있으며 그 중 4개 Port는 말레

이반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 말레이시아에 위치함
         Bulk 화물의 경우, 상기 11개 Port외에 Terengganu에 Kemaman Port 가 있어 

Liquid Bulk 화물의 경우 Kemaman Port 이용율도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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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업무에는 당사가 직접 물류업무를 맡아서 배송을 수행하는 직영방식과 

제의 물류전문업체에게 맡기는 아웃소싱방식이 있으며, 이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점을 시전에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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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는 업무 전문화 및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아웃소싱방식을 많이 채
택하고 있음

표 4-19 물류업무 직영과 Outsourcing 방식의 비교

[참조.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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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물류

비용

-규모의 경제 논리 측면에서 비용절감 곤

란

-고정비 지급으로 비수기 물류비 부담 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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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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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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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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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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