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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1  해외진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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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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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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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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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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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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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준비

해외진출
확정

현지개업
준비

해외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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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외사업 홍보채널 구축

6. 1차 현지 시장 조사

7. 파트너 기준

  적극적 파트너 탐색

8. 파트너 선정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9. 2차 현지 시장 조사

   파트너 계약 체결

10. 현지 법인 설립

11. 입지 선정

12.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  

   교육

13.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계획

14. 점포 운영 매뉴얼

15. 인허가 취득 및 매장

    시공

16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17. 오픈 마케팅

18. 오픈

19. 글로벌 슈퍼

    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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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해외진출 유형 별 단계별 주요내용

진출단계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합작) 

투자
직접 진출 국제 가맹

1. 내부역량진단 O O O △

2. 기초조사 O O O △

3. 지식재산권 취득 O O O O

4. 해외 홍보채널구축 O O O X

5. 시장 조사 O O O △

6. 파트너 선정 O O X X

7. 파트너 계약 체결 O O X X

8. 현지 법인 설립 X O △ X

9. 입지 선정 X O O X

10. 매뉴얼 및 교육 O O O O

11. 식재료 시스템구축 O O O △

12. 인허가 및 매장시공 X O O X

13. 매장 인력 X O O X

14. 매장 마케팅 X O O X

15. 세무 및 자금송금 △ O O △

16. 가맹점모집 △ O O X

17. 가맹계약 △ O O O

18. 가맹분쟁 O O O O

19. 철거 및 폐업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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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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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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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단계 관련서류

해외진출준비 ◦ 내부역량진단 시스템 표준화

◦ 기초조사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 지식재산권 취득 상표 및 특허 등록, 도메인 등록 진행

해외진출확정
◦ 해외 홍보채널구

축

사업안내서 등 홍보물, 해외사업 일정표, 

상담서식

◦ 시장 조사
시장조사보고서, 현지 표준매뉴얼, 

상권조사보고서

◦ 파트너 선정

파트너 선정기준, 파트너 관련서류(재무제표, 

파트너 회사소개서, 신용등급증명서, 

마케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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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양해각서), 계약서

◦ 현지 법인 설립
현지 법인설립 준비서류, 부동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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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 및 교육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점포운영자 

교육계획서

현지개업준비
◦ 식재료 시스템구

축
레시피, 메뉴북, 식재료 통관 관련서류

◦ 인허가 및 매장시
공

영업허가필요서류, 설비 및 물품조달 계획, 

시설매뉴얼

◦ 매장 인력
현지 점포 운영매뉴얼, 근로계약서, 채용 및 

인력운영계획
◦ 매장 마케팅 매장 마케팅 계획서, 오픈 체크리스트

해외사업관리 ◦ 세무 및 자금송금 재무계획서

◦ 가맹점모집 가맹점 출점계획서

◦ 가맹계약 현지 가맹계약서

◦ 가맹분쟁

◦ 철거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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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출 단계별 주요내용

  (1) 해외진출준비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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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조사
- 해외진출
  사업계획

- 지식 재산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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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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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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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사항(중복) (단위: %)

현지시장조사 기업내부검토 현지바이어탐색현지정책및제도분석
특별히

준비하지않음
기타 지원제도밈ㅊ정책검토

48.1

22.8

32.9

26.6
29.1

0

20.3

39

25.7 24.8
20

53.3

1.9 0

57.7

44.2

37.5

28.8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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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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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해외 진출 국가 선정시 고려사항 1+2순위[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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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체
진출 희망지역

중화권 동남아시아
기타 

아시아
유럽 북중미

단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사례수 79)
100.

0
26 32.9 39 49.4 7 8.9 1 1.3 6 7.6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3 3.8 1 1.3 2 2.5

지리적 접근성 6 7.6 1 1.3 3 3.8 2 2.5

언어적 접근성 1 1.3 1 1.3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

23 29.1 5 6.3 17 21.5 1 1.3

현지 제도/법규 
등 진입장벽

7 8.9 2 2.5 3 3.8 2 2.5

현지 시장의 
규모

20 25.3 11 13.9 7 8.9 1 1.3 1 1.3

교민(한국인) 
진출 현황

12 15.2 3 3.8 5 6.3 1 1.3 3 3.8

식재료 공급 
원활성

5 6.3 1 1.3 2 2.5 1 1.3 1 1.3

잘 모름 1 1.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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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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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36.6

0 0
5.4

12.9
1.1 1.1 1.1

80

68.6

2.9 2.9 2.9

17.1

0 0 0

66.2 66.2

1.5 1.5 1.5

33.8

0 0

2016 2017 2018

  (2) 해외진출확정

5 

▶
6 

▶
7

▶
8

- 해외사업
- 홍보채널
  구축

- 1차 현지
 시장 조사

- 파트너 기준
 구축
- 적극적 파트너  
 탐색

- 파트너 선정
- 계약 가이드
 라인 구축

▶

9 

▶

10

▶

11

▶

12
- 2차 현지
 시장 조사
- 파트너
 계약 체결

- 현지 법인
  설립

- 입지선정 - 해외본부 운영
 매뉴얼
-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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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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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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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출
희
망
국
가
법
적
규
제
파
악

식
재
료
통
관
기
준
및
절
차
파
악

한
국
산
식
재
료
공
급
유
통
망
구
축

현
지
식
재
료
수
급
방
법
파
악

현
지
인
력
모
집
및
관
리
운
영

진
출
관
련
국
내
전
문
인
력
부
족

현
지
시
장
정
보
부
족

특
별
한
이
유
없
음

기
타

33.9

17.9
10.7 7.1 5.4 3.6 3.6 10.7

2018년

[참조. 2018 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현지개업준비

13 

▶
14 

▶
15

▶
16

- 해외사업 홍보
 채널 구축

- 점포 운영
 매뉴얼

- 인허가 취득
 및 매장 시공

-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
17 

▶
18

- 오픈 마케팅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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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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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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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글로벌 수퍼바이징
-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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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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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진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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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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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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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 특징

진출형태 계약유무
투자코스트

금전코스트

현지사정

이해(정통)도

브랜드 

관리

현지회사와

의 관계
현지대응

마스터 

프랜차이즈
있음 없음 높음

현지기업

(파트너 

기업)

현지기업의

상황에 의함

현지

파트너

현지 법인

진출 방식
없음 있음 낮음 한국본부 현지법인 현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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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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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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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해외매장 사업 유형(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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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50.3

22 15.7
3 3.37

54.1

23.6
10.3

2.9 2.1
11

50.5

20.4
9.1 4 1.3

[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최근 해외진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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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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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방식 의사반영
현지 

가맹점

진출 방식

있음 없음 높음 한국본부
현지기업의

상황에 의함
한국본부

라이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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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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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라이선싱)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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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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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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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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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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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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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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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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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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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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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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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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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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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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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합자(합작) 투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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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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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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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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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과 분쟁 발생의 위험이 높은 편임

  (4)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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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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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제권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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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형태이며 주로 중견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

 다. 직접 진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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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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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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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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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4)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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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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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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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제 가맹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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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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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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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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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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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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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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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도 요인 조사항목 비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

프랜차이즈 등록 필수 여부

프랜차이즈 등록 시기

국가별 프랜차이즈 등록절차나 조

건에 차이가 있음

계약 관련 법률

계약시 고려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파트너 선정 주의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 유형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파트너 선정과 관리가 

중요

노동 관련 법률
현지인 채용 비중

노동법 및 고용법

법률 준수하지 않을시 처벌이 강한 

국가들이 있으므로 주의

세무 관련 법률
법인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

자금 송금 관련 사항
국내 송금시 세금 비중 확인 필수

수출입 관련 법률
수출할 식재료 및 물품에 

대한 점검 관세 관련 사항

원재료나 설비 등의 조달시 통관절

차나 인허가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브랜드 상표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해외진출 전 브랜드 및 특허, 홈페

이지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가 필요함

투자 관련 법률
외국인 투자 제한

기업설립 절차
진출 형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관련 법률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임대차 보호 관련 법률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외식 및 식품

관련 법률
식당개업절차

국가별 식당을 개업절차와 허가절

차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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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진출 FAQ

  (1)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절차와 유형

자주하는 질문

Q. 해외진출 하는 절차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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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해외진출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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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해외진출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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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기초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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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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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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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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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국가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해외 바이어(파트너)
가 해당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음
▶ 「Ⅲ. 외식기업의 미국 진출전략 > 1. 유리한 진출유형(방식) 선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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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나 조건, 기업설립 조건, 매장 인허가 조건 등 ‘시장 진
출 규제’, 프랜차이즈 시장규모, 안정적 기업운영환경 등 ‘시장의 성숙도’, 한류
트렌드 등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인식 정도’, 진출국가의 외식시장
현황과 소비자현황 등 ‘시장의 규모’, 식재료조달, 유통시스템 등 ‘물류조달의 
용이성’, 지리적 특수성 ‘시장의 특수성’ 등이 있음
▶ 「Ⅱ. 국가 개요 > 3. 진출국가의 특수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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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식기업의 미국 진출전략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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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는 
내부적 요소(투자자금 보유, 담당 인력 역량, 브랜드 경쟁력, 물류 및 생산 시
스템)와 외부적 요소(시장 진출 규제, 시장 안전성,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
랜드의 인식 정도, 시장의 규모, 서비스 마인드, 시장 안정성, 시장의 특수성, 
시장의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본 책에서는 내부적인 요소는 기
업별로 차이가 있어, 외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진출방식을 선정함
▶ 「Ⅲ. 외식기업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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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나. 마스터 프랜
차이즈 계약서』 참조』 참조

Q. 합자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합자투자 진출 방식은 해외진출 단계 중 해외진출준비 단계와 해외진출확정 
단계, 해외사업관리 단계가 중요함. 합자투자 방식 역시 해외진출확정 단계에
서 ‘파트너 선정’과 ‘파트너와 계약’이 중요하며, 현지국가에서 기업설립과 운영
이 중요하며, 특히 사업 철수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3. 계약 관련 법률 > 나. 마스터 프랜
차이즈 계약서』 참조

Q. 직접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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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이 진출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기업 내부적인 요소와 진출국가와 환경이나 트렌드 등 
외부적인 요소, 좋은 파트너 선정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함. 사례에서 제시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며 반드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Ⅲ. 외식기업의 미국 진출전략 > 2 직접 진출 방식의 진출전략 성공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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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자주하는 질문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A.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프랜차이즈에 대
한 규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과 정책 >  
가.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참조

Q.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A. -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
고자 하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해야 함
- 미국 공인 회계사가 검토한 2년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자본력이 
충분히 존재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참조

Q. 진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A. FTC :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각 주의 담당 기관(캘리포
니아의 기업국(Department of Corporations) 등), IFA :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과 정책 >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조

Q.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A.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법이 동시에 규정하며, 매우 엄격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함
- FTC의 “Franchise Rule” -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프랜차이즈 정보공

개서) 포함
- 각주의 관련 법률(예: 캘리포니아 법률)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The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공개법(Franchise Disclosure Law) 포함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ship Law)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2.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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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TC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집 프랜차이즈와 임원, 기타 프랜차이
즈 가맹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포함하는 공시 서류와 관련 계약서를 
사전에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Q. 파트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이 엄격하여 직접진출이 아닌 마스터프랜차
이즈나 합작방식이 거의 불가능. 심지어 프랜차이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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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이나 계약하는 것은 물론 제안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미국 진출 시에는 파트너 선정이나 계약, 관리 단계가 필요 없음. 다만, 
장기적으로 직접 진출하여 프랜차이즈 등록조건을 갖추고 정식적으로 프랜차
이즈 사업을 진행한 이후 각 주나 지역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방식
으로 프랜차이지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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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법률』 참조

Q. 계약체결 전 하는 양해각서(MOU)는 무엇인가요?

A. 미국 진출시에는 파트너 선정이나 계약, 관리 단계가 필요 없음. 다만, 장기적
으로 직접 진출하여 프랜차이즈 등록조건을 갖추고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사
업을 진행한 이후 각 주나 지역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방식으로 프
랜차이지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음

MOU는 양 기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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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진출시에는 파트너 선정이나 계약, 관리 단계가 필요 없음. 다만, 장기적
으로 직접 진출하여 프랜차이즈 등록조건을 갖추고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사
업을 진행한 이후 각 주나 지역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방식으로 프
랜차이지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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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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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인력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 위해 실행하는 시스템과 절차는 미국에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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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불문하고 연방 및 주 노동법과 고용법이 적용됨
노동시장은 풍부하지만, 고용차별, 장애인보호, 임금 및 휴가보호, 이민자 고용
규제, 연령차별금지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참조

Q. 현지의 수입금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A.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 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외국 투자가가 
취한 이익금을 대외에 송금하는 것)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미 연방 세무국(IRS) 세무감사시 세무감사의 범위는 일반
적으로 현지법인에 국한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5. 세무 및 관세』 참조

Q.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상표의 연방 등록은 상표 보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표는 등록을 하지 않
고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상표 등록이 필수요건임
- 상표를 연방에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하면 비 등록주의 사
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을 준수해야 함
- 아울러, 상표를 연방에 등록하면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상표의 배타적 소
유권을 향유할 수 있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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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특별
한 규제는 없음. 다만 미국 50개 주의 법규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함.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되고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등
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
주자여야만 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7. 기업 설립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참조

Q. 현지에서 식당을 개업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미국에서 식당을 창업할 경우, 자격증 획득, 사업자 등록, 각종 인, 허가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 주(State)마다 그리고 주 내에서도 도시
(City)와 County마다 규제가 조금씩 달라 지역을 정한 후에 해당 지방 자치기
관에 문의하여 필요로 하는 허가증 및 자격증을 취득이 필요함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Q. 물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요구하는 물류유통 지원을 효과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국 및 지역 유통 회사가 많음
▶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8. 기타 정책과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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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 개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이며, 수많은 이민자가 들어오는 다문화국가.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면적기준으로 세 번째, 총인구수로 세 번째, 국가 경제는 
2018년 기준 명목상 국내 총생산이 20조 4128억 달러로, 세계 1위 

최대 경제규모이며,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를 선도하는 강대국임

◦ 공식명칭 :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위치 : 미주대륙 북부(서경 66°57‘~124°44’ / 북위 25°7‘~49°23’)
◦ 면적 : 9,372,610 km²(세계 3위, 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 인구 : 329,515,518명(2019년 8월 추정치)(자료원: U.S. Census Bureau)
◦ 수도 :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 정체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언어 :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식자율 99%)
◦ 종교 :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이슬람(0.9%), 불교(0.7%), 
        힌두교(0.7%), 토착신앙(0.3%), 기타(1.5%), 무교(22.8%) 
        (자료원 : Pew Research Center, 2019년 8월 기준 최신 통계)
◦ 인종 : 백인(76.5%), 흑인(13.4%),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 이상 
        인종(2.7%) (주: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되었으며, 히스패닉 인구만 별도로 계산하면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8.3)
        (자료원 : U.S. Census Bureau, 2018년 7월 기준 추정치, 2019년 8월 
        기준 최신 통계)
◦ 주요 도시
New York(840만 명), Los Angeles(399만 명), Chicago(271만 명), Houston(233
만 명), Phoenix(166만 명), Philadelphia(158만 명), San Antonio(153만 명), San 
Diego(143만 명), Dallas(135만 명), San Jose(103만 명)
(자료원 : U.S. Census Bureau, 2018년 기준, 2019년 8월 최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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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시장 현황

 가. 경제 현황 

  (1) 경제동향 

    ◦ 경제전망 : 통상 분쟁, 정치환경 변화, 재정적자 증가로 성장 둔화 예측
      - 미 경기 4분기 연속 2% 이상 성장, 경기확장 (GDP 증가율 기준)
      - GDP 증가율 ’17년 2.3% → ’18년 2.9% → ’19년 1분기 3.1%→ ’19년 2분기 

2.1%
      - 연방준비은행 및 IMF, 2019년 2.1~2.5% 성장 전망
      -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통상 분쟁, 정치 환경(중간선거) 변화, 재정적자 증가 등

의 불확실성 증대로 2019년 하반기부터 성장 둔화하여 2020년에는 성장 감소 
전망

    ◦ 민간소비 : 2019년에도 양호한 고용 상황과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
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증가가 예상됨

      민간투자 :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효과가 이어지면서 비주택 고정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표 2-1 주요경제지표

[자료: IMF, kotra]

<TIP >

◦ K-뷰티, K-팝의 인기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 첨단 융합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품목 수요 성장

주 요 지 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실질성장률 % 2.9 1.5 2.3 2.9

명목 GDP 십억 달러 18,121 18,624 19,391 20,413

1인당 명목GDP PPP, 달러 56,411 57,559 59,501 62,152

소비자물가상승률 % 0.1 1.3 2.1 2.5

실업률 % 5.3 4.9 4.4 3.9

총수출 백만달러 2,266,691 2,215,844 2,351,072 2,569,733

총수입 백만달러 2,765,216 2,717,846 2,903,349 3,185,294

무역수지 백만달러 -761,869 -751,051 -807,495 -870,345

경상수지 백만달러 -407,765 -432,874 -449,141 -483,233

환율(연평균) US$/€ 1.1 1.1 1.1 1.2

인 구 백만 명 321 324  32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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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이슈

    ◦ 아시아계 인구 증가, 여성 경제력 향상 등 인구구조 변동으로 신 소비자층 부상
      - 아시아계인구는 미 전체의 7%, Z세대 소비자22% 차지. 전 세계 여성경제력 

18조달러, 미국전체 소비의 85% 주도
      - ‘SHEconomy’는 ‘그녀(She)’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가 합쳐진 합

성어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경제’를 뜻함.
      - 미 통계청(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미국의 여성은 전체 소

비자 구매력의 85%에 달하는 구매 결정권을 보유

  (3) 미국 시장의 특성

   ◦ 경제규모 : 2018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경상 GDP 기준) 20.4조 달러로서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IMF에 따르면, 2018
년 미국 경제는 2.9% 성장하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
히 높은 수준인 2.7%의 성장을 이어 갈 전망임

   ◦ 수입규모 :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3조 1,852억 달러로 단일 국가
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 한국의 對미 수출액은 2018년 기준 727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한국 전체 수출액 중 약 12.0%의 비중을 차지

   ◦ 제도적 환경 :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 개방 시장
      -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

가에서 상위권 랭크

표 2-2 주요 기관별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 결과

[자료. 각 기관별 최신 발표자료 종합]

      -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야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받는 상황

   ◦ 한국 투자진출 현황 : 미국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이며 

평가기관 미국
AT Kearney

(FDI Confidence Index)
1위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위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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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액 순위 1위
      - 2017년 한국의 대미투자액은 신고금액 기준 약 152억 9000만 달러로 2위인 

케이만군도(49.8억 달러)와 3위인 중국(29.7억 달러)을 합친 액수의 두 배

<TIP >

◦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제 2위 수출 대상국
◦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 변화의 흐름을 좌우
◦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 미국 경제성장,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

 나. 외식시장 동향

  (1) 미국의 외식산업
  
    ◦ 미국 외식 산업 총 매출액은 약 7,660억 달러(한화 약 867조 3,420억원)로 미국 

내 음식서비스 총 매장은 66만 개이며, 중 패스트푸드 매장이 26만 개로 가장 
많음

    ◦ 미국의 패스트푸드 매장 10곳 중 6곳이 프랜차이즈이며,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서브웨이(Subway),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
(McDonald’s), 편의점 세븐일레븐(7-Eleven) 등임

표 2-3 미국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리포트

[참조. 테크노믹, 톱500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리포트]

    ◦ 최근 미국 외식 업계는 침체기에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점심식사를 하
면서 사업 관련 논의를 하는 ‘파워 런치’ 시대가 저물고,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한 

순위 체인명 업종
매출

액($)

전년

비(%)
순위 체인명 업종

매출

액($)

전년

비(%)
1 맥도날드 버거 376억 3.4 11 파네라 제빵 54억 6.5
2 스타벅스 거피 176억 7.0 12 KFC 치킨 44억 -1.5
3 서브웨이 샌드위치 108억 -4.4 13 치플레 멕시칸 44억 14.6

4 타코 벨 멕시칸 97억 4.7 14
소닉 

드라이브인
버거 44억 -2.4

5 버거킹 버거 96억 3.5 15 애플비 그릴/바 41억 -6.8

6 웬디스 버거 93억 3.0 16
오리브 

가든
피자 39억 2.6

7 칙 필레 치킨 90억 14.2 17 버팔로 스포츠바 38억 3.5
8 던킨도넛 도넛 84억 2.8 18 리틀시저스 피자 37억 2.1
9 도미노피자 피자 59억 11.1 19 데어리 퀸 디저트 36억 0.6
10 피자헛 피자 55억 -4.2 20 알비 샌드위치 36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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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를 때우는 ‘데스크톱 다이닝(desktop dining)’이 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시장조사 회사 NPD에 따르면 지난해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미
국인 수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이는 전년 대비 2%(4억3300만 회) 줄어든 
수치로, 외식 산업 분야는 지난해 총 32억달러(3조5840억원) 손실을 봄

    ◦ 최근 외식 비용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식의 위기에 따라 사람 대신 소비자 
스스로 메뉴 검색에서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가 확산하고 있
으며, 레스토랑이 아닌 푸드 트럭으로 식사를 대용하고 있으며, 맥도널드·우버와 
제휴해 음식 배달, HMR 등 배달하는 간편식 등이 유행하고 있음

  (2) 미국의 외식관련 기관과 민간협회
  
    ◦ 농무부(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업과 외식(급식업)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 지역 농장과 학교

를 연결시킨 '팜투스쿨'(Farm to School)을 운영하고 있음
      - 리서치 및 연구기능 강화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미국 중앙행정기관으로 식품위생, 외식생활에 대한 기본 리서치를 포함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렇게 연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미국의 외식소비와 관련된 트렌드와 식이패

턴에 관한 연구까지도 직접 수행함

    ◦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Federal Trade Commission
      - 연방통상위원회는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관련법을 

시행하고, 정보공개서를 제정 및 관리하고 있음

    ◦ 미국 레스토랑 협회 -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 1919년 설립된 NRA는 현재 미국 내 38만 회원사 및 각 주별 53개 지점을 통

한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NRA에서는 매년 외식산업과 연관된 보고서를 내놓고, 각종 설문을 수행함

(2013 Restaurant Industry Forecast, Restaurant Performance Index 또한 51개 
주에 걸쳐 각 주별 통계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미국특선식품산업협회 - NASFT(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pecialty Food 
Trade)

      - 비영리무역협회의 성격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 창구, 관련 행사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 - IFA(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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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의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인
터넷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서, 계약서, 재무제표, 가맹본부 평가서 
등의 자료들을 항상 제공함

      - 프랜차이즈 관련 리서치 서비스 제공, 책자 발간, 박람회나 법률 심포지엄 등
의 행사를 개최 및 프랜차이즈 창업 및 운영과정에 대한 자료 및 컨설팅 제공
Certified Franchise Executives(CFE)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세미나/자격
증 과정 운영

2  외식관련 소비트렌드

 가. 소비 트렌드 

  (1) 소비인구

    ◦ 미국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미국의 GDP 대비 개인소비지출 비중은 
68%이고 2018년 기준 1인당 실질 GDP는 56,749달러를 나타났으며, 미국 통계
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약 2억 3,121만 
명으로 조사됨

    ◦ 미국의 소비를 이끄는 주요 소비층으로는 소수민족, 밀레니얼 세대, LGBT를 꼽
을 수 있음. 소수인종의 구매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히스패닉, 아시
아계를 타겟한 상품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한 15~34세의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음. 성적 소수자인 
LGBT의 상당 비중이 높은 소득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유망한 틈새시장의 소비층
인 것으로 평가됨

  (2) 소비 성향

    ◦ 메네상스 'The Menaissance(남자의 Men과 르네상스를 합친 신조어)'
      - 경제전문 미디어 기관 Forbes는 남자들의 소비가 여성 소비자 대비 빠르게 증

가해왔다고 분석. 남성 패션 및 의류 시장이 성장한 요인으로는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남성들의 생활습관
이 도시화되면서 자신을 깔끔하게 가꾸는 것이 습관화됨에 따라, 남성미용
(Grooming) 제품이나 의류와 같은 품목에 대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함

    ◦ 소매업자들도 온라인을 통한 사업 방법을 채택할 것
      - 유통업체들도 현재의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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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하는 과정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 유통업체들은 자신들끼리 연결된 B2B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쇼핑을 시작하며, 백엔드 프로세스를 가속화 및 간소화
해 궁극적으로 유통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더 빨리 보여줄 수 있
게 될 것으로 보임

  (3) 외식관련 소비 트렌드

    ◦ 미국의 외식산업의 트렌드는 Convenience, Health-Conscious, Diversity, Local 
Ingredient, Bite-size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요약

    ◦ 편리성 추구(Convenience)
      - Convenience의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첫째로 가족 규모 축소로 인하여 소비

자들이 한 끼의 식사를 간편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둘째로 맞
벌이 가정이 50%를 넘으면서 식사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간편히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임

    ◦ 건강에 대한 관심(Health-Conscious)
      - 소비자의 건강식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주요 외식기업들은 다양한 변

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과 관련해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메뉴를 변화
시킨다거나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광고에 규제를 두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
음

    ◦ 다양성 추구(Diversity)
      -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미국인은 외국식(Ethnic food0에 대한 관심이 높음
        Ethnic food란 이국적인 이국적인느낌이 나는 제3세계의 고유한 음식 혹은 동

남아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채소를 비롯해 각종 허브와 향신료 등 저칼로리 
재료를 쓰기 때문에 웰빙 요리로도 각광

    ◦ 지역산지소재 선호(Local Ingredient)
      - 소비자들이 지역산 식자재를 이용하는 식당을 선호하며, 식자재의 신선도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요리사들 역시 지역산 식자재를 선호하고 있음

    ◦ 작은 크기의 음식 선호(Bite-size)
      - 소량의 음식 트렌드는 현대인들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고려한 새로운 식습관 

반영한 것임

 나. 한류동향 

    ◦ 한국 상품 이미지 개선으로 국가 이미지도 개선됨. 한국에 대해 남북 대치 상황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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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뷰티 제품의 경우 BB크림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
출한 것과 더불어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가 미국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미
국시장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음

    ◦ 한식의 경우 맨해튼 한인 식당가에서 이민족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저녁 시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50대 50이 될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
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맨해튼 거리에 한식 
푸드 트럭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뉴욕에서 발행되는 전국지에도 소개가 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있음

3  진출국가의 특수성

 가. 사회 ∙ 문화적 현황

  (1) 인구현황

    ◦ 2018년 약 3억2,800만 명으로 느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적으로 54% 인구만이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비해 미국의 경우 81% 인구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도시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음

표 2-4 Z플러스세대(2007년 이후 출생자 기준)의 인종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49.6

26

13.8

5.2
4.7

100%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디인종

원주민

    [자료. 블루킹스 연구소]



- 35 -

  (2) 정치적 상황 

     1) 정치상황

      ◦ 행정 주체가 주州 단위 아래로 내려가면 정치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
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보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카운
티(county), 타운십(township), 시티(city), 타운(town) 등은 자체에서 선출된 관
리가 통치함. 특별 행정 부서 대부분은 교육, 대중교통, 상수도 등 특정한 서비
스 공급을 감독하고 있음. 종종 특정 지역에서 한 가지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
가 서로 겹치는 바람에 행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음.

     2) 정치 환경
      ◦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 공화당 상원은 세재 개혁 2.0을 추진 중
        - 동 법안은 중소기업 및 개인 소득세 감세 조항을 주요 골자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부흥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인프라 부흥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총 1.5조 달러(연방정

부 출연금 2,000억 달러와 민간투자 1.3조 달러)를 투자해 미 인프라를 개선한
다는 계획

  (3) 사회ㆍ문화적 상황 

      ◦ 미국의 문화(美國의 文化)는 원래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발전한 
서양 문화임. 이러한 문화는 미국이 미국 영어, 미국 음악, 미국 미술, 사회적 
관습, 미국 요리, 민속 등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갖춘 나라가 되기 
전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음. 오늘날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수많은 국가로부
터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민족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지니
게 된 국가임.

      ◦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따로 공용어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미국 
영어가 사실상의 공용어로 입법, 사법, 행정 등에서 쓰이고 있음. 주 정부 차원
에서는 28개 주에서 영어를 공식적으로 공용어로 지정하였음. 2000년 미국 인
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97%가 영어를 사용하며, 81%가 집에서도 영
어를 모어로 사용함.

      ◦ 미국에서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스페인어가 많이 사용되며, 뉴멕시코주와 미국
의 속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음. 프랑스어는 루이지애
나주에서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고,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서는 많은 원주민 언
어가 사용되고 있음. 또한 하와이주에서는 하와이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사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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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리적 현황

      ◦ 미국은 세계 제1의 소비 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각종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해 
사업을 펼치고 있음.

        - 2010~2014년은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 이후 미국이 
다시 제1의 해외투자대상국 자리를 되찾음. 최근 5년간(2013~2017) 미국으
로 유입된 해외투자금액의 합계는 1조6888억 달러로 이는 1조1423억 달러
의 중국과 4128억 달러의 영국을 합친 것보다 큰 금액임

      ◦ 미국은 50개 주를 각각 하나의 국가로 간주해야 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고 
특성이 달라 미국 투자 진출시에는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해야 함

      ◦ 법인 형태를 결정한 이후로는 어느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함

        - 미국은 각 주마다 특성이 매우 달라 반드시 주별 특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함

        - 투자진출 지역 선택시 필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시장 환경: 인구 구성, 연관 산업 발달 정도, 외국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상관습 등
          ② 조세제도 및 금융: 세금 종류 및 세율, 자금 운영 편의성 등
          ③ 노무환경: 인력 확보의 용이성, 임금 수준, 법정 근로시간 등
          ④ 물류 및 유통: 물류창고 등 운송 용이성, 시장 접근성, 유통마진 등
          ⑤ 투자환경: 투자 인센티브 제도, 산업 인프라, 건축 및 환경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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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식기업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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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법이 동시에 규정하며, 매우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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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함

       ② FTC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집 프랜차이즈와 임원, 기타 프랜차
이즈 가맹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포함하는 공시 서류와 관련 계약
서를 사전에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③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
고자 하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해야 함. FTC 규정은 프랜차이
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약관에 관한 주요 사실의 공시를 
의무화하지만, 프랜차이즈 판매와 관련하여 FTC 서류 등록이나 제출은 의무화
하지 않았음. 등록 요건은 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함

       ④ 캘리포니아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승인 조건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충
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사업에 진출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지 여부임. 자본
력 판단의 근거는 정보공개서에 첨부되는 미국 공인 회계사가 검토한 2년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자본력이 충분히 존재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

       ⑤ 대다수 등록 주에서 등록 기간은 등록 승인 일부터 1년간 유효함. 프랜차이즈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등록은 만료가 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해당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 또는 모집할 수 없음

       ⑥ CFIL에 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 활동의 제약은 정보 공개서의 승인과 
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하고 있
는 사람/기업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라이선스를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도 프랜차이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⑦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이 의무 사항이 아는 다른 대부분의 주에
서도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때 상업 기회 판매 등록을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

       ⑧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사한 라이선싱
Licensing 방식이나 판매대리점(Distributorship)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어 Risk 높음

      2) 기업 설립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①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특
별한 규제는 없음. 다만 미국 50개 주의 법규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②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
야 함.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되고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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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등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
하는 상주자여야만 함

       ③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현지법인과 기존의 미국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대미 투자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음

       ④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가 통과되어 외국인에게 부과했던 조세를 면제해 외국 투자가들과 
자본(특히 외국 Pension Fund)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
음

      3) 현지운영 관련 법률과 제도

       ① 상표권 등록에 관하여 모든 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표권 등록은 사업 이
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법이나 연방 규정에 상관
없이 상표권 등록은 필요함

       ②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 위해 실행하
는 시스템과 절차는 미국에서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연방 및 주 노동법과 
고용법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이해 및 준수하지 않는다면 고
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을 야기함 [고용 차별에 관한 주요 연방 
법령인 민권법 제8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종업원의 권리 및 임금
을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종업원 1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가족 및 의료 휴가 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이민 
개혁 및 규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연령차별 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동일 임금법(The Equal Pay Act)]

       ③ 미국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요구하는 물류유통 지원을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국 및 지역 유통 회사가 많음

       ④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이 가능함
(원부재료에 국내 육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 구제역 등으로 수출이 되지 않
음)

       ⑤ 미국에서 식당을 창업할 경우, 자격증 획득, 사업자 등록, 각종 인, 허가 취
득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 주(State)마다 그리고 주 내에서도 도
시(City)와 County마다 규제가 조금씩 달라 지역을 정한 후에 해당 지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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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관에 문의하여 필요로 하는 허가증 및 자격증을 취득이 필요함

       ⑥ 미국은 위생, 소방, 주류 판매 관련 한인, 허가 기준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
여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항상 지켜야 함

   □ 현지 시장 및 문화적 측면

      1) 경제 및 외식산업현황

       ① 미국은 세계 제1의 소비 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각종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
해 사업을 펼치고 있음. 2010~2014년은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가장 많았
으나 2015년 이후 미국이 다시 제1의 해외투자대상국 자리를 되찾음

       ②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 개방 시장.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
권 랭크됨

       ③ 미국은 50개 주를 각각 하나의 국가로 간주해야 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
고 특성이 달라 미국 투자 진출시에는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④ 최근 미국 외식 업계는 침체기에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점심식사를 
하면서 사업 관련 논의를 하는 ‘파워 런치’ 시대가 저물고, 사무실에서 간단
하게 한 끼를 때우는 ‘데스크톱 다이닝(desktop dining)’이 늘고 있기 때문임
(배달음식 증가, 키오스크(KIOSK) 확산, 푸드트럭 이용증가, HMR 등 배달하
는 간편식 유행)

       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K-뷰티, K-팝)의 인기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
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음

      2) 인구통계 및 정치 ∙ 사회 ∙ 문화

       ① 미국은 `멜팅팟`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지만 
절대적 인구로 따지면 백인 인구 비율이 다른 인종보다 월등히 높음. 하지
만 최근 백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소수계 인구
(히스패닉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는 꾸준히 증가함

       ② 세계적으로 54% 인구만이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비해 미국의 경우 81% 인
구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도시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
음

       ③ 중소기업 및 개인 소득세 감세 조항 등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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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랜차이즈 시장

       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프랜차이즈
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함

       ② McDonald 's, 7-Eleven, KFC, 버거킹, 서브웨이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
랜차이즈가 대부분 미국 브랜드임

  (2) 적합도 조사

      ◦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법이 동시에 규정하며, 매우 엄격하게 프
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함

      ◦ 미국 공인 회계사가 검토한 2년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자본력이 충
분히 존재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

      ◦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라이선스를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것도 금
지하고 있음

      ◦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특별
한 규제는 없음. 다만 미국 50개 주의 법규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상표권 등록에 관하여 모든 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가?

<어려움> <수월함>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 합작투자, 직접진출

진출국의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은가?

<높음> <낮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사항이 있는가?

<있음> <없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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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표권 등록은 사업 이익 보
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법이나 연방 규정에 상관없이 상
표권 등록은 필요함

      ◦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K-뷰티, K-팝)의 인기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음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함

      ◦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 개방 시장.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 
랭크됨

      ◦ 중소기업 및 개인 소득세 감세 조항 등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추진

      ◦ 인력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 위해 실행하는 시스템과 절차는 미국에서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연방 및 주 노동법과 고용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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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낮음>

직접진출, 합작투자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

진출국의 시장규모가 큰가?

<낮음> <높음>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진출국의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은가(매장의 서비스 질 유지)?

<높음> <낮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국제가맹, 직접진출

시장의 성숙도가 높은가(부패정도)?

<낮음> <높음>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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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은 풍부하지만, 고용차별, 장애인보호, 임금 및 휴가보호, 이민자 고
용규제, 연령차별금지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

      ◦ 미국에서 식당을 창업할 경우, 자격증 획득, 사업자 등록, 각종 인, 허가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

      ◦ 미국은 위생, 소방, 주류 판매 관련 한인, 허가 기준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
여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항상 지켜야 함

      ◦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함.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되고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등
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
주자여야만 함

      ◦ 미국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요구하는 물류유통 지원을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국 및 지역 유통 회사가 많음

  (3) 종합 평가

     ◦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 개방 시장임

     ◦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특별
한 규제는 없으며, 기업 설립 역시 자유로움

노무, 세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가 안정적인가?

<불안정> <안정>

국제가맹,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진출을 방해하는 진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있는가?

<있음> <없음>

합작투자, 마스터 프랜차이즈 국제가맹 직접진출

현지 물류조달의 어려움 있는가?

<있음> <없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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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유통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국 및 지역 유통 회사가 많아 현
지 물류조달의 어려움도 없음

     ◦ 다만, 식품규정이 엄격하고 수출시 통관이 까다로우며,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
할 때 위생, 소방, 주류 판매 관련 한인, 허가 기준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함

     ◦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법이 동시에 규정하며, 매우 엄격하게 프
랜차이즈 사업을 관리됨

     ◦ 가맹본부가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사업에 진출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지 능
력이 되어야 만 프랜차이즈 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을 갖춘 후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직접진출 방식」이 유일
한 진출방식임

유리한 진출방식

직접 진출 방식

   전문가 의견 

◦ 미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
  :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이 엄격하여 직접진출이 아닌 마스터프랜

차이즈나 합작방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라이선싱 방식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진출한다고 해도 Risk가 너무 큼

  : 심지어 프랜차이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이나 계약하는 것
은 물론 제안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 CFIL에 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 활동의 제약은 정보 공개서의 승인과 등
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
람/기업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라이선스를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CFIL 31000 –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offer or sell any 
franchise in this state unless the offer of the franchise has been registered 
under this part or exempted under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31100) of this part."

  이와 같은 규정은 외국 기업이 캘리포니아 현지 거주자에게 캘리포니아 내에
서 가맹점의 영업권을 판매 하는 것에도 적용됨

◦ 캘리포니아의 가맹본부 정보 공개서 등록 승인 조건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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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진출 방식의 진출전략

※ 직접 진출시 단계별 중요해당 내용
                                             ※중요해당 내용  표기

해외
진출
준비

◦ 진출검토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한 검토

◦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 형태 탐색

현황 점검을 통한 해외 사업 목표 수립 및 인력 구성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4가지 진출 형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 기초조사
  해외 진출 사업 계획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해외사업의 경쟁력검토 ∙ 재무계획을 통한 사업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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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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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준비

◦ 1차 현지 시장 조사 경쟁 브랜드, 외식 시장 트렌드 등 현지 시장 조사

◦ 파트너 기준 구축
  적극적 파트너 탐색

파트너 탐색에 앞서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기준 구축

박람회, 설명회, 직접 탐색 등의 루트를 통한 적극적 파트

너 탐색
◦ 파트너 선정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마케팅 계획, 재무 상태 등의 검토를 통한 파트너 선정

파트너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검토 및 서식 준비
◦ 2차 현지 시장 조사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사업에 진출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지 여부임. 자본력 
판단의 근거는 정보공개서에 첨부되는 미국 공인 회계사가 검토한 2년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자본력이 충분히 존재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

◦ 그 이외에 한국의 정보 공개서의 내용과 유사한 23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등록 절차가 완료됨 (원칙적으로 제출 후 15일 이내 등
록 여부 결정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이나 자료 보충 등으로 추가적
인 시일이 소요되기도 함)

◦ 가맹본부가 정보 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영업권을 판매하거나 제안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 영업권의 판매를 진행하고 15일 이내에 가맹본사가 정보 공개
서 등록 면제에 해당함을 신고하는 내용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 등록 의무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매
우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

◦ 정보 공개서 등록과 면제 확인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캘리포
니아 현지에서 정보 공개서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대체적인 
비용은 약 2000 ~3000만원 수준)

◦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 등록 요건이 의무 사항이 아는 다른 대부분의 주에
서도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때 상업 기회 판매 등록을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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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외진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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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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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외진출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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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선정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운영자 교육

현지 법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해외 본부 (가맹점주) 및 점포 운영자의 역량 향상 교육

현지
개업
준비

◦ 메뉴 및 식재료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메뉴 확정, 식재료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조달 등의 시스템 구축
◦ 점포 운영 매뉴얼 현지 점포 운영에 대한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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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및 인테리어
◦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매장 운영을 위한 조리, 홀 등의 인력 채용 및 교육
◦ 오픈 마케팅 온라인 및 오프라인 루트를 활용한 오픈 마케팅
◦ 오픈 오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오픈 리허설

해외
사업
관리

◦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 세무 및 자금송금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수익송금
◦ 가맹점모집 및 계약 가맹점 출점계획 및 계약과 가맹점관리
◦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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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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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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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항목

  (2) 단계별 핵심 key

      1) 내부역량 분석

       ◦ 보유 아이템 :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주고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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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기획능력, 파견시 교육능력, 사업 추진 능  
                   력, 계약관계 등 법률지식 보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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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부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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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국가 관련 내용은 「Ⅱ. 국가 개요』 참조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 진출 검토
◦ 진출 동기, 내부 검토 및 외부 문의에 

의한 검토

2 목적의 명확화

  Self 역량 진단

  진출유형 탐색

◦ 현황 점검을 통한 해외 사업 목표 수립 
및 인력 구성

◦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1주

◦ 4가지 진출 형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진출유형 결정

3 기초 조사

  해외진출 사업계획

◦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목표 시장에 대
한 개괄적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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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식 재산권 취득
◦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도메인 관련 

지식 재산권 취득

상표권 등 지

식재산권

   1. 미국 통관 절차 및 각종 법령 관련 사항 업데이트
   2. 현지 법인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필요사항 확인
   3. 자금 송금 및 자금 운영 관련한 미국 IRA 규정절차 확인
   4. 미국 현지 경쟁업체 운영현황 및 로케이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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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출유형 선정

       ◦ 진출기업의 내부요소와 진출 시장의 외부요소의 분석을 통한 진출방식 선정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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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계획서 작성 

       ◦ 해외 진출 사업 검토
          - 외적요인 검토
          - 내적요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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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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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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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조사 비용

6 현지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대행 업체 이용 비용

법인 설립 비용

7
운영 매뉴얼 및 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및 번역 비용

현지 운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비용
8 메뉴 및 식재료 수출 대행업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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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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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설비 및 물품 조달 계획

식재료 및 물품 승인(검역) 비용

수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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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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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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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계획서 구성

      5)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 진행 

       ◦ 도메인 등록 진행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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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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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정부 및 유관 기관 지원 사업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준비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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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외진출 확정단계

   전문가 의견 
◦진출 확정시 아래의 내용을 점검
  1. 현지 운영 규정(매장 인테리어 조건, 각종 기물 관련 규정 등) 확인
  2. 현지 통관, 유통, 보관 등에 대한 확인 작업
  3. 로케이션 확인
  4. 현지 인허가 관련 전문기관 사전 확인
  5. 사업 계획 수립 및 점검사항 정리 

  (1) 주요항목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6 1차 현지 시장 조

사

◦ 경쟁 브랜드, 외식 시장 트렌드 등 현지
시장 조사

7 2차 현지 시장 조

사

◦ 개점 준비를 위한 입지 및 각종 협력사 
탐색

8 현지 법인 설립
◦ 직접 진출 및 합자(합작) 투자 진출에 

대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관

련 법률

프랜차이즈 관

련 법률

9 입지 선정 ◦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부동산관련 법

률

를 위한 해외시장맞춤조사 지원(global.at.or.kr), aT수출정보분석부 
globalre@at.or.kr / 농식품 수출국 현지전문가 연계하여 법률, 통관자문, 라벨
링, 상표권 출원 등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한 현지화 지원사업, aT수출정보
분석부 global.at.or.kr / 외식업체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및 시설자금 지원, aT
정책금융부 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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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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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www. 
sbiz.or.kr),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번호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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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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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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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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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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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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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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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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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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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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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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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외본부 운영매

뉴얼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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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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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 조건), 교통 및 주거 환경(주요 입지 교통 편리성, 주요 입지 주
변 주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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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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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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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및 제도적 규제 파악 :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정한 규정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법이 동시
에 적용됨. 미국의 50개주 중 14개주에서는 연방 규정인 Franchise Rule과
는 별도로 프랜차이즈 공개법인 Franchise Disclosure Law를 채택하고 있으
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주 정부 관할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절차는 매우 엄격함

       ◦ 현지 시장 및 문화적 특수성 파악

      2) 최종 입지 선정 및 점포 계약

       ◦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1호점 입지의 선정

       ◦ 점포의 선정과 계약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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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본부 운영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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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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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은 현지에서도 우리 브랜드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해외 본부 운영매뉴얼은 단순히 점포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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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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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이 제공되어야 함
          - 가맹 본부의 입장에서도 현지 관리를 위해 파견되거나, 현지 법인에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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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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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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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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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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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구성

구성 세부 내용

1 브랜드 매뉴얼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

-BI 및 CI

2 시설 매뉴얼
-평수별 표준 도면

-설비 및 물품 리스트 및 규격

3 키친 매뉴얼

-메뉴 및 각 메뉴 레시피

-식재료 리스트 및 규격

-품질 관리

4 서비스 매뉴얼
-고객 응대 서비스

-고객 관리

5 인사 관리 및 교육 매뉴얼

-직원 채용 및 관리

-직무별 업무 및 교육 시스템

-교육 담당자 양성

6 운영 관리 매뉴얼

-매출 및 손익 관리

-가맹점 모집 및 점포 관리

-본사 감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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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 번역 및 보안
          - 일반적으로 해외 본부 운영 매뉴얼은 영문 번역본으로 준비함.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등록이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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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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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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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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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본부 및 점포 운영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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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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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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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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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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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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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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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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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지개업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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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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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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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관련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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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13 인허가 취득 및 

매장 시공

◦ 인허가 사항 취득 및 기타 요소의 최종 
점검을 통한

◦ 매장 시공 및 인테리어

인허가관련 법

률

14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 매장 운영을 위한 조리, 홀 등의 인력 
채용 및 교육

노동관련 법률

15 오픈 마케팅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루트를 활용한 오픈 

마케팅

16 오픈 ◦ 오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오픈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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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맹 본부의 메뉴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축되지만, 상황에 따라 신메뉴
를 개발하거나 메뉴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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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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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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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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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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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목표 시장과 관련하여 각 법률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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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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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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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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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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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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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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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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가별로 현지에서의 수입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출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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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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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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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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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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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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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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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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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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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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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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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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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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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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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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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의 개점부터 운영까지의 현지에 맞는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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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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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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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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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운영 매뉴얼 구성 예시

       ◦ 점포 운영 매뉴얼 번역 및 보안

      3) 매장 시공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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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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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세부사항

1 브랜드 매뉴얼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

BI 및 CI

2 시설 매뉴얼
점포 도면

설비 및 물품 리스트 및 규격

3 키친 매뉴얼

메뉴 및 각 메뉴 레시피

식재료 리스트 및 규격

품질 관리

4 서비스 매뉴얼
고객 응대 서비스

고객 관리

5 인사 관리 및 교육 매뉴얼

직원 채용 및 관리

직무별 업무 및 교육 시스템

교육 담당자 양성

6 운영 관리 매뉴얼
매출 및 손익 관리

업무 규칙 및 기간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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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장 인력 채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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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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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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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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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현지 매장 프로모션 현황

 SNS 인터넷 매장행사 거리홍보
신문/잡지/

인쇄물
TV/케이블/

라디오
기타 없다

68.7

47.8

40.3

25.4
28.4

11.9 10.4
0

30.5

49.6

13.6
8.5 6.8 3.4 1.7

33.3

65

53.8 53.8

30.1
33.3

13 10.4

2016 2017 2018

[참조. 20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해외사업 관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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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별 핵심 key

      1) 프랜차이즈 기업 등록 및 가맹점모집

☞ 찾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 1. 프랜차이즈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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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나. 철수 및 청산』 참조

절차 내용 주요 법률/제도

14 글로벌 슈퍼바이징

  사업 확장

◦ 감리 및 본부 지원 계획 수립
◦ 해외 사업 확장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시장 개척

가맹점계약관계

분쟁해결

철수 및 폐업

15 세무 및 자금송금
◦ 재무계획 및 세금납부
◦ 수익송금

세무 및 자금송금관련 

법률

16 가맹점모집 및 계약
◦ 가맹점 출점계획 
◦ 계약과 가맹점관리

가맹계약체결

17 철수 및 폐업 ◦ 청산절차 및 노무관계 정리
기업청산절차

노무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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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출 성공사례 >

신마포갈매기

  (1) 기업현황 

◦ 기업명 : (주)디딤 ◦ 미국브랜드명 : 마갈BBQ

◦ 업  종 : 고기

◦ 홈페이지 : www.didimglobal.com

◦ 진출일 : 2015.11

◦ 진출방식 : 직접 진출

◦ 현지 매장 수 : 6개(신마포갈매기 2개, 탕앤누들 2개, 일팔코, 미술관)

   (2) 해외진출 
    ◦ 2015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인도

네시아 등 전 세계 9개국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매장을 늘리고 있는 ㈜디딤
은 마포갈매기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식 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한
식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음. 

  (3) 진출현황 

   □ 진출배경
      ◦ 프랜차이즈와 식음료 사업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

출이 회사의 확장성과 브랜드 파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
단 아래 2015년부터 적극적인 진출이 진행되었음. 2015년 11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LA에 첫 매장이 오픈되었으며 그 후 2016년에 라스
베거스에 2호 매장을 개설하였으며 2018년에는 현지 개발 한식 브랜드
인 Tang & Noodle이 캘리포니아에 2개 매장을 오픈하고, 한국식 이탈
리안 음식을 표방한 Ilpalco 역시 오픈하여 적극적인 미국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2019년 말까지 미술관과 마갈 3호점 오픈을 위한 준비기 준비되
고 있으며, 신규 매장을 오픈하면서 현지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진출연혁
      ◦ 2015년 마갈BBQ LA 직영점 오픈(11월)
      ◦ 2016년 마갈BBQ 라스베가스 직영점 오픈(5월)
      ◦ 2018년 미국 현지 직영 브랜드 Tang & Noodle 오픈 
      ◦ 2019년 이탈리안 다이닝&펍 ‘일팔코’ 오픈(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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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출전략
  
      ◦ 고유한 컨셉(차별성)유지
        -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현지화를  
          진행함
        - 미국 현지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메뉴와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리법, 직원교육과 소스 등 식재료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
임. 특히 본사에서 자체적인 소스 가공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해외에서 
맛과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 마포갈매기 내에 한국에서 히트를 기록한 연안식당의 대표 메뉴를 같
이 판매함으로써 현지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 적정한 가격 책정
         해외에서 보통 한식은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상권이나 인테리어, 매장

면적 등에서 높은 수준을 추구하지만, 마포갈매기는 해외에서도 국내 
가격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현재 마포갈매기는 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식사메뉴도 함께 판매하
고 있음

      ◦ 철저한 시장조사
         마포갈매기 측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마포갈매기 고유의 컨셉(갈

매기살, 특화된 불판, 고기와 함께 즐기는 계란 크러스트 등)으로도 현
지인들에게 통할 것으로 판단. 브랜드 고유의 차별성을 유지하여 성공
함

      ◦ 애로사항
        - 미국 진출 초기 다양한 실험과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8년부터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
를 내고 있음

        - 미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주별로 정보공개
서 등록 및 고가의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즉각적인 프랜
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초기 직영점 진출 위주의 사
업 전개  

        - 매장운영이나 현지 직원, 파트너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능력 필요
        - 계약체결 전 절차와 계약서 작성, 현지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 및 파트

너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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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합작)투자진출 성공사례 >

JOLLIBEE 

  (1) 기업현황 

◦ 기업명 : Jollibee Int’l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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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적 : British Virgin Islands(실제 Jollibee 본점은 필리핀 위치)

◦ 현지법인명 : Jollibee Foods Corporation(JFC) 

◦ 현지법인 설립일 : 1998 ◦ 자본금 : US$ 950,000

◦ 투자금 : 100% 외국인 투자기업

◦ 진출방식 : Joint Venture

◦ 현지 매장 수 : 37개

   (2) 기업소개 
    ◦ Jollibee는 필리핀 최대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1975년에 아

이스크림과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작은 가게로부터 시작하여 1978년에 햄
버거를 판매를 전문점으로 발전하여 필리핀에서 패스트푸드의 혁명을 일으
키는 기업이 됨

    ◦ Jollibee는 1975년에 중국계 필리핀인인 Tonny Tan Caktiong와 형제들이 
마닐라에서 두 개의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샌
드위치, 스파게티, 햄버거 등을 차례로 도입한 이후에 햄버거를 주력으로 
하는 패스트푸드 전문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하게 됨.   

    ◦ 2019년 현재 Jollibee는 필리핀에 1,13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
시아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인접 국가외에도 중동, 홍콩 등에 
진출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지역, 이탈리아와 영국 등의 유럽까지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약 1,3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3) 진출현황 

   □ 진출연혁
      ◦ 1998년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에 첫 매장 오픈을 계기로 미국 시장  

    진출
      ◦ 이후 2년간의 미국 시장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2000년부터 캘리포니  

    아 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매장을 오픈함. 
      ◦ 2009년 2월 뉴욕 진출을 계기로 워싱턴, 뉴저지 등의 동부 지역의 주요  

    도시에도 매장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하와이,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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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partner) 또는 바이어(buyer) 직접 접촉하여 오는 경우

                                             ※중요해당 내용  표기

    다 등 미국 전역으로 사업의 규모를 넓히고 있음.  
      ◦ 2018년 10월에 뉴욕 맨해튼 지역에 37번째 매장을 오픈한 이후 JFC는  

    향후 5년 이내에 미국내 150개, 캐나다에 100개의 매장을 오픈한 계획  
    을 발표함. 

   □ 진출방식 및 전략
      ◦ JFC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투자자는 British Virgin Island에   

   등록된 Jollibee Int’l Ltd임. 형식적으로는 British Virgin Island에 등록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Jollibee 본사가 운영  
   하고 있음. 

      ◦ Jollibee는 처음부터 서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유명 패스트푸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 목표  
   들을 그대로 접목하여 경영을 진행하여 옴. 

      ◦ 특히, 맥도날드의 전략과 동일하게 가족 단위, 그 중에서도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들 주 고객으로 삼아 운영함. 캐릭터, 광고 등의 모  
     든 컨셉을 어린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와 빨강과 노랑  
     의 원색으로 구성함. 

      ◦ 미국 시장에서는 최초 필리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을 위주로 진출 하였  
   으나, 차츰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사람들로부터 맛을 인정받기 시작하  
   여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게 됨.

      ◦ 주력 메뉴는 Chickenjoy로 우리나라의 후라이드 치킨과 유사한 치킨이  
   나 달콤한 스타일의 졸리 스파게티와 실제 필리핀 망고를 사용하여 만  
   든 복숭아 망고 파이 등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보다 더욱 달콤한 맛을   
   주고 있어 현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 고객 중심, 탁월한 속도, 듣고 배우는 겸손, 가족의 정신과 즐거움, 청렴  
   의 5가지의 기업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Jollibee는 주 타겟인 가족단위  
   고객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해외
진출
준비

◦ 파트너 직접 접촉해옴
   파트너 기준 구축

해외 파트너가 직접 본사로 방문 또는 메일 등으로 접촉

파트너의 재무 상태나 해당 국가에서 사업역량이나 경험, 

기업마인드, 본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계약의지 등을 인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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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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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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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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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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partner) 또는 바이어(buyer)가 직접 접촉을 하더라도, 미
국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이 엄격하여 직접진출이 아닌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자(합작)
방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라이선싱 방식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진출한다고 해도 Risk가 
너무 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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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1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과 정책

 가.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1) 미국의 프랜차이즈 시장

     ㅇ 2017년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 수는 759,240개, 경제생산량은 약 7,600억 달러
로 추정되며, 약 8백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음

     ㅇ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부문은 패스트푸드(최근 Fast Food 대신 Quick 
Service Restaurant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총 생산량
에서 약 2,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비즈니스 서비스업
(Business Service)이 약 1,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참조 : www.statista. 
com)

     ㅇ 미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McDonald's
이며, 2018년 960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했고, 7-Eleven은 맥도날드에 이어 
8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KFC, 버거킹, 서브웨이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대부분 미국 브랜드임. 

    ◦ 미국에서 선호되는 프랜차이즈 형식은 사업형(Business-format) 프랜차이즈임
      ※ 프랜차이즈 사업의 유형(TYPES OF FRANCHISING)
       ① 상품-유통(Product-distribution) 프랜차이즈
          상품, 상호 유통을 목적으로 가맹점에게 상품, 상호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의 

사용의 허락하는 동시에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는 제공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동차딜러, 주유소, 음료대리점 등이 대표적임

       ② 사업형(Business-format)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특정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서 생기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상표와 상호, 삼품 및 자재의 판매, 각종 교육 및 조직 관리의 
교육과 지원 등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 및 로열티 등의 수익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본부가 상품을 주로 팔기보다는 프랜차이즈 패
키지를 주로 파는 시스템. 주로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종이 대표적임

     ◦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들을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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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으며 미국 최대 업종 단체인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The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각 프랜차이즈 유형을 비즈니스 라인  
  (Business Lines)으로 분류.

 나. 프랜차이즈 정책과 제도

  (1) 미국의 프랜차이즈 규제 제도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함

    ◦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용되는 미국의 규제 제도는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업 관행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생겨남

    ◦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거래할 때 교섭력과 자원, 세부적이고 구체
적인 지식이 부족이 부족하여 대등한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못함. 이 때문에 프랜차
이즈 관련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본부가 일정 유형
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2) 연방법과 주법

    ◦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한 연방 단
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 법이 동시에 규정함

    ◦ 연방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함. 프랜차이즈 기업은 수익
성 포함 총 23개 영역에 대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약이 이루어지
기 최소 14일 전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FTC FDD 
format이라고 부르는 연방 통상 위원회가 정한 형태를 따라야 함

      이는 많은 규정들 중의 하나로 만약 규정 중 일부라도 어기는 경우 위반 건 당 
$16,000의 벌금을 내야 함

    ◦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해야 함. 

      주 마다 의무로 하는 서류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어떤 주
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가 하면(예 : 미시건 주), 어떤 
주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자료인 FTC FDD까지 모두 등록해
야 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자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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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을 면밀히 살펴야 함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
야 함

      ①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
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②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
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③ 가맹점은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함.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
는 고려하지 않음. 하지만, 주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혹은 느슨하게 보기도 함.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상표권만 제
공하고 마케팅 등에는 도움을 안 주더라도 가맹비만 지불하면 프랜차이즈로 
보기도 함. 반면, 뉴저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뉴저지 사업체라
도 사업체의 지난 12개월 간 상품 혹은 서비스의 총 매출 (gross sales)이 
$35,000을 넘고 가맹점의 총 매출의 20% 이상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의해 발
생한 경우에만 주의 프랜차이즈 법을 적용함

    ◦ 뉴저지의 경우, "프랜차이즈 법 (Franchise Practices Act, 56:10-1~)"라고 불리는 
주 법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자세히 규정함. 뉴저지 법은 프랜차이즈 회
사와 가맹점 간 힘 차이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 있음. 예를 들어, 뉴저지 주법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권한을 취소,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취소, 정지하기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프랜
차이즈 회사는 프랜차이즈 관계가 끝나기 15일 전에 공식 서류를 가맹점에 보내
야 함. 각 주마다 프랜차이즈 관련 다른 규정들이 존재함

    ※ 상표권 등록에 관하여 모든 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표권 등록은 사업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 법이나 연방 규정에 상관없이 상표권 
등록은 필요함

 다.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단체

  (1) FTC :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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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랜차이즈 업무와 프랜차이즈 자료 공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을 집
행하고 관리하는 기관

연방거래위원
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소비자 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마케팅 업무 담당
처(Division of Marketing Practices)
Pennsylvania Avenue at 6th Street NW Washington, D.C.20580
(202) 326-3128
(www.ftc.gov/bcp)

캘리포니아

기업국(Department of Corporations)
Suite 750 320 West 4th Street Los Angeles, CA90013 
(213) 738-2741
(www.corp.ca.gov)

하와이

상거래와 소비자 업무 담당처(DCCA: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유가증권 조사과(Securities Examiner)
1010 Richards Street Honolulu, Hawaii96813
(808) 548-2021
(www.hawaii.gov/dcca)

일리노이

법무부 사무소(Office of Attorney General), 프랜차이즈 담당처
(Franchise Division)
500 South Second Street Springfield, Illinois62706
(217) 782-4465
(www.ag.state.il.us)

연락처 전화 : 202-326-2222

Email opa@ftc.gov 홈페이지 : www.ftc.gov

주 소 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80

내 용

- FTC는 광범위한 경제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관할권을 보유한 유일한 연
방 기관임. FTC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추구하고 연방 및 주 의회, 미국 
및 국제 정부 기관과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켜며, 청문
회, 워크샵 및 회의를 통해 정책 및 연구 도구를 개발함

기 능

-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과도한 통제하지 않으면서 법 집행, 옹호 및 교육을 
통해 불공정 경쟁, 기만 및 불공정 한 비즈니스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와 공
정경쟁을 보호함
- FTC가 1914 년에 만들어 졌을 때, 그 목적은 상거래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
하는 것이며, 수년에 걸쳐 의회는 경쟁 금지 관행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법률을 통과시킴 1938년에 의회는“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관행”에 대한 광범위
한 금지 조치를 통과시킴
- 그 이후로, 위원회는 텔레마케팅 판매규칙, 통화 당 지불 규칙 (Pay-Per-Call)을 포
함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하도록 추가하고, 1975년 의회는 FTC에 업계 전
반의 무역 규제 규칙을 채택 할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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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나

인디아나 유가증권 담당처(Indiana Securities Division), 프랜차이즈
과(Franchise Section)
Room E-111 302 West Washington Street Indianapolis, 
Indiana46204
(317) 232-6681
(www.in.gov/sos/securities)

매릴랜드

법무부 사무소(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유가증권 담당처
(Securities Division)
200 St. Paul Place Baltimore, Maryland21202-2020
(410) 576-6360
(www.oag.state.md.us)

미시간

미시간 법무부(Michigan Department of Attorney General), 독점 
금지 및 프랜차이즈 담당처(Antitrust and Franchise Unit)
670 Law Building Lansing, Michigan48913
(517) 373-7177
(www.michigan.gov/ag)

미네소타

미네소타 상무부(Minnesota Department of Commerce)
85 7th Place East, Suite500 St. Paul, Minnesota55101-2198
(651) 296-4026
(www.commerce.state.mn.us)

뉴욕

뉴욕 주 법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w),
투자자 보호 및 유가증권 담당국(Bureau of Investor Protection 
and Securities)
23rd Floor 120 Broadway New York, NewYork10271
(212) 416-8211
(www.oag.state.ny.us)

노스다코다

유가증권 감독청 사무소(Office of Securities Commissioner)
Fifth Floor 600 East Boulevard Bismarck, NorthDakota58505
(701) 328-2910
(www.ndsecurities.com)

로드
아일랜드

유가증권 당당처(Division of Securities)
Suite 232 233 Richmond Street Providence, RhodeIsland02903
(401) 222-3048
(www.dbr.state.ri.us)

사우스
다코다

유가증권 담당처(Division of Securities)
c/o 118 West Capitol Pierre, SouthDakota57501
(605) 773-4013
(www.state.sd.us/drr2/reg/securities)

버지니아

유가증권과 소매 프랜차이즈 담당처(Division of Securities and 
Retail Franchising), 주 협력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
1300 East Main Street, 9th Fl Richmond, Virginia 23219
(804) 371-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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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FA :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

  (4) Franchise Direct USA

www.scc.virginia.gov

워싱턴

유가증권 담당처(Securities Division), 금융기관담당과(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P.O. Box 9033 Olympia, Washington98507
(360) 902-8760
(www.dfi.wa.gov/sd)

위스콘신

위스콘신 안전 감독청(Wisconsin Securities Commission),
유가증권과 프랜차이즈 등록 담당과(Securities and Franchise 
Registration)
P.O. Box 1768 Madison, Wisconsin53703
(608) 266-8559
(www.wdfi.org/fi/securities/franchise)

연락처 전화 : 202-662-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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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1900 K Street,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06

내 용

- 미국 프랜차이즈(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이하 IFA)는 자체 선언문
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의 질을 높이고, 프랜차이즈를 알리
는 역할을 담당함
- IFA는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와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해 
1960년부터 업무를 시작.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가입함으로써 혼
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70%, 29,000여명의 가맹점주, 관련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음

기 능

- IFA는 프랜차이즈의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관련 책자 발간, 박람회나 법률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가장 큰 목적은 프랜차이즈를 지속적으로 정의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인터넷
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서, 계약서, 재무제표, 가맹본부 평가서 등의 
자료들을 항상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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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서부지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서부지회는 미국진출을 꿈꾸고 있는 한국의 프랜
차이즈 본부나 가맹점의 초기 시장 조사나 투자성 분석, 입지선정, 법률자문, 인
테리어나 공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유통시스템”에 이
해를 돕고자 함

      또한 기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국내중앙회와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
크 구축,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내의 제도권 진출 및 입법 활동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한국 프랜차이즈의 미국 내 연착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 

    ◦  3435 Wilshire Blvd. # 460 Los Angeles, CA90010  /  T. 213.487.3690  /  
Email. imneehow@gmail.com

    ◦ 홈페이지 : www.ikfala.com

연락처 전화 : 404-500-5635

Email info@franchisedirect.com 홈페이지 : www.franchisedirect.com

주 소 750 Hammond Dr. Bldg. 16, Ste. 350

내 용
- 프랜차이즈 다이렉트의 목표는 가맹희망자와 투자자를 찾는 가맹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임

기 능
-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 센터의 주요 온라인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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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법률

 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1) 프랜차이즈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Laws Applicable to Franchising   
     Activities)

    ◦ 프랜차이즈 규제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임
      미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의 규제도 받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무역위원회(FTC)가 1979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
이즈 예비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약관에 
관련하여 규정된 정보를 상세히 명문화한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무역 
규제규정(이하 “FTC 규정”)을 채택하였음

      (FTC 규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약관에 관한 주
요 사실의 공시를 의무화하지만, 프랜차이즈 판매와 관련하여 FTC 서류 등록이나 
제출은 의무화하지 않았음. 등록 요건은 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함)

    ◦ 많은 주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각 기관에 프랜차이즈 상품을 제출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비롯하여 주 경계 안에서 프랜차이즈의 모집 및 판매에 대해 
자체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였음

      (등록 주 : 프랜차이즈 등록을 의무화하는 주는 “등록 주”로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
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
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이 여기에 포함됨)

    ◦ 연방법(Federal Law)과 각 주법(State Law)의 상호 관계
     - 프랜차이즈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규제 장치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은 연방법

(Federal Law)과 각 주법(State Law)의 상호 관계에 있음
     - 미국 법체계에 따라 연방법은 주법과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법에 우선함. 

그러나 입법기관은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해서 FTC규정은 FTC규정에 부합한 주  
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결정 내리고 있으며 또 주법이 FTC 규정이 부과하는 것
보다 엄격한 보호 장치를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FTC 
규정이 주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음

     - 이런 규제구조를 토대로 등록 주(Registration State)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각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하는 책임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2) 연방 정부 정책 - Franchise Rule

    ◦ 연방 통상 위원회인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이 “Franchise Rule” 법안을 
통하여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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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nchise Rule은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사업 구분 및 합의 내용에 관
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 등을 명시한 내용임

    ◦ 2007년 1월, 12년에 걸쳐 개정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된 내용의 자발적 시행이 시작되었음. 필수/강제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
되었음

    ◦ “Franchise Rule"의 주요 항목
      ① 규정 설명(Rule Overview) : 전체 “Franchise Rule”에 대한 설명으로, 프랜차이즈 

본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개
되어야 할 정보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정보 공
개 방식, 유효기간, 배상 내용과 정보 공개 요구사항 등 명시

      ② 규정 충족조건(Rule Requirements) :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정보 공
개 내용과 의무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규정에 반영되는 조건 사항들이 명시됨

      ③ 규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s Covered) : 사업관계가 전
통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을 따르는지와 이에 대한 트레이드마크 이용 내용, 운영 
컨트롤,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지불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비즈니스 기회
에 의한 계약 내용,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등을 명시

      ④ 정보 공개 선택권(Disclosure Options) : 정보 공개에서 연방통상위원회의 정보 
공개방식(FTC 방식)을 따르던지 북미 증권 거래인 협회인(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에서 책정한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UFOC)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두 가지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하
여 자세히 설명함

      ⑤ 규정 위반에 대한 잠재적 책임(Potential Liability for Violations) : 규정 위반 시
의 책임과 이에 대한 금지 명령, 자산 동결, 민법상의 형벌사항, 재정적인 교정
과 기타 교정내용이 명시됨. 또한 개인적 책임 범위, 프랜차이즈 기업 및 본사
의 주요 인사에 관한 책임 범위 등이 명시됨

      ⑥ 관련 법률 자료원 : 기본 원리 및 원칙과 목적이 제시되고 설명 가이드, 조언 
내용이 명시됨

    ◦ “Franchise Rule"의 기타 내용
     - 기본 공시 자료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랜차이

즈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사업 계열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14 
업무일 이전에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전달해야 함

     - 수입 보고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실제 매출이나 소득, 수익 또는 이에 대한 예상
에 관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에 관련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제공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체결해야 하는 기타 관련 계약서와 
함께 표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제공해야 함

     - 환불 :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에 상술하는 환불에 관한 약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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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계약금(Initial payment)을 환불해야 함
     - 상반되는 주장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판촉 자료나 구두로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

에 포함된 정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 FTC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집 프랜차이즈와 임원, 기타 프랜차이

즈 가맹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포함하는 공시 서류를 전체 예비 프랜
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필수 공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소송 이력, 과거 및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연락처 

정보, 프랜차이즈에 수반되는 독점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원, 
프랜차이즈 매입 및 창업비용.

    ◦ 단속 조치(Enforcement Action)
     - FTC 규정에는 사적 소추권(Private right of action)이 없음. 이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FTC 규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함(이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하지 않음.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계약 위반이나 신의 및 공정 거래 위
반, 허위진술 및 사기, 등과 같이 기타 해당 근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FTC는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요건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상대로 단
속 조치(Enforcement Action)를 취하할 수 있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에는 재산 몰수(Asset Impoundments)나 정지명령(Cease-and Desist 
Orders), 금지명령(Injunctions), 동의명령(Consent Orders), 피해 가맹자에 대한 
강제 복권이나 복원(Mandated Rescissions or Restitution), 민사 벌금 부과
(Imposition of Civil Fines) 등이 포함됨

    ◦ 연방 통상위원회에서 발간한 Franchise Rule Guide의 전체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  
 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ftc.gov/bcp/edu/pubs/business/franchise/bus70.pdf.)

  (3) 캘리포니아 주 정부 정책

    ◦ 캘리포니아 주는 프랜차이즈 투자법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에 따라 
프랜차이즈 판매와 프랜차이즈 사업자 공시 자료(Franchisor Disclosure)를 규제하고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ship Law)에 따라 계약관계 갱신 
및 종결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The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

    ◦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하여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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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Code Section 31005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있음

    ◦ 1970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미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공시
법임

    ◦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모집 및 판매하
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두 명 이상의 사
업자 사이에서 문서나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① 프랜차이즈 가맹점(Franchisee 또는 프랜차이지)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규정한 마케팅 플랜이나 시스템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
의 판매 또는 유통에 대한 판권을 거래제의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

        ② 또한 가맹점의 규정된 마케팅 플랜이나 시스템에 의한 사업 운영이 프랜차이
저와 관련된 계열사의 등록 상표나 서비스마크, 상호, 로고, 광고 또는 다른 
상업적인 기호사용과 충분히 관련되어야 함

        ③ 가맹점은 필히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위의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정의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프랜차이즈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음

        ① 사업자들 사이에 반드시 계약이 존재해야 함
        ② 가맹점에게 반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③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저의 상호나 마크를 사용하여 사업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④ 가맹점은 프랜차이저에게 상호 가치에 대한 금전적 지불을 해야 함
        ⑤ 가맹점은 프랜차이저에게 마케팅 플랜을 규정하여 제공 함

    ◦ 이 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모집 및 판매하기 전
에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합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에 
필요한 공시 항목에 부합하는 공시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기 14일 이전에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제공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 협회에 대한 프
랜차이즈 사업자의 간섭을 금지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 제31001조에 반영한 대로 공시법의 목적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의 선언은 이 법의 목표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자체 
프랜차이즈 법률을 제정한 대다수 등록 주(Registration States)에 적용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공개법(Franchise Disclosure Law)

    ◦ 미국의 50개주 중 14 주에서는 연방 규정인 Franchise Rule과는 별도로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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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공개법인 Franchise Disclosure Law를 채택하고 있음. 이 법은 프랜차이즈 사업
자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특정 내용을 명시(공개, Disclosure)할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정의하고 있음

    ◦ 이 법은 프랜차이즈 총판을 가진 법인이나 업주가 프랜차이즈를 팔거나 팔기위하
여 절차를 밟기 전과 판매에 관련된 계약이 사인되기 이전, 또는 돈이 지불되기 이
전에 총판권을 받을 가맹점 주에게 모든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관련 문서를 공개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로 주 정부 관할 기관에 등록이 되어 판
매 및 계약에 사용될 문서 등의 확인 절차를 마쳐야만 함

    ◦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뉴욕(New York), 메릴랜드(Maryland), 버지니아
(Virginia), 위스콘신(Wisconsin), 일리노이즈(Illinois), 미네소타(Minnesota), 인디아나
(Indiana), 노스다코타(North Dakota)와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하와이
(Hawaii), 워싱턴(Washington),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오리건(Oregon)과 미시
간(Michigan) 등 14개 주에 적용됨.

    ◦ 프랜차이즈 공개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 별 관할 사무실은 FTC 사이트에서 확인가
능(http://www.ftc.gov/bcp/franchise/netdiscl.shtm )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ship Law)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은 1980년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자의 관계를 
관장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 법은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음. 프랜차이즈 관계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의 관계에서 해지(Terminations)와 갱신(Renewals),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s)
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행동기준(Standard of Conduct)을 제공함

    ◦ 또한 이 법안은 어떤 관점에서 공평한 거래내용인지 차별적인 대우가 있는지와 
거래 제안을 살피고 침해(encroachment) 내용과 프랜차이지의 연계 능력, 프랜차이
저의 프랜차이즈 관계 종결에 대한 최소기한 통지, 프랜차이지에게 주어지는 계약
관계 갱신 기한 만료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 관계법의 주요내용
     - 프랜차이즈 계약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합당한 사유 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해

지할 수 없음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은 갱신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함

     - 특히, 이 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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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수반된 계약으로 인하거나 그에 관한 클레임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를 
벗어나 이동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재판지 규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 법이 적용되는 주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알칸사스(Arkansas), 코네티컷
(Connecticut), 델라웨어(Delaware), 하와이(Hawaii), 일리노이즈(Illinois), 인디아나
(Indiana), 아이오와(Iowa), 미시간(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미시시피
(Mississippi), 미주리(Missouri), 네브래스카(Nebraska), 뉴저지(New Jersey), 사우스다
코타(South Dakota), 버지니아(Virginia), 워싱턴(Washington), 위스콘신(Wisconsin)의 
18개 주이며, 그 외 특별구로 버진 제도(Virgin Islands)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도 적용됨

  (4)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New York Franchise Act)

    ◦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은 1981년 발효된 뉴욕 프랜차이즈 법(New York Franchise 
Act)임. 이 법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주의 프랜차이즈 법과 유사함

    ◦ 그러나 뉴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특히 재산 횡령이나 부당한 전환, 유용을 수
반하는 진술 및 유죄 판결과 관계된 경우에는 소송이력에 대한 광의의 공시 요건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또한 FTC 규정이나 타 주의 프랜차이즈 법의 14 역일에 반해 10 영업일 이전에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뉴욕 프랜차이즈 법은 FTC 규정이나 대다수 주 프랜차이즈 법이 준
수하는 3요소 정의에 반하여 “프랜차이즈”를 독특하게 정의하고 있음. 뉴욕 주의 
“프랜차이즈” 정의는 (i) 수수료와 (ii)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상세히 규정하는 마케팅 
계획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표 사용권을 필요로 함. 

      이로 인하여 뉴욕 주의 “프랜차이즈” 정의는 FTC 규정이나 대다수 주 프랜차이즈 
법보다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의의 불명확한 성격은 뉴욕 프랜차이즈 법
에 따라 대규모 “회색” 지대(GrayArea)를 조성하였음

    ◦ 특히 주목해야 할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의 특징은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임. 대다수 주 프랜차이즈 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주에서 운영되는 프랜
차이즈 업체에만 적용되지만, 뉴욕은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물리적으로 뉴욕 주
에 소재하는 프랜차이즈의 모집에 국한하지 않는 미국 유일의 주에 속함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뉴욕 주 외
부에 소재하더라도 모집이 뉴욕에서 시작되었다면 해당 프랜차이즈 모집에 적용된
다고 해석되었음. 사실 이와 같이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의 범위 확대는 기업이 뉴
욕에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방해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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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수 프랜차이즈 문서 (ESSENTIAL FRANCHISE DOCUMENTS)

    ◦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반조치를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에 필요한 문서 2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와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야 함

    ◦ 이 2종의 문서는 별도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모두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는 연방 및 주법
을 준수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관계의 중추 역할을 함.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리에 운영하기 위해 숙
지해야 할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 가이드임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 FTC 규정과 각종 주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정보 공시는 구체적인 양식으로 작
성해야 함. FTC 규정의 요건 뿐 아니라 등록 주의 요건에 부합하는 소정 양식은 프
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양식임

    ◦ 이에 따라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통용되는 관행은 연방 및 각 주 정부 프
랜차이즈 정보 공시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양식으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것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등록 주에서 프랜차이즈 판매
에 종사하거나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기 전에 먼저 프랜차이즈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함.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를 제출하여 주 정부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구체적인 정보 카테고리 23개로 구성되며, 이는 모두 프
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약관과 관계됨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판매 제안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구
속력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계열사
에 대금을 지급하기 14역일 이전에 각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정
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양식은 여러 주 정부에서 법 차원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서 정보 제출 순서를 변경하거나 필
수 공시 항목을 누락할 수 없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서 사이에 사
실상으로나 법적으로 불일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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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개 공시 항목(Twenty-Three Disclosure Items)

    ①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모기업, 전신, 계열사.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사업자 뿐 아니
라 전신 기업의 연혁 자료를 포함함. 회사명과 상호, 주소, 주 사업장을 포함. 프랜
차이즈 기술서는 프랜차이즈의 성격과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경험을 비롯한 프랜차
이즈의 사업 경험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또한 모집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과 프랜차이즈 사업자 특정산업에 적용되는 경쟁과 
규제에 관한 정보도 포함함

    ② 사업 경험 :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판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영책임이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임원과 이사, 무한책임 사원, 수탁인, 기타 관계인의 신
원과 최근 5년간의 경력을 담아야 함

    ③ 소송 :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항목 2에 공시되는 개인, 전임자, 특정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중재, 행정심리에 관한 내용을 전부 공시해야 함

    ④ 파산 :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일 직전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
자나 계열사, 전임자, 임원, 무한책임 사원이 제기하거나 이들을 포함하는 파산절차
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⑤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 :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개업을 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사
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기 수수료와 관련 대금 전액을 본 항목에 공시해야 함

    ⑥ 기타 수수료 :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타 
초기 또는 경상적 수수료(로열티 포함) 및 각 수수료의 성격을 본 항목에 공시해야 
함

    ⑦ 초기 투자비 :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창업 투자비의 각 요소(예) 부동산, 가구, 비품, 장비, 재고 및 사업면허, 프랜
차이즈를 개업하고 “초기 기간”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를 본 항목에 제
공해야 함

    ⑧ 제품 및 서비스 공급원에 대한 제한 : 프랜차이즈 사업의 개업이나 운영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물품, 비품, 장비, 재고를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지정하는 출처로부
터 구매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프랜차이
즈 사업자가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대가의 내역도 공시해야 
함

    ⑨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의무 : 장소 선정,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정하는 매뉴얼 
및 표준 준수, 광고, 해지 후 경쟁금지 규정, 기밀유지의무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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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금융 :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계열사, 대행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지급하는 수수
료 전액이나 일부에 융자를 제공하는지 공시해야 함. 제공한다면 해당 융자 협정의 
약관을 공시하고 어음 일체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⑪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의무 : 장소와 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광고 프로그램
에 관한 약정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기 및 지속적 지원과 서
비스를 논의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대상 주제 분야뿐 아니라 분야별 시
간에 관해서 명기되어야 함

    ⑫ 지역 : 독점적이거나 비독점적 지역에 대한 권리와 제한을 설명함

    ⑬ 상표 :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허가되는 주요 상표에 관한 정보와 해당 등록 정보
를 포함. 비등록상표는 구체적인 면책조항을 작성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나 자료 결정에 대한 제한 사항도 공시해야 함

    ⑭ 특허권, 저작권, 독점 정보 : 기밀정보와 영업 비밀을 비롯하여 특허권과 저작권, 
독점정보와 프랜차이즈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함

    ⑮ 프랜차이즈 사업 실제 영업 참여 의무 :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실제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지 숙련된 경영자에게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공시
해야 함

    ⑯ 프랜차이즈 가맹자 판매 품목 제한 :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판매하거나 판매 대상 
고객을 제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을 공시함

    ⑰ 갱신과 해지, 양도, 분쟁 해결 : 기간과 갱신, 해지, 양도, 분쟁해결 약관을 비롯한 
계약 규정을 요약해야 함. 프랜차이즈 계약과 기타 계약 조항의 교차참조가 가능한 
표가 필요함

    ⑱ 유명 인사 : 프랜차이즈의 승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대가로 유명 인사에게 제공되는 보수나 급여를 공시해야 함. 유명 인사
가 지분 소유나 프랜차이즈 사업자 경영에 관여하는 범위도 공시해야 함

    ⑲ 수입 설명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수입 설명이나 예
상 샘플을 제공한다면, 데이터로 입증된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필수 양식에 제공
해야 함

    ⑳ 점포 목록 : 해지, 양도 점포나 시스템을 탈퇴하는 점포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점포
와 회사 직영 점포, 다음 회계연도에 개업이 예상되는 신설 점포에 관한 최근 3년
간 통계를 공시해야 함.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도 제공해야 함

    ◯21 재무제표 : 일반적으로 미국 GAAP에 따라 최근 2년간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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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야 함. 미 감사 재무제표는 임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음. 일부 주는 제한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등록 첫 해에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기업이나 계열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의무 일체를 부담하기로 조건 없이 서면 보증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이나 기타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됨

    ◯22 계약 :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전달하는 각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모집 
계약서 일체의 사본을 포함해야 함.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임대, 전대, 이행 
보증서, 융자계약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첨부되는 기타 문서가 포함됨

    ◯23 영수증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프
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수령을 인정하는 분리 서류로 특정 정보와 진술을 포함해야 
함

      정보공시 요건을 기술적으로 충실히 준수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이 필요
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프랜차이
즈 정보공개서의 불일치나 부정확한 정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클레임이나 프랜
차이즈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서나 지역 개발 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작
성하는 변호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
과 자본 및 기업 구조, 사업 실행 및 정책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6) 프랜차이즈 등록 과정(FRANCHISE REGISTRATION PROCESS)

    ◦ 필수서류를 작성하였다면, 등록 주에 프랜차이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
야 함. 

    ◦ 비 등록 주에는 간이 면제 통지서를 해당 주 정부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고지 주” 네 곳이 있음. 단,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야 한다.(“고지 주”는 코네티컷, 텍사스, 유타, 네브래스카)

    ◦ 각 등록 주는 프랜차이즈 등록 및 승인 절차와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프랜
차이즈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 주 정부 당국의 신청
서 검토, 프랜차이즈 등록 효력 유지를 위한 등록 후 절차가 포함됨

   □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Franchise Registration Application)

    ◦ 프랜차이즈 등록 과정의 감독을 담당하는 사무실이나 기관은 등록 주마다 다름
      각 등록 주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덧붙여 추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이러한 추가 자료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페이지와 커버 페이지, 영수증 
페이지, 추가 정보안내서, 자금 출처 보고서(각 프랜차이즈 별 프랜차이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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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1년 예산 추정치 포함), 판매 대행사 공시 양식, 감사 동의서, 송달업무
에 대한 균등한 동의, 회사확인 페이지를 포함함. 

    ◦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고 일부는 공증을 거쳐야 함. 신청서를 제
출할 때 납부해야 할 신청비용도 있으며, 액수는 주별로 차이가 있음

    ◦ 심사 과정(Review Process)
         -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프랜차이즈 심사관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각종 서

류를 철저히 검토함. 심사관은 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제출된 재무 정보
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직무와 의무를 이행
할 자본이 충분한지 심사함. 검토 시간은 주 별로 다르지만, 4주부터 8주 안
에 신청서 서류를 검토하여 초기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관련 주 기관이나 부서에서 프
랜차이즈 등록을 정식을 승인할 때까지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모집할 수 
없음

         - 프랜차이즈 심사관의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 검토는 23개 공시 항목 전체를 
제대로 기술 및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등,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공시 요건 
준수에 집중됨

         - 심사관이 정정이나 해명,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 변
호인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서를 발행함. 프랜차이즈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개
정 내용을 재제출하여 심사관의 검토를 받음. 

         -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자본이 충분히 있는지 판단함.

         -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본과 적절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
은 에스크로 요건이나 수수료 유예, 모기업의 이행보증을 비롯하여 등록에 일
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현안과 문제가 해결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관은 프랜차이즈 등록을 승인
하는 절차를 따름

    ◦ 이 과정에서 신청서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독립된 공인회계법
인이 감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함.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첨부되는 감사 재무제표에 독립된 공인회계법인의 자필 서명된 동의
서도 포함시켜야 함. 신청인이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가 없이 최초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캘리포니아 기업부는 감사를 필 한 재무제표 대신 현재 “검
토” 보고서 재무제표를 인정할 수 있음

    ◦ 일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기업부 심사관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서에 포함된 공시 내용뿐 아니라 서류의 충분성도 검토함. 

    ◦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공개 자료와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기한 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심사관이 프랜차이즈 사업자 자격으로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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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기한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지급한 최초 수수
료 전액에 대한 압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신청인은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신청인의 모기업이 서명한 이행보증서(모기업의 감사 재무제표 포함)를 제출하여 
이 같은 압수 명령을 피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신청인의 변호인은 심사관과 계속 연락하여 
적시에 답변을 제출함. 검토는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 주 내지 이 주 
사이에 이루어짐. 심사관이 적시하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등록 명령이 발부됨

   □ 프랜차이즈 등록 면제(Exemptions to Franchise Registration)

    ◦ 연방 및 주 정부 프랜차이즈 공시에 관한 법률은 등록 및/혹은 공시 요건에 일정
한 면제를 제공함. 면제 자격이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주 정부의 등록요건이 
면제되면, 경우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면제 받음

    ◦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남용 위험이 현저히 완화될 경우 면제를 제공함. 
이러한 면제 메커니즘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창
업 프랜차이즈 및 시스템의 감독에 소요되는 주 정부 자원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됨

    ◦ 면제 규정은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면제를 검토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 
주에서 면제를 받아도 다른 주에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가) 일부 프랜차이즈 면제(Fractional Franchise Exemption)

       - FTC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등록 주 대부분에서 수용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면제는 일부 프랜차이즈 면제임. 일부 프랜차이즈는 기존 업체가 사업 내용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형 서점이 프랜차이즈 문구제
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개업하고자 한다면 문구제품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서점에 교부하는 프랜차이즈는 일부 프랜차이즈 자격을 갖춤

       - 이런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함.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이사 또는 임원이 2년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
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당사자 양측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매출이 프랜차이즈 가
맹자가 예상하는 전체 영업매출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실히 예상
해야 함

    나) 최소 투자 면제(Minimal Investment Exemption)

       - FTC 프랜차이즈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최소 투자만 수반하는 프랜
차이즈는 연방 정보공시요건이 면제됨. 이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프랜차이즈 가
맹자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프랜차이즈 영업개시 후 6개월 이
내에 500 달러 이상을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계열사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함

         일부 주에서 해당 금액과 적용 기한은 프랜차이즈 기한 동안 연간 100 달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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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500 달러까지 다양함
       -  여기서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합당한 

재고수량에 대한 성실한 도매가격을 제외하고 최대 지급액으로 계산함. 프랜차
이즈 가맹자의 지급액이 해당 기간 동안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대부분 면제 자
격이 상실됨

    다) 전환 프랜차이즈 면제(Conversion Franchise Exemption)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일정 기간, 보통 2년 동안 자체 사업을 운영하였고 사업을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할 자로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제한하는 경우, 캘리
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전환을 토대로 면제를 제공함

       - 일인 소유주가 운영한 기존 업체는 일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체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장점은 프랜
차이즈 사업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합류하는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라) 성숙 프랜차이즈 시스템 면제(Mature Franchise System Exemption)

       - (i) 상당한 순자산과 (ii)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일부 등록 
주에서 성숙 프랜차이즈 사업자 면제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음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한 순자산 요건은 주별로 500만 
달러부터 2천만 달러까지 다양하며 모기업이 필요 순자산을 보유할 경우에 는 
소규모 순자산으로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거나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25개 이상
이 되면 경험 요소는 대체로 충족됨. 이러한 면제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
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등록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면제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음

    마) 기타 면제(Other Exemptions)

       - 특정 등록 주에서 인정하는 기타 면제에는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추
가 프랜차이즈 판매는 특정 프랜차이즈 관련 주법에서 면제되는 “기존 프랜차
이즈 가맹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소유주나 임원, 이사, 특정 개인에게 프랜차
이즈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내부자”, 유사 업종의 재정 및 운영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경력 
프랜차이즈 가맹자” 등이 있음

       - 이러한 면제가 모든 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면제 자격이 있더라도, 일부 주는 여전히 면제 고지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각종 주법을 숙지해야 하고 연방이나 기타 주
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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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등록 후 절차(Post-Franchise Registration Procedures)

    가) 등록 갱신(Registration Renewal)

       - 대다수 등록 주에서 등록 기간은 등록 승인 일부터 1년간 유효함.(※ 캘리포니아
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회계연도 종료 후 110일에 등록기간이 만료됨)

       - 프랜차이즈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등록은 만료가 되며 프랜차이
즈 사업자는 해당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 또는 모집할 수 없음

       -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만료일 15일 이전에 프랜차이
즈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갱신 과정은 초기 프랜차이즈 등록과 유사하지만 종전 제출 서류의 변경 내용
을 표시하는 적색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포함함

       - 갱신 과정에서 감사 재무제표나 프랜차이즈 점포 명단과 같은 특정 항목은 매
년 업데이트가 필요함

       -  심사 기관은 일반적으로 초기 프랜차이즈 신청서만큼 엄격하게 갱신 신청서를 
심사하지 않으며, 일부 주는 특정 기한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사무
실에서 의견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갱신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

       - 각 등록 주는 갱신 수수료도 부과하고 있음

    나) 수정(Amendment)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를 등록한 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 당국에 수정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FTC 규정은 최초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프랜차이즈 
매입 결정에 영향을 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정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대”한 변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변경은 수수료와 지역 약정, 추가 프랜차이즈 가맹자 투자 요건, 프랜차
이즈 사업자소유권과 경영진 변경, 관련 소송이 포함됨

       - 대다수 주 정부는 수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판매나 모집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다) 판매 협정(Negotiated Sales)

       -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체결하는 프랜차
이즈 계약이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프랜차이즈 계약과 크게 
다를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상
이한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안에 판매 협정 고지를 제출해야 함

       -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12개월 동안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그러한 특별 
거래 조건을 공시해야 함

    라) 광고 규정(Advertising Regulations)
       - 일부 주 정부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상대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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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 주들은 대부분 광고 및 마케팅 자
료 사용 전에 제출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초 발표 3 영업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기업부 사무실에 광
고 진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모집 광고를 발표할 수 없음. 뉴욕에서
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뉴욕 법무부에 광고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무등록 프랜차이즈 활동의 법적 결과
       (Legal Consequences of Unregistered Franchise Activity)

    ◦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판매 및 모집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주 
정부 기관은 해당 주에서 프랜차이즈 판매를 중지하라는 정부의 명령인 “중지 명
령”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발부함. 중지 명령은 수정안의 형태로 프랜차이즈 사
업자 정보공개서에 공시해야 하며, 수정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든 등
록 주의 판매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중지 명령 철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반 강도에 따라 사례별로 다름

    가) 연방법에 따른 책임(Liability under Federal Laws)
       - FTC 규정에 따른 사적 소송권은 없지만, FTC는 동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을 종

결, 방지, 처벌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 예를 들어, FTC는 정지명령을 발부하
거나, 금지명령 및 재교육 명령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자가 계약해지를 제의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FTC는 FTC 규정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지급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음

       - FTC 규정에 따른 책임은 주법과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자 기업의 임원과 이
사에게 확대될 수 있음. 개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FTC의 단속 조
치는 흔하지 않음.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FTC 소송 방어에 막대한 비용
이 들어갈 수 있음. 무엇보다 FTC 단속 활동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
즈 시스템 홍보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나) 주 프랜차이즈 법에 따른 책임(Liability under State Franchising Laws)
       - 주 정부 프랜차이즈 법률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프랜차이즈규정 

위반에 대해 폭넓은 민사책임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 관련 주법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수임료를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지불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함. 

       - 주 프랜차이즈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임원
과 이사, 프랜차이즈 법률 위반에 실질적으로 연루된 자에게로 확대됨. 일부 주 
정부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임원이나 이사의 면책을 프랜차이즈 법률로 금지하
는 경우도 있음

       - 주 프랜차이즈 법률은 특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
는 형사 책임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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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s)

    ◦ 사업 기회 법은“사업 기회”의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규정 된 마케팅 계획 또는 
전략이 제공되는 사업 기회의 제안 및 판매에 적용되는 주법임. 비즈니스 기회 법
은“사업 기회”의 판매자에게 구매자에게 사전 판매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
써 구매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주 프랜차이즈 법률과 유사함

    ◦ 앨라배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
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버지니
아 및 워싱턴

    ◦ 프랜차이즈는 연방 및 주 프랜차이즈 법률 외에도 주 사업기회법을 알고 있어야
함. 프랜차이저-프랜차이즈 관계를 포함하도록 “비즈니스 기회”를 구성하는 주 사업
기회법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저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주에서
는 프랜차이저가 또한 주 비즈니스에 따른 준수 의무를 검토해야함

    ◦ 많은 주정부 사업기회법은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법을 충족하는 경우, 즉 사업 
기회의 구매자에게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가 제공되는 프랜차이저에 
대한 면제를 제공함

    ◦ 프랜차이즈 방식과 유사하게 사업을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랜차이즈”
의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사업기회임

      사업기회란 구매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임대를 말
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부지 물색을 보장 또는 지원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

    ◦ FTC에 따라 사업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가 존재해야 함
     - 면허를 취득해서 사업기회를 구매하는 사람(Licensee)은 면허수여자(Licensor)가 공

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보급하거나 판매해야 함
     - 면허수여자(Licensor)는 소매 점포의 확보를 지원하거나 면허취득자(Licensee) 가 

보급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책임져야 함
     - 면허취득자(Licensee)가 벤처 사업을 개시한 후 6개월 이전이나 이내에 당사자 양

측 간에 500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어야 함
     - 면허수여자(Licensor)와 면허취득자(Licensee) 관계의 약관은 일체 서면으로 작성해

야 함

    ◦ 가장 보편적인 벤처 사업기회의 유형은 아래와 음
     - 판매 대리점(Distributorship) : 일반적으로 타인의 제품을 중개(Offer)하거나 판매

(Sell)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자사의 상호의 일부로 제조사의 상호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독립 대리점(Independent Agent)을 말함

       계약에 따라 판매 대리점은 회사의 상품 판매로 제한되거나 다양한 기업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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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음
     - 도매업자(Rack Jobber) : 여러 점포에서 도매업자가 제공하는 선반유통 시스템

(Distribution System of Racks)을 통한 타사 제품의 판매를 수반함. 일반적으로 대
리점이나 구매자는 전략적 위치에 소재한 점포 선반을 통해 다양한 점포에 물품
을 판매하기 위해 면허수여자(Licensor)와 계약을 체결함

       면허수여자는 위탁(Consignment Basis)을 원칙으로 선반(Racks)이 배치되는 장소
를 다수 확보함

       대리점은 재고를 유지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을 이동시키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리점은 점포 관리자(Store Manager)에게 상품 판매 수량을 적시하는 
재고 관리 장부(Inventory Control Sheet) 사본을 제공하고 선반이 소재하는 점포
나 업체는 판매 대리점에 대금을 지급함

     - 자동판매기 설치구역(Vending machine routes) : 면허취득자(Licensee)는 판매할 
제품 뿐 아니라 판매기계(Vending Machine)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업 기회는 대체로 거액의 투자가 필요함. 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장소 
소유권자(Location Owner)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함

     - 딜러(Dealer) : 판매 대리점과 유사하되 판매 대리점은 다양한 딜러를 상대로 하는 
한편, 딜러는 통상적으로 소매업자나 고객을 상대로 함

    ◦ 사업기회법에 따라 판매자는 예비 구매자에게 특정 사전-판매 (Pre-sale)공시자료
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기회를 규제 및 등록하는 주는 약 26개 임. 프랜차이즈 등록 주와 달리 균일한 
사업기회 공시 양식과 같은 형식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기회 규정과 등록 요건은 
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주마다 차이가 있음

    ◦ 이들 주는 대부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매 후 수 일 정도에 구매자가 변심할 
경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철회 기간”(Cooling Off Period)도 두고 있음

    ◦ 일부 주에서는 사업기회용 공시 보고서로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공무원이 해당 
공시 보고서를 검토함. 공시 내용을 재량에 맡기고 사업기회법은 사업기회를 모집
하는 파트너가 예비 파트너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시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만 명기하는 주도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FTC 규정과 주 프랜차이
즈법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사업기회법을 적용하지 않음

    ◦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사업기회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음. 실제로 대다수 사업기회 프로그램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프랜
차이즈 관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상표명을 사용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음. 
이에 비해 사업기회는 면허수여자(Licensor)의 지속적 지원을 수반하지 않고,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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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표명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허수여자의 운영 지침과 무관함

 나. 프랜차이즈 법률

  (1)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의 “Franchise Rule” 주요내용

    ◦ 연방법의 내용은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본을 본서에 수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요 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연방법 전체 내
용은 “The외식 홈페이지(www.atfis.or.kr)”에 전체 번역본을 참고하기 바람

  (2) 캘리포니아주의 “Franchise Investment Law”

    ◦ 캘리포니아주에는 “Franchise Investment Law”와 “Business and Professinons 
Code”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됨. 다만, “Franchise Investment Law”에는 우리나라
와는 다르게 석유 관련된 프랜차이즈 내용이 많아 정보공개서 관련사항만 번역
본을 수록함. “Franchise Investment Law” 전체 내용은 The외식 홈페이지(www. 
atfis.or.kr)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가능

제5권. 프랜차이즈 투자법 [31000 - 31516]

제2장. 정보공개서 [31110 - 31125]

31110. 1971년 4월 15일 및 이후, 프랜차이즈 제안이 본 부(Part)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본 부(Part) 제1장(제31100절로 시작)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경우 본 주
(州)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31111. 
(a)제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확인, 변경 및 추가한 형
태로 “표준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 시에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473절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판매에 대한 등록자
의 금융 기록을 위원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승인서(위임장)가 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1112. 본 법률에 따른 신청이나 변경은 가맹본부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에 의해 서
명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검증은 민법에 따른 변론 검증 절차에 명시된 방
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31113. 부동산, 개선물(improvements), 장비, 재고, 교육(training) 또는 제안에 포함
된 기타 항목을 제공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의무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재무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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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었음을 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보호
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위원장은 규칙 또는 명령을 
통해 그러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가맹점사업자나 서브 프랜차이저가 지급한 가맹
금 및 기타 자금에 대하여 에스크로(escrow : 제3자 예탁) 또는 압수(몰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라, 가맹본부는 위원장이 규칙에 따라 요구하는 보증
증서(surety bond)를 제공해야 한다. 

31114. 등록을 위한 신청서에는 “제안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첨부되어야 한
다. 그러한 정보공개서는 위원장이 규칙에 따라 명시한 바와 같이 등록 신청서에 
명기된 중대한 정보 및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등
록이 위원장의 허가, 권장 또는 지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최소한 10 포인
트 크기의 볼드체(굵은 활자) 문구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1115.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등록의 효과성을 부정하거나 중단하
거나 취소하는 “중단 명령”을 즉석에서 내릴 수 있다. 
(a) 법률 조항 또는 그러한 법률 조항에 관련된 위원장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b) 프랜차이즈 제안이나 판매가 매수인을 호도하거나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매수인에 대한 사기 행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서브 프랜차이즈 이외의 프
랜차이즈의 경우, 가맹희망자에 대한 주요 유인책(inducement)은 추가적인 프랜차
이즈 판매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 또는 요금이다. 
(c) 신청인이 제31113절에 따른 위원장의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d) 신청서에서 확인된 어떠한 사람, 또는 신청서에서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
고 가맹본부의 임원이나 이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프랜차이즈의 판매
나 관리에 대한 그러한 자의 관여는 가맹희망자에게 타당하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다. 
  (1) 중죄 또는 민사 소송에 재산에 대한 사기, 횡령, 기만적 개조 또는 배임(착복,  

 유용)이 관여된 경우, 중죄로 유죄 선고 받았거나 중죄 혐의에 대하여 불항쟁   
 (nolo contendere) 답변했거나 민사 소송 사건의 최종 재판에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받았다. 

  (2) 어떠한 자가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또는 투자 고문으로 등록되는 것을 거부  
 하거나 그러한 등록을 취소 또는 중지시키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어떠한 주정부 유가증권 관리자(securities administrator)가 공표한 명령으  
 로서 현재 유효한 명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협회나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중지  
 하거나 그러한 회원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국가 증권협회 또는 국가 증권거래소  
 (증권거래법(1934)에 정의됨)가 공표한 명령으로서 현재 유효한 명령을 적용 받  
 고 있다. 

  (3)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현재 유효한 명령이나 판결을   
 적용받고 있다. 

  (4)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또는 판매인 라이선스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 등을 포  
 함하여 공공 기관 또는 부서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에 관련하여   
 공표된 명령으로서 현재 유효한 금지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적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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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6.
(a) 소항(b)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1115절에 따른 중지 명령이 본 법률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제안의 등록은 완전한 등록신청서 또는 ‘효력
발생 전(preeffective)’ 최종 수정본(등록신청서 수정본)이 제출된 날부터 30번째 영
업일이 되는 날에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12시에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 더 빠른 
시기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b) 1971년 1월 1일과 1971년 5월 15일 사이에 제출된 등록신청서 또는 최종 수정
본에 관련하여, 제31115절에 따른 중지 명령이 본 법률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경
우, 등록은 1971년 4월 15일에 효력을 갖는다. 1971년 3월 15일 이후 및 1971년 5
월 10일 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관련하여, 제31115절에 따른 중지 명령이 본 법률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경우, 등록은 1971년 6월 1일 또는 제출일부터 15번째 영업일
이 되는 일자 중 더 늦은 일자에 효력을 갖거나 위원장이 결정하는 더 빠른 일자에 
효력을 갖는다. 
(c) 본 절의 목적에 관련하여, “완전한 신청서”는 적절한 제출 요금, 표준 프랜차이
즈 정보공개서, 위원장이 명시한 규정에 부합한 재무제표 등 모든 추가적인 별지가 
포함된 신청서를 의미한다.  “효력발생 전(preeffective) 수정본”은 프랜차이즈 판매 
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제출된 신청서의 수정판을 의미한다. 

31117. 제31115절에 따른 중지 명령이 시행된 후, 위원장은 “중지 명령”이 시행된 
사실 및 시행 이유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신청
인이 더 늦은 일자에 동의하지 않은 한 서면 요청 접수 일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개최된다. 그러한 서면 요청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
에 공청회가 요청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아무에게도 지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중
지 명령은 위원장에 의해 변경 또는 철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공청회가 요
청되었거나 명령된 경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권, 제1부, 제5장(제
11500절로 시작)의 조항에 따른 통보 및 공청회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위
원장은 상기 조항(정부법 제2편, 제3권, 제1부, 제5장(제11500절로 시작))의 조항에 
따른 권한으로 명령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1118. 위원장이 중지 명령이 시행되게 했던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러한 변화가 공익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중지 명령을 철회 또
는 변경할 수 있다. 

31119. 
(a) 가맹희망자가 어떠한 구속력 있는 프랜차이즈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한 일자 
또는 어떠한 보수를 받은 일자 중에서 더 빠른 일자부터 최소한 14일 전에 프랜차
이즈 정보공개서의 사본과 함께 프랜차이즈 판매에 관련된 모든 제안된 계약서의 
사본을 가맹희망자에게 우선 제시하지 않고 본 주(州) 내에서 법률에 따른 등록이 
요구되는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b) 『본 권』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규칙에 의거하여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요구
사항이나 조건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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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31120. 위원장이 명령 또는 규칙을 통해 다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프랜차이
즈 제안은 등록의 효력발생일부터 1년 동안 적절하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31121. 
(a) 위원장이 규칙이나 명령을 통해 다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등록 만료일 전
에 갱신 가능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등록은 1년의 추가적인 기간으로 갱
신될 수 있다. 제31115절에 따른 중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이 본 법률에 따라 시행
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제안의 등록은 완전한 등록신청서 또는 ‘효력발생전
(preeffective)’ 최종 수정본(등록신청서 수정본)이 제출된 날부터 30 번째 영업일이 
되는 날에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12시에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 더 빠른 시기에 
자동으로 효력이 갱신된다. 
(b) 본 절의 목적에 관련하여, “완전한 신청서”는 적절한 제출 요금, 표준 프랜차이
즈 정보공개서, 위원장이 명시한 규정에 부합한 재무제표 등 모든 추가적인 별지가 
포함된 신청서를 의미한다.  “효력발생전(preeffective) 수정본”은 프랜차이즈 판매등
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제출된 신청서의 수정판을 의미한다. 

31122. 등록 갱신 서술문은 위원장이 규정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된 프랜차이즈에 관한 안내서(prospectus)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각각의 
등록 갱신 서술문에는 『본 권』 제5부(제31500절로 시작)에 명시된 요금이 동봉되어
야 한다. 

31123. 가맹본부는 애초에 제출, 수정 또는 갱신된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 수정 신청’을 통해 위원장에게 즉시 서면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규칙에 따라 그러한 목적에 따라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변경
을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수정 신청서에 수정된 제안 안내
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상황도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31124. 프랜차이즈 판매의 등록 효력발생일 후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수정은 위
원장에 의해 허가된 경우 공익과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자에 발효된다. 

31125.
(a) 기존 프랜차이즈(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등록 신청은 위원장이 규칙에 의거
하여 규정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항(b)에 명시된 것처럼 
‘제안된 공개 양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제31111절 또는 31121절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b) 소항(c) 및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변경에 대하여 어떠
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5영업일 전에 제안된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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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위원장이 규칙 또는 명령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 또
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규
정된 에이전트에게 서면 통보(우편 발송 또는 송달)하여 중대한 변경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서면 공개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 발송하지 않고 기존 프랜차이즈의 ‘제안된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가맹점사업
자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c)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가맹본부의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된 가맹
계약의 변경에 대해서는 본 장(Chapter) 조항의 적용이 면제된다. 
  (1) 가맹점사업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최소한 5 영업일 전에 완전한 

서면 수정본을 수령했다.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그러한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규정된 에이전트에게 서면 
통보(우편 발송 또는 송달)하여 중대한 변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기 최소한 5 영업일 전에 완전한 서면 수정본을 수령했다. 단, 
(A) 그러한 계약은 가맹계약 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않아야 하며   

   (B) 그러한 변경에 따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사업 및 직업법 제8권,   
   제5.5장[제20000절로 시작])에 의거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는 포기되지 않지  
   만 그러한 변경은 변경에 대한 당사자의 모든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  
   은 클레임의 일반적 해제를 포함할 수 있다. 

  (2) 변경은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A) 제안된 변경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된 선의의 분쟁(bona fide  

  dispute)을 해소하는 것에 관련되었거나 주장되거나 실제적인 가맹점사업자 또  
  는 가맹본부의 불이행을 해소하는 것에 관련되었으며 변경이 실행되는 시점   
  또는 실행되는 무렵에 해당 변경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12개월의 기간 내에 가맹본부의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의     
  25%미만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제안된 경우, 변경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제안된 변경은 어떠한 12개월의 기간 내에 가맹본부의 캘리포니아 프랜차이  
  즈의 25% 미만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제안된다. 단, 소항(c)의 (1)항에 따라 변  
  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가맹점사업자는 변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d) 변경이 자발적으로 제안되었고 그러한 변경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혜택, 특권, 책임, 의무 또는 책임에 상당한 영향 및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면, 가맹점사업자의 기존 프랜차이즈와 체결된 가맹계약의 변경에 대해서는 본 장
(Chapter) 조항의 적용이 면제된다. 
(e) 본 절의 목적에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는 (1) 가맹사업체와 고객 간
의 판매, 임대 또는 기타 거래가 이루어지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본 주(州) 
내에 소재한 가맹점사업자의 기존 프랜차이즈를 의미하거나 (2) 본 주(州) 내에 소
재하고 프랜차이즈를 소유 및 지배하거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가맹점
사업자의 기존 프랜차이즈를 의미한다. 
(f) 가맹본부는 상기 명시된 25%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연속적인 연
도(年)에 걸쳐 변경을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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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전문직업법– BPC

제8권. 특별한 사업 규정 [18400 - 22948.25]

제5.5장. 프랜차이즈 관계 [20000 - 20043]

제1조. 정의 [20000 - 20010]

20000. 본 장(Chapter)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 법』으로 통칭 될 수 있다. 

20001.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프랜차이즈”는 2인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구두 
또는 서면이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나 협약을 의미하며 그러한 
계약이나 협약에 의거하여:
(a) 가맹점사업자는 주로 가맹본부가 명시한 마케팅 계획이나 시스템을 따라 제품
이나 서비스를 제안, 판매 및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b) 그러한 계획이나 시스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운영은 실질적으로 가맹
본부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유형(logotype), 광고 또는 가맹본부 및 그 계
열사를 지정하는 기타 상업적 상징에 관련된다.
(c)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d) “프랜차이즈”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석유유통업법(Petroleum Marketing Practices Act)(P.L. 95-297)에 따라 규정되

는 프랜차이즈
  (2) 임대백화점(lease department), 실시권자(licensee), 또는 영업권 보유자가 소매

사업체의 일반적인 상업적 운영에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그러한 일반적인 
상품 소매사업체의 임대백화점, 라이선스 또는 양허(concession). 임대백화점의 
판매, 라이선스 또는 영업권 보유자는 사업체 매출의 10% 미만을 차지한다면 소
매사업체의 일반적인 사업적 운영에 부수적이다. 

  (3) 독립적인 소매업체에 의해 또는 독립적인 소매업체를 위하여 협력적인 방식으
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주로 자신의 회원사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도매
로 제공하고 아래의 모든 조건이 적용 가능한 비영리 기관:

    (A) 각 회원사의 지배와 소유는 실질적으로 동등하다. 
    (B) 회원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조직으로 제한된다. 
    (C) 소유권 이전은 금지 또는 제한된다. 
    (D) 자본 투자에 대하여 수익을 수령하지 않는다.  
    (E) 기관의 후원(patronage)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득(혜택)이 회원사  

    들에게 주어진다.  
    (F) 회원사는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G) 기관의 서비스는 주로 회원사가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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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각 회원사 및 회원자격 희망자에게는 기업법 제31111절의 규정에 따른 회  
    람(circular)이 제공된다.

    (I)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상가격 지급을 제외하고, 기관의 수입금, 수  
   입 또는 이익의 그 어떠한 부분도 영리법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회원사는   
   어떠한 지정된 영리법인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되지 않  
   는다. 

    (J) 비영리 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원고가 비영리 기관의 회원이 되도록 유  
   도하였다면, 민법 제3343.7절에 따라 비영리 기관에 대하여 취소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

20002.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를 허락 받은 자이다. 

20003.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를 허락한 자이다. 

20004. “지역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이름으로 또는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프랜
차이즈를 판매하고 프랜차이즈의 판매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서브 프랜차이저에 
수여하고 그렇게 수여된 권리에 대하여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대가가 지급되도록 
가맹본부와 서브 프랜차이저 간에 체결된 어떠한 계약이나 협약을 의미한다.

20005. “서브 프랜차이저”는 지역 프랜차이즈를 허가 받은 자이다. 

20006. “프랜차이즈”는 “지역 프랜차이즈”를 포함한다. 

20007. “가맹금”은 가맹계약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한 권리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가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하기로 동의한 어떠한 요금을 의미하며 제
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은 가맹금
의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재고 확보나 공급 착수 또는 계속적인 재고 또는 공급의 유지를 통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구매하는 물품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그러한 초과적인 
수량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매수인에게 부과되지 않는 경우, 선의의 도매 
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 또는 구매 협약
(b) 해당 신용 카드를 접수하거나 결제하는 사업체가 해당 신용 카드 발급자에게 
지급한 타당한 서비스 요금 지급
(c)  제7권, 제3부, 제3장(제17750절로 시작)에 의거하여, 상품의 소매 판매나 서비
스에 관련하여 경품권(trading stamp) 발급자가 경품권 회사에 지급한 금액
(d) 연간 일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가맹금의 직간접적인 지급 
(e) 부과된 가격이나 임대료가 “가맹점사업자가 공개 시장에서 다른 자로부터 품목
(들)을 획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초래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맹
사업의 운영시에 사용되고 가맹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비, 장비 또는 기타 
유형 자산의 구매 가격으로서 연간 일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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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 “인(人)”은 개인, 기업, 합명회사, 유한 책임 회사, 합작투자회사, 협회, 주식 
합자 회사(joint stock company), 신탁 또는 비법인 조직을 의미한다.

20009. 어떠한 계약/협약이 법률의 맥락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성립시키는지의 여
부에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투자법(기업법 제4편 제5권(제31000절로 시작))에 따라 
위원장이 명시하는 기업 관련 규정, 공지, 지침 및 해석적 의견은 본 장(Chapter)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정의(definition)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된
다. 단, 어떠한 정의로부터 면제 또는 예외 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그러한 면제나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0010. 본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준수를 포기하도록 어떠한 자에게 의무를 지
우는 조건 및 조항은 공익 정책에 상반되며 효력이 없다. 

제2조. 관할권 [20015- 20015.]

20015. 본 장(Chapter)의 조항은 가맹점이 본 주(州) 내에 소재하거나 가맹사업이 

본 주(州) 내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 적용된다. 

제3조. 종료 [20020 - 20022]

20020. 본 장(Chapter)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는 타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프랜차이즈를 종료할 수 없다. 제
20021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타당한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최소한 
종료일 60일 전에 사전 통보를 수령한 후 최소한 60일의 기간 이내에 불이행을 시
정할 수 있는 타당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부과된 합법적인 요구사항을 가맹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제
한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시정 기한 연장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한, 시
정 기한은 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021. 프랜차이즈가 유효한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에 관련하여 아래에 열거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 기회 없는 즉각적인 종료 통보는 타당한 것으로 간
주된다. 
(a) 가맹점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가 관련된 사업이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 되었
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법적으로 결정되었거나 보유한 자산의 전체나 상
당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채권자의 이득을 위해 양도되었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만기가 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b)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도록 요구되는 전체 영업
일 중에 5일 연속 또는 더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프랜차이즈
를 포기한 경우로서, 화재, 홍수, 지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유
사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업 운영 중단이 초래되지 않은 한 가맹본부가 가맹
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100 -

(c)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종료에 서면 동의한 경우 
(d)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 획득에 관련하여 어떠한 중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 시스템의 운영과 명성에 심각한 부
정적 영향 및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e) 가맹점사업자가 불이행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운영에 
적용 가능한 모든 보건, 안전, 건축 및 노동 관련 법규 등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
방정부의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f) 통보 후에 불이행이 시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20020
절에 따라 불이행을 시정 한 후에 동일한 불이행을 반복한 경우
(g) 통보 후에 불이행이 시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
즈에 대한 1개 이상의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경우
(h) 가맹 사업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부지(사업장)가 정부 관료의 법집행에 따라 
점유, 인수 또는 압류되거나 채권자, 유치권자(선취득권자) 또는 임대인에 의해 점
유, 인수 또는 압류된 경우. 단, 이것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30일 동
안 미집행된 경우(소송 정지 영장 또는 다른 ‘상소 채권(appeal bond)’이 제출된 경
우 제외) 또는 가맹계약에 따라 수여된 라이선스에 대하여 또는 가맹사업에 사용되
는 어떠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시행되었지만 그러한 강제 집행일부터 5일 이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i)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련하여 중죄 또는 다른 어떠한 범죄적 불
법행위로 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j)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또는 다른 어떠한 금액의 지불 기한이 지났음을 알리는 
서면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러한 가맹금 또는 다른 어떠한 금액을 가
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k)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를 계속 운영하면 공중 보건 또는 공공의 안전이 즉
각적으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가맹본부가 타당하게 판단한 경우
(l) 프랜차이즈가 어떠한 상황에서 종료를 명백하게 허용함에 따라, 석유유통업법(15 
U.S.C. Secs. 2801 ~ 2807, 포함)의 조항에 의거하고 규정되는 프랜차이즈로서 가맹
점사업자 또는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가맹점 계열사(두 프랜차이즈가 동일한 가맹
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에 의해 허용된 경우)가 운영하는 개별적인 자동차 연
료 프랜차이즈가 합법적으로 종료되거나 갱신 거부된 경우. 
“계열사”는 기업법 제31005.5조의 소항(k)에 명시된 의미로 정의된다. 

20022.
(a) 본 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종료 또는 미갱신 
된 경우, 가맹본부는 종료 통보 또는 미갱신(갱신 거부) 통보 시점 당시에 가맹점사
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을 위해 소유하고 있었거나 사용하고 있었던 일체의 
재고, 공급품, 장비, 설비, 비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되 그 매입 가격
은 가맹계약 또는 부수적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의 승인된 공급업체 및 조달원(sources)으로부터 구매 및 결제했던 당시의 구매 
가격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가맹본부는 본 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매입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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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절은 가맹계약 또는 부수적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에 타당하게 요구
되지 않는 개인화된 품목, 재고, 공급품, 장비, 설비나 비품을 매입하도록 가맹본부
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본 절은 가맹점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이 중단
된 때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가맹계약 또는 
부수적 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확실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이
전할 수 없거나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재고, 공급품, 장비, 설비나 비품을 매입하도
록 가맹본부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c) 본 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선의의 갱신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d) 본 절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운영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사
업자의 지배권 보유를 막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 본 절은 프랜차이즈가 소재한 해당(관련) 지리적 시장 지역 내에서 모든 프랜차
이즈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가맹본부의 공식적 및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 결정에 따른 프랜차이즈의 종료 또는 미갱신에 대하여 적용되
지 않는다. 본 절의 목적에 관련하여, “해당(관련) 지리적 시장 지역”은 제20999절에 
명시된 의미로 정의된다.
(f) 본 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를 종료시키거나 갱신하지 않는 
것에 상호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 본 절은 종료/미갱신 통지 일자와 종료나 미갱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프랜차
이즈 사업 중단 일자 사이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한 재고, 고급품, 장비, 
설비나 비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h) 프랜차이즈가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본 절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채무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가. 제4조. 비(非)갱신 [20025 - 20026]

20025.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단, 가맹본부가 갱신 거부 
의향을 최소한 18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통보하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
외한다. 
(a) 프랜차이즈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180일의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당시 신규 프랜차이즈 “허용 요건”을 충족시키는 매수인에게 가맹점 사업을 판매하
도록 가맹본부가 허용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그다지 많은 신규 프랜차이즈를 허
용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의 당시 프랜차이즈 “갱신 요건”을 충족시키는 매수인에
게 가맹점 사업을 판매하도록 가맹본부가 허용한 경우
(b) (1) 본 항에 포함된 그 어떠한 것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의 매수에 대한 우
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거
부가 가맹본부의 이득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을 “가맹본부 직원이나 에이전트
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목적이 아닌 경우, 또는 (2) 프랜차이즈 만료 후, 가
맹본부가 미갱신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서약)의 시행을 모색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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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료가 제20020절 또는 제20021절에 따라 허용된 경우
(d)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를 갱신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e) 가맹점사업자가 활동하는 지리적 시장 내에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를 통해 자
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활동을 중단한 경우. 단, 이는 다음에 한한다.  
  (1) 프랜차이즈 만료 후, 가맹본부가 비갱신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의 가맹점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서약)의 시행을 모색하지 않기
로 동의한 경우

  (2) 갱신 거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 본부의 이득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을 “가맹본부 직원이나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목적이 아닌 경
우

  (3) 가맹본부가 본 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점유한 
마케팅 부지(marketing premises)에 대한 가맹본부의 이권을 판매 또는 이전하기
로 결정한 경우 

    (A) 가맹본부가 통보 후 그러한 마케팅 부지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유한 이권  
   이 매수될 수 있도록 180일의 기간 동안 최소한 30일 지속되는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을 그러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안한 경우 

    (B) 1개 이상의 다른 지배되는 마케팅 부지에 대한 가맹본부의 이권이 다른 자  
   에게 판매 및 이전될시에, 그러한 다른 자가 현재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안하고 있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를 제안하는 경우 

(f) 만약 가맹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했더라면 가맹본부가 당시 관례적으로 허
용하던 프랜차이즈 갱신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될 가
능성이 있었을 것이고 가맹본부가 당시에 그다지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갱신을 허
용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당시 애초의 프랜차이즈들에게 관례적으로 허용하던 
프랜차이즈 갱신 조건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갱신 조건에 대하여 제안된 계약을 
서면으로 수락해야 하는 일자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 30일 전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한 180일 전에 발송된 그러한 통보는 가
맹점사업자가 그러한 계약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 갱신 거부의 의향을 알
리는 통보로 간주됨을 명시할 수 있다. 
(Stats. 1980에 따라 추가됨. 제1355장 1절. 발효일: 1980년 10월 1일, 시행일: 1981
년 1월 1일, 제1355장 6절)

20026. 제20025절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해당 절의 미갱신(갱신 거부) 통보 시기
에 관한 요구사항의 이행을 위해 가맹본부가 현재의 프랜차이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프랜차이즈 기간의 제한적 연장을 제안하거나 그러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4.4.  양도 [20027 -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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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 
(a) 가맹점사업자는 사망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대주주의 “미망인, 상속인 또
는 부동산권 보유자”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대주주의 사망 후 타당한 때에 체
결된 유효한 가맹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한 때에, 사망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대주주의 “미망인, 상속인 
또는 부동산권 보유자”는 프랜차이즈 매수인에게 요구되던 당시의 자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거나 당시에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했던 기준
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 및 양도해야 한다. 본 절에 따라 
수여되는 권리는 사망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대주주의 “미망인, 상속인 또는 
부동산권 보유자”가 프랜차이즈의 모든 기준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여된다. 
(b) 소항(a)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의 제안된 매수인으로부
터 선의의 프랜차이즈 구매 제안을 받은 후에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 본 조는 기간이 무기한인 계약이나 협약을 제외하고 1984년 1월 1일 전에 발효
된 계약이나 협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절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
한 유증 또는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에 적용되지 않는다. 

20028.
(a)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 자산의 전체나 상당 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이권을 다른 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그러한 자는 “신규 가맹점의 허용 또는 기존 가맹점 갱신”에 대한 가
맹본부의 당시 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이 충족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한 기준은 프랜
차이즈 브랜드 내에서 운영되는 유사한 입장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일관적으로 적
용되는 기준으로서 제20029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미 제시된 상태이어야 
하며 매수인 및 양수인은 가맹계약에 명시된 양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b) 소항(a)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 자산의 전
체나 상당 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이권을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러한 동의는 매수인 및 양수인이 소
항(a)에 명시된 “신규 가맹점 허용 또는 기존 가맹점 갱신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
지 않거나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가맹계약에 명시된 양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
우를 제외하고 보류될 수 없다. 
(c) 본 절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자산 또는 이권의 매수를 위해 제안된 매수인
으로부터 선의의 제안을 받은 후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 자산의 전체나 상
당 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이권의 매수를 위해 계약
에 따른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가맹본부는 선의의 제안에서 제안된 금액과 최
소한 동일한 지급액을 판매인에게 제안해야 한다. 
(d) 본 절의 목적에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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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
(a)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 자산의 전체나 상당 부분, 프랜차
이즈 사업에 대한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이권을 다른 자에게 판매 및 양도하기 전
에 그러한 판매나 양도 의도를 가맹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익일 특송업체 또는 배달증명우편을 통해서 가맹본부에 전달되어
야 하며 아래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안된 양수인의 이름 및 주소
  (2)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의 자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권의 판매 및  

양도에 관련된 모든 계약의 사본 
  (3) 승계 가맹점사업자 자격에 대한 승인을 위해 제안된 양수인의 신청서. 해당 

양식이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시 언제든지 제공되는 경우, 신청서는 가맹본부
가 신규 가맹희망자에 대한 검토시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양식, 금융 정보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양식이 상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
업자는 그러한 양식을 요청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15 역일 이내에 익일 특송업체 
또는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해당 양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안된 
매수인의 신청서를 수령한 후 가능한 신속히, 가맹본부는 양도 신청서의 완성에 
필요한 추가정보나 문서를 가맹점사업자 및 제안된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의 자산, 또는 프
랜차이즈에 대한 이권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이권을 판매 및 양도하려는 의도
를 가맹본부에 통보하려 할 때  “신규 가맹점의 허용 또는 기존 가맹점 갱신”에 
대한 가맹본부의 당시 기준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시 언제든지 제시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15 역일 이내에 그러한 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
다. 

(b) (1) 가맹본부는 소항(a)에 따라 요구되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서면  
   동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된 판매 및 양도”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의 여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익일 특송업체 또는 배달  
   증명우편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에 전달되어야 한다. 본 소항에 명시된 방식으  
   로 가맹본부에 의해 거부되지 않는 한, 제안된 판매 및 양도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안된 판매 및 양도가 거부되면, 가맹본부는 거부의 사유를 명기한   
   서술문을 거부 통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본 소항에 따른 판매 및 양도에 대한 가맹본부의 거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에

서, 가맹본부가 내린 결정의 타당성은 모든 기존 상황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는 
사실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본 항의 목적에 관련하여, 진상 조사원은 제20040절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자로서 가맹계약에 명시된 중재인 일 수 있다. 양도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의 타당성이 평결불복법률심리 상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본 항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약식 판결을 금지하지 않는다. 

  (3) 본 절은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가맹본부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c) 본 절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자산 또는 이권의 매수를 위해 제안된 매수인
으로부터 선의의 제안을 받은 후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 자산의 전체나 상
당 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이권의 매수를 위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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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가맹
본부는 선의의 제안에서 제안된 금액과 최소한 동일한 지급액을 판매인에게 제안해
야 한다. 
(d) 본 절의 목적에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을 포
함해야 한다. 

제5조. 통지 [20030- 20030.]

20030. 본 장(Chapter)에서 요구되는 모든 종료 통지 또는 갱신 거부 통지는:
(a)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되는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기타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

되거나 전신으로 전송되거나 인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c) 프랜차이즈를 종료하거나 갱신 거부하는 의도를 기술한 서술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랜차이즈 종료나 갱신 거부의 사유를 기술한 서술문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종료 또는 갱신 거부 또는 만료의 효력발생일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6조. 구제 [20035 - 20037]

20035.
(a) 가맹본부가 본 장(Chapter) 본 장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종료하거나 가맹계약
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본 장에 대한 위반에 따라 초래된 가맹 사
업 및 프랜차이즈 자산 및 기타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가맹 본부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b) 법원은 본 장(Chapter)의 위반 또는 발생 가능한 위반에 대하여 예비적 및 영구
적인 구제를 수여할 수 있다. 

20036. 가맹본부는 제20035절에 따른 구제 금액, 제20022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가 이전에 수령한 보상액, 프랜차이즈 또는 어떠한 부수적 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
자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20037. 본 법률에 명백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파기하지 않는다. 

제7조. 중재 [20040- 20040.]

2004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장(Chapter)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분쟁 발생 전 
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장에 따른 클레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a) 그러한 중재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본 장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b) 그러한 중재에서 활용되는 중재인은 미국중재협회(AAA : American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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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뉴욕주의 “Franchise Regulation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공정한 중재인 또는 다른 공정한 자를 기재한 목록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제8조.  분쟁 관련 재판 장소 [20040.5- 20040.5.]

20040.5. 재판 장소를 본 주(州) 밖의 장소로 제한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은 본 주(州) 
내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관여된 가맹계약에 관련하여 발생된 클레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9조. 기타 조항 [20041 - 20043]

20041.
(a) 소항(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Chapter)의 조항은 1981년 1월 1일 또
는 이후에 허용되거나 갱신된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어떠한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는 무기한의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b) 본 소항의 추가에 따른 본 장의 변경된 조항은 2016년 1월 1일 및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 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어떠한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는 무기한의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20042. 본 장의 조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유일한 구제를 포함하고 있는 차량법
(Vehicle Code) 제2권, 제6장, 제4조(제3060절로 시작)의 조항에 따라 규정되는 프랜
차이즈에 적용되지 않는다. 

20043. 본 장에 포함된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자(者)나 상황에 대한 본 장의 어
떠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성은 무효화된 해당 조항이
나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에 관련하여 본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제200부(Part). 프랜차이즈 제안

200.1 정의 : 
(a) “가맹금”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실시권허락자(licensor)의 제품, 서비스, 장
비, 재고 또는 부동산을 매도, 가공, 재판매 하거나 달리 유통시키기 위한 계약의 체
결 전에 또는 체결시에 또는 체결 후에 지급되는 ‘지금액’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
지 않는다. “지급”이라는 용어는 제조업체나 실시권허락자(licensor)가 유통업체나 실
시권자(licensee)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제품, 서비스, 장비, 재고나 부동산에 대
한 가격(대금)에 반영된 지급액 또는 일시불, 분할 납입, 정기 로열티, 이윤, 현금 흐
름의 형태 이루어지는 지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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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케팅 계획”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자가 어떠한 제품, 장비, 
공급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관련하여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조언이나 교육을 의미
한다. 그러한 조언이나 교육은 다음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1) 홍보 인쇄물, 브로슈어(brochure), 팸플릿 또는 광고 자료
  (2) 프랜차이즈의 홍보, 운영 또는 관리에 관련된 교육 
  (3) 운영적, 관리적, 기술적 또는 재무적 측면의 지침 또는 지원
(c) 가맹본부의 “전신(predecessor)”은 가맹본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직간접으로 어떠한 자(인계자)로부터 인수했을 때 그러한 인계자를 의미한다. 
(d) “본인(本人, principal)”은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의 매도 에이전트(대리인)를 직
간접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며 그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200.2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내용
요구되는 순서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위험 요인에 있거나 조사관(examine)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으면 안 된다.
(a) 표지 페이지(cover page):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표지 페이지는 다음을 명기
해야 한다.
  (1) 볼드체(강조체)로 표시된 제목: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circular)
  (2) 가맹본부의 명칭, 사업 조직 유형, 주요 사업장(본사) 주소 및 전화번호
  (3)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 사업 상표(business trademark), 회사의 로  
     고타이프(logotype, 상징 마크), 상호 또는 상업적 라벨이나 상징. (표지 페이지  
     의 좌측 상단 구석에 기재되어야 함). 
  (4) 가맹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5)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의 제5항 및 7항에 명시된 총액 : 가맹점의 최초 가맹  
     금 또는 기타 지급액 및 가맹점의 최초 투자금 
  (6)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을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특별한 위험 요인”이라는 제목  
     을 기재한 후에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을 볼드체로 기술해야 한다. 
  (7) 아래의 서술문 : 
     “가맹본부들을 비교하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별지 ______________에 열거된 주정  
     부 행정관(state administrator)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공공도서관에 문의하  
     시어 정보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정부가 ‘본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더라도 이는 해당 주정부가 본 프랜차이즈를 추천(권장)하는 것을 의미  
     하지 않으며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했음을 의미하  
     지도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시면,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적절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당국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 목차 : 본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내용의 목차가 포함되
어야 한다. 
(c)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본문: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는 서술적 형식으로 명
료하고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1항 : 가맹본부의 전신 및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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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양식에서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A. 가맹본부의 명칭, 가맹본부의 전신 및 계열사의 명칭
   B. 가맹본부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의도하는 사업에 대한 가맹본부의 상호
   C. 소송개시서류의 송달(service of process)을 위한 가맹본부의 주사업장 주소,   
     가맹본부의 전신 및 계열사의 주사업장 주소, 가맹본부의 에이전트의 주 사업  
     장 주소
   D. 가맹본부의 사업 형태
   E.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 및 주(州) 내에서 제안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 추가적으로, 아래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ⅰ. 가맹점이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ⅱ.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운영되는 업계에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일반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ⅲ. 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F.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하여,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전신 및 계열사의 이전의  
     사업 경험
    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운영할 유형의 사업”을 과거에 운영했던 기간
    ⅱ. 가맹본부의 각 전신 및 계열사가 “가맹점이 운영할 유형의 사업”을 운영했  
       던 기간
    ⅲ.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운영할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프랜차  
       이즈를 제안했던 기간 
    ⅳ. 각 전신 및 계열사가 “가맹점이 운영할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대하  
       여 프랜차이즈를 제안했던 기간
    ⅴ.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 부문에서 프랜차이즈  
       를 제안했는지의 여부
      a.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설명
      b. 각각의 다른 부문에서 매도된 프랜차이즈의 개수 
      c. 가맹본부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제안을 했던 기간
    ⅵ.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하여, 각 전신 및 계열사가 다른 사업 부문에서 프  
       랜차이즈를 제안했는지의 여부 
      a. 각각의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한 설명
      b. 각각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 매도된 프랜차이즈의 개수 
      c. 각 전신(predecessor) 및 계열사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제안을 했던 기간
  제2항 : 사업 경험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에 관련하여 관리 책임을 이행 할 이사, 신탁관리자  
   또는 일반 파트너, 주요 임원 및 기타 중역 또는 준가맹본부의 각 사업 경험을  
   성명(명칭)과 직위 별로 열거해야 한다. 모든 프랜차이즈 중개인(broker)을 열거  
   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각자의 주요 직업과 고용주를 명기해야 한다. 
  제3항 : 소송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전신, 제2항에서 명시된 자 또는 계열사가 가맹본부의 주  
   요 상호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를 제안하는지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A. 중죄, 프랜차이즈 규약에 대한 위반, 독점 금지법 또는 증권법에 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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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기만적(사기적) 전환, 자산의 유용(착복, 배임), 불공정하거나 기만  
      적인 관행, 또는 그와 필적할만한 민사 관련 또는 경범죄를 주장하는 자에   
      관련하여 계류 중인 행정적, 형사적 또는 민사적 소송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  
      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소송 이외에 가맹점의 수, 규  
      모, 특성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또는 그 사업 운영에 대한 재무 상태 등의  
      맥락에서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포함시킬  
      때, 당사자들의 성명, 계류 중인 소송의 특성 및 현황, 재판 장소, 공개해야   
      한다. 변호인단의 요약 의견(summary opinion)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변호인  
      의 동의가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 가맹본부는 소  
      송에 관련하여 변호인단의 요약 의견을 포함시킬 수 있다.
    B. 등록 신청 직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중죄로 인하여 유죄선고 받았거나  
      중죄 기소에 대하여 불항쟁(nolo contendere) 답변했는지의 여부. 또는, 경범  
      죄로 유죄선고 받았거나 경범죄 기소에 대하여 불항쟁 답변했거나 다음을 주  
      장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 프랜차이즈 규  
      약 위반, 독점금지법 또는 증권법에 대한 위반, 사기, 횡령, 기만적(사기적) 전  
      환, 자산의 유용(착복, 배임),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주장 또는  
      그와 필적할만한 주장.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성명, 유죄  
      선고가 내려진 일자 및 재판 장소, 또는 재판 일자, 벌칙금 또는 평가된 손해  
      배상금 또는 합의 조건이 명기되어야 한다. 
    C. 공공기관이 제기한 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소송 또는 소송(법적) 절차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금지명령 또는 제한 명령 또는 법령(칙  
      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캐나다 프랜차이즈, 증권, 독  
      점금지법, 거래 관련 규정 또는 거래 관행 관련법에 의거하여 현재 유효한   
      금지명령 또는 제한 명령 또는 법령(칙령)을 적용 받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2) 증권거래법(1934)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국가 증권협회 또는 국가 증권거래  
      소의 현재 유효한 명령을 따르도록 요구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3)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 에이전트로서의 라이선스(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을  
      포함하여 공공 기관이나 부서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어떠한 다른 사업에 관  
      련하여 현재 유효한 금지명령이나 제한 명령을 따르도록 요구되고 있는지의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자(者)의 성명, 공공 기관, 협회 또는 거래소의   
      명칭, 법원 또는 기타 재판소의 명칭, “공공 기관, 협회, 거래소 또는 법원”에  
      의해 확인된 주장이나 사실에 대한 요약, 해당 명령이나 법령(칙령)의 일자,   
      특성 및 조건 
  제4항 : 파산(Bankruptcy)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 일자의 직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  
    본부의 계열사, 전신(predecessor), 임원 또는 일반적인 파트너가 (a) 미국 파산  
    법에 따른 소송 개시를 위해 채무자의 자격으로(또는 채무자에 반하여) 청원서  
    를 제출했거나 (b) 미국 파산법에 따라 채무를 이행했거나, (c) 회사나 합명회사  
    사에서 임원 또는 프랜차이즈의 파트너 일반 직위를 보유하던 기간 동안 또는  
    그러한 직위에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국 파산법에 따른 소송 개시를 위  
    해 채무자의 자격으로(또는 채무자에 반하여) 청원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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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회사의 주요 임원 또는 합명회사의 일반 파트너  
    였는지의 여부. 만약 그렇다면, 미국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인 자의 성명 및/또  
    는 회사의 명칭, 소송 일자 및 중대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제5항 : 최초 프랜차이즈 요금
    최초 프랜차이즈 요금을 공개해야 하며 그 요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조건을  
    기술해야 한다. 
    A. 최초 요금 또는 지급금이 일시불 지급 가능하거나 분할지급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요금 또는 지급금이 사용될 용도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B. 최초 요금 또는 지급금이 균일적이지 않은 경우, 요금 액수가 결정되는 공식  
      을 공개해야 한다. 
  제6항 : 기타 요금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복적 요금   
    또는 개별적 요금이나 지급액” 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가 제3자  
    를 대신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반복적 요금,   
    개별적 요금이나 지급금”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기타 요금 및 지급금의 계산  
    을 위해 사용되는 공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금이 환불 가능한 경우, 각 요금  
    이나 지급금이 환불 가능한 조건을 기술해야 한다. 
  제7항 : 최초 투자
    아래의 지출 관련 사항을 공개하면서 지급금의 수취인, 지급 기일, 각 지급액의  
    환불 가능성, 각 지급에 대한 환불 조건을 기술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점의 최초 투자금 일부에 대한 자금 조달(융자)이 가능한 경우, 이자를 포  
    함하여 대출 상환 추정액을 공개야 한다. 
    A. 구매된 자산이든 임대된 자산이든, 부동산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최대 및  
      최소 범위를 통해 구매 자산 및 임대 자산에 대한 추정이나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유형, 위치 및 건물 규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B. 구매되었든 임대되었든 불문하고, 장비, 설비, 기타 고정 자산, 공사, 리모델  
      링, 임차지 개량(임차자 개량물) 관련 사항, 장식 비용 
    C. 운영이 요구되는 재고
    D. 보증금(security deposit), 공과금 예치금(utility deposit), 사업 허가, 기타 선  
      지급 비용
    E.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및 프랜차이즈의 최초 단계에서 가맹점이 지  
      출하도록 요구되는 추가 자금 금액
    F. 가맹점이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기타 지급액
  제8항 :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처에 대한 제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피지명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대해야 하거나 가맹본  
    부가 승인한 공급업체 또는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 구  
    매 또는 임대해야 하는 가맹점의 의무를 공개해야 한다. 
    A. 가맹사업의 개시 또는 운영에 관련된 제품, 서비스, 공급품, 비품, 장비, 재   
      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동산 
    B. 가맹본부가 규격을 명시 및 변경하거나 공급업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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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C.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가 승인된 공급업체이거나 승인된 유일한  
      공급업체인지의 여부, 및 공급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주
    D.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가 요구되는 구매나 임대로부터 수익 또는  
      기타 중요한 대가를 창출하는 또는 창출 가능한 정확한 기반
    E. [가맹사업 개시 및 운영시에, 가맹점의 전체 제품/서비스 구매와 임대]에 대  
      한 [그러한 요구되는 구매와 임대]의 추정되는 비율 
    F. 구매 또는 유통 조합의 존재
  제9항 : 가맹점의 의무
   계약 체결 후 프랜차이즈 및 기타 계약에 따른 가맹점의 주요 의무를 공개해야  
   한다. 
    A. 가맹점의 의무를 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의 의무를 명시한 계약  
      서의 절 및 가맹점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설명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항목을 언급해야 한다. 
    B. 상기 표는 아래에 열거된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 한다. 어떠한 범  
      주에 대한 답변이 “부과된 의무 없음”인 경우, 표에서 그러한 사실을 제시해  
      야 한다. 범주의 명칭을 변경하면 안 된다. 열거된 범주에 맞춰 모든 의무를  
      기술해야 한다. 다른 중대한 의무가 규정된 범주 외에 해당하면, 필요에 따라  
      범주를 추가할 수 있다. 가맹점의 의무에 대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ⅰ. 현장(영업장소) 선택 및 획득/임대
      ⅱ. 개업전 구매/임대
      ⅲ. 현장(영업장소) 개발 및 기타 개업전 요구사항
      ⅳ. 최초 및 지속적인 교육
      ⅴ. 개업
      ⅵ. 요금
      ⅶ. 기준 및 정책/운영 매뉴얼에 대한 준수
      ⅷ. 상표 및 독점정보
      ⅸ. 제안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제한
      ⅹ. 보증 및 고객 서비스 요구사항
      ⅺ. 영업지역 개발 및 판매할당(sales quota) 
      ⅻ. 지속적인 제품/서비스 구매(매입)
      ⅹⅲ. .  유지관리, 외관 및 리모델링 요구사항
      ⅹⅳ. .  보험
      ⅹⅴ. .  광고
      ⅹⅵ. .  손해배상(indemnification)
      ⅹⅶ. .  소유자의 참여/관리/직원채용(충원)
      ⅹⅷ. .  기록 및 보고
      ⅹⅸ. .  검사 및 감사
      ⅹⅹ. .  양도(이전)
      ⅹⅺ. .  갱신
      ⅹⅻ. .  종료 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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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ⅹⅲ. .  경쟁금지 계약
      ⅹⅹⅳ. .  분쟁 해결
      ⅹⅹⅴ. .  기타 (설명)
    C. 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기술해야 한다. 
      “이 표는 프랜차이즈 계약 및 기타 계약에 따른 귀하의 주요 의무를 열거합  
      니다. 이 표를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 기타 계약 및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  
      문의 다른 항목에 명시된 귀하의 의무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  
      실 수 있습니다.” 
  제10항 : 자금조달(financing)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에이전트나 계열사가 가맹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안하는  
    각 자금조달 협약(financing agreement)의 조건을 공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  
    해야 한다. 
    A. 어떠한 문서에 명시된 방어(변호) 또는 유사한 조항의 포기 
    B. 자금조달 협약의 전체나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판매), 양도 또는 할인하는  
      가맹본부의 관행, 또는 그러한 가맹본부의 판매, 양도 또는 할인 의도 
    C. 자금대여자(lender)와 공동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가맹본부 또는 계열사(들)  
      에게 이루어지는 지급
  제11항 : 가맹본부의 의무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A.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전에 가맹본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기술해야 한  
      다. 그러한 이행을 요구하는 계약의 조건을 절(section)별로 인용해야 한다. 
    B. 가맹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가맹본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C.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사업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D.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기 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초의 대가(보수) 지급  
      시기와 가맹점 사업 개시 간의 일반적인 기간 
    E. 다음을 포함하여,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
     ⅰ. 교육 프로그램의 장소, 기간 및 일반적인 개요
     ⅱ.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될 빈도
     ⅲ. 교육 강사의 가맹본부 업무 경험
     ⅳ. 가맹점에 부과될 요금.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교통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요구되는 자
     ⅴ.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이지 않은 경우,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교육 프  
       로그램에 등록된 신규 가맹점의 비율(%) 
     ⅵ.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또는 단기 재교육이 요구되는지의 여부
  제12항 : 영업 지역
   가맹점에게 허용된 배타적인 영업지역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가맹점의 위치  
   (배타적 영업지역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하여, 다음을 공개해  
   야 한다. 
    A.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을 설립했거나   
      설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B.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소유 직판점(outlet)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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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채널을 설립했거나 설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C.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가 다른 프랜차이즈 또는 다른 회사 소유  
      의 직판점 또는 다른 유통 채널을 설립하여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표 하에 판매하거나 임대했는지 또는 판매/임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D. 가맹점의 영업지역 배타성의 지속성이 특정 매출 및 시장 침투 수준의 달성  
      에 따라 또는 다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지의 여부. 또한, 가맹점의 영업지역  
      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제13항 : 상표
    다음을 포함하여, 가맹점에게 인가되는 주요 상표에 대하여 공개해야 한다. 
    A. 주요 상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 각 상표 등록자에 대하여,  
     등록 일자 및 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해당 상표 등록이 주요 등록부 또는  
     보조 등록부에 등재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술해야 한다. 
    B. 주요 상표가 관여된 특허청, 특허 재판 및 항소 위원회 및 법원의 현재 유효  
     한 중대한 판결, 주요 상표가 관여된 계류 중인 침해 소송절차, 이의제기 또는  
     취소(철회) 소송절차, 주요 상표가 관여된 중대한 계류 중인 소송 
    C. 프랜차이즈에게 중대한 방식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권리 또는 등록 상표 사용을 인가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  
     하는 현재 유효한 계약 
    D.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의  
     여부,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초래된 침해 클레  
     임이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해야 하는지의 여부
    E. 가맹본부가 본 주(州) 또는 가맹사업이 위치한 해당 주(州) 내에서 주요 상표  
     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권리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우  
     선권(superior prior right)” 또는 “침해적 사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의 여부 
  제14항 : 특허, 저작권 및 독점정보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에게 중대한 특허 또는 저작권에 대하여 권리를 소유하  
    고 있는 경우, 그러한 특허와 권리에 관하여 서술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러한 특허와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특허와 권  
    리의 기간에 대하여 기술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저작권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특허  
    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제13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맹본  
    부가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독점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기밀  
    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가맹점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 및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제15항 : 실제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대한 참여의 의무 
    가맹사업의 직접적인 운영에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가맹점의 의무에 대하  
    여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참여를 권장  
    하는지의 여부를 서술해야 한다. 
  제16항 : 가맹점의 판매 항목에 대한 제한
    가맹점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부과한 제한이  
    나 조건, 또는 가맹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대상인 고객을 제한하는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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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의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제17항 : 갱신, 종료, 양도 및 분쟁해결
    프랜차이즈 관계의 종료, 갱신, 양도, 분쟁해결 및 기타 중요한 측면을 규정하는  
    프랜차이즈 및 기타 계약의 조항들을 요약해야 한다. 
    A. 아래의 서술과 함께, 제17항에 따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 표(Table)는 프랜차이즈 및 관련 계약의 중요한 특정 조항을 열거합니다.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에 포함된 이러한 조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 정보를 표 양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각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의 절을  
      참조해야 한다. 
    C. 이 표는 공개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요약” 열(column)을 포함해야 한  
      다. 그러한 요약은 몇 단어 또는 한 문장 이하로 각 조항에 대한 간략한 개  
      요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이 포함하는 모든 사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D. 표는 아래에 열거된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 한다. 범주의 명칭을   
      변경하면 안 된다. 각 범주에 관련된 계약 조항 전체를 열거해야 한다. 범주  
      에 대한 답변이 “관련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기술된 경우,  
      표에서도 동일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계약이 어떠한 범주에 관련하여 묵시적  
      이지만 가맹본부가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혜택이나 보호를 가맹점에게 일방  
      적으로 제안한 경우, 각주에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며 그  
      러한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술해야 한다. 그러한 범주는 아래  
      와 같다. 
      ⅰ. 프랜차이즈 기간 
      ⅱ. 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ⅲ. 갱신이나 연장을 위해 가맹점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
      ⅳ. 가맹점에 의한 종료
      ⅴ. 어떠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에 의한 종료 
      ⅵ. 어떠한 사유에 따라, 가맹본부에 의한 종료
      ⅶ. "원인" 파악 완료 - 시정 가능한 결함
      ⅷ. “원인" 파악 완료 - 시정 불가능한 결함
      ⅸ. 종료/비갱신(갱신 거부)시에 가맹점의 의무사항
      ⅹ.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 양도”
      ⅺ. 가맹점에 의한 양도 – 정의됨
      ⅻ. “가맹점에 의한 양도”에 대한 가맹본부의 허가 
      ⅹⅲ. .  양도에 대한 가맹본부의 허가 조건
      ⅹⅳ. . 가맹점 사업 획득(인수)을 위한 가맹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ⅹⅴ. .  가맹점 사업의 매수를 위한 가맹본부의 선택권
      ⅹⅵ. .  가맹점의 사망 또는 장애
      ⅹⅶ. .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경쟁을 금지하는 계약(경쟁금지 계약)
      ⅹⅷ. .  프랜차이즈 종료 또는 만료 후에 경쟁을 금지하는 계약(경쟁금지 계약)
      ⅹⅸ. .  계약의 변경
      ⅹⅹ. .  통합/합병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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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ⅺ. .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ⅹⅻ. .  재판 장소(재판지)의 선택
      ⅹⅹⅲ. .  법률 선택
  제18항: 공인(公人, public figures)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A. 다음으로 인하여 공인에게 제공되거나 약속된 보상이나 기타 혜택
      ⅰ. 프랜차이즈 명칭이나 상징에 공인을 사용한 경우
      ⅱ. 가맹 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를 지지하거나 추천한 경우
    B. 공인이 가맹본부의 실제적 관리나 지배(통제)에 관여하는 범위
    C. 가맹본부에 대한 공인의 투자금 총액 
  제19항 : 수익 주장(earning claim)
    A. 프랜차이즈 제안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주장”은 그 모든 내용이 프랜  
      차이즈 제안 안내문에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시 “수익 주장” 이 이루  
      어진 당시에 타당한 근거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수익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래에 규정된 ‘반증적 공개문(negative disclosure)”이 “수익 능력  
      에 관한 보증”이라는 제목 하에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의 제19항에 포함되  
      어야 한다. 
      ⅰ. 정의 : “수익 주장”은 가맹 사업체 또는 비가맹 사업체의 실제적 또는 잠  
         재적인 특정 수준 또는 범위의 매출, 비용, 수입(income) 또는 이윤을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로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에이전트”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의 에이전트”를 대신하여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되거나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의 에이전트”의 지시에 따라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  
         보이다. 다양한 변수(총매출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격 및 수량 등)의  
         조합에 기초하여 가능한 결과를 입증할 목적으로 제시되는 차트, 표 또는  
         수학적 계산은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수익 주장”으로 성립된다. 매도를 위  
         해 제안되고 있는 특정 사업체의 실제적 사업운영 결과만을 기반으로 하  
         는 “수익 주장”은 본 항목에 대한 준수가 면제된다. 단, 그러한 면제는 “수  
         익 주장”이 해당 사업체의 잠재적 매수자에게만 제시되었고 이전 3년의   
         기간 동안의 해당 사업체의 각 소유자 성명과 최근 알려진 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ⅱ. 추가 수익 주장 : 가맹본부가 본 항에 따라 수익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과는 별도로 특정 장소 또는 상황에   
         대한 수익 주장(수익 주장서)을 가맹 희망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추가 수  
         익 주장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또  
         한, 추가 수익 주장은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에 포함된 수익 주장에서   
         발견된 불일치를 해명해야 하며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ⅲ. 요구사항의 범위: “수익 주장”은 프랜차이즈 제안에 관련하여 요구되지 않  
         는다. 그러나 수익 주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 주장은 본 항을 준수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증적 정보공개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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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매출, 비용, 수입 또는 이  
         윤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이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정보는 사업체 마다 차이가 있으며 [가맹본부]는 특정 프랜차이  
         즈의 이익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B. “수익 주장”은 사실적 기반에 대한 설명 및 “수익 주장(수익 주장서)”의 작성  
     과 제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중대한 가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  
     는 “데이터”, “방법”, “이익 추정의 근거에 대한 계산”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  
     지 않는다. 
      ⅰ. 사실적 근거 : 수익에 대한 사실적 근거는 가맹점의 미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포함한다. 그러한 사실적 근거는 예를 들어 가맹  
         점의 운영에 기본적인 경제적 상황 또는 시장 상황을 포함하며 특히 가맹  
         점의 매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용, 영업 비용 등에 영향을 끼  
         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포괄한다. 충분한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관계자 또는 그러한 자의 가맹점의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성과에 기초하여 수익 주장을 할 수 있다.  
         단, 가맹본부에게 알려져 있거나 타당하게 확인 가능한 경제적 상황 또는  
         시장 상황에 어떠한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불일치를 공개해  
         야 한다. 
      ⅱ. 기본 공개: “수익 주장”은 다음을 명기(포함)해야 한다. 

a. 주지의 사실 이외에, 수익 주장의 기반이 되는 중대한 가정
b. 수익 주장이 가맹 사업체의 실제적 경험에 기초하는지의 여부. 수익 주  

         장이 실제적 경험에 기초한 경우, 수익 주장은 수익 주장이 적용되는 기  
         간 동안 운영된 가맹 직판점들 중에서 진술된 결과(성과)를 실제적으로 달  
         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가맹 직판점들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c. 미래 성과에 관련한 클레임에 관련하여, 신규 가맹점의 개별 재무 성과  
         가 “수익 주장”에서 제시된 성과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명  
         백한 경고

d. 수익 주장” 작성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요청에 따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문구
  제20항 : 직판점 목록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A. 가맹본부로부터 가맹 영업권을 획득했고 제안된 프랜차이즈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프랜차이즈의 수 및 가맹본부의 최근 3 회계 연도 중 각 회계  
     연도의 종료 시점에서 가맹본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직판점의 수를 공개해야  
     한다.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는 아직 운영 중이지 않은 프랜차이즈로부터 분리  
     해야 한다. 현황 별로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 각 범주에 속한 프랜차이즈의 개  
     수의 합계를 공개해야 한다. 
    B. 모든 가맹점의 명칭, 모든 가맹점의 직판점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  
     다. 가맹본부는 주(州) 내 모든 가맹점 직판점의 관련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  
     지만, 그러한 가맹점 직판점의 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연접한 모든 주   



- 117 -

     (州)의 가맹점 직판점 수를 공개한 후에 최소한 100개의 가맹점 직판점이 열  
     거될 때까지 다음으로 가장 근접한 주(州) 내의 가맹점 직판점 개수를 공개해  
     야 한다. 
    C. 가맹본부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년 동안 판매될 것으로 예상  
     되는 프랜차이즈의 개수(추정치)
    D. 가맹본부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직전 3년 동안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맹점 직판점의 개수
      ⅰ. 지배적 소유권을 양도한 직판점
      ⅱ. 가맹본부에 의해 해지 또는 종료된 직판점
      ⅲ. 가맹본부에 의해 갱신 거부된 직판점
      ⅳ. 가맹본부가 재인수한 직판점, 또는
      ⅴ. 시스템 내에서 사업을 달리 중단한 것으로 가맹본부에게 타당하게 알려  
         진 직판점 
    E. 가장 최근 종료된 회계연도 동안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종료, 해지, 갱신  
      거부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모든 가맹점 또는  
      신청 일자부터 10주 이내에 가맹본부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모든 가맹점의  
      명칭, 최근의 알려진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제21항 : 재무제표
    일반회계원칙(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독  
    립적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완료한 재무제표이어야 한다. 미감사 재무제표는  
    임시적인 기간 동안만 사용 될 수 있다. 아래의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일 전 “2년의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또한, 가맹  
     본부의 최근 3년의 회계연도의 각 연도에 대한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statement of stockholders’ equity), 현금 흐름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가장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재정운영표가 신청일 전 90일을 초과하는 어떠한  
     일자의 것이라면, 신청일 90일 이내의 어떠한 일자의 미감사 대차대조표 및   
     재정운영표를 제출해야 한다. 
    B. 계열사의 재무제표. 제21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대신에, 가맹본부는 계열  
     사의 재무제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이는 계열사의 재무제표가 제21A항을  
     충족시키고 계열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의 임무와 의무를 부담  
     할 것임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보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계  
     열사는 뉴욕주 내에서 소송개시서류의 송달에 대한 동의서를 국무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C. 연결 재무제표 및 개별 재무제표
      ⅰ. 가맹본부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연결 재무 상태)를 반  
        영하기 위해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통합되어야 한다. 
      ⅱ. 신청인이 준가맹본부인 경우, 해당 준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재무제표뿐  
        만 아니라 자신의 재무제표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제22항 : 계약
    가맹본부 또는 프랜차이즈 제안에 관련하여 본 주(州)내에서 사용 가능한 사본  
    으로서, 프랜차이즈 계약, 임대, 옵션 및 구매 계약 등을 포함하여 제안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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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3항 : 수령(receipt)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의 마지막 페이지는 가맹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제안 안  
    내문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분리 가능한 문서이다. 이러한 수령 확인서는  
    볼드체(강조체)로 작성된 아래의 서술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은 프랜차이즈 계약 및 기타 정보를 이해하기 쉬  
     운 말로 요약합니다.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 및 제반 계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프랜차이즈를 제안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 중  
     더 빠른 일자까지 본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1) 본 프랜차이즈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개인적 회의가 개최된 일자, 또는
     (2) 어떠한 구속력 있는 계약에 서명하기 10 영업일 전, 또는
     (3)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에이전트에게 지급하기 10 영업일 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최소한 5 영업일 전에 모든 중대한 조건을 명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수령해야 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이 정시  
     에 송달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중대한 누락  
     이 있는 경우, 이는 연방법 및 주정부법에 대한 위반으로 성립되며 다음의 연  
     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D.C. 20580) 및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w, 120 Broadway, 23RD   
     Floor, New York, N.Y. 10271)로 보고되어야 한다. 
     A. 수령 확인서 사본 2부(1부는 가맹점이 보유하고 다른 1부는 가맹본부가 보  
       유하기 위함)를 작성한다. 
     B. 프랜차이즈를 제안하는 준가맹본부 또는 프랜차이즈 중개인(broker)의 명   
       칭, 주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한다.
     C. 모든 첨부된 별지(Exhibits)의 명칭을 열거한다. 
     D. 효력 발생일: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로부터 효력 발생일이 통보될 때까지   
       공란으로 남겨 둠)

200.3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등록 신청
(a) 신청서 작성 :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면 페이지 활용 양식(UFRA-A).
  2. 본 부(Part)의 제(2) 및 (3)항 200.2 (c) 절에 따라 가맹본부가 고용한 각 프랜차  
    이즈 영업사원에 관련된 서술문(statement) 및 그러한 영업사원의 신원과 소송  
    이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추가 정보 페이지” 
  3. 신청 확인서(UFRA-C).
  4. 판매 에이전트 정보 공개 양식(UFRA-E).
  5.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또는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의 사본 2부 
  6. 프랜차이즈 제안이나 매도에 관련하여 사용될 광고 사본 2부
  7. 소송개시서류의 송달에 대한 동의서(UFRA-D).
  8. 적용 가능한 경우, 이행 보증 양식(UFRA-F)
(b) 정보공개서 : 각 공개 항목은 항목별로 요구되는 정보를 완전히 포함하는 서술
문 또는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한 서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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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어야 한다. 
(c) 준가맹본부 :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가 ‘준가맹본부’인 경우, 신청서는 가맹
본부에게 요구될 때와 마찬가지로 준가맹본부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준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는 서명 페이지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d) 신청서의 서명 : 신청서는 최고경영자(CEO) 또는 신청인의 일반 파트너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임장을 보유한 대리인이 신청서 및 프랜차이즈 제안 설
명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신청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
해 해당 대리인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 위임장에 따른 권한으로 신청인을 대신하
여 서명된 경우, 신청서는 승인하는 “기업 또는 합명회사 결의안(corporate or 
partnership resolution)”의 사본을 별지로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다
음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서 및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이며 
중대한 누락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후에 나타난
(알려진) 중대한 정보는 본 부(Part)의 제200.5절에 따라 수정을 통해 즉시 공개될 
것이다. 
(e) 회계사의 수기 서명에 의한 동의 : 모든 신청서에는 “독립적인 공인 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완료한 재무제표”를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 회계사가 수기 서명한 동의서 또는 동의서의 복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f) 등록 수정을 위한 신청: 등록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수정은 아
래의 문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수정의 횟수를 명기한 “양면 페이지 활용 양식(UFRA-A)” 
  (2) 신청 확인서(UFRA-C).
  (3) 수정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2부(1부는 빨간색 밑줄을 그어 수정되는 내용  
     을 보여주어야 함)
(h) 신청서 및 양식은 문서, 서신 및 기타 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투자자보호 
증권국(Bureau of Investor Protection and Securities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w, New York, N. Y.)으로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ⅰ)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의 조치: 
    (1)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또는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수정본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또는 그 수정본이 제출을 위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  
      는 서신을 발급하거나 등록 신청서, 제안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또는 그  
      수정본에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공개된 정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통  
      보하는 대안적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결함 통보서신을 접수한 후에 가맹본  
      부가 신청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또는 그 수정본을 재제출한 경우,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그 수정본이 재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제  
      안 설명서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하는 서신 또는 추가적 결함이 있음을 통보하  
      는 서신을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제출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또  
      는 그 수정본이 접수될 때까지 또는 가맹본부가 등록 신청이나 수정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2)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법  
      률이나 규정에 따라 수정이 신청된다면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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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안 또는 매도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달리 조  
      언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가맹본부의 신청에 대  
      하여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이권을 계속 제안, 매도 또는 광고할  
      수 있다. 
    (3) 수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권을 가맹본부가  
      제안, 매도 또는 광고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등록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   
      서』를 피제안자에게 제공할 때에 “수정 신청”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보고되었거나 뉴욕 주정부 법무부  
      서에 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제안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또한,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제출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수정본을 접수 및 등  
      록한 경우, 그 수정본의 사본을 피제안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피제안자가 가  
      맹본부에게 지급한 자금은 확인을 거쳐 별도의 은행 계좌에 신탁될 것이며   
      등록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수정본 사본이 피제안자에게 제공된 날  
      부터 10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자금의 신탁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피제  
      안자가 등록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수정본 사본을 수령하기 전에 또  
      는 등록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수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피제안자는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를 취소한 경우, 가맹본부는  
      신탁 자금을 피제안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피제안자가 등록된 『프랜차  
      이즈 제안 설명서』의 수정본을 수령하기 전에 또는 등록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의 수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기간 동안 피제안자가 매도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 그 수정본의 접수는 효력을 발생하며 자금은 신탁에서 해제  
      되고 가맹본부와 피제안자 간의 동의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수정본의 등록을 거부한 경우, 가맹본  
      부는 그러한 거절 즉시 신탁 자금을 피제안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00.4 “프랜차이즈 판매 에이전트” 등록의 거부, 중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칙
(a)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프랜차이즈 판매 에이전트”가 다음에 해당함을 확인 
한 경우 프랜차이즈 매도 에이전트의 등록을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 제33조에 따라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게  
    제출한 어떠한 신청서, 통지문,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또는 보고서나 서술문  
    (statement)에서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 있는 경우
  (2) 어떠한 신청서, 통지문, 서술문,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 또는 보고서에서 어  
    떠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또는 어  
    떠한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프랜차이즈의 제안이나 매도에서 사취(defraud)를 목적으로 어떠한 책략, 계략  
    이나 술책을 사용한 경우
  (4)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또는 해당 서술문이 작성된 정황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제안이나 매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서술을 위해 필요  
    한 중대한 사실의 서술을 누락한 경우
  (5) 프랜차이즈 제안이나 매도에서 어떠한 자에 대한 사기나 기만을 목적으로 하  
    는 어떠한 행위나 관행 또는 사업 수행 방식에 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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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 제33조 조항을 위반했거나, 프랜차이즈 제  
    안 설명서 등록의 유효성을 위한 조건을 위반했거나, 일반사업법 제33조 등록  
    조항에 대한 면제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어떠한 자를 본 조에 따른 어떠한 임무나 책임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해 해제,  
    양도, 퇴거(vacation), 포기 또는 금반언(estoppels)에 동의하도록 가맹점에게 요  
    구한 경우
(b) 법원이나 규제 당국이 등록자가 사기적 행위로 유죄라는 최종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경우,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프랜차이즈 매도 에이전트의 등록을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c) 제3조[¶ 5320.05]   “주정부 행정 소송절차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공청회 후
를 제외하고 본 법률 하에서 결정은 내려질 수 없다. 

200.5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대한 수정
(a)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의 제683.9에 따라, 가맹본부는 애초에 제출했
거나 수정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에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
면 제안 수정을 신청하여 그러한 중대한 변경사항을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b) 일반사업법 제683.9조에서 사용된 “중대한 변경”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1) 3개월의 기간 동안 위치(소재지)에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들 중 10  
    개 또는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들 중 10% 중에서 더 적은 개수의 프랜차이즈  
    들의 종료, 폐쇄 또는 미갱신(갱신 거부)
  (2) 연속적인 6개월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기존 프랜차이즈 개수의 5%를 초과하  
    는 프랜차이즈들을 매수한 경우 
  (3)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프랜차이즈 요금의 변경
  (4) 가맹본부의 경영 상태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아래에 대한  
    변경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가  
       맹점의 의무의 변경
    (ⅱ) 가맹점이 자신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한이나 제약
    (ⅲ) 가맹본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변경 
    (ⅳ)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협약 및 그 개정판의 변경
    (ⅴ) 어떠한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순손익(net profit or loss)에 5% 이상의 변화  
       를 초래하는 가맹본부 회계 시스템의 변경
    (ⅵ) 서비스, 제품 또는 모델 라인의 변경
  (5)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완료된 재무제표 

200.6 자금의 몰수(impoundment)
(a) 가맹본부가 제안에 포함된 부동산, 개선물, 장비, 재고, 교육 또는 기타 항목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금융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알게 된 경우,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가맹본부가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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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때까지 가맹점 또는 준가맹본부가 지급한 프랜차이즈 요금 및 기타 자금의 
전액을 제3자 예탁(에스크로: escrow)을 할 수 있다. 
(b) 에스크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에스크로 자금의 보유자가 된다. 가맹본부는 
뉴욕에 소재한 국립 은행 또는 뉴욕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개설된 에스크로 계정
에 그러한 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계정은 오직 에스크로 자금 만을 포함하
며 가맹본부의 다른 계정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이다. 
(c) 그러한 방식으로 예치된 모든 수익은 가맹점의 자산이며 가맹본부의 선취득권
(lien) 또는 요금, 판결, 압류(garnishment) 또는 채권자 클레임을 적용 받지 않는다. 
(d) 가맹본부 및 은행 또는 신탁 회사는 가맹본부의 에스크로를 개설할시에 에스크
로 계정에 관련된 은행 또는 신탁 회사의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뉴욕 주정
부 법무부서에 부여하고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에스크로 계
정의 현황에 대한 명세를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 
(e) 에스크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일반사업법 제681절에 정의된 프랜차이즈 요
금의 지급에 따라 구매 영수증을 각 가맹점 또는 준가맹본부에 송달해야 하며 그러
한 구매 영수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며 해당 
자금이 가맹본부에 의해 제3자 예탁된 상태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을 기
술하고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나 신탁 회사의 명칭 및 주소, 계좌명, 계좌번호를 명
기해야 한다. 구매 영수증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고 4부로 작성되어야 
한다. 구매 영수증 원본은 가맹점 또는 준가맹본부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첫 번째 
사본은 수령된 자금과 함께 은행이나 신탁 회사에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본
은 가맹본부가 보유하며 세 번째 사본은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발송되어야 한다. 
(f)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프랜차이즈 수립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가맹
본부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게 만족스러운 정도로 입
증한 후에 “명시된 가맹점 또는 준가맹본부”에 적용 가능한 에스크로 자금의 금액
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해야 한다. 
(g) 제3자 예탁된 자금이 가맹본부에게 유입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모색하기 위해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된 신청은 검증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프랜차이즈 매도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에스크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이나  
    신탁 회사에 예치되도록 요구한 가맹본부의 서술문(statement)
  (2) 자금을 에스크로에서 해제시켜야 하는 가맹본부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  
    는 가맹점의 검증된 서술문
  (3) 행정관(administer)이 요구하는 경우 공탁소(depository)에 예치된 에스크로 자  
    금 총액을 명기하고 적절한 사무관의 서명이 첨부된 은행 또는 신탁 은행의 서  
    술문 
  (4) 가맹점 또는 준가맹본부의 명칭, 가맹점 또는 준가맹본부의 계정에 대한 제3  
    자 예치(에스크로) 금액 
  (5)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및 해제가 모색되는 자금에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과 그 조항에 따라 부동산, 개선물, 장비, 재고, 교육 또는 기타 품목을 제공해  
    야 할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6)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타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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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본 계약의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뉴욕 프
랜차이즈 법률이나 규정의 어떠한 조항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프랜차이즈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가맹본부에게 수여된 ‘자금 해
제 권한’을 철회하고 자금 전액을 가맹점에게 반환하도록 가맹본부에게 명령할 수 
있다. 
  (ⅰ) 에스크로를 대신하는 보증증권(surety bond) 제공
    (1) 에스크로를 시행하는 대신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경우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보증회사 보증증권을 제공  
      할 수 있다. 
    (2) 보증회사는 뉴욕 내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야 한다.
    (3)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보증증권의 최초 금액을 결정할 때 제안, 수여 또  
      는 매도되는 프랜차이즈의 개수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프랜차이즈 요금 및 기  
      타 요금의 금액을 고려해야 하며 동일 요인들을 활용하여 해당 금액을 공익  
      에 부합하게 변경해야 한다. 
    (4) 가맹본부가 제안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거하여 부동산, 개선물,   
      장비, 재고, 교육 및 기타 항목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가 판단한 경우, 보증회사는 채권자(oblige)로서 프랜차  
      이즈 요금에 대한 각 가맹점의 기여도에 따라 모든 가맹점들의 이득을 위해  
      보증증권 금액을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지급해야 한다. 

200.7 면제에 관련된 규칙
일반사업법 제684.2(c)(4)절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본 부(Part)의 200.2(c) 제
(2)-(4)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맹본부 관계자의 
신원 및 사업 경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0.8 연간 보고서(연례 보고서) 요구사항
가맹본부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동안 가맹본부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a) 각 프랜차이즈의 명칭 및 주소, 매도 일자, 프랜차이즈를 매수한 자의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b) 본 절의 소항(a)에 열거된 각 프랜차이즈의 매도에 후에 지급된 대금 및 신용조
건(credit terms)
(c) 독립적인 공인 회계사가 작성했고 감사 완료된 가맹본부의 연간 재무제표의 사본

200.9 영업 자료의 제출
(a) 가맹 희망자에게 배포 및 전달될 목적으로 가맹 희망자의 주소로 발송될 팸플
릿, 회람, 양식 서신(form letter), 광고, 영업 자료 또는 광고 커뮤니케이션 자료(이
하 “영업 자료”)는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미리 제출되지 않은 한 배포되거나 전달
될 수 없다. 
(b) 영업 자료는 최소한 의도된 사용일 7일 전에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되어
야 하되, 가맹 희망자에게 배포될 목적으로 가맹 희망자의 주소로 발송될 영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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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내에서 제시될 문구 및 주제가 포함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c) 영업 자료는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대하여 
불일치하는 표현이나 진술을 포함할 수 없다. 영업 자료 제출시에 가맹본부는 제출
된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대하여 영업 자료에 불일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
인해야 한다. 
(d) 본 법률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제안에 관련하여 모든 영
업 자료는 읽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된 아래의 서술문을 포함해야 한다. 
   “본 광고는 제안이 아닙니다. 제안은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우선 제출된 프랜  
   차이즈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만 이루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출은 법무부서의  
   자동적인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 상기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술문(statement)은 모든 회람, 전단, 카드, 서신의 
표지 페이지 및 프랜차이즈 제안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것에 관련된 기타 자료의 
표지 페이지에 유사한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f) 본 절 소항(d)에 관계없이, 길이가 5인치 이하이고 인쇄된 폭의 열(column) 이 1
개 이하인 모든 분류된 유형의 광고 및 방영 시간이 30초 이하인 모든 방송 광고에
서는 본 절 소항(d)에서 요구되는 서술문 대신에 아래의 서술문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프랜차이즈 제안 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g) 본 주(州) 내에서 등록되었지만 본 주(州)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관련된 영업 자료는 본 주(州) 이외의 지역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이거나 정규적이거나 유료의 선의의(bona fide)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에 포함
될 수 없다. 

200.10 등록에 대한 면제
(1) 기존 가맹점에 대한 판매양식은 일반사업법 제684.3 (d)절에 의거하여 200.10 
(3)에 따라 설정된 적절한 요금과 함께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2)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의 기존 사업에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 라인을 추가하
는 것을 관여시키는 경우, 그러한 프랜차이즈의 제안이나 매도는 등록이 면제된다. 
단, 그러한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프랜차이즈가 매도일 전 최소한 24개월 동안, 가맹 희망자, 또는 가맹 희망자  
    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의 기관 내에서 최소한 24개월 동안 가  
    맹희망자의 기존 임원, 이사 또는 관리 에이전트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맹사업을 통해 제안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사업을 영위했다. 
  (b)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는 가맹 희망자의 기존 사업을 통해 제안되고 있는 제  
    품이나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  
    이다. 
  (c)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 희망자의 기존 사업 소재지와 동일한 사업 소재지에  
    서 운영되어야 한다. 
  (d) 당사자들은 프랜차이즈 관계를 수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 프랜차이  
    즈 사업에서 창출될 매출이 연간 가맹점의 총 매출(달러화 기준)의 20%를 초   
    과하지 않을 것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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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f) 가맹본부는 부분적인 프랜차이즈 면제에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하여 뉴욕 주  
    정부 법무부서에 서면 통보하며 일반사업법 제694.1 (b)절에 명시된 개정에 대  
    하여 법정 요금을 납부한다. 
(3)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일반 사업법 제684.1 및 2절에 의거하여 허용된 어떠한 
면제에 대하여 일반 사업법 제694.1 (b)절에 따른 변경 신청에 적용되는 요금과 동
등한 요금을 부과 및 징수해야 한다. 

200.11 프랜차이즈 판매 에이전트의 등록
(a) 일반 사업법 제683.13절에 따라, 프랜차이즈 매도 제안 또는 매도시에 일반사업
법 제681.8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매도 에이전트”로서 행동하는 모든 자
는 “매도 에이전트 정보공개 양식(UFRA-E)”을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해야 한
다. 
(b)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는 적절하게 기명날인된 신청서를 수령하면 등록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그러한 등록 명령이 발부되기 전에 프랜차이즈 매도 에이전트는 프
랜차이즈의 매도를 제안하거나 프랜차이즈를 매도할 수 없다. 
(b) 일반 사업법 제683.13 절에 따라, “매도 에이전트 정보공개 양식(UFRA-E)”을 뉴
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했고 “프랜차이즈 매도 에이전트”로서 행동하는 모든 자
는 제출한 정보에 아래에 명시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된 “매도 에이전트 
정보공개 양식(UFRA-E)”을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등록자의 성명의 변경된 경우(등록자가 법인화(법인 설립)된 경우, 완전  
    히 새로운 등록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주소. 사업장 주소의 변경 및 뉴욕에 소재한 신규 지점의 주소 변경
  (3) 경영진. 등록자의 임원, 이사, 일반 파트너 또는 기타 주요 임원이 변경된 경  
    우, 그러한 변경에 수반되는 새로운 이름과 주소를 제시해야 한다. 
  (4) 소송. 등록자가 어떠한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나 중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증권이나 프랜차이즈의 제안이나 매도에 관련된 어떠한   
    금지명령 또는 정지 명령 및 중지 명령의 대상인 경우, 또는 사기, 횡령, 재산의  
    기만적(사기적) 전환 및 유용이 관여된 민사 소송에서 금전적 판결(money      
    judgment) 이나 금지명령의 대상인 경우

200.12 인터넷에 게재된 프랜차이즈 광고에 대한 신고 요구사항 면제
(a) 아래의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프랜차이즈 제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광고)은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광고를 신고해야 하는 등록 요구사항과 요금으로
부터 면제된다. 
  (1) 가맹본부가 다음과 같이 게재된 광고에 대하여 “통합 자원 식별자(URL)” 주소  
    또는 유사한 주소 또는 인터넷 광고의 위치를 식별하는 기기(장치)를 뉴욕 주정  
    부 법무부서에 공개하는 경우: (1) 뉴욕 주 내에서 유효한 등록을 위한 신청서  
    와 함께 포함된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의 표지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2) 뉴  
    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된 등록 면제 신청서와 함께 포함된 “프랜차이즈 제  
    안 안내문”의 표지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3)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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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관련 법률

 가. 계약시 고려사항

  (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초기 계약체결의 주의점

      ◦ 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법이 동시에 규정하며, 등록조건이나 
운영방식이 매우 엄격하여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직접 매장
을 운영하는 직접 진출방식 밖에는 없음. 직접매장을 운영하면서 등록에 필요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 해당 주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하고  진행하
여야 함

      ◦ 미국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등록 전까지는 마
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합작투자 계약까지도 체결할 수 없음

    통지문에 게재된 광고)
  (2)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인터넷 광고, 또는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실행되거나 가  
    맹본부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자를 대신하여 실행되는  
    인터넷 광고가 본 주(州)내에 있는 어떠한 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
(b) 본 규정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의 사기금지 조항을 위
반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뉴욕 주정부 법무부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00.13 인터넷을 통한 미등록 프랜차이즈 제안
뉴욕 내에서 미등록 프랜차이즈의 매도 제안을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또는 
어떠한 다른 유사한 독점적이거나 일반적인 전자적 전달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우 등록 조항의 적용이 면제된다.    
  1. 인터넷 제안이 본 주(州)의 거주민에게 프랜차이즈가 제안되고 있지 않음을 직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인터넷 제안, 또는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실행되거나 가맹  
    본부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자를 대신하여 실행되는   
    인터넷 제안이 본 주(州)내에 있는 어떠한 자를 달리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
  3. 뉴욕 프랜차이즈 법 및 일반사업법 제33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매도 전에 제안  
    등록이 완료 및 발효되고 통합적 프랜차이즈 제안 안내문이 피제안자에게 송달  
    될 때까지 본 주(州) 내에서 가맹본부에 의해 또는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프랜차  
    이즈가 매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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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이후 주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투자 방식 등으
로 진행할 수 있음

      ◦ 미국은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특별한 규
제가 없으며 기준과 절차만 잘 준수하면 기업운영에 큰 제한은 없음

      ◦ 다만 미국 50개 주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나 계약 전 지역의 법
규를 사전에 조사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프랜차이즈 진행 이후 가맹점과의 계약체결의 주의점

      ◦ 프랜차이즈 계약서(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s) 사
이의 관계를 정한 핵심 문서로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다양한 구
속력을 가진 규정을 담고 있음

      ◦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의 규제도 받기 때문
에 가맹점과의 계약관계시 모두 적용됨

         - 연방 정부 :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의 “Franchise Rule”
         - 주 정부 : 각 주마다 프랜차이즈 관련 관련 법규가 다름
           예)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The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ship Law)
         - 사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s) : 프랜차이즈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주에서는 프랜차이즈 법률과 유사한 사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s)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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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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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1)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한계

      ◦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접 진출시 발생하는 Risk나 진출국의 법률∙제도
적 제한, 진출기업의 자금 및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진출 
방식이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라도 프
랜차이즈 등록 이후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직접 진출 이후 프랜
차이즈 조건을 갖추어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이후 진행하여야 함. 등록 이
후 직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주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합작 투자방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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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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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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의도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함

      3) 선행조건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을 기재하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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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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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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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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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할 수 있도록 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 숙련된 인력을 통한 직원교육, 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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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확  
   인하여 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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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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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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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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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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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노하우 및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경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막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일  
    정기간 동안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비  
    경쟁의무는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대표자 및 대표자의 친인척 등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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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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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저 혹은 프랜차  
   이저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거나 우선협상권을 주는 것  
   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하여 프랜차이저는 기존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기간을 발판으로 직접 진출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브랜드가 소멸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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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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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계약기간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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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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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등 지식재산권의 반환, 프랜차이저의 로고가 들어 간 광고물 등의 반환  
   의무를 규정함.

      15) 손해배상
        계약상 중요한 의무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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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함.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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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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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열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 현황은 각 국가별, 기업별 일률적으로 책정
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최초 마스터 계약금은 1억~1.5억 수준이 가장 많으며, 
로열티는 가맹점당 매출의 4%미만대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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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시 로열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금 수취방식이나 원천과세 포함
여부 등 세금부담여부도 결정하여야 함

<TIP >

◦ 해외진출시 본사의 파견 직원이 없이 운영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계
약시 파견 직원의 이민 및 거주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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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 -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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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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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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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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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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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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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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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준수하여야 함

      4) 지정된 장비 등의 설치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자신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프랜차이저에 의하여 지정된  

   혹은 지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받을 의무가 있음

      5) 매장관리 및 종업원의 복장 규정 등
        외식업체의 경우 매장의 청결상태, 원부자재의 보관상태 및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유니폼 착용 및 그에 관한 감독규정이 필요함

  (3)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MASTER FRANCHI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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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 000]은 대한민국에 주된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개인)이다 
(이하 “Franchisor”이라 한다). 
[Subfranchisor 000]은 미국에 주된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개인)이다(이
하 “Subfranchisor”이라 한다). 

"Franchisor"는 Subfranchisor에게 “[000]” 가맹사업에 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리
를 부여하고자 하고, Subfranchisor는 "Franchisor"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
기를 희망하므로, 양측은 상호 일치하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진지하고 원만한 협의
를 거쳐서     년   월   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 Article 1 (Definitions)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마스터 프랜차이즈”란 Franchisor가 Subfranchisor에게 일정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해당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
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Subfranchisor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며, 
Subfranchisor는 Franchisor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영지원 및 감독을 받고 Franchisor
가 마련한 경영방침을 따르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2. "가맹사업”이란 Franchisor가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000]” 라
는 영업표지로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을 지칭한다.
3. “하위 가맹계약”이란 본 계약상의 계약지역 및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Subfranchisor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을 의미한다. 
4. “지역 가맹사업권”이란 Subfranchisor가 Franchisor의 명의로 혹은 Franchisor의 
대리인으로서 프랜차이즈의 판매 혹은 판매 교섭을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혹
은 일부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Franchisor 와 Subfranchisor 사이
의 계약을 의미한다.
5. “Franchisor”란 본 건 가맹사업을 개발하고 체계화하여 대한민국에서 “[000]” 가
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체를 의미한다 
6. “Subfranchisor”란 본 계약에 따라 본 건 가맹사업에 관한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독점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고, Franchisor의 경영방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
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 
7. “가맹점주(Subfranchise 또는 Franchise)”란 Subfranchisor와 하위 가맹계약을 체
결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000]”의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 자를 지칭한다.
8. “관계인”이란 다른 자를 지배하거나 다른 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공동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9. “프랜차이즈 판매인”이란 가맹사업의 판매 제의, 판매 혹은 협약을 하는 자를 의
미하고, Franchisor 및 가맹사업 판매 활동에 참여한 Franchisor의 직원, 대표자, 대
리인, Subfranchisor 및 제3자 중개인을 포함한다. 
10. “가맹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Subfranchisor가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서 Franchisor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총칭하고, 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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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서는 편의상 개시지급금(Initial fee)과 정기지급금(Continuing fee)으로 구분한
다.
11. “매장”이란 계약지역 내에 개설된 직영점 및 가맹점을 총칭한다. 
12. “모회사”란 다른 실체를 직접 혹은 하나 혹은 복수의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지배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13. “지정물품”이란 객관적으로 본 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본 계약 〈별지1〉에 기재된 물품을 지칭한다. 
14. “계약지역”이란 Subfranchisor가 본 계약에 따라 Franchisor로부터 독점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할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장소적 범위를 의미한다. 
15. “영업지역”이란 하위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subfranchise)가 가맹점의 영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장소적 범위를 의미한다. 
16. “영업표지(commercial symbol)” 또는“상표(trade mark)”란 본 건 가맹사업을 나
타내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브랜드, 로고 등 일체의 표지(mark)를 총칭한다. 
17. “상호(trade name)”란 Franchisor가 본 건 가맹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인으
로서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한다. 
18. “영업비밀”이란 본 건 가맹사업의 영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평소 Franchisor에 
의하여 그 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은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자료 또는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19. “경영방침”이란 Franchisor가 본 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정해놓은 가맹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규범, 정책 등을 의미한다. 
20. “매뉴얼”이란 Franchisor가 본 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수립해 놓은 상품의 제조방법, 매장의 관리방법, 서비스 제공 방식, 가맹사업의 
경영방법, 문제점의 해결방법 등에 관한 표준을 의미한다
21. “주문 및 서빙 프로그램”이란 Franchisor가 매장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주문
을 받고 서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 관련 장비 및 서비스 방식
을 지칭한다. 
22.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혹은 연방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제2조 (계약기간) / Article 2 (Agrement Term)
1. 본 계약의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00년으로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갱
신 거부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재계약)된다. 다만,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계약지역) / Article 3 (Contract Territory)
1. Subfranchisor의 계약지역은 미국의 영토(또는 일부 지역)로 한다. 
2. Franchisor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Subfranchisor 이외의 제3자에게 본
건 가맹사업에 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할 수 없고, 직영점 또는 가맹
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Subfranchisor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Subfranchisor가 미리 Franchisor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지역 이외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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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위반하고 
Franchisor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Franchisor는 Subfranchisor
가 계약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본 건 가맹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얻은 모든 수입에 
대하여 Subfranchisor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진술과 보증) / Article 4 (Representation and Warranty)
1. Franchisor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또는 개인사  
    업자)이다.
  2) 대한민국에 본점의 주소를 두고 있고,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면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종 프랜차이즈 규칙 및 해당 주 프랜차이즈법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절차를 완수하였다.
  4) 현재 대한민국 및 다른 국가의 거래은행과의 관계에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  
    지 않고, 파산, 회생 등의 절차에 있지 아니하다. 
  5) [000]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고,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6) 본 건 가맹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  
    하고 있다. 
  7)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행위를 수행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Subfranchisor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종교적  
    장애나 제한도 없다. 
2. Subfranchisor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현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또는 개인사업   
    자)이다.
  2) 미국에 본점의 주소를 두고 있고, 국제법과 미국의 법령을 준수하면서 가맹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현재 미국, 대한민국 및 다른 국가의 거래은행과의 관계에서 지급불능의 상태  
    에 있지 않고, 미국 내에서 파산, 회생 등의 절차에 있지 아니 하다. 
  4) 계약기간 동안 본 건 가맹사업을 수행할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5)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행위를 수행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Franchisor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기술을 전수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종교  
    적 장애나 제한도 없다. 
  6) Subfranchisor는 본 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을 완료할   
    것이고, Franchisor가 외국인으로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한 모든 절차  
    를 지원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Subfranchisor의 권리) / Article 5 (Subfranchisor's Rights)
Franchisor는 Subfranchisor가 계약지역 내에서 본 건 가맹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Subfranchisor에게 부여한다. 
  1) Franchisor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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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지역 내에서 직영점 개설하여 운영할 권리
  3) 계약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입을 얻을 권리 
  4) 본 건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공급받을 권리 
  5) 본 건 가맹사업에 필요한 교육, 매뉴얼, 주문 및 서빙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
  6) 본 건 가맹사업에 필요한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제6조 (가맹금) / Article 6 (Franchise fee)
1. 개시지급금 / Initial fee
  1) Subfranchisor는 계약지역 내에서 본 건 가맹사업의 직영점을 개설하고 가맹점  
    을 모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000USD를 20  
        년    월    일까지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2) 개시지급금은 Subfranchisor가 Franchisor로부터 본 건 가맹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고 노하우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Franchisor 또는    
    Subfranchisor가 본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이후에 계약이  
    해지, 취소 또는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아니 한다. 다만    
    Subfranchisor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Subfranchisor가 계약지역에서 실  
    질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Franchisor에게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기지급금 / Continuing fee
  1) Subfranchisor는 가맹점주(subfranchise)로부터 000USD 이내의 개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매월 총매출의 00% 이내의 정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2) Subfranchisor는 매월(또는 매분기) 모든 직영점의 총매출의 00% 및 모든 가맹  
    점의 총매출의 00%를 합산하여 다음 달 00일까지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3) 최초의 직영점부터 00호점까지, 최초의 가맹점부터 00호점까지 Subfranchisor  
    의 정기 지급금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이 경우 이미 설립되었다가 폐업한 매장  
    도 개설순서에 산입된다.
  
제7조 (비용) / Article 7 (Cost)
1. 계약이행보증금 / Performance Deposit
  1) Subfranchisor는 본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000USD를 
    20   년   월   일까지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2) Franchisor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Subfranchisor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Subfranchisor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중에서 Subfranchisor가 지체한 금액  
    을 공제한 잔금을 반환한다.  
2. 매장 공사비 / Expenses for Store Interior Work
  1) Subfranchisor는 Franchisor에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 대한 건축, 리모델링, 인  
    테리어 등의 공사나 이러한 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탁한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000USD를 완공 후 5일 이내에 Franchisor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비의  
    지급일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Subfranchisor는 가맹점주(subfranchise)에게 가맹점에 대한 공사비를 통지하기  
    전에 반드시 Franchisor와 공사비의 내역과 한계,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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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하여야 한다. 
3. 물품대금 / Payment for Gods
  1) Subfranchisor는 <별지2> 기재의 초도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Franchisor  
    또는 Franchisor가 지정한 자에게 주문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20 
    년   월   일까지 Franchisor 또는 Franchisor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2) Subfranchisor는 물품을 주문한 후 0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Franchisor 또는 
    Franchisor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Franchisor 또는 Franchisor가 지  
    정한 자는 Subfranchisor가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3) 물품에 대한 운송비,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관세, 통관비 및 세금 등은 물품  
    대금과 별도로 Subfranchisor가 부담한다. 
4. 교육비 / Education Fee
  1) Subfranchisor가 Franchisor로부터 본 건 가맹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  
    육을 받을 때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비, 숙박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Franchisor는 미리 Subfranchisor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통지하여  
    야 하고, Subfranchisor의 여건과 사업의 성과를 감안하여 Subfranchisor에게 부  
    담이 되지 않도록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5. 광고비 / Advertisement Cost
  1) Franchisor가 계약지역 내에서 광고지원을 하는 경우 Subfranchisor에게 광고비  
    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2) Franchisor는 광고를 지원하기 전에 미리 Subfranchisor에게 광고비의 분담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Subfranchisor가 광고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Subfranchisor에  
    게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다. 
6. 판매촉진활동비 / Cost  for Sales Promotion Activities
  1) Franchisor가 Subfranchisor의 동의를 받아 계약지역 내에서 판매촉진활동을 하  
    거나, Subfranchisor에게 판매촉진용 증정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Subfranchisor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Franchisor는 판매촉진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Subfranchisor에게 비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7. 기타 경영지원비 / Miscellaneous Management Support
  1) Franchisor는 사전에 Subfranchisor가 동의한 경우에 Subfranchisor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Subfranchisor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Subfranchisor는 사전에 Franchisor의 동의를 받지 않지 않고 가맹점주        
    (subfranchisee)로부터 본 계약에서 정한 가맹금이나 비용 이외의 새로운 가맹  
    금이나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본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가맹금이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8. 검역비 및 행정적 검사비 / Quarantine costs andadministrative inspections costs
Subfranchisor가 Franchisor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역 또는 행정적 검사
가 실시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Subfranchisor가 부담한다. 
9. 기술지원비 / Technical  Support Expenses
  1) Franchisor가 Subfranchisor에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의 파견 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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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한 시설이나 물건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Subfranchisor  
    가 부담한다. 다만, 통상적인 매뉴얼 제공, 관리자(supervisor)의 파견에 소요되  
    는 비용은 Franchisor가 부담한다. 
  2) Franchisor는 미리 Subfranchisor에게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 (지불 방법) / Article 8 (Payment Method)
1. Subfranchisor는 본 계약에서 정한 가맹금 및 비용을 미합중국 달러화(USD)로 지
불한다. 
2. Subfranchisor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환율은 각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기일을 기
준으로 중앙은행이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3. Subfranchisor는 Franchisor가 지정한 아래 계좌로 가맹금과 비용을 송금한다.
  은행명(Bank name) : 
  Swift Code : 
  계좌번호(Account Number) : 
  예금주(Account Holder)  : 
4. Subfranchisor는 Franchisor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Franchisor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없
다. 

제9조 (지연이자) / Article 9 (Delay Interest)
본 계약상 발생하는 금전채무의 연체가 있는 경우, Subfranchisor는 연 00%의 비율
에 의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Subfranchisor의 의무) / Article 10 (Subfranchisor‘s Duties)
1. 물품 및 서비스의 품질 준수 / Compliance with Quality of Gods and Services
  1) Subfranchisor는 <별지1>에 기재된 지정물품이 본 건 가맹사업의 독창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정물품만을 취급하고  
    가맹점주(subfranchisee)에 공급하여야 한다. 
  2) Subfranchisor는 Franchisor가 정한 물품 및 서비스의 품질 기준과 매뉴얼을 준  
    수하고, 모든 가맹점주(subfranchisee)도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특히 Franchisor가 제공한 주문 및 서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야 하고, 모든 가맹점주(subfranchisee)들도 Franchisor가 제공한 주문 및 서빙   
    프로그램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Subfranchisor는 Franchisor 또는 Franchisor가 지정한 자로부터 지정물품을 구  
    매하여야 한다.
  5) Subfranchisor는 사전에 Franchisor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  
    이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본 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Franchisor가 지정한 물품이나 서비스 방식 중에서 현지화가 상호 이  
    익이 되고, 합리적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Franchisor와 Subfranchisor가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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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ranchisor는 수시로 Subfranchisor가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  
    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Subfranchisor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고, 검사를 거  
    부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물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법령 준수 및 윤리적 경영 의무 / Duty of Compliance and Ethical Management
  1) Subfranchisor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가맹점주(subfranchisee)와 거래함에 있어  
    서 미국의 법령, 사회관습, 종교규범, 국제조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① Subfranchisor는 모든 직영점 및 가맹점이 음식판매업을 운영할 수 있고, 매  
     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과 법령에 의한 인∙허가, 신  
     고 등을 갖추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② Subfranchisor는 모든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상품,  
     쉽게 변질되는 상품,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 정부의 품질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법령에 의하여 판매가 제한된 상품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③ Subfranchisor는 종업원의 노동을 부당하게 착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경쟁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Subfranchisor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Franchisor로서  
     의 모든 의무를 Subfranchisor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⑤ Subfranchisor는 특히 가맹점주(subfranchisee)에게 끼워 팔기, 과다한 물품  
     의 구매, 판매 목표량 달성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하게 반품을 거  
     부하거나, 상품의 공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Subfranchisor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  
    사적,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즉시 Franchiso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Franchisor 및 본 건 가맹사업의 이미지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한 고객, 단체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비방하여  
    서도 아니 된다. 
3. 판매가격 준수 / Adherence to the Sale Prices
  1) Subfranchisor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사전에 Franchisor와 협의하여 Franchisor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격  
    을 정하여야 한다. 
  2) Subfranchisor가 판매가격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Franchisor에게 알려야 하  
    고, Franchisor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 / Duty to Report Management Status
 Subfranchisor는 본 계약의 체결 후 매 분기(3개월)마다 직영점 및 가맹점의 개설 
현 수익 상황, 가맹점주(subfranchisee)에 대한 정보를 Franchisor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5. 직원 및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 Education of Employes and Subfranchisees
  1) Subfranchisor는 본 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Franchisor로부  
    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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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장소가 Franchisor의 본점 주소지이거나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  
    부할 수 없다. 
  2) Subfranchisor는 본 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직영점 및 가  
    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Franchisor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직원 및 가  
    맹점주(subfranchisee)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관리자(supervisor)를   
    파견하여 가맹점주(subfranchisee)를 지도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Franchisor가 주문 및 서빙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개선한 경  
    우에 Franchisor로부터 최신의 주문 및 서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하고, 직영  
    점 및 가맹점에서 항상 최신의 주문 및 서빙 프로그램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  
    다.
6. 영업의 지속 의무 / Duty to Continue Operation
  1) Subfranchisor는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1개월 당 00일 이상 영업이 유지되도  
    록 관리하여야 하고, 1일의 영업시간은 00시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Subfranchisor는 본 계약상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불  
    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미리 Franchiso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위생상태 / Status of Hygiene
  1) Subfranchisor는 직영점과 가맹점의 내부와 외부 환경이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Franchisor는 수시로 직영점과 가맹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자
    (supervisor)를 파견할 수 있고, Subfranchisor는 관리자의 방문 및 점검을 거부  
    할 수 없다. 
8. 직원의 복장 / Dress Code of Employees
  1) Subfranchisor는 본 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의 종업  
    원들로 하여금 Franchisor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지역 내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종업원들이 착용하는 복장의 비용은 
    Subfranchisor가 부담한다. 
9. 적정한 회계 의무 / Duty of Appropriate Accounting
  1) Subfranchisor는 적법한 회계원칙에 따라서 직영점 및 가맹점과 관련된 회계장  
    부를 작성하고 수입, 지출의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Subfranchisor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가맹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탈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3) Subfranchisor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Subfranchisor의 매출자료, 가맹점의 매  
    출자료, 하위 가맹계약서, Subfranchisor의 물품 재고보고서를 Franchisor에게   
    서면(팩스 및 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Subfranchisor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단위로 하여 외부의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보고서와 영문 번역본을 다음 해 1  
    월 31일까지 Franchiso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문 번역본에는 전문 번역인  
    의 보증문구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5) Subfranchisor는 Franchisor가 매출에 대한 실사나 회계감사를 진행할 경우 이  
    를 거부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0. 직영점 및 가맹점 개설 의무 / Duty to Open Franchise Store and Subfranchise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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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franchisor는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00개 이상의 직영점을   
    개설하고, 계약기간 동안 총 00개 이상의 직영점을 개설하여야 한다. 
  2) Subfranchisor는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매 1년마다 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하여야  
    한다. 
  3) 직영점 및 가맹점의 개설 숫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폐업  
    된 매장은 개설 숫자에서 제외한다. 
  4) Subfranchisor가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영점 및 가맹점의 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Franchisor는 정기지급금을 10%의 범위 내에서 증  
    액할 수 있다. 
11. 광고 및 판촉 의무 / Duty of Advertisement and Promotion
  1) Subfranchisor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맹점 모집을 위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을 진행한다. 
  2) Subfranchisor는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Franchisor로부  
    터 동의를 받은 광고물과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대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Franchiso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인테리어 및 시설 기준 준수 / Compliance with Specifications for Interior and Facilities
  1) Subfranchisor는 매장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Franchisor가 사전에 승인한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본 건 가맹사업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Subfranchisor가 계약기간 동안 매장을  
    확장, 변경, 수선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2) Franchisor는 언제든지 Subfranchisor가 공사를 진행하는 매장에 대하여       
    Franchisor의 비용으로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Franchisor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Subfranchisor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Subfranchisor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Franchisor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Franchisor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나 시설의 상태와 기능을 정  
    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Subfranchisor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파손되  
    거나 분실되더라도 Franchisor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로  
    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물품이나 시설로 교체할 수 없다. 
  4) Subfranchisor는 특히 직영점 및 가맹점 개설시 주방 및 홀의 환풍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매장이 위치한 건물에 동종업종의 매장의 개설을 제한하는 관  
    리규정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3. 매장의 위치 / Location of Stores
  1) Subfranchisor는 직영점을 개설하기 전에 미리 Franchisor에게 매장의 위치에  
    대해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Franchisor는 본 건 가맹사업의 통일성, Franchisor  
    의 명성, 마케팅 전략 등에 합당하지 않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매장  
    의 위치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2) Subfranchisor는 직영점을 개설할 장소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설 이전에 Franchiso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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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ubfranchisor는 Franchisor가 동의하여 개설한 직영점의 위치를 Franchisor로  
    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 
  4) Subfranchisor는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에도 본 건 가맹사업의 통일성,         
     Franchisor의 명성, 마케팅 전략 등에 합당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영업표지의 적정한 게시 / Proper Display of commercial symbol
  1) Subfranchisor는 계약기간 동안 사무실과 모든 매장, 종업원의 복장, 매장내의  
    시설, 물품, 운송 수단 등에 영업표지를 적정하게 표시한다. 
  2) Subfranchisor는 영업표지를 표시하는 위치에 대하여 사전에 Franchisor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매장의 내부 및 외부에 Franchisor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받은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소비자 보호 / Consumer Protection
 Subfranchisor는 가맹점주(subfranchisee)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중보건 및 식
품위생에 관한 법령 및 Franchisor의 매뉴얼 및 경영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
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가맹점주(subfranchisee)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는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 Article1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1. Subfranchisor는 계약기간 동안 Franchisor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가 부정하게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Subfranchisor가 부정한 목적으로 Franchisor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
거나, Franchisor의 명성이나 본 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Franchisor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Franchisor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
와 분쟁상태에 있게 된 경우 즉시 이러한 사실을 Franchiso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업금지) / Article 12 (Non-competition)
1. Subfranchisor는 계약기간 동안 Franchisor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건 
가맹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업에 취업하거나,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Subfranchisor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원인에 관계없이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의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
3. Subfranchisor가 사전에 Franchisor의 동의 없이 계약지역 내에서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본 건 가맹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 Article 13 (Duty of Confidentiality)
1. Subfranchisor는 계약기간 중 및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본 건 가맹사업과 관
련된 매뉴얼, 노하우, 기술, 영업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자에는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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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ranchisor의 구성원과 매장의 직원도 포함된다. 다만 Franchisor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2. Subfranchisor는 계약기간 중에도 본 계약의 체결과정이나 계약기간 중에 알게 
된 매뉴얼, 노하우, 기술, 영업비밀, 기타 중요한 정보 및 자료를 본 건 가맹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 / Article 14 (Sucesion of Contractual      
        Rights or Duties)
1. Subfranchisor는 본 계약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Franchisor의 서
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Subfranchisor가 사전에 Franchisor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Subfranchisor의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는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Franchisor는 Subfranchisor로부터 인수 또는 합병의 통지를 받은 후 권리 및 의무
의 승계를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Franchisor는 계약의 조건을 다시 정하거나 새
로운 승계인과 새로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Subfranchisor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의 종료 후 제3자에게 본 계약상 권리나 
직영점을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Franchisor에게 우선적으로 양수할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Franchisor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수할 의사를 
표시하면 Subfranchisor는 Franchisor와 우선적으로 양도 협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발효) / Article 15 (Effective Date of the Agreement)
1. Franchisor 또는 Subfranchisor에게 본 계약상의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
령,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 또는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 서명하여도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2. 전항의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은 Franchisor와 Subfranchisor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계약의 종료) / Article 16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 본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의 다음날에 자동으로 종
료된다. 
2. Franchisor 또는 Subfranchisor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팩스, 이
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Subfranchisor가 개시 지급금을 연체하거나 정기 지급금의 지급을 총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2) Subfranchisor 또는 Subfranchisor가 모집한 가맹점주(subfranchisee)가 Franchisor  
    의 품질기준 또는 경영방침을 위반하여 Franchisor로부터 10일간의 간격으로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Subfranchisor가 본 계약에서 약정된 기일까지 <별지2> 기재의 초도물품을 주  
    문하지 않은 경우 
  4) Subfranchisor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기일까지 약정한 숫자의 직영점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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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점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5) Subfranchisor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영업일수를 2개월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Subfranchisor가 Franchisor에게 회계자료 또는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7) Subfranchisor가 Franchisor 또는 Franchisor가 파견한 관리자(supervisor)에 의한  
    매장 방문, 회계자료에 대한 검사 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거부한 경우
  8) Subfranchisor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경업금지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한 경우 
  9) Subfranchisor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Franchisor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10) Franchisor 또는 Subfranchisor가 파산하거나, 주거래 은행에서 지급불능이 되  
    거나, 국가나 제3자로부터 중요재산이 압류된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혁명, 사회질서 붕괴 등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  
    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전항에도 불구하고 Franchisor와 Subfranchisor는 언제든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17조 (계약종료의 효과) / Article 17 (Effects of Termination of Agrement)
본 계약의 종료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 Subfranchisor는 본 건 가맹사업과 관련된 직영점의 운영, 가맹점 모집, 가맹점주
(subfranchisee)와의 거래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2. Subfranchisor는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직영점 및 가맹점의 내
부 및 외부에 있는 모든 물품과 시설, 인터넷의 모든 웹사이트, 언론매체 등으로부
터 영업표지 및 Franchisor의 사업파트너 혹은 가맹점을 연상시키는 일체의 표지를 
Subfranchisor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Franchisor는 Subfranchisor가 30일 내
에 위와 같은 제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
용은 Subfranchisor가 부담하여야 한다. 
3. Subfranchisor는 본 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Franchisor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홍보물, 전자기록 및 매뉴얼을 Franchisor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Franchisor는 Subfranchisor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중에서 Subfranchisor가 연체한 금
액을 공제한 잔금을 반환한다. 
4. Subfranchisor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Franchisor의 가맹사업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표시도 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 Article 18 (Compensation  for Damage)
Subfranchisor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Subfranchisor는 
Franchisor에게 이미 지급한 가맹금과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Franchisor는 
Subfranchisor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의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Subfranchisor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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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불가항력) / Article 19 (Force Majeure)
1. 어느 당사자도 전쟁, 혁명, 폭동, 파업, 노동쟁의, 화재, 홍수, 정부의 조치,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사태에 대한 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러한 불가항력의 사유와 관련된 당사자는 제한적인 상황이 종료된 경우 본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즉시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 해결의 책임) / Article 20 (Responsibility for Dispute  Resolution)
Subfranchisor는 계약지역 내에서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모집, 개설, 관리하
면서 발생한 분쟁 및 소비자, 관공서, 정부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전적
으로 Subfranchisor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Franchisor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책임면제의 제한) / Article 21 (Limitation of Waiver)
Subfranchisor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Franchisor가 본 계약에 따라 주어진 권리 또는 
구제 방법을 행사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가 Subfranchisor에 
대한 권리행사의 포기나 위반행위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제22조 (주소) / Article 23 (Adress)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 대한 모든 통지는 본 계약에 기
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하여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변경된 주
소를 서면, 팩스,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에 대한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 Article 23 (Amendment of Agrement Provisions)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서면에 의해 합의하는 경우에
만 변경될 수 있다. 

제24조 (분리 조항)/ Article 24 (Separability clause)
본 계약의 특정 부분이나 조항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경우, 그러한 판결은 그 
판결의 대상이 된 다툼에 직접 관련된 부분, 조항 혹은 적용에 한정되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저해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25조 (준거법) / Article  25 (Governing Law)
본 계약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26조 (계약서의 지정 언어) / Article 26 (Designated Language of the Agrement)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함에 동의한다. 다만 언어 사이에 의
미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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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상기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미국-외식)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에서 연구용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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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분쟁의 관할) / Article 27 (Jurisdiction over Dispute)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Franchisor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의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Franchisor와 Subfranchisor는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적법하고 적
절하게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Franchisor와 Subfranchisor가 1부씩 보관한다. 

[Franchisor]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연락처 :
Company name :
Adress :
Representative :         

   (signature)  ___________
Contact :
[Subfranchisor]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연락처 : 
Company name :
Adress :
Representative :         

   (signature)  ___________
Cont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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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area development) 계약

   □ 개념

     ◦ 가맹본부가 계약을 통해 지역 개발자에게 어떤 독점 지역에서 합의한 숫자만큼
의 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개발자에게 기본
적인 개발권을 부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 매장 단위로 모든 당사자 간에 체
결됨

     ◦ 지역개발 계약에는 일반적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처럼 지역 개발자가 지켜야 
할 개발 일정이 지정됨.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리 지역 개발자는 서
브 프랜차이지에 대한 권리도 없고, 활동 영역도 한결 좁은 지역에 국한됨

     ◦ 양자 간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지역 개발자가 가맹본부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이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는 점임

     ◦ 지역개발 계약을 작성할 때 중요한 이슈는 앞에서 언급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
약의 경우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지역 개발 방법에 서브 프랜차이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모가 한결 작고 단순함. 주된 협상 안건은 독점적인 개발 지역의 크기
와 수수료 및 개발 일정과 관련된 항목들임

   □ 계약 내용

     ◦ 개발 영역 : 지역 개발자가 매장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 지역을 가맹본부가 정할 
때는 지역 개발자의 경험과 가용 자원을 고려해야 함. 지역 개발자가 더 큰 지역
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더라도, 가맹본부는 카운티 같은 작은 지역부터 시작할 것
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와 보상 차원에서 독점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음

     ◦ 수수료 :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개발자는 초기 수수료와 로열티 외에 개발 수수
료를 추가로 내야 함. 개발 수수료는 지역의 크기, 계약 조건, 개발할 매장의 수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지명도에 따라 다름.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이 수수료가 
지역 개발 계약에서 가장 협상 여지가 많은 요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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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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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license) 계약

   □ 개념

     ◦ 면허(license)란 어느 지적재산의 독점권을 소유한 자가 그 지적재산을 특정 지역
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임. 소유권의 이전은 포함
되지 않음

     ◦ 면허 방식은 흔히 프랜차이즈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됨. 그러나 면허를 사업의 한 
방법으로 고려중인 회사들은 자기들이 제안하고 있는 활동이 미국의 프랜차이즈 
법에서 정한 “프랜차이즈”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Risk를 확인해야 함

     ◦ 단일한 상표 면허나 기술 면허는 대체로 연방이나 주법에서 “프랜차이즈”로 간주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① 면허 이용자는 통상 면허 대여자의 마케팅 계획이나 비즈니스 시스템과 실제 
관련된 사업의 운영권을 받지 못하고, 

       ② 면허 제공자는 통상 면허 이용자의 사업을 면밀히 통제하지 않으며, 
       ③ 면허 제공자는 통상 면허 이용자에게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음

     ◦ 면허 제공자가 자신의 상표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의 유형과 프랜
차이즈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면허 제공자의 통제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항상 애매함. 어떤 면허 계약 제의가 프랜차이즈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의심
되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함

   □ 장점과 단점

     ◦ 면허 계약의 장점: 어느 회사가 면허 계약으로 취할 수 있는 혜택 중 상당 부분
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와 유사한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개발과 유통 상의 리스크와 비용 절감
       - 교육과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음
       - 보다 빨리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음
       - 초기 면허 수수료와 계속적인 로열티 수입
       - 고객의 충성심과 호감 향상
       - 외부 업체와의 면허 계약으로 내부 성장과 확장에 요구되는 자본투자 절약
       - 새로운 시장에 대한 타당성 테스트
       - 상표나 기술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송의 회피나 타결

     ◦ 위와 반대로, 면허 계약의 단점(예: 품질 관리 표준과 사양을 강제할 수 있는 수
단 제약, 수익원을 면허 이용자의 기량과 능력에 의존, 유능한 면허 이용자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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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면허 제공자의 명예와 호감이 한 이용자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리스크, 
면허 이용자의 감시와 지원에 관한 실무상 애로)도 프랜차이즈의 경우와 유사함. 
따라서 면허 제공자는 면허 희망자와 본 협상을 하기에 앞서 깊이 있는 실사를 해
야 함

   □ 실사(Due Diligence)

     ◦ 일반적으로 예비 조사에는 시장 조사, 지적 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장치, 가
격/이익 마진/생산 및 유통 비용에 대한 내부의 재무 분석이 포함됨. 그리고 면허 
희망자의 재정능력, 연구/생산 능력 및 업계에서의 평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의 핵심 요소

     계약의 핵심 요소면허 제공자가 보다 공식적인 협상을 해보기로 결심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리한 조건이 담긴 면허 계약서 작업을 해야 
함. 면허 계약의 조건이 그 목적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면허 
계약은 아래와 같은 주요 항목을 다루고 있음

     ◦ 허가의 범위 : 면허 계약에는 면허의 범위와 주목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상 지
역, 이용 권리, 허가되는 거래 채널, 재면허(sublicensing)의 금지에 관한 사항도 포
함되어야 한다. 면허 제공자는, 면허 이용자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명확하게 입증하
고 재면허와 관련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과 조직의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가 아닌 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처럼 면허이용자에게 재면허 권리를 부
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임

     ◦ 면허의 기간과 갱신 : 이 절에는 면허의 효력개시일자, 기간, 갱신과 연장, 갱신의
사 통보절차, 종료사유, 종료 후에도 연장되는 의무 및 면허 제공자의 기술 승계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성과 표준 : 면허 계약에는 면허 이용자가 지출해야 할 판매와 광고 및 판촉비용
의 최저 수준이 명시되어야 함. 대체로 면허 계약에는 로열티의 수준과 면허 이용
자의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지불해야 하는 기본 로열티 수준이 표시됨

     ◦ 면허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각종 항목 : 면허 계약에는 초기 지불액과 계속 
지불되는 로열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로열티 계산 공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총 
매출이나 순 매출 또는 순 이익을 근거로 하거나 판매 수량 당 일정액으로 정해
짐. 또 여기에는 면허 이용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되는 장려금조항도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지불 횟수에 대한 조항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반복성 
금액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품질 관리의 보장과 보호 : 면허 제공자는 면허에 의존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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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마케팅 및 유통에 대한 품질 관리 표준과 사양을 설정해야 함. 면허 제공자
가 이런 표준과 사양을 강제하는 절차와 면허 제공자가 면허 이용자의 영업장소를 
검사하고 면허 이용자가 생산한 샘플을 검토/승인/기각하며 면허에 의거 사용하는 
모든 포장 재료와 라벨 및 홍보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야 함. 그
러나 이런 규정을 작성할 때는 면허 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범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계획”의 성격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보험과 보상: 면허 계약에는 면허 제공자 뿐 아니라 면허 이용자를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이 부과되어야 함. 또 면허 이용자는 자
신이 면허 상품과 서비스를 잘못 활용함으로써 야기된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면허 
제공자를 보호하고 손실을 보상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야 함

     ◦ 회계와 보고 및 감사: 면허 제공자는 정기적인 로열티 지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면허 이용자에게 보고와 기록 유지 절차를 명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면허 
제공자는 분쟁이나 착오가 발생시 면허 이용자가 제출한 기록물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음. 프랜차이즈의 경우처럼, 만일 면허 이용자가 매출액을 줄여
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허 이용자는 지불하지 않았던 로열티는 물론이고 
감사 비용까지 면허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함

     ◦ 지적재산권의 보전과 보호 의무: 면허 이용자와 그 에이전트 및 종업원들이 면허 
계약과 관련해서 제공된 지적재산의 비밀 내용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명
시되어야 함. 그리고 면허계약과 관련해서 배포되는 상품과 자재에 포함시켜야 할 
모든 통지나 설명서도 명시되어야 함

     ◦ 기술 지도와 교육 및 기타 지원: 면허 이용자가 면허된 노하우 등을 발전시키거
나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면허 제공자의 제반 의무는 계약서의 본 
절에 포함됨. 지원은 인력에 의한 직접 서비스나 문서 또는 기록물 형식으로 이뤄
진다. 면허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서비스의 
형식을 불문하고 초기 수수료나 로열티와 별도로 지불되어야 함

     ◦ 위반: 면허 계약서에는 면허 이용자가 면허조건이 직/간접으로 위반되었음을 알
고 있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면허 제공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면허 제공자의 지적재산을 보호 또는 방어하는 비
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도 이 절에 명시되어야 함

     미국에서 같은 사업을 해보려는 한국의 가맹본부는 미국식 면허(license)계약 방식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브
랜드도 빌려주고 통일된 사업 계획 하에서 영업하게 하면서 일정 수수료와 로열티
를 받는 사업 모델이면, 미국 법에서 이를 프랜차이즈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임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에서 면허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실무적인 면에
서 무척 복잡할 뿐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 지극히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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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맹 계약

  (1) 가맹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사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조. 프랜차이
즈해외진출 가이드)

    ◦ 계약서 각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계약의 전제사실(Whereas)
        - 계약 각 당사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득하여 전제하는 사실
        -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각종 계약서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한 List

      ②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
        - 각 계약당사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하여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는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 여권 번  
   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당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위임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 위임 당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위임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관련 조항)가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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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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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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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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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프랜차이즈 판매지역(Franchise Territory)과 전속성 여부(Franchise Exclusivity)
        - 프랜차이즈 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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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판매 독점지역 및 비독점지역
        - 프랜차이즈 판매 외 지역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지 여부
        - 현지 내에서 아직까지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

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배타적인 프랜차이즈권을 판매하는 것은 적합하
지 않음. 일정 기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나을 듯
한데,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형식의 규제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
서 법률위반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가맹본부가 복수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  
   를 유보해 둘 필요가 있음

      ⑥ 프랜차이즈 판매층(Limited class of customers)
        -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할 지역 내 모든 연령층에 이를 공급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층에만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항을 특정하여야 함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의무(Franchisor and Franchisee’s obligation)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⑧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과 비용의 지급조건(Payment Terms of 
Franchise Fee)

        - 초기 수수료
        - 유지수수료(정액비용, 로열티)
        - 기타 수수료 : 교육비, 복수 매장 개설시 옵션수수료, 홍보 및 판촉 수수료, 

계약갱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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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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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맹점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 매장의 건물 임대 계약 연장 - 매장의 위치가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므로, 가

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가맹점이 매장의 임대 계
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허용됨

          : 프랜차이즈 매장 업그레이드 - 많은 계약서는 매장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본사에 부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흔히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가맹점이 매장을 현행 표준에 맞게 업
그레이드 해야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게 하고 있음

          : 갱신 수수료의 지불 - 대부분의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통상 갱신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관리
비와 법률 비용을 근거로 계산

          : 최신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실행 - 본사는 계약 갱신 시기를 새로운 조건의 
계약서 양식을 가맹점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임

      ⑩ 계약의 종료
        - 계약위반시 시정할 수 있는 기간부여와 계약종료 사유
        - 즉각적인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되는 계약종료 사유
        -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맹점이 계속 져야 할 의무사항이 명시

      ⑪ 프랜차이즈 유지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Requirements to maintain the franchise)
        - 계약 기간 동안 최소 판매 또는 생산량 책정
        - 최소 판매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될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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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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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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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항상 포함
        - 매장의 상태와 외관 유지
        - 상품 또는 서비스
        - 상표 등 브랜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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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 경쟁상품의 제조(Manufacturing competitive products) 금지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복제 등의 금지
        -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
        - 위약벌 조항, 벌금 및 계약해제
        - 구체적인 가맹점의 제품과 물품, 매장운영, 원재료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계약

서 외 별도의 엄격한 지침이나 규격의 형태로 존재함

      ⑮ 기밀유지 및 누설금지(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 기밀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누설금지 조항 삽입
        - 기밀유지에 대한 기간 확정
        - 고의 또는 과실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
        - 계약해제 후 특정 중요 정보 폐기 및 반환

      ⑯ 디자인 변형 및 개선(Design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 관습이나 고객층의 기호,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변형 가능 조항
        - 가맹본부에 대한 통지 의무

      ⑰ 점포(매장)의 선정
        - 점포의 구체적인 위치(주소)
        - 점포 위치 선정 책임
        - 매장의 임차 : 가맹본부가 매장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가맹점에 재차 임대할 

경우에 본사가 임대 수입이나 시가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비록 프
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 매장을 계속 유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가 매장을 매입 및 임차하기도 함. 이 경우 가
맹점의 매장관리 규정과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을 기재할 필요 있음

        - 매장 임차의 최소 요건
        - 실행 표준 : 매장 위치 선정과 내/외장 공사 및 영업 개시에 관한 표준
        - 매장 이전 : 매장을 처음 승인했을 때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기준으로 새로운 

장소를 승인하는 권리 등 기재

      ⑱ 시설 접근성(Plant Access)
        -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매장 접근성
        - 조건 및 절차, 시간(긴급시 또는 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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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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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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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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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협력 프로그램
        - 마케팅과 광고의 시행절차와 방법,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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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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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의무
        - 가맹점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조건이 변동될 경우(예를 들어 추가적인 서비  

   스, 단계, 상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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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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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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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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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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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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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은 프랜차이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양도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가맹본부는 이를 양도할 권리를 가짐

       조정, 중재, 분쟁의 해결(Mediation, Court, Arbitration)
        - 절차(통지, 준비, 장소)
        - 조정절차를 관장할 전문가를 지명하여야 함.
        - 조정결과에 대한 효력

       준거법(Governing Law)
        - 관련법과 외국법

       확약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y)
        -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후에 걸쳐 양당사자 간에 확정되어야 할 사항

       기타 조항
        - 본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일체의 계약에 대한 우선조항
        - 계약서 사본의 수
        - 통지
        - 해석(계약서 해석의 충돌시 해결방안)
        - 효력발생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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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맹계약서 샘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_______에 주된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 회사(이하 “가맹본부”)와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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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된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________(이하 “가맹점사업자”)은 ____년 __월 __일부

로 본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증명한다.

가맹본부는 고유의 식품(이하 “000” 또는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개

점 및 영업하기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자에게 그 시

스템의 사용을 허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000 시스템의 특징적인 특성에는 브랜드 명, 특별히 지정된 건물, 특이한 실내 및 

실외 배치, 실내 장식, 색채 배합, 비품 등이 포함되며 그 범위의 제한은 없다. 가맹

본부는 푸드 프로덕트 준비 단계에서 이용되는 기밀 사항인 푸드 프로덕트 방식과 

조리법, 특히 000을 준비하기 위한 고유의 반죽 방식, 전문화된 메뉴, 비품에 관한 

기준과 명세 사항, 비품 배치, 제품, 영업 절차, 경영 프로그램 등을 수시로 변경, 개

선 및 발전시킬 수 있다.

000 시스템은 특정 상품명, 서비스 상표, 상표, 로고, 기장, 원산지 표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여기에는 “000” 상표 및 기타 상표명, 서비스 상표, 상표 등과 그 외의 관

련 사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본 시스템(이하 “소유권 상표”)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도를 현재 또는 장래에 지정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000 레스토랑을 단독으로 개발, 영업할 권리 및 다른 자에게 개발 및 

또는 영업하게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가맹본부는 000로 거래되는 서비스와 제품의 원천을 홍보하기 위해 식별되도록 소

유권 상표의 용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이용, 통제하며, 품질, 모양, 서비스 등에 있어

서 000의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시스템(이하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레스토랑”)을 이용하여 

000 레스토랑을 개점, 영업하고 000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의 지원과 교육, 허

가 등을 받기를 원한다.

가맹점사업자는 000 시스템과 브랜드의 품질, 청결, 외관, 서비스 등에 있어서 높은 

균일한 기준의 중요성과 브랜드 레스토랑과 비스킷 시스템을 개설, 영업하는 필요

성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제1조 지정

본 계약의 조건과 함께 참조를 위해 본 계약에 포함된 __월 __일부로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가 체결한 개발 계약의 조건(이하 “개발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점사업자에게 ________와 같이 설명되는 한 개의 장소에서만 브랜드 레스토랑을 개

점, 영업하는 독점 영업권과 본 계약에 첨부된 증거물 A에 기술된 상표와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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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와 본 시스템에 관련하여 이들을 

행사할 라이선스를 허가한다.

제2조 존속 기간

A. 본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간은 프랜

차이즈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 가맹점사업자

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하는 즉시 증거물 B에 따라 첨부된 방식에 맞

게 개시일 승인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게 교부할 것을 동의한다.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업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며 본 계

약의 조건에 충실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수행한다.

B. 가맹점사업자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0년을 추가되

는 한 주기로 하여 기한을 연기하는 때로부터 본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갱신하기로 한 결정을 원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  

     후 18개월 이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한 당시의 표준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일반적인 양도 증서를 작성한다.

  4.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규정, 본 계약의 수정안, 본 계약에 관한 후임자, 가맹  

    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체결한 기타의 계약, 가맹본부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대하여 불이행한 바가 없어야 하며 본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모  

    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 가맹본부가 보증인일 것을   

   요구하는 채무 등에 대해 지불 의무가 있는 모든 재무상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  

   야 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제때에 상기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6. 가맹점사업자는 당시의 프랜차이즈 계약, 본 계약에 규정된 매뉴얼, 기타 문서  

   등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대한 당시 기준에 따라 실내 및 실외 디자인,  

   간판, 장비, 비품, 실내 장식 등과 그 이외의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조 및 현대화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 수수료

A. 본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허가 받은 가맹점 영업권과 가맹점사업자가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교육,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보수로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게 다음에 정한 내용을 지불해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행이 있으면 가맹점사업자는 처음 10  

    개의 레스토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 당 ____달러를, 그 다음 20개의 레스토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 당 ____달러를 상환 불가의 가맹점 영업권 수수료로 지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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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제2조 제A항에 규정된 담당 구역 수수료에  

    더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시행이 있으면 총 ____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 지불 금액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점을 예정하고 있는 각 레스토랑에   

    대해 ____달러를 선불했음을 나타낸다. 담당 구역 수수료에 더하여 달러의 지불  

    이 있으면 가맹점사업자는 각 관련 프랜차이즈 계약의 시행에 따라 처음 10개  

    의 레스토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 당 ____달러, 그 다음 두 번째 20개의 레스토  

    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 당 ____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  

    을 이행하면 가맹본부는 당해 가맹점 영업권 수수료를 완불 받아야 하며 이 수  

    수료는 지불된 담당 구역 수수료에 부가된다.

  2. 본 계약 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총 매출의 00%를 반복하여 발생하는 상환  

    불가 로열티 수수료를 책력 분기를 기초로(이하 “책력 분기”) 지불 가능해야 한  

    다.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본 계약의 기간의 1년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  

    0일, 12월 31일 각각에 만료하는 4개월 기준의 책력 분기와 3개월 기준의 책력  

    분기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한 책력 분기 동안 매해 또는 본 계약 기간의 일부  

    동안 매 책력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가맹본부에게 로열티 수수료 지불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본 절 규정에 반대되  

    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기초하여 가맹점 영업권이 허가된 가맹점  

    사업자의 레스토랑 누적 점포 수가 개발 일정(이하 “공약”)에 따른 개발 계약의  

    적용으로 개발이 예정된 총 레스토랑 수의 70% 미만인 경우,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열티 수수료 비율은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스토랑의 누적 수가 본 공  

    약의 7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할 때까지 총 매출의 00%로 늘어나게 되며,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스토랑 누적수가 본 공약의 7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하게 되면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열티 수수료는 00%로 줄어들게 된다.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스토랑의 누적 수가 본 공약  

    의 50% 미만인 경우,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열티 수수료 비율은 가맹점 영업  

    이 허가된 레스토랑의 누적 수가 본 공약의 5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할 때  

    까지 총 매출의 00%로 증가하게 되며,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스토랑 누적 수  

    가 본 공약의 5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하게 되면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  

    열티 수수료는 00%로 줄어들게 된다.

B. 소유권 상표 사용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가한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로서 본 계약 

기간 동안 총 매출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복하는 상환 불가 상표 사용 수수

료 책력 분기를 기준으로 또는 연속되는 각 책력 분기의 10일째인 날 이전에 지불 

가능해야 한다.

C. 1.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획일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광고와 특정 견본 판촉 계  

    획 및 특정 견본 판촉물에 대한 가치와 함께 시스템의 평판과 대외 이미지 홍  

    보 및 촉진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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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제A항에 규정된 지불금액에 더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광고 및 판촉물을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각 책력 분기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브랜드 시스템  

    을 위해 전 세계에 나갈 광고 및 판촉물 각각에 대한 사본 하나의 대가로서 이  

    전 책력 분기 동안 총 매출의 0.5%에 상당한 반복하는 상환 불가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는 추가되는 광고물 및 판촉물의 한 개당   

    매입 가격에 가맹본부가 취할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  

    호간에 합의한 조건과 분량에 따라 광고물 및 판촉물의 추가적인 사본을 매입  

    할 권리를 가진다. 가맹점사업자는 광고물, 마케팅물, 판촉물 등을 담당 구역 내  

    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이들  

    을 채택, 생산 및 재생산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상기한 제C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매입에 더하여 시스템의 평판과 대  

    외 이미지 홍보 및 촉진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맹점사업자는 지역   

    광고를 위해 각 책력 분기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 총 매출의 적어도 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데 동의한다. 지역 광고는 격조 있게 제작되어야 하  

    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기준과 요구(이하 “지역 광고 지출”)에 따라야 한다. 가  

    맹본부가 준비하지 않은 광고 및 판촉 계획 견본 또는 광고물 및 판촉물 견본  

    은 사용한 경우 가맹본부는 그 광고 및 판촉 계획 견본 또는 광고물 및 판촉물  

    견본을 가맹점사업자가 이들을 제출한 후 적어도 14일 이전에 요청된 항공 우  

    편, 확인증에 따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광고 또는 판촉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하시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가맹점사업자는 승인이 거부된 광고물 또는 판촉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  

    다. 가맹점사업자의 지역 광고 지출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제00절 제00  

    항에 따라 설립된 광고 협동조합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실제 기여한 정도에 상  

    당한 금액만큼 줄어든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책력 분기의 10 영업일 이내  

    에 가맹점사업자가 이전 책력 분기 동안 본 절 제C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광  

    고 지출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송장을 포함한 문서를 가맹본부에게 제출해야 한  

    다.

D. 본 계약에서 사용된 ‘총 매출’이라는 용어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의 판매로부터 

생긴 모든 이익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된 모든 종류 및 성질의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E.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불 금액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미국 내의 은행 계좌에 공

탁된 미국 통화인 달러로 가맹본부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본 계약의 적용을 받은 

가맹본부에게 지불 가능한 금액 계산에 있어서 지역 통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당한 규모와 평판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지된 은행이 산정한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지불 기일이 된 지불 금액 기

간 최종일의 지역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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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할 금전 채무가 7일 이상 연체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채무에 더하여 매달 연체된 차감 잔액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

카(Bank of America)의 단기 대부 대출 금리의 1.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

여 이를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한다.

G.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상환에 있어서 정부 승인 또는 등록과 

그 외의 필요 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방법을 따를 책임이 있

으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불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정부 승인 또는 등록 

등을 획득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그 금액을 지불하여 

위와 같은 승인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가맹점사업자가 미연

방 공화국의 통화로 그 지불을 충분히 완수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즉시 가맹본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다음의 사항 중 하

나 또는 그 이상을 단독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가맹본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에 의거하여 법률상 허용된 가맹본부가 선  

   택한 다른 국가의 통화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상환을 수락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이러한 대체 상환 방법을 결정한 경우, 대체 통화 또는 대  

   체 방식의 상환 수령은 미합중국 통화로 상환을 후속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를 구제하지 못 한다. 상환의 대체 방법 수락은 본 계약에 기초한 가맹본부  

   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2. 적어도 연속되는 90일의 기간 동안 사실상 통화 통제 또는 통화 제한이 여전  

   히 계속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4조 계좌 및 기록

A. 가맹점사업자는 고정된 모든 기계 장치 또는 가맹본부가 허가할 수 있는 다른 

장비를 활용하여 테이프가 내장된 현금 등록기에 기록된 모든 판매 사항을 기록해

야 한다.

B.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정확한 장부, 기록 및 계좌를 매뉴얼 또는 기

타 문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유지 및 완수할 것에 동의한다.

C.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양식 및 보고서가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서 특정된 때

에 그 지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들을 가맹본부에게 제출해야 한다.

D. 가맹점사업자는 장부, 기록, 계좌 및 테이프 모두를 7년의 기간 또는 매뉴얼 또

는 기타의 문서에서 특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일반적

으로 수용되는 회계 원칙 및 기법에 따른 유용한 데이터를 기초로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

E.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장부, 기록 및 계좌를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영업장소

를 포함한 적정한 장소에서 적정한 시기에 직접 점검하거나 대리인에게 이를 점검

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보고한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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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점검에서 확인된 총 매출보다 적은 것이 드러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가

맹본부에게 지불했어야 할 금액을 정확한 총 매출 보고서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지

불해야 한다. 총 매출 보고를 2% 또는 그 이상 적게 보고한 것이 발견되면 가맹점

사업자는 당해 상환이 만기된 날로부터 18%의 이율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의 

이율 중 적은 이율을 보고되지 않은 판매액에 이자를 부가하여 적정한 회계 및 법

무 비용과 그 외의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그 점검과 관련되는 모든 경비를 가맹본

부에게 재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취할 수 있는 기타 변상에 대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소유권 상표

A.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 사용에 관한 본 영업 허가권에 대해 본 계약에 의거하

여 제Ⅰ절에 지정된 장소에서 본 계약이 허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

한 소유권 상표의 사용권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 동의한다. 그리고 해당 영

업 허가권은 매뉴얼 또는 본 시스템의 일부인 기타 문서에 의해 현재 지정되어 있

거나 본 계약에 의거하여 지정될 소유권 상표만을 포함하며,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획득할 가맹본부가 처음으로 만든 기타 상표, 상호 

또는 증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B. 본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용과 관련하

여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법인 발행 채권 또는 기타 사업 명의의 일부  

    로서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본부에게 대신 납입 의  

    무를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 또는 부채액을 초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소유권 상표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법률 고문이 소유권 상표를 위한   

    후원 획득 또는 그 계속되는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서  

    의 작성과 기타 원조의 제공을 수행해야 한다.

  4. 가맹본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가맹회사의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소유권 상표로 대체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그 내용에 대해 통지했을 때 그 대체된 내용에 즉시 따를  

    것을 동의한다.

C.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레스토랑 서비스, 유탕 식품류, 기타 식품과 관련

된 사항 및 배치 구축, 기타 본 시스템의 소유권 상표를 위해 “Brand”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

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권리 또는 

소유권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나타내지 않는 데 동의한다.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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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소유권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가맹본부 소유권 상표에 대한 권리, 자격 또는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야기하지 않는 데 동의하며 가맹점

사업자의 소유권 상표 사용은 가맹본부의 이익에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D.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본 라이선스 영역 외의 소유

권 상표의 사용이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 독점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

며, 또한 본 계약의 기간 동안 및 만료 또는 종료 후 직간접적으로 가맹본부의 소

유권 상표 독점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손상시키는 기타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명백히 서약한다.

E. 가맹점사업자는 소유권 상표를 위한 보호 조치 획득 또는 레스토랑이 소재하는 

담당 구역에서 가맹본부가 소유권 상표의 유효성과 시행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

맹본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서를 작성,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유권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서면 지시 없이 소

유권 상표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F.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용된 소유권 상표를 사용에 대한 소유권

의 실효성 또는 이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의 권리에 대한 침해 또는 이의 제기가 있

을 때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소

유권 상표를 포함한 행정상의 절차 및 소송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

의한다. 가맹본부가 소유권 상표와 관련된 변호 또는 기소를 책임지게 된 경우, 가

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측의 법률 고문의 의견에 따라 변호 또는 기소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조치와 의견을 취하는 데 동의한다. 가맹

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유권 상표를 사용한 결과 기소가 

있게 된 범위를 제외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조치와 의견을 취하는 

과정에 손해를 본 비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환하는 데 동의한다. 단, 가맹점

사업자가 그 직원의 봉급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G. 가맹점사업자는 소유권 상표와 관련한 자신의 라이선스에 대해 가맹본부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권리를 보유하는 범위에서 비독점적인 사실을 인지하며 동의한

다.

  1. 소유권 상표를 위해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미 허가된 라이선스에 더하여  

    다른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것.

  2. 현재 본 계약에 의해 허가된 시스템의 부분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향후 지정  

    되지 않을 소유권 상표를 활용하여 동일, 유사 또는 상이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이에 대한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다른 프랜차이즈 시스  

    템을 개발, 수립, 운영하거나 여기에 추가하여 라이선스까지 허용하는 것.

  3. 이에 대한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소유권  

    상표를 활용하여 도매 또는 소매로 유사 또는 상이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  

    른 시스템을 개발 수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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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가맹점사업자는 시스템과 관련되며 거기에 연관되어 사용된 소유권 상표에 의해 

확인된 모든 평판이 가맹본부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맹본부의 재산

임을 인정하며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 그리고 본 계약 및 기타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가 있으면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가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 또는 가

맹점사업자의 소유권 상표 사용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과 관련된 평판에 기

인하여 할당되는 재무 금액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I.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를 가맹점사업자의 법인 또는 사업 명의

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활동을 수행하거나 

가맹본부가 그로 인해 책임지게 될 수 있는 계약 또는 채무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상표를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J.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시스템의 모든 세부 사항이 품질과 서비스의 높은 통일된 

기준을 개발 및 유지하고 브랜드 레스토랑의 명성과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가

맹점사업자, 가맹본부 및 기타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함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이

에 다음의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접두사 및 접미사 없이 영어로 쓰인 “000"의 명칭 하에 프랜차이즈의 비용 부  

    담으로 영업 및 광고를 행한다.

  2.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가된 소유권 상표를 가맹본부가 지시한 방법으로만 채  

    택 및 사용한다.

  3. 가맹본부가 매뉴얼 또는 기타의 문서를 통해 수시로 지시할 수 있는 상표 등  

    록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적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K.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가된 소유권 상표의 유효성 및 완전성의 보전과 함께 가

맹점사업자가 그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들을 적정하게 사용함을 확보하기 위해 가

맹본부 및 그 대리인은 적절한 때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부동산, 프랜차이즈 가맹

점 등을 점검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된 서비스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고 사용한 

상품의 주기적인 개발을 시행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이 이와 같은 

점검을 시행하는 데 협조해야 하고, 가맹본부 대리인의 합당한 요청에 따라 이에 

지원해야 한다.

제6조 법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합명회사인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A. 가맹점사업자, 그 승계인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이 법인, 합명회사 또는 기

타 형태의 가맹점사업자 거주지의 담당 구역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개인

이 아닌 법적 단위체일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르며 참조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모든 법적 형태를 이하에서 법인으로 부른다.

  1. 법인인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시행 또는 이에 후속하는 양도가 있으면 가  

    맹점사업자의 법인 규약서, 법인 인증서 및 정관에 관한 사본 한 부 또는 가맹  

    점사업자 존재의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이와 동등한 문서 한 부와 함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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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여기에 더하여 수정서 또는 변경서 한 부를 즉시 가맹본부에게 즉시 제공  

    해야 한다.

  2. 법인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영업점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뉴얼 또는 기타 문  

    서를 통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법인 기록물에 대해 증명하는 사본을 가맹본  

    부에게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3. 각 공채 증서 또는 법인인 가맹점사업자의 소유권에 대한 동등한 표시, 본 계  

    약이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양도 증서 등에는 본 계약 제00절에 규정된 양도   

    또는 양도 증서에 부과된 모든 제한을 따른다는 성명이 눈에 띄게 배서되어 있  

    다.

B.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승계자,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 등이 합작 회사인 경우 그 

담당 구역의 법률에 따라 사업하도록 설립 및 허가된다(이하“합작 회사”).

  1.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시행 또는 이에 후속하는 양도가 있으면 합작 회사  

    의 합작 회사 계약서 사본, 정관 및 사업 라이선스, 합작회사에 이해관계가 있  

    는 소유주에게 발행된 투자 확인서 사본 등을 가맹본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를 통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합작 회사의 사업에 대해 확인된 사본 및 또는 재무 기록, 가맹 영업점에  

    대한 자료 등을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기밀 영업 매뉴얼

A. 브랜드 시스템의 명성과 평판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의 소유권 상표의 적용을 

받는 영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밀 

영업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르는 가맹 영업점을 운영해야 한다.

B. 가맹점사업자는 본 매뉴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에 쓰이기 위해 만들어졌거

나 승인된 기타의 매뉴얼을 항상 취급하여야 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포함

되는 정보를 비밀히 다루어야 하며, 이를 비밀히 신뢰할 수 있게 그 정보를 유지하

는 데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매뉴얼을 복사, 복제, 녹음하거나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자 또는 제조업자가 본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C. 본 계약에 대한 매뉴얼 및 기타 번역본은 가맹본부의 단독 소유권으로 항상 존

속한다.

D. 본 시스템의 영업 기법을 개선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마스

터 가맹점사업자가 이익을 얻게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본 매뉴얼을 필요할 때마다 

개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와 같이 개정된 모든 내용에 따라 충실할 것

에 동의한다.

E. 가맹점사업자는 본 매뉴얼의 복사본이 최신의 내용으로 통용될 수 있게 유지되

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매뉴얼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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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자신의 본사에 보관하고 있는 매뉴얼의 최종 복사본 내용에 따라 통제

되어야 한다.

F. 매뉴얼의 공식 문자는 영문 판본이어야 한다.

제8조 교육

A. 가맹본부는 기본 관리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을 가맹본부가 그 수행을 위해 

독단의 자유 재량으로 선택한 지정 장소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지정된 관리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정된 관리 직원의 정확한 인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의 출석은 의무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 직원은 업무 시작 이전에 가맹본부가 만족하도

록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여 이를 수료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

맹점의 고용에 있어서 본 계약의 전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지정한 숙련된 관리 직

원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 어느 고용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적극적인 고용을 

중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선임 고용인의 고용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제한적 대체 방법을 등록해야 한다. 대체되는 고용인

은 가맹본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기본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이를 수료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고용에 있어서 수업 및 필요한 교재 등의 교

육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숙박비용, 요금, 여행, 통역 등을 포함한 교육 기간 

동안 기타의 모든 경비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가맹본부는 수시로 이러한 부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선택될 수 있

게 그 자유재량으로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당해 교육 프로그램에의 출석은 의

무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숙박비용, 요금, 여행, 통역 등을 포함한 교육 시행 기간 

동안 모든 지출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C.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초기 단계는 둘로 나누어진다. 개발 계약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점되기 이전에 가맹점사업자는 1주일 

동안 워크숍과 세미나가 개최되는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가맹 영

업점을 위한 계획 및 영업 단계와 관계되는 워크숍 및 세미나는 개발 계약이 조인

된 후 즉시 완료되어 야 한다.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관리 직원이 최초의 프

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점하기 이전에 기본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해

야 하고,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지정된 관리 직원은 이 프로그램을 그들이 

지정 받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점되기 이전에 수료해야 한다.

제9조 가맹본부의 의무

A. 가맹본부는 가맹 영업점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통한 지원을 유용하게 

하여야 하고, 자신이 적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실물 또

는 고시를 통해 수시로 이를 유용하게 해야 한다. 단 고시를 통한 자문은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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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B.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가맹점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되

는 계획서 및 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획서 및 명세서를 변경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가맹점사업자

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측량, 부지, 건설 등을 준비하고 적용 가능한 지역 또는 

연방법 및 제한 규정에 대한 표준 계획서와 명세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건축 및 공학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표준 계획서의 

일탈 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

C. 가맹본부는 본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브랜드 시스템의 기

준, 명세 사항, 절차, 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문으로 된 매뉴얼 한 부를 빌려줘

야 한다.

D. 가맹본부는 브랜드 시스템의 명성을 보호 및 고양하여 모든 브랜드 레스토랑의 

품질, 청결, 외관, 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일된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위해 가맹본부는 공급업자 

승인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장차의 공급업자에 대해 이

러한 기밀사항으로 간주되는 음식 조리법 또는 장비 디자인을 위한 기준 및 명세 

사항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장래의 공급업자에 대해 그 기준과 명세서를 보급하도

록 적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부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모든 브랜드 레스토랑에서 사용 및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

를 해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가맹점사업자는 본 시스템의 모든 자세한 내용이 높은 통일된 운영 기준의 개발 및 

유지,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가맹본부의 명성과 평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따라서 가

맹점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에 동의한다.

A. 본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와 모든 

고정물, 비품, 간판,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며(이하 “개수공사”) 가맹본부의 높은 기

준과 대외 인식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 교체, 보수, 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 단,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적정한 지시에 따라 손상된 장비에 대한 재  

    도색 및 수리, 쓸모없게 된 간판 교체 등과 그 외의 필요사항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위생 및 수리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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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높은 수준의 정부 기준과 가맹 영업점 영업에 적용 가능한 평가를 충족 및 유  

    지시킨다.

  3.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구조 변경, 리모델링, 개장, 기존 개수 공사  

    변경 등과 함께 그 외의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롭게 단  

    장한다.

B. 통일된 방법, 기준과 함께 가맹본부가 수시로 매뉴얼 또는 그 외의 문서에 규정

하는 명세 사항 등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과 통일적으로 유지되

는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며, 매뉴얼 및 관계 문서의 내용이 일

탈과 가맹본부의 명성 및 평판 또는 소유권 상표와 그에 관계되는 사항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방법이 작용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1. 가맹본부의 기준과 명세서에 부합하는 원료, 제품, 재료, 지급품, 종이 제품만을  

    충분하게 갖추어 사용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품목의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2.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판매를 위해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제품 준비를 위해 가  

    맹본부가 정한 방법과 기술에 따라 준비된 품질과 수량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메뉴 품목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  

    며,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서 특정한 최소한의 메뉴 품목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메뉴 품목을 보이거나 판매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기준 또는 명세 사항이 본래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게 억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가맹본부가 그 자유재량  

    으로 서면을 통해 불만을 나타낸 품목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에 준거하여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프랜  

    차이즈 가맹점의 부동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맹본부  

    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상의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

  4. 레스토랑의 토지 내의 특정 성분 견본, 제품, 재료, 지급품,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사용된 종이 제품 등을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라 아무 때나 제거  

    하도록 가맹본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허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당시의 기  

    준과 명세 사항에 당해 견본이 부합하는지 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맹본부 또  

    는 독립 실험실의 테스트에 관하여 필요한 적정 금액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승인한 공급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그 견본이 가맹본부의 명세 사항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구제 절차에 더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테스트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승인된 표준 계획서 및 명세서에 특정된 모든 개량 물품과 가맹본부가 매뉴얼  

    기타 문서에서 적정하게 수시로 지시할 수 있는 그 외의 사항을 매입 또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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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하는 것과 함께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갖추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에 가맹본부의 기준 및 명세 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에 승인  

    되지 않은 개량된 물품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에 설치되거나 설치가 허용  

    되지 않도록 한다.

  6.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에 가택 침입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통지   

    없이 들어가도록 가맹본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허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당시 기준과 명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을 즉시 제거, 환원, 수리 및 또는  

    개조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요청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지체하거나 거절한 경우 가맹본부가 대신 이  

    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준수 사항을 달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의 변경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적  

    정한 경비와 지출에 대한 계산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C.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영업점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의 거래 비밀에 해당하거나 

이를 구성하는 성분, 제품, 재료, 지급품 또는 기타의 품목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물

품(이하 “거래 비밀 제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내용대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공급업자에게서 구매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의 거래 비밀 제

품의 선적을 수령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능력이 본 계약상의 허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거래 비밀 제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정부 당국에 의해 금지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거

래 비밀 제품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그 금지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즉시 이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그 단독 선택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가맹본부는 그 선택에 따라 이러한 거래 비밀 제품의 다른 공급업자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금지 기간 동안 조정할 수 있다.

  2. 가맹본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구매 가격은 당시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해야 한다.

D. 거래 비밀 제품을 제외하고 가맹 영업점의 운영에 필요한 성분, 제품, 재료, 지급

품, 종이 제품 및 개량 물품 모두를 증명된 공급업자에게서 만 구매해야 하며, 가맹

본부가 지속하여 합당한 만족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공급업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가맹본부의 적정한 기준과 명세 사항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니고 가맹점사업자

의 요구를 즉시 신뢰할 수 있게 응하는 적정한 품질 통제와 역량을 소지한 자로서 

가맹본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이를 거역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가맹

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못한 공급업자에게서 품목을 구매하기 원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그 승인을 위해 서면 요청서 한 부를 가맹본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그 

공급업자에게 대신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그가 승인한 조건에 준

거하여 그 대리인이 공급업자의 시설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승인 허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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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테스트를 위해 지정한 독립 증명된 연구소 중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라 인도

된 견본을 살펴볼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적정

한 점검 비용 및 실제 테스트 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청구 금액을 부담한다. 가맹본

부는 그 선택에 따라 승인된 공급업자의 시설과 제품을 수시로 다시 점검할 권리와 

상기한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지 못한 공급업자에 대해 그 승인을 취소할 권리

를 가진다.

E. 고용 조건에 따른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수행 요구 사항은 영어 및 또

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지역 언어로 쓰여야 한다. 그리고 매뉴얼 또는 기타 문

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 계약 또는 기밀계약은 고용 기간 및 그 이후에 직원들

이 1인의 자, 1인 이상의 자, 합작회사, 단체 및 고용 기간 중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자들로 구성된 법인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고용 기간 동안 

획득한 레스토랑의 운영 방법과 관련된 비밀 정보, 지식 또는 노하우에 대해 대화

하거나 이를 폭로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서 원본 각 두 장을 작성 즉시 가맹본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F. 광고 협동조합

가맹본부는 그 자유재량으로 광고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프

랜차이즈 가맹점이 소재한 국가 내의 지리학적 지역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1.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협동조합이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원이 된다.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소유  

    주로서 그에 관련하여 한 개 이상의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 받지   

   않는다.

  2.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의  

    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 책력에 대한 책력 분기를 기준으로 또는  

    협동조합이 문서로 나타내는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지불 가능한 협동조합이 정  

    한 액수를 기부해야 한다.

  3. 각 협동조합은 동일한 형태와 방법으로 구성, 통제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문  

    서로 사전에 승인한 날짜에 그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A) 가맹본부의 승인에 따라 관리하는 지역 광고 프로그램과 개발을 위해서 조  

       직된 각 협동조합은 지역 광고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판촉물을  

       표준화한다.

    (B) 처리 절차와 본 계약 제00절 제00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  

       전 승인 없이 협동조합은 광고 또는 판촉에 관한 계획서나 도구를 그 구성  

       원에게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C) 가맹점사업자는 이전 기간에 대한 총매출을 기준으로 한 기간에 그 요구되  

       는 기부금을 가맹본부 또는 협동조합이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과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계산서 및 보고서를 수반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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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맹본부는 그 자유재량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 그 면제를 뒷  

    받침하는 이유를 명확히 나타내는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협동조  

   합 구성원의 요구사항 및 또는 협동조합에 기부해야 하는 의무의 면제를 일정   

   기간 동안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제 요청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결정은   

   최종적이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면제가 허락되면 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본 계약 제3조 제C항에 제시된 금액 전부를 지역 광고를 위해 지출할 것이 요  

   구된다.

G. 가맹점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지역 광고는 언론 매체를 통해 가맹본부가 승인한 

전체 구성 유형으로 격조 있는 방법을 갖추어 시행되어야 하며, 가맹본부가 열거하

는 기준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제Ⅹ절 제G항에 

규정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광고 및 판촉

에 관한 계획서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H. 모든 광고와 판촉에 관한 계획서는 사용하기 이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을 것

을 요하며 가맹점사업자 및 협동조합은 광고 및 판촉에 관한 계획서 및 도구가 준

비되지 않았거나 가맹본부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적합한 장소에서 광고 및 판촉에 관한 계획서 및 도구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과되는 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에 관한 

계획서 및 도구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이 가맹본부

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가맹본부가 그 견본 또는 도구를 승인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된다.

I. 레스토랑이 소재한 사법 관할권의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사항

과 함께 기타 적용 가능한 보건 정부 기관의 위생 기준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

영에 관한 법률과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J. 본 계약에 제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제11조 보험

A. 프랜차이즈 가맹점 건축이 시작된 날로부터 15일 이전 또는 이미 건축 중인 건

물의 개조 또는 개보수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영업

점과 관련되었거나 또는 레스토랑의 건축, 영업, 점유를 이유로 하는 화재, 번개, 신

체 상해, 절도,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채무 또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총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험 증권과 함께 가맹점사업자

와 가맹본부, 그 임원, 이사, 동업자, 직원 등을 보호하는 보험 증권을 획득하여 충

분한 지배력과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보험 증권의 경우를 제외

하고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보험 증권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정 보험 계약자가 된

다.

B. 가맹본부가 수락할만한 보험회사가 매뉴얼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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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명하고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보상 범위를 포

함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해 수시로 적정하게 매뉴얼 및 

기타 문서에 추가되는 적용 범위와 더 높은 보험 증권 한도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

다.

C. 가맹점사업자는 상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수락함을 보여주는 보험 회사 발행의 

보험 징표를 본 절에 따라 가입한 보험 취득일과 그 후 매년 한 번씩 가맹본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 징표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가맹본부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

를 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포함해야 한다.

D. 본 절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험 유지와 채무 이행으로 본 계약 제00

절에 제시된 손해 배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채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이 면

제되지 않는다.

E.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가입, 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이

유를 묻지 않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동등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청구금액을 

취득할 책임이 없는 권리와 권한을 즉시 갖는다. 이와 같은 보험 가입과 청구금액 

취득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초래한 지출에 대한 100 달러의 수수

료와 함께 통지 즉시 그 청구 금액을 지불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F. 가맹점사업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전 직원에 대해 적정한 산재 보상 또는 상당한 보험을 제공하고 가맹본부에게 이와 

같은 보험 증권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비밀 정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발과 영업은 반드시 비밀히 유

지되어야 하며 그 개발과 영업에는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사용 목적을 위해서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비밀 주성분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와 같은 비밀 정보

를 부적절하고 권한 없이 공개하는 것은 양 당사자 및 기타 프랜차이즈 영업자에 

대해 본 브랜드 시스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고 동의한다. 그러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과 본 계

약의 효력이 종료한 후 30년 동안 본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사업자의 영

업권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거나,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평가

될 수 있는 레스토랑의 구조, 영업 방법에 관한 비밀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전달, 

폭로하거나 다른 1인 또는 1인 이상의 자,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단체,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단, 본 계약의 유효한 기간은 

본 계약의 갱신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비밀 정보를 본 계약

에 의거하여 허가된 개발권을 행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레스토랑을 개점 

및 영업하기 위해 비밀 정보에 접근해야만 하거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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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에서 비밀 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가맹점사업자의 해당 직원에게만 알려야 

한다.

도면, 자재, 장비, 레시피, 조리된 혼합물, 양념 또는 다른 푸드 프로덕트의 혼합, 가

맹본부가 기밀로 분류한 데이터, 정보, 경험, 본 계약에 근거한 분석 정보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은 본 계약 목적을 위한 비밀로 간

주된다. 단 가맹본부의 본 계약에 근거한 정보 공개에 앞서 마스터 가맹점사업자의 

대처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가맹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한 정보 공개의 내용이 다른 자들의 출판, 또는 교신을 

통해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지역 법률이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제안

한 바와 같이 비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소속된 직원과 임원 및 이사 전

원과 직간접적으로 법률상 권리 5%를 실질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 또는 고용 또는 

소유권 조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어서 더 많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자를 요

청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서면 제안에서 상기한 자들이 가맹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따르는 동안, 또는 고용 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가맹점사업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간 중 얻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 

방법과 관련된 비밀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전달, 폭로하거나 다른 1인 또는 1인 

이상의 자,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단체, 법인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

지한다.

제13조 계약 조항

A.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약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선임된 관리 직원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추측하는 경우 그 관리 직원이 가맹점사업자에 대신하여 모

든 시간과 에너지 및 최선의 노력을 다 바쳐 가맹 영업점의 관리와 운영에 힘써야 

한다.

B.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전문 교육 및 비밀 정보와 

함께 본 시스템과 가맹본부의 영업, 판매, 판촉, 마케팅 방법 및 기법, 그리고 그 이

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수받을 것에 명확히 동의한다.

C.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법인, 임원, 이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일반적 또는 제한적 동

업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인에 대한 투표권과 함께 유가 증권에 대해 5%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이자를 내는 주주를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본 절의 목적을 

위해 총체적으로 사장 또는 사장에 상당한 임원 및 이사와 함께 가맹점사업자에 대

한 투표권을 수반하는 유가 증권,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인, 일반적인 동업자 및 제한적 동업자 등에 대해 5%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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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이상의 수익 이자를 보유한 주주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1인의 자 및 1인 

이상의 자, 합명 회사 또는 법인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

나 이들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음의 내용으로 서약한다.

  1. 직간접적인 유도 또는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 및 시스템과 관련된 평판을 모  

    욕하거나 침해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 계약에 근거한 가맹 영업점의 사업 또  

    는 고객을 경쟁업체에 전환시키거나 전환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2. 가맹본부 또는 다른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에 당시 고용된 자를 고용하거나 고  

    용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자에게 이직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3. 음식 품목(이하 “음식 종목 판매점”)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테이크 아웃이나 식  

    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형태 또는 이 양자를 모두 갖춘 형태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소유, 유지, 영업하고 있거나 이에 종사 또는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

C.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의 이유를 불

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1인의 자 또는 다수의 자,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자, 법인 등과 통하거나 이들과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리하지 않을 

것을 다음의 내용으로 서약한다.

  1. 그 푸드 프로덕트점이 가맹본부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프랜차이즈 영업자의  

    소유인지를 묻지 않고 본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본 개발 계약의 만료 또는 종  

    료일 현재 제1조에 열거된 지역에 소재한 푸드 프로덕트점 또는 본 시스템이   

    적용되는 레스토랑의 소재지에서 반경 10마일 이내에 있는 푸드 프로덕트점을  

    소유, 지원하거나 이에 종사, 또는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본 계약 종료 당시 가맹본부 또는 다른 브랜드 가  

    맹점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던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고 하는 것, 또는 이러  

    한 자가 이직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D. 가맹본부의 요청이 있으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가 종료하면 

적용 가능하게 되는 계약을 포함한 본 절에 제시된 내용과 유사한 계약의 이행을 

다음에 열거된 자들 중 1인 또는 1인 이상의 자에게 요청하여 달성한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든 관리자 및 보조 관리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  

    자의 관리 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2. 임원, 이사,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5%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이자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주

위에서 요구하는 계약 전부는 계약을 시행하는 독립 권리와 함께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해 가맹본부의 제3당사자인 수혜자로서의 증명을 분명히 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가맹본부가 만족할만한 형태를 갖춘다. 각 계약서의 원본 두 장은 그 시행이 있는 

때에 가맹본부에게 제공된다. 위에서 요구하는 계약의 시행을 달성하는 데 가맹점

사업자가 태만히 한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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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익의 이전 가능성

A. 가맹본부가 이전하는 경우

본 계약은 후임자의 이익과 가맹본부의 양수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가맹본부

는 본 계약에 있어서 그 이익을 일 인 또는 그 이상의 자, 협력 업체, 단체, 법인 등

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의 양수인이 본 계약

에 의거하여 가맹본부의 모든 의무를 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수한 사실을 알리

는 서면 통지를 발송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책임으로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계열 회사 사이의 일반 양도 계약서를 즉

시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B. 가맹점사업자가 이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제시된 권리와 의무가 자신에게 속함을 이해하고 인정하

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수완과 재정 역량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허가

한다. 따라서 (ⅰ) 가맹점사업자, (ⅱ) 가맹점사업자의 우선순위 후계자 또는 후순위 

후계자, (ⅲ) 가맹점사업자 또는 본 개발계약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는 개인, 협력 업체, 법인 또는 기타의 법적 단체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상대로 매도, 할당, 이

전, 양도, 기부하거나 담보 및 저당 설정 또는 기타의 채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가

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법률 또는 기타 사항의 시행으로 주장되는 양도 또

는 이전은 무효로 될 것이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이 경우 가

맹본부는 본 계약 제ⅩⅤ절에 따라 위반한 사항을 치유할 기회를 갖지 않고 본 계

약을 종료할 수 있다.

C. 허가 조건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본 계약서의 잔여 기간을 이유로 본 계약서상의 

제ⅩⅣ절 제(B)항에 따른 이전 허가를 부당하게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이전 시

기에 앞서 다음의 사유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1. 가맹본부에 대해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금전 채무와 함께 가맹본부의   

    자회사 및 관련 단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서 제Ⅸ절 및 제Ⅹ절에 포함된 계약의 적용을 받아 강  

    요된 잔액에 동의해야 한다.

  3. 양수인은 가맹본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있어서 훌륭한 도덕성과 평판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4. 양수인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른 그 외의 사항에 부합함으로  

    써 가맹본부가 만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양수인의 자격은 신임 가맹  

    점사업자를 위해 가맹본부의 당시 및 최근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만족하는 형식에 맞게 양도 증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양도인인 개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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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단체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가 있은 날짜부로 가맹  

    본부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양수인은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당시의 방식대로 이행하  

    며 또한 가맹본부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당시의 부수적인 계약을 이  

    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의 방식은 본 계약에 포함된 로열티 수수료  

    및 광고료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로열티 수수료 및 광고료와 그 외의 관계  

    사항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다른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시의 방식은 본 계약이 시행되는 날 종료하게 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모된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양 당사자는 레스토랑의 외양과 그 경영이 당시의 기준에서 보아 진부하지 않  

    도록 필요시 레스토랑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동의한다.

  8. 양수인과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서 가맹본부가 지명할 수 있는 그 외의 다  

    른 자들은 신규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9. 양수인이 협력업체인 경우 동업 계약이 그 이상의 양도를 제공하거나 또는 동  

    업 계약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본 계약의 양도 및 이전에 부과된 모  

    든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선택 및 요청에 따라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양  

    수인의 의무에 대한 서면 보증서 한 부를 작성해야 하고, 그 보증 기간은 이전  

    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증 기간 중 지난 12개월 동안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또는 광고 펀드 보험료 지불을 불  

    이행 한 경우, 보증 기간은 보증이 종료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부가적으  

    로 자동 연장된다.

  11. 양수인은 본 이전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일반 관리비를 보상하기 위해 가맹  

    본부에게 5,000 달러를 이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이전  

    에 대한 담당 구역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맹본부 총판 영업자가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 양수인이며 가맹점사업자가 단독 주주인 경  

    우, 이전 비용은 요구되지 않는다.

D. 선취특권의 허가

가맹점사업자는 선취특권과 관련된 문서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사업자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 가맹 영업점 또는 가맹 영업점의 자

산에 있어서의 선취특권을 허가하지 못하며, (ⅰ)가맹본부에게는 불이행에 대해 주

의와 함께 그 불이행 사항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ⅱ) 가맹본부는 

저당권자에 대해 채무자로서 대신할 권리와 선택권과 함께 가맹점사업자의 불이행

을 대신 이행하거나 저당권자에게 치러야 할 총액을 지불함으로써 저당권자의 권리

를 취득할 권리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단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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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지불일이 단축되어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며, (ⅲ) 기타 가맹본부의 자유재량에 

따른 요청으로 소유권 표시와 해당 시스템의 통합을 보호하는 데 합당하며 필요하

다고 여겨지는 경비도 제외한다.

E.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전

본 계약, 가맹 영업점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사망 또는 정신

적 무능력이 있는 경우, 관리인, 관재인 또는 이러한 자들의 개인적 대리인은 가맹

본부가 승인한 제 3자에게 그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의 법률상의 이익을 이전해야 한다. 본 절의 이전은 계책 또는 상속에 의

한 이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전을 포함하며 당사자 생존 중 효력이 있는 이전과 

같은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계책 또는 상속에 의한 이전의 경우, 상속자 또는 

수혜자가 본 계약 제00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망한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 

대리인이 본 계약상의 사망한 자의 법률상의 권리를 처리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단,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못한

다.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된 사업의 처분은 본 계약에 규정된 양도 및 이전

에 관한 모든 조건에 따른다. 법률상의 권리가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처분되

지 못한 경우 가맹본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 계약의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F. 제1선매권

본 계약 또는 본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 법률

상 권리를 매입하기 위해 선의로 제3당사자의 제안을 수락하기 원하는 자는 그 제

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

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필요할 수 있는 그 제안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제3자가 제안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자의 법률상 권리를 

매입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매도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그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가맹본

부가 매도자의 법률상 권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자신의 매입 

결정에 대해 매도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상 권리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60일이 만료하기 이전에 생긴 제안 조건의 중대한 변

동은 최초의 제안이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본부의 제1선매권에 따라 새로운 제

안을 구성하게 된다. 가맹본부가 본 계약 제ⅩⅣ절 제(g)항의 적용을 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된 선택권의 행사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제안된 이전에 관한 본 

계약 제ⅩⅣ절의 모든 요건을 포함한 본 계약 기타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3당사자에 의해 제안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이 가맹본부에게 

당연히 이와 동일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인 경우, 가맹본부는 본 계약,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현금으로 환산

된 적정한 등가로 매각할 것을 제안 받은 사업 등에 기초한 법률상 권리를 매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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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3당사자가 제안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에 대한 현금으로 환산된 적정한 등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맹

본부는 독자적인 감정인을 지명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구속된다.

G. 가맹점사업자의 제안

가맹점사업자의 담보물 또는 조합 지분은 가맹본부의 서면 사전 동의와 함께 사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사회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사전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연방정부, 자치 정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사회에 헌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정부 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가

맹본부가 검토하도록 가맹본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이 면제되는 헌납을 

위한 물건도 헌납되기 이전에 검토를 위해 가맹본부에게 제출되어야 한

다. 가맹본부가 증권 인수, 배급에 가담하거나 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의 담

보물 제공 등을 수반하는 소유권 상표 또는 기타의 보증은 헌납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납 대상 물건에 대한 가맹본부의 검토는 오로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관련이 있는 헌납 대상 물건에만 제한된다. 본 헌납에 있어서 가

맹점사업자와 그 외의 참가자들은 본 헌납과 관련이 있는 가맹본부에게 반드시 충

분한 보상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각 계획된 헌납 대상 물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

는 가맹본부에게 상환불가 수수료 5,000 달러를 지불하거나, 또는 제출된 헌납 대상 

물건의 검토에 관련되는 합당한 비용과 지출에 대해 법무 비용 및 회계 비용과 그 

외의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보다 더 많은 액수로 가맹본부에게 변제하여야 한

다. 가맹점사업자는 헌납 또는 본 계약 제00절 제0항의 적용을 받는 그 외의 거래

의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가맹본부에게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불이행 및 종료

A.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가맹점사업

자가 지불 불능 상태이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총체적으로 양도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제출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파산 신청이 

제출됐는데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또는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마스터 가맹점사업자의 자산, 재산 또는 그 일

부분의 수령자나 임시 또는 종신 관리인을 사법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임명한 경

우, 재판 관할 적용 법률의 적용을 받아 채권자와의 조정 절차가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구성되었거나 그에게 불리한 경우, 최종 판결에 만족할 수 없거나 또는 소송 

정지 영장 증서가 제출되었거나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기타의 절차에 의해 관련 관

할 재판 집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30일 이상 동안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가맹점사

업자의 직분이 종료된 경우, 강제 처분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책임자의 재산 또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불리하게 부과된 경우, 본 계약에 기초하여 전개된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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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레스토랑의 부동산 또는 설비에 불리하게 유치권 또는 저당권을 유질 처분하는 

소송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기되어 3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개점, 영업되는 허가된 레스토랑의 실질 또는 개인 재산이 재판 

결과 주지사, 연방 보안관, 경찰관, 정부 권한에 상응하는 기타담당자 등에 의해 징

수된 후 매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허가된 모든 권리는 가

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B. 다음의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가맹본

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불이행한 사항을 이행하여 복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 

계약과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가된 모든 권리를 그 선택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 

그 종료의 효력은 가맹점사업자가 그 통지를 수령한 즉시 발효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그 자회사, 관계 단체에 지불 의무가 있는 금액  

    을 즉시 지불 또는 가맹본부가 요구한 재무 또는 기타의 정보의 제출을 불이행  

    , 거절 또는 무시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중지하거나 유기한 경우 또는 레스토랑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레스토랑이 소재한 지역의 사법 관할권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래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과실 없이 가맹점사업  

    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외의 원인으로 인해 그 부지가 손상되거나 침해되어  

    그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재공사가 완료될 수 없는 경  

    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해당 부지의 재배치   

    및 또는 재건축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적합하  

    지 못하게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영업하고 있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합의된 최소한의 로열티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중죄를 저질렀거나 패륜적 행위가 포함된 범죄 또는 가맹본부  

    가 그 위법 행위로 인해 시스템, 소유권 상표, 법인의 평판 또는 가맹본부의 이  

    익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간주되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건축, 유지 보수 또는 운영으로 인해 공공 보건 또는 공  

    공의 안전에 대해 침해 행위 또는 위험 행위를 결과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업자 및 주주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권리 또는 채무의 이전을 의도하거나 또는 제00절의 조건에 반하는 제3당사자  

    에 대한 프랜차이즈의 물권을 프랜차이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 제00조의 in-term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00조의 적용을 받아 요구되는 계약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

  7. 제00조 조항의 내용에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매뉴얼 또  

    는 기타 비밀 정보의 내용을 가맹점사업자가 폭로하거나 누설하는 것



- 181 -

  8.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허위의 장부 또는 기록을 유지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가맹본부에게 제출하는 것

  9. 가맹점사업자 또는 개인, 단체, 협회, 제한적 또는 일반적 제휴업체,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로서 직간접적으로 통제의 주체 및 객체가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일  

    반적 통제 하에 있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미지급 유가 증권에 대해 이를 직간접  

    적으로 소유, 통제 또는 10% 내지 그 이상을 지급하는 권능을 보유하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동등하게 동업자, 임원, 이사, 양수인, 지점 관리인 또는 비슷한  

    지위를 점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하 “관계 단체”)이 기타  

    가맹점사업자 계약, 개발 계약, 자산 구매 계약과 그 외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  

    본부 또는 가맹본부 관계 단체가 체결한 계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불이행  

    을 한 경우.

  10. 본 절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이 있은 이후 또는 있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동  

    일한 불이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단 그 불이행 사항이 통지 이후에 이행  

    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11. 본 계약이 부과하는 요구 사항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데 실패함을 이유로   

    제15조 제(C)항의 규정상 12개월 동안 1회 이상 불이행을 한 경우. 단 그 불이  

    행 사항이 통지 이후에 이행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C. 상기한 세목 (A), (B)의 규정을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불이행한 사항이 복구될 

수 있는 것이면 가맹본부는 협동조합 기부가 만기인 경우 이를 포함한 로열티 또는 

광고 자금 기부가 불이행인 경우 적어도 10일, 그 외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

서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기 3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불이행한 사항의 

성질에 관해 진술한 서면 통지의 교부를 통해서만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

나 가맹점사업자는 10일 또는 30일의 기간 동안 또는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특정

한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만족할 만큼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 즉시 이를 

치유를 위해 그 복구를 적정하게 시작하면 본 계약의 종료를 피할 수 있다. 그 특

정된 기간 동안 불이행 사항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10일 또는 30일의 기간이 만료

되거나 법률상 적정하게 요구되는 이보다 긴 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프랜차이

지에 대한 추후 통지없이 종료된다.

제16조 종료 또는 만료의 효력

A.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되면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락된 모든 권리는 그 즉시 

종결되며 다음의 효력이 발생한다.

  1.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레스토랑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을 중지해  

    야 하며 그 이후로 직간접적으로 대외에 브랜드 레스토랑을 대표해서는 안 된  

    다.

  2.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메뉴, 레시피, 조리비법, 장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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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절차 등과 함께 시스템,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 기타 상품명, 상표 등과   

    관련되는 기법, 브랜드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영  

    구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간판, 가구, 고정물, 장치, 광고   

    물, 문방 용품, 양식, 기타 소유권 상표를 보이는 품목과 그 외의 관계 물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레스토랑 또는 기타 사업을 경영하거나 후속하여 시작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경우 재생산품, 위조품, 복사본, 또는 혼란 또는 착각, 기만  

    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권 상표의 가짜 모사품을 사용해  

    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허위로 나타내거나 대표하는 트  

    레이드 드레스, 원본의 지정, 묘사, 표현 등을 활용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4.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하거나 제1조에 특정된 지역의 가   

   맹점이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운  

   영하는지의 여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그 지역을 소유한 것인지 임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가 있거나 가맹점사업자 또는 기타의  

   자가 본 절의 내용을 손상시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  

   맹점의 운영을 중지하면 그 즉시 레스토랑 부지에 대해 변경 또는 교체를 한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그 목적을 위해 적정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  

   특정된 부가적인 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본 절에서 요구하는 변경 또는 교체는  

   만사드 지붕(mansard roof), 화산암 외장, 티파니(tiffany) 램프, 기타 트레이드 드  

   레스 징표를 포함해야 한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상기한 비용  

   은 그 불이행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초래한 적정한 변호사 비용과 함께 모든 손  

   해, 비용, 지출을 포함한다.

  6.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매뉴얼, 기록, 파일, 사용 설명서, 서신과 그 외의 가맹본  

   부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가맹점사업자가 점유 중인 가맹점 영업에 관련된 자료  

   모두와 그에 대한 사본 전부를 가맹본부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  

   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서 사본, 당사자 간의 서신, 가맹점사업자가 법  

   률 규정에 적정하게 따르는 데 필요한 기타 문서를 제외하고 상기한 복사본과   

   기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B. 가맹본부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량 물품, 

장비, 광고물, 원료, 제품, 재료, 지급품, 종이 제품, 가맹본부의 소유권 상표가 찍힌 

품목 등을 당시의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통지로서 수행하는 권리를 가

지며 이것은 의무로서 수행되지는 않는다. 양 당사자가 적정 기간 동안 공정 시장 

가격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가맹본부는 독자적인 감정인을 지정해야 하고, 그 감정

인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가맹본부가 상기한 물품들을 매입하는 데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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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맹본부는 금액 지불 대신에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가맹

점사업자로부터 만기가 된 총 금액과 감정 가격을 상쇄할 권리를 갖는다. 가맹본부

가 부동산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임차한 것인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단독 

자유재량에 따라 개량 물품을 포함한 당해 임차 건물 및 부지를 가맹본부에게 양도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해당 임차지를 가맹본부 또는 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주인의 허락

을 명기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C.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에 수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행

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거나 본 절의 집행을 위해 금지명령 구제를 획득하

는데 가맹본부가 야기한 적정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 비용, 지출 등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는 본 절의 조항을 따르는 데 

있어 태만히 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결과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한다.

D. 그 조건과 목적을 통해 본 계약이 만기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존속하기 위해 계

획된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 및 또는 만료된 경우에도 존속하게 된

다.

제17조 세금, 승인 및 채무

A. 가맹점사업자는 이자 및 벌금과 함께 만기가 도래한 모든 부과금, 세금, 계약 등

록비용뿐만 아니라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가맹

점사업자가 초래한 모든 종류의 외상 거래와 다른 청구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B.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영업되는 사업의 충분하고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인

준 또는 라이선스를 시기적절하게 획득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라

이선스, 판매세 증명서, 소방 방재 허가증 등과 그 외의 관련 사항들이 포함된다.

C.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수정안에 기초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

생한 등록 수수료, 부가세, 인지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기타 세금 또는 청구액 형

태로 정부가 부과하는 청구금액은 레스토랑이 소재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

무가 이뤄지는 장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

을 받아 그 부과된 금액이 만기가 되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며, 가맹

본부에게 불리하게 부과된 청구 금액이 미국의 연방법, 주법 또는 지역법 등의 적

용을 받아 만료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정상 부과되었거나 불리하

게 부과된 연체 세금을 적정한 기관에 내는 것을 지체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지불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지체 및 지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그 임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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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직원에게 배상하고,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 징수 또는 연체된 세금 납

부를 불이행한 가맹점사업자가 담당하는 레스토랑이 소재한 지역의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해 부과하는 불입 추징에 있어서 가맹본부에게 불리

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D. 가맹점사업자는 결정, 탄원, 소송 절차 등이 개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그리고 

법원, 행정 기관, 정부의 대행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

업 또는 재무 조건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 영장 발부, 금지 명령, 심

판, 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에 대해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해

야 한다.

제18조 독립 계약자 및 배상

A. 본 계약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가맹점사업자를 알선인, 법적 대리인, 공동 

사업체, 제휴자, 직원 또는 가맹본부의 종업원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가맹점사업자는 

독립 계약자여야 하며 자신이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계약, 계약, 보증 또는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 않음을 이해하며 동의한다. 더 나아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양 당

사자 사이에 신탁 관계를 발생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B.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작위, 태만, 계약, 채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 어떠

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배상을 해야 하며 또한 가맹

점사업자의 가맹 영업점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한 청구를 방어하는 데 

들어간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과 청구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없도록 

유지해야 한다.

제19조 인정 및 기권

A. 본 계약이 가맹본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할 때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제출할 서면 요청서를 적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및 허가도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한다.

B. 가맹본부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

자에게 기권 증서, 승인, 조언, 허락 또는 제안 등을 제시, 또는 태만, 지연, 또는 이

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의 거절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과

된 채무 또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신뢰, 추정할 수 있는 보증 또는 담보를 설정하

지 않는다.

C. 본 계약에 대해 유보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가맹점사업자를 통해 본 계약의 의무

와 조건에 따를 것을 주장하며 본 계약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양 당사자의 관습 

또는 실행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기권을 구성하는 가맹본부의 채무 불이행은 존재하

지 않는다. 특정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기권은 동일한 또는 상이한 

성질의 채무 불이행 수반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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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키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의 조건, 조항 또는 계약에 관한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그로부터 발생한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가맹본

부가 그 행사를 지연, 보류하거나 이에 게으른 것은 가맹본부의 권리에 영향을 미

치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또한 본 계약에 의거한 권리에 대해 가맹본부에 의

한 기권, 또는 수반되는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영향을 미

치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를 원인으로 한 금액 지불에 대해 가맹본부가 

용인하더라도 이에 수반하여 본 계약의 기간, 계약, 조건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

가 이전에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기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0조 주의 사항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요구되거나 인정되는 모든 주의사항은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지정된 다른 주소가 지정될 때까지 아래의 주소로 등기 우편 등을 이

용하여 직접 교부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수령되는 날짜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

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주의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주의사항

본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인도될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영문 서면으로 작

성된 주의사항과 보고서는 통보를 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된 가장 최근의 주된 사무

실 주소에서 그 통보를 수령할 당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단 (ⅰ) 직접 그 주의

사항과 보고서를 수령한 때 (ⅱ) 전신, 팩시밀리 또는 이와 상당한 전자 시스템으로 

그 주의사항과 보고서를 발송한 후 제1영업일인 때, 또는 (ⅲ) 주의사항과 보고서의 

수령일 또는 인도를 시도한 날 등기우편, 배달 증명 우편, 또는 인도물의 발송인 증

명이 가능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인도가 거절되었거나 또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에 

의해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분리 가능성 및 구성

A.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의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모종의 이유로 본 계약의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

이 유효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 또는 기관에 의한 기존 또는 미래의 법률 또

는 규정에 타당하지 않고 상반되거나 이에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로 인

해 다른 상태로 유지되는 그 의미가 명료한 본 계약의 다른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에 대한 작용을 손상케 하거나 다른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자는 당사자들을 구속할 완전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주어지도록 지

속되어야 하지만 당해 무효인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은 본 계

약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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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

사업자,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임원, 이사, 직원 등과 가맹점사업자의 임원, 이사, 직

원 또는 가맹본부의 각 승계인과 양수인 이외의 자 또는 법적 단체에 본 계약이 적

용되거나 이에 근거한 권리 또는 구제 절차를 수여하려고 의도하거나 수여한 것으

로 간주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C. 본 계약서의 공식 판본은 영문이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본 계약서의 가맹점사업

자의 요구에 따라 보편적인 지역 언어로 공식 번역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은 영문 원본을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영

문 판본과 영문 판본을 기본으로 한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영문 판

본을 기준으로 이에 대조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서의 전체 구조

본 계약서와 이에 인용되는 문서, 개발 계약서 등은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완전 충분하게 구성할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며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모든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허가한 개정안, 변경 또는 예외적 허가를 제외하고 본 계약 

당사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임원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상호 동의한 

바가 아니면 본 계약서의 개정안, 변경 또는 예외적 허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

지 않으면 본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설명문

본 계약서의 각 단락에 대한 설명문은 오직 편의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본 

계약서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계약서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인정

A.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음을 인

정하며 본 계약에서 계획된 벤처 기업이 경영 위험을 내포하며 독립 기업인으로서

의 가맹점사업자의 능력에 대단히 의존함을 인지한다. 가맹본부는 담보 및 보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본 계약에서 계획한 벤처 기업의 잠

재적 규모와 이윤 및 성공을 위해 외연적 또는 함축적으로 담보 또는 보증을 수령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B.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본 계약서, 계약서의 첨부물, 본 계약과 관련된 기타 계

약서를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

회를 허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고른 조언자와 본 계약 체결에 있어서 잠재

적 이윤과 위험에 대해 상담하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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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적용 법률

본 계약서는 캘리포니아 주 법의 적용을 받아 해석되며 추론된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법률의 충돌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제26조  중재

A.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규정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에 기인하는 등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또는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실효성 및 집행 가능성 그리고 해당 분

쟁 등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분쟁은 타방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중재에 회부된

다.

B. 본 중재는 000에 거주하는 3인의 중재자로 위원단에 의해 수행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1인의 중재자를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2인의 중재자는 중재 

심판 위원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나머지 1인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어느 일방 당

사자가 본 계약 주의사항에 관한 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해지며 효력을 지니는 

중재를 요구자로부터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

우,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그 지명을 대신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자는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중재자 지명을 

기도해야 한다. 만약 이 2인의 중재자가 두 번째 중재자가 지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미국 중재 협회가 그 지명을 대신한다.

C. 본 중재는 중재자가 본 계약과 본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률의 조건에 따른 결정 

및 판정을 기초로 하고, 그 판정은 금전상의 손해, 특정 수행 및 금지 명령 구제 등

을 포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미국 중재협회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적, 잠정적, 또는 임시의 판정을 포함한 중재

자의 결정 및 판정과 그 판정에 따른 선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구속

력을 발휘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중재 판정이 관할 법원에서 그들 중 일

방 또는 쌍방 모두에게 불리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각자는 이와 같은 

판정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자가 본 계약에 대한 침해 또는 기타 위

반을 초래한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중재자가 정한 고정 비율로 그 금액이 충분히

지급될 때까지 이해관계를 판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Wall Street 

Journal의 보고에 따라 비슷한 기간 동안 산정된 000 은행의 선호율에 미치지 못하

는 연간 2%보다 적은 경우는 없으며 어느 것이든 이율이 적은 것을 고른다.

D. 본 절에 제시된 중재 규정은 소유권 상표 사용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주된 영업 

장소의 사법 관할 지역에서 회부될 금지 명령 구제를 모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

용되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대인적 사법권에 대한 질문 또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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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유보한다.

E. 양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유발한 행위를 

법원에서 중재 판정 또는 결정을 집행하는 데 가맹본부의 주된 영업 장소가 있는 

사법 관할 지역에 있는 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데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대인적 

사법권에 대한 질문 또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입장을 유보하는데 동의한다.

F. 가맹본부에게 수여되었거나 확보된 권리 또는 구제 절차로서 또는 기타 법률 또

는 형평법에서 본 계약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절차에 대해 배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계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절차에 대해서 각 권리는 

점증 누적된다.

G. 제한 명령 및 사전 금지 명령을 취하는 데 적용 가능한 법률을 포함하여 보통의 

형평법 법률의 적용으로 손실 또는 훼손을 야기할 우려가 되는 행동에 대해 금지 

명령 구제 절차를 취하려는 가맹본부의 권리를 금하는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7조  법인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본 계약의 시행이 있는 때에 법인으로 지명되면, 다음

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해 법인으로서 보증, 서약하며 주

장된다.

A.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미지급 발행 주식은 다음의 1인의 자 또는 1인 이상의 자

의 합법적, 수익적 소유가 된다. 그 구체적인 소유 상태를 알기 위해 소유권을 백분

율로 표시해야 한다.

B.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기간 중에 영업장소에서 통합되며 주 채무자를 가지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변경이 있으면 가맹본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정부 승인 및 효력 발생일

A.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의 필수적인 모든 국가, 지방 및 또는 지역 

정부의 승인을 그 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하 “승인기간”)에 취득한다.

B. 정부 당국이 제ⅩⅩⅧ절의 적용을 받아 필요로 하는 승인 조건으로서 본 계약의 

조건을 교체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본 계약에 기초한 양 당사자의 업무 수

행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는 데 최

선을 다 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기간 내에 정부 승인 

전부를 얻지 못하거나 (ⅱ) 가맹본부가 본 계약에 요구된 수용 불가능한 교체 또는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 종료 10일 이전에 서

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이후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단,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권

리,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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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상기 가맹계약서(샘플)의 영문판은 kotra.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미국)  
부록편을 참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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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시켜 준다는 내용임. 종합적인 면책은 일반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프랜
차이즈 계약의 이전이나 양도 또는 갱신을 승인할 때 요구됨

C. 본 계약의 발효일은 본 계약서 첫 장에 나타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증빙하고자 본 계약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이로써 합법적으로 구속

되는 것을 의도하며 본 계약서 처음에 명기된 날짜에 다수의 원본으로 본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 봉인하여 교부한다.

가맹본부 회사                       가맹점사업자

성명: __________                      성명: ___________

직위: __________                      직위: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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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전달 : 미국의 경우 연방 거래 위원회(FTC)의 
Franchise Rule은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할 문서를 가맹점 후보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나 본사의 계열사에 해당 프랜차이즈의 판매와 관련된 
금액이 지불되기 적어도 14일 전에 가맹점 후보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라.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 해외진출 유형 중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합작)투자, 국제가맹 유형은 진출
국의 파트너 선정이 사업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소임

   ◦ 특히, 자금과 인적∙물적 역량, 경험이 부족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외 
진출시 많은 자금과 역량을 투입하기가 어려워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파트
너가 반드시 필요함

  (1) 파트너 선정 기본절차

    ◦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파트너 기준 구축
      ② 적극적 파트너 탐색
      ③ 파트너 선정
      ④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⑤ 파트너 계약 체결

   □ 파트너 기준 구축 

      ◦ 파트너 선정에 앞서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파트너 탐색에   
   임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 파트너 기준 구축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① 재무 구조 : 현지 정착에 대해 어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사  

               업 확장을 위해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 파악
        ② 현지 시장 및 업종 관련 경험 : 현지 시장에서의 외식업의 경험 보유 여부  

                                   의 파악
        ③ 현지 평판 및 네트워크 : 파트너의 현지 평판과 네트워크는 현지에서 사업  

                             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임
        ④ 투자 의지 : 현지 사정에 아무리 능하더라도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운  

                영 및 장기적 사업 확장단계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여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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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파트너 탐색 

      ◦ 해외박람회 등 관련 행사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파트너를 탐색하거나,  
   홍보루트를 통하여 파트너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탐색하는 단계임

      ◦ 파트너 탐색 루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① 홍보 채널 구축 : 글로벌 홈페이지, 해외 사업 안내서, 매체를 통한 홍보
        ② 적극적 파트너 탐색 :박람회, 바이어 상담회(기업 설명회), 글로벌 브로커
        ③ 직접 문의 : 현지 외식 그룹 또는 식품 그룹 등에 직접 문의

   □ 파트너 선정 

      ◦ 잠재 파트너에 대해 앞서 구축한 기준을 바탕으로 상호 평가와 국내방문, 협  
   상을 통하여 계약 관계로의 진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임

      ◦ 파트너 선정시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음
        ① 파트너 검토 :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및  
                        마케팅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투자 의지, 자  
                        금력, 업종 경험 등에 대해서도 직 · 간접적으로 판단 가능
        ② 협상 단계 : 상호 평가하고, 관계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미팅 단계임
        ③ 본사 및 사업장 방문 : 국내 본부 및 현지 파트너 본사 및 사업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방문을 통하여 실질적  
                          으로 파악하는 단계

   □ 계약 가이드라인 구축 

      ◦ 파트너와의 계약 단계를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서식을 갖추는 단계임

      ◦ 계약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비밀유지계약서(NDA-Non Disclosure Agreement) : 파트너와 계약 단계로  

                   가기 위해 양당사자가 가진 정보들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단  
                   계임. 주의할 점은 중요 정보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정보 보  
                   호를 위한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② 투자 의향서(LOI-Letter Of Intent),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본격적인 계약 단계로 가기 전에 MOU 및 LOI를 먼저 체결. 사  
               전에 법문 자문과 자료를 준비를 하여야 함

        ③ 표준 계약서 검토 : 현지 사정과 파트너와의 논의를 통해 업체별로 계약서  
                        가 달라지겠지만, 표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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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 계약 체결 
      ◦ 파트너와 사업 계획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개점 준비로 진입하는 단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  
   는 다양한 위험 변수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 계약서 작성 주의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음
        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 필수 : 법률전문과 및 번역가 필요
        ② 계약서 작성시, 주요 점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 
        ③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지 법률의 충분한 검토 후 작성
        ④ 앞서 진행한 사업 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모순되는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체크. 운영 매뉴얼이 준비된 경우에는 현지 운영 지원 및 개발 계획  
     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

        ⑤ 수차례의 논의와 수정 과정을 통해 계약서를 완성. 파트너와 상호 검토 및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수정하고, 꼭 변호사의자문을 받아 확실하게 점검

<TIP >

◦ 파트너 검토시 파트너가 본사 브랜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기본서류(최근 3년간 재무제표(자산 관련 증명서), 회사 소
개서(경력 증명서), 신용 등급 증명서)와 함께 마케팅 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 기본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마케팅 계획서는 업
종에 대한 경험이나 사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됨

◦ 해외 진출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
나 해결방식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TIP >

◦ 해외 진출시 합작방식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경우,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분쟁이나 리스크(Risk)의 예방조치
나 해결방식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파트너와 분쟁유형
  - 지식재산권 분쟁 : 파트너와 상표권이나 Know-how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

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함. 협상이나 MOU단계에서 쌍방의 중요한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인 MOU단계에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조
치가 필요함

  - 파트너의 지원 부실 : 회사의 설립과 운영자금, 원재료 등 물류구축, 인테리어 
및 설비의 공급지원, 홍보 및 마케팅 운영, 적극적인 가맹점 개설 등 현지 파트
너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 체결시 구
체적인 규모와 시기(Schedule), 투입 및 운영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준수 : 현지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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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 재무 구조 파악

      ◦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파트너의 자금력은 중요한 요인임

      ◦ 초반에는 파트너가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사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편이   
   현지에서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더욱 안정적인 방법임

      ◦ 업종 및 기업의 사업 목표와 계획에 따라 파트너의 자본금 또는 자산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검증 방법 
        - 파트너사 제공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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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을 끼워 팔거나 인테리어나 설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브랜드 이
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맛과 품질,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지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 및 컨셉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응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경영 및 실적 악화 : 예측하지 못한 실적 악화, 채무초과, 국가 위험요인
(Country risk)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음. 계약 체결시 경영
실적과의 괴리, 누적손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축소 또는 철수 등에 관
한 기준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업축소 또는 철수시 발생될 수 있는 채
권과 채무의 정리(채무변제 및 채권회수), 종업원 관계,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관
계, 지식재산권 사용 및 보호, 법인의 존속 및 폐업, 수속과 사무 처리를 위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위임 등을 사전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194 -

   □ 현지 평판 및 네트워크 파악

      ◦ 파트너의 현지에서 위상과 경영진에 대한 주변 평판, 건실한 네트워크 보유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중요한 요소임

      ◦ 현지 평판 및 네트워크는 건물 입점, 각종 인허가나 법적인 절차, 시장조사   
   등 해외 진출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줌

      ◦ 검증 방법
        - 현지의 정부 기관, 협회 또는 타 기업 등 현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  

   하거나, 현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구매하여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  
   한 검토

   □ 투자 의지

      ◦ 해외진출 사업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비전공유와  
   투자의지가 중요함

      ◦ 검증 방법
        - 상담 신청서를 통해 기본적인 투자 의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심층 미팅에서  

   현지 사업 개발 관련 사항 협의를 통해 파악

  (3) 계약진행 단계
   
    ◦ 비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 작성 : 브랜드의 기밀과 노하

우가 수록된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원활하게 본 계약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에 비밀유지 약정을 함

    ◦ 법인 정보 및 사업 관련 서류 교환

    ◦ 투자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교환 : 계약으로의 발전 단계에 있음을 상
호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 투자의향서(LOI)를 교환한 후에 상호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들을 교환하는 단계로 이어짐

    ◦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 계약 조건에 대한 상
세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 일정을 확인하고, 계약 지
역, 기간, 로열티, 가맹비 등 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 단계를 진행

    ◦ 협상 진행 및 계약서 작성

    ◦ 본 파트너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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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미국 진출시 유력한 파트너는 (1) 입증을 거친 재정 자원과 영업 성공 실적, 
(2) 현지 부동산 업계와의 관계와 경험, (3)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 (4) 프랜차이
즈 업계 일반과 프랜차이즈에 적용 되는 법률 및 법령 요건(Statutory 
Requirements)에 대한 실무 지식 등을 보유한 파트너

◦ 일반적으로 공시된 자료나 변호사를 통하여 파트너의 소송(Lawsuits)이나 파산
(Bankruptcies) 이력에 관한 배경 조사도 필요

<TIP >

◦ 자세한 해외 파트너 선정절차와 내용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진
출외식기업실무매뉴얼 MAPPS(Manual of A Global F&B Business Project Plan 
& Strategy)』 참조. www.atfis.or.kr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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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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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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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파트너 탐색 지원사업

기관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문의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해외 프랜차
이즈 박람회

외식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
해 현지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파트너 발굴

aT식품외식지원부
(www.atfis.or.kr)

KOTRA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 기관과 해
외로 파견되어 현지바이어와 상담 
지원

KOTRA 수출첫걸음
팀
0 2 - 3 4 6 0 - 7 3 3 1 , 
7330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KOTRA와 유관 단체가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기업의 참가를 도움

KOTRA 해외전시팀
0 2 - 3 4 6 0 - 3 3 3 1 , 
7291

해외 비즈니
스 출장 지
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대한 바이
어 상담주선, 출장 안내 자료 등 
제공

KOTRA 해외진출상
담센터
0 2 - 3 4 6 0 - 7 3 3 4 ,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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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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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RANCHISE APPLICATION

마스터 프랜차이즈 신청서

Please return via fax or email:

email

Fax

Phone

Fr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반환하십시오.

이메일

팩스

전화

보낸 사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dividuals or companies whom have multiple restaurant or franchise ownership 

experience are welcome to apply.

Applicant must have a net worth of at least $           US and a liquid 

amount of $         US Franchise Fees depend on the size of the territory and 

quality of opportunity.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소유주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는 신청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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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적어도 미화         달러의 순자산과 미화        달러의 액수의 미화가 

있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요금은 지역의 크기와 기회의 질에 따라 다릅니다.
PERSONAL INFORMATION

Please have each principal complete a copy of this form. (If you are a group of 

investors, please forward resumes of each operating partn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me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 Work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st time of day to reach by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 Social Security Number: _________________

Education (highest level attai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정보

본 양식의 각 장을 작성하게 하십시오. (귀하가 투자자 그룹 인 경우 각 운영 파트

너의 이력서를 전달하십시오).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로 연락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 : _________________

교육 (최고 수준 달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PLOYMENT HISTORY FOR PAST 10 YEARS (current to past)

Current company: ________________________ Job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number: _______________ Length of employment: ______________________

Current salary: ____________________

Past Employment:

Company       Job Description    Salary      Employment Dates:

                                                                

                                                                

                                                                

List three character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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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hone number               Relationship

                                                                     

                                                                

                                                                

                                                                  

 지난 10 년 동안의 고용 역사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 회사 : 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 취업 기간 : 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급여 : ____________________

과거 고용 :

회사          직업             연봉          고용날짜

                                                                

                                                                

                                                                

아래 세 개 추천장 기술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관계

                                                                

                                                                

                                                                

GENERAL INFORMATION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a Coffee Beanery franchise? (choose one)

  ○ Advertisement (list public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isting store (list location and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Web Site (expla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Other (expla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at is your Country or Territory of interest?

1st pre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nd pre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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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ou ever been a Franchisee? ________ If yes, identify company ___________

Have you ever been a Master Franchisor? ______ If yes, identify company _______

Have you ever operated a Restaurant(s)? ______ If Yes, Single or Multiple Units? 

What credentials do you posess that would qualify you to be a Master 

Franchisee for (           )?

                                                                

                                                                

                                                                

Why do you feel you would be successful in operating a Master Franchise?

                                                                

                                                                

                                                                

일반 정보

당신은 어떻게 Coffee Beanery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 선택)

   ○ 광고 (게재 목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존 상점 (목록 위치 및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웹 사이트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심있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호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두 번째 선호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랜차이즈가 한 적이 있습니까? ________ 있으면 회사를 기재하십시오 ___________

마스터 프랜차이저가 되셨습니까? ______ 예인 경우 회사를 기재하십시오 ________

혹시 레스토랑을 운영 한 적이 있습니까? ______ 예, 단일 또는 복수 단위? ______

(          )의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은 있습니까?

                                                                

                                                                

                                                                

왜 마스터 프랜차이즈 운영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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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FORMATION

Annual Salary: ________________ Bonus: ________________ Profit Sharing: _______________

금융 정보

연봉 : ________________ 보너스 : ________________ 이익 : _______________
Current Assets                       Current Liabilities

Checking account ____________________ Notes payable (banks) __________________

Savings account ______________________ Notes payable (other) __________________

Stocks & Bonds _____________________ Mortgage __________________

Loans Receivable _____________________ Real Estate __________________

Real Estate Income __________________ Mortgage __________________

Home (fair market value) __________________ Other ___________________

Other real estate owned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Life insurance (cash value)__________________

Other assets (list)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TOTAL ASSETS $__________________ TOTAL LIABILITIES $__________________

NET WORTH (total assets less liabilities) $__________________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수표 계좌 ____________________ 지급 할 메모 (은행) __________________

저축 계좌 ______________________ 지불 할 메모 (기타) __________________

주식 및 채권 _____________________ 모기지 __________________

대출 미수금 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__________________

부동산 소득 __________________ 모기지 __________________

집 (적정 시장 가치) 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생명 보험 (현금 가치) __________________

기타 자산 (목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자산 $ __________________ 총 책임 $ __________________

NET WORTH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 $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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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liquid capital do you or your group have to invest in both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stores?

$ _________________________

Do you currently have a source of financing? Yes _____ No _____

Will you have a partner(s) or other investors? Yes _____ No _____

Please provide detailed resumes of all operating partners.
귀사 또는 귀사의 그룹이 필요한 인프라와 매장 모두에 투자해야하는 유동성 자본

은 얼마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자금 조달 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_____

파트너 (들) 또는 다른 투자자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_____

모든 운영 파트너의 자세한 이력서를 제출하십시오.

Bank Reference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ccount # ____________________ Contac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eck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ving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you feel would support our 

decision to move forward, relative to your abilities and previous business 

experience that would provide for a successful launch of (          ) concept 

within your country.

                                                                

                                                                

                                                                

귀하의 국가에서 (         ) 컨셉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하의 능력 및 

이전 비즈니스 경험을 비추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

오.

                                                                

                                                                

                                                                

Please include your company financial statement and corporat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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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약칭으로 MOU로 표시하며, MOU  
 의 전 단계로는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등이 있음

    ◦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MOU는 양 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   
    는 문서이다.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   
    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   
    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임

    ◦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  
 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  
 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됨

    ◦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기관과 B기관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  
 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 업무를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을 “목적” 부분에 명기하게 됨

    ◦ 다음으로 양 기관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정의함. 즉, “A기관은 원래 어떤 일을  
 잘 하는 기관이며, B기관은 어떤 분야의 일을 잘 하는 기관이니 각자가 잘 하는  

회사 재무제표와 회사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십시오.

I authorize a background check and investigation (including preparation of credit 

reports) of all statements and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herein, and release 

all parties from liability for any damage that may result from furnishing any 

information to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Date
본인은 여기에 명시된 모든 진술 및 재무 정보에 대한 배경 조사 및 조사 (신용 보

고서 준비 포함) 권한을 부여하며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지지 않도록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 203 -

 분야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기본적 역할 정의가 들어가며, 상호 민감한 부분이  
 나 Binding이 될 만한 조건들은 보통 제외시킴

    ◦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계약서 등에 들어가는 계약기간(유효기간), 비밀유지   
 의무(상호간 취득정보 누설방지 조건),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일정계획이 들어갈  
 수 있음

    ◦ 이러한 MOU는 상호 구속적인 조건을 두지 않으며 큰 부담이 없는 내용을 계  
 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MOU의 법적 효력은 의향서(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및 표현  
 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 예비적 합의 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임

    ◦ 그러므로, MOU의 내용을 이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기관장의 관심, 실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호간의 업무협조, 실무   
 간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자료.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특허청)

<TIP >

◦ 아래 업무협약(MOU) 양식샘플은 특허청의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내 자 
료로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양식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협약(MOU) 양식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 Organization and B Organization, contrac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benefits between both organizations with faith and sincerity as followed.

The 1st one (Purpos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for the purpose of having cooperative 

relations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of the contents supply business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network through strategic business alliance between 

both organizations.

The 2nd one (Mutual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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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organizations cooperate to consider the convenience of the other party 

with first priority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in the business.

The 3rd one (Mutual agreement execution)

  1. Both organizations sincerely execute the contends of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according to faith and sincerity.

  2. All facts that find from both organizations for joint discussion process will 

not be able to expose outside without any prior consultation and all 

responsibilities that occur concerning a violation are charged on a violator.

The 4th one (Other facts)

  1.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supposes that B will have the right to 

supply the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A.

  2. The separate detail contract will be drawn up and come to an agreement 

concerning business conditions and concrete methods.

  3. Facts that are not referred in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will be 

decided by both companies for separate way.

  4.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available for a year as long as it is not 

revised under agreement of both organizations.

Both organizations make every effort for the successful propulsion and an 

accomplishment of the enterprise, in order to identify that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formed, both organizations need to draw up 2 copies of the 

form and seal registration, keep an copy each.

Month, Date, 2010

A Organization                     B Organizations

   President △△△                   President ○○○

업무제휴 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갑’ 기관과 ‘을’ 기관은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양 기관의 업무 수행상 원

활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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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트너 관리

   □ 파트너 관리 방안

      ◦ 모니터링과 통제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 신의)

양 기관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

다.

제3조 (합의 이행)

  1.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다.

  2. 양 기관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조 (기타 사항)

  1. 본 업무협약은 ‘갑’ 기관과 ‘을’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

로 한다.

  2.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본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의 합의 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 1년간 효력을 발휘한

다.

    본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 날

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기관                           ‘을’ 기관

               △△△ (인)                         ○○○ (인)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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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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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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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부실 : 회사의 설립과 운영자금, 원재료 등 물류구축, 인테리어 
및 설비의 공급지원, 홍보 및 마케팅 운영, 적극적인 가맹점 개설 등 현지 파
트너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Schedule), 투입 및 운영방법의 기재가 필요함

       - 본사의 매뉴얼 및 컨셉 미준수 : 현지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
품을 끼워 팔거나 인테리어나 설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브랜드 이
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의 맛과 품질,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지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 및 컨셉의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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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응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경영 및 실적 악화 : 예측하지 못한 실적 악화, 채무초과, 국가 위험요인

(Country risk)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음. 계약 체결시 경
영 실적과의 괴리, 누적손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축소 또는 철수 등에 
관한 기준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업축소 또는 철수시 발생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의 정리(채무변제 및 채권회수), 종업원 관계, 기존 가맹점과의 계
약관계, 지식재산권 사용 및 보호, 법인의 존속 및 폐업, 수속과 사무처리를 
위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위임 등을 사전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4  노무 관련 정책과 법률

 가. 노동시장 동향

  (1) 노동시장 현황

    ◦ 미국 경제는 2018년 9월 한 달간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1969년 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인 3.7%를 기록함

표 4-2 최근 10년간 미국 실업률 추세(12월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업률 10.0 9.4 8.5 7.8 6.7 5.6 5.0 4.7 4.1 3.9

(단위 : %)
[자료.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 미국 노동통계국 장관(United States Secretary of Labor) Alex Acosta 은 최근 
8개월간 실업률은 4% 이하였고, 유색인종,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실업률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2018년 미국 노동시장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
로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 실업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현 경제의 상
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대표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Arthur 
Okun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를 산출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 해석한 바 있음

    ◦ 특히 미국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완전실업률(한 경제에 
모든 자원이 활용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에 근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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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실업률 추세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불법 이민자 감소,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미 경제성장률 상승 등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보임

    ◦ 먼저, 불법 이민자 방지를 강화하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주장이 있음. 기존 불법 이민자들이 차지했던 단
순 노동시장을 아직 직장 경력이 적은 청년층이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
업자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임. 하지만 기존 불법 이민자 숫자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기에 본 주장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음. 또한 보통 이민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정권의 
이민정책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이처럼 저조
한 수준의 실업률을 특정 정권의 일시적인 정책 탓으로 모두 해석하기는 어려움

    ◦ 현재의 낮은 실업률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지며 총 노동인구 자체가 증가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음. 실제로 미국 노동통
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55세 이
상 연령층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인구
가 23.1%를 차지한다고 밝혔음. 이는 2000년 13.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최
근 10년간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
하면서 실업률 자체를 낮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 RSM 국제 컨설팅 그룹 수석 경제학자 Joseph 
Brusuelas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은 2018년 임금상승률이 전년 대
비 3.2% 수준을 기록하여, 기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일터
로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이와 같은 임금상승은 기업들이 빈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인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임. Michael Hicks 교수는 사
용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은 그 명확한 증거라고 
했음.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2009년 -2.78%를 기록한 이후 최근 2017년까지 2% 
안팎으로 완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표 4-3 최근 10년간 미국 실업률 추세(12월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2.78 2.53 1.60 2.22 1.68 2.57 2.86 1.49 2.3

(단위 : %)
[자료.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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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무관련 제도

  (1) 노무관련 법률

    ◦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 위해 실행하는 
시스템과 절차는 미국에서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연방 및 주 노동법과 고용법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 진출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을 이해 
및 준수하지 않는다면 고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을 야기함

    ◦ 미국에는 고용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이 다양함. 이들은 고용 차
별이나 부당 해고, 직원 징계 및 좌천, 성희롱 및 성차별과 같이 중요한 고용 현안
을 다룸

    ◦ 민권법 제8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 이 법은 고용 차별에 관한 주요 연방 법령
      - 이 법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을 토대로 하는 민관 사용자의 고용 

차별을 금하며,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토대로 하는 성희롱이나 괴롭힘도 이 법
에 저촉됨. 고용 차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도 이 법으로 금하고 
있음

      - 종업원은 결과적 금전 손실과 향후 이익 손실에 대한 손해, 고통과 괴로움, 정서
적 고통과 같은 금전 외 피해, 징벌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음

    ◦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 공정근로기준법은 종업원의 권리 및 임금을 단속,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
      - 이 법은 미국 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과 초과 

수당, 장부 비치, 아동 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회사에서 전문적이고 행정적
인 실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종업원은 대부분 동 법의 범위에서 제
외됨

      -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임. 이 
법은 국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지만, 각 주 정부는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높은 임금이 적용됨.(주 정부도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다. 
종업원이 주 및 연방 최저임금법에 모두 적용될 경우, 종업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초과 근무수당 문제는 고용 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현안에 
속함.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당 40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임금 
1.5배에 달하는 시급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함.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이 긴 프랜차이즈 산업, 특히 외식업 분
야에서 흔히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종업원 1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법은 구직 절차와 고용, 해고,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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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직업연수, 기타 고용 약관에서 적격 지원자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함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은 회사 

구조물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보호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휠체어용 싱

크대나 거울과 같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사업자
나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상대로 장애인의 소송이 줄을 이었음. 이 때문에 프랜차
이즈 위치의 설계나 건설 설계도와 시방서를 승인할 때는 미국 장애인 법에 부
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가족 및 의료 휴가 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가족 및 의료 휴가 법에 따라 사용자는 종업원이 질환이나 출산, 입양, 건강이 위

중한 자녀나 배우자, 부모 간호를 위해 필요한 합당한 휴가를 방해, 저지, 거부해
서는 안 됨. 휴가기간 동안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단체 건강보험을 유지
해야 함. 일반적으로 휴가가 종료되면 종업원은 동일 직위나 동등한 급여와 수당, 
근무 조건을 갖춘 동급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

      - 동 법은 종업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무
한 종업원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민 개혁 및 규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 이 법은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인 자를 채용,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신입 직원에 대한 취업허가 서류를 점검해야 함. 
      - 이 법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으로 채용 

기준을 전환하였음. 하청계약에 따라 하청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수의 근로
자를 제공해야 함

      - 본 계약은 해당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직무 뿐 아니라 근로자당 고정 급료
도 규정하고 있음. 하청업자가 제공하는 근로자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
문에 사용자는 하청업자를 이용하여 동 법의 요건을 피할 수 있음

    ◦ 연령차별 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이 법은 연령을 토대로 하는 고용 차별로부터 40세 이상의 구직자와 종업원을 

보호함

    ◦ 동일 임금법(The Equal Pay Act)
      - 동일 임금법은 유사한 조건에서 사실상 유사한 근무에 대한 대가에서 성별을 토

대로 하는 차별을 금함. 이러한 연방법에 덧붙여, 주 정부는 연방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법적보호를 추가로 제공하는 각종 고용 관련법을 제정하였음. 한국 프
랜차이즈 사업자는 활동 주 정부의 준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자의고용 기준이 연방 및 주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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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무관리

   □ 고용계약

      ◦ 구인광고
        - 직원 채용 규모와 업무 내용 그리고 직위가 결정되면 직원을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광고, 소개,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후
보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고 대학마다 있는 직장 알선 사무소(Job 
Placement Office)에 의뢰하거나 전문적으로 구인을 알선하는 업체
(Employment Agency, Recruiter, Head Hunter)를 통해 물색할 수도 있음

        - 구인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미리 선별해 보
내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보통 연봉의 10% 내지 15% 정도가 되며, 
핵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30%까지 지불하기도 함

        - 미국에서 직원 채용 광고 문안 작성시 나이, 성별, 신분, 인종 관련 문구 등
의 차별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고용계약
        - 채용이 결정되면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보내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함. 보

통 ‘오퍼레터’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을 해서 
보내달라. 이 레터는 일정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계약서도 아니며 당신과 회사 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의 내
용으로 돼 있음

        - 대부분의 고용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만
약 고용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고용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
고할 수 있어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함

        - 따라서 미국에서는 보통 계약서 대신 오퍼레터를 이용함. 오퍼레터는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회사 표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서명본은 종업원 
인사 파일에 넣어두어야 함

        - 새 종업원이 맡을 업무와 관련해 회사 기밀 유지 서약 등을 받을 필요가 있
다면 채용시 받아두는 것이 좋음. 미국 이민법은 종업원 채용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허
가가 있는지 여부를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토대로 확인해 
Immigration Form I-9을 작성해야 함

        - 미국 이민국은 이런 종업원의 자격 심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e-verify
(전자고용인증) 사이트를 개설해서 즉석에서 종업원의 불법체류 여부와 고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사용주가 
종업원을 고용시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임

        - e-verify 사이트: http://www.uscis.gov/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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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 미국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
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통 고용주들의 근로자들의 주당 40시간 초과 노
동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불해야 함

      ◦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불돼야 할 노동시간이란, 근로자가 직접 노동을 수행한 
시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포함됨. 이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 출장(여행시간), 대기시간, 훈련 기간, 유예기간 등이 모
두 포함됨

      ◦ 다만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1.5배의 임금 지불은 업종과 급여 지급 형태 등
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휴가

      ◦ 미국 연방 근로기준법상 기업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급
휴가는 없음. 

      ◦ '휴가'에는 병가, 공휴일 등이 포함됨.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고용주와 근로
자간 협의를 통한 계약으로 지급됨

      ◦ 하지만 주법이나 조례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등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의무
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고용 전에 해당 지방의 근로법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라야 함

      ◦ (예) 뉴욕주 뉴욕시의 유급병가에 대한 조례
        - 뉴욕시의 경우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영리 혹은 비영리 고용주는 유급병가

를 제공
        - 4인 이하의 경우 병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 없음
        - 유급병가는 직원이 30시간 근무할 때 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가 발생, 누적

되며, 연간 최대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5일)까지 제공
        - 유급병가는 직원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진료 및 치료까지 포함
        - 3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음
    
      ◦ (예) 뉴욕주의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주법
        - 뉴욕주의 주법으로 주 내에 있는 모든 주가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함
        - 고용주는 2018년 1월 1일부터 유급 가족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한 명 이상

의 직원을 고용한 민간 고용주는 유급 가족 휴가 보험에 가입토록 함
        - 신생아, 입양아 또는 위탁아동과 함께 유대감 형성/가족 구성원의 간병/가족 

구성원의 군복무로 인한 해외파병 지원에 동 주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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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무와 급여 대체 혜택을 제공하며, 자격이 되는 근로자는 휴가 동안 뉴욕주 
평균 주급과 동일한 비율 한도에서 개인의 평균 주급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음

        - 휴가 기간은 10주이며, 2021년에는 12주로 연장될 예정

   □ 해고

      ◦ 피고용인 해고 결정을 위한 적합한 문서를 구비해야 함. 다음은 인사기록부의 
‘기록 사항’과 ‘기록 금지사항’을 정리한 것임

      ◦ 기록사항
        - 모든 승진 기록, 봉급 인상, 업무평가를 기록함. 피고용인과의 회의에서 다루

어진 모든 사안(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나온 피고용인에 대한 불평)을 메모
로 남김. 이때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실을 기록해야 함

        - 징계 결과 뒤 업무수행 내용과 업무수행 향상 또는 근무 태도 개선 등의 점
검 기록을 포함한 피고용인의 모든 경고와 징계를 문서화함. 의사 진단서 등 
결근에 대한 피고용인의 해명을 포함해 결근과 결근 날짜, 무단결근, 반복적
인 지각 등을 기록함

      ◦ 기록 금지사항
        - 회사 변호사의 서신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지 않음. 만약 같이 보관했을 경

우,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보장 특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걸려올 경우 변호사 서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음

        - 불확실하거나 미완성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음. 사실만 기입하며 결론을 기입
해서는 안 됨. 1년 이상 미기록 공백 상태로 놔두지 않도록 함

        - 업무능력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 없이 임금 인상 또는 보너스를 주지 
않음. 차별 대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하에서 피고용인
이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징계 절차가 적
용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 해고 결정은 반드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해고 결정에 대한 변론, 그리
고 단계적인 징계 등 기업의 인사방침과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일
치해야 함. 법적으로 해고 60일 전에는 피고용인에게 통보해야만 함. 단, 회
사 사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됨

   □ 퇴직금

      ◦ 은퇴연금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선택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직원 연봉
의 몇 퍼센트에서 25%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음. 은퇴연금제도는 
회사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원이 은퇴 후 일정연금을 평생 받도
록 규정하고 매년 그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회사가 매년 직원 은퇴기금에 적립할 금액을 정해 놓고 적립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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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contribution plan)가 있음. 직원의 은퇴혜택이 고정돼 있는 연금제도
는 최근 고령화 추세와 기금의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
어날 수 있어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임

      ◦ 매년 회사의 적립액이 정해진 경우, 직원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기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또한, 회사의 비용부담이 확정적이고 
한정적인 은퇴연금 제도에는 Profit Sharing Plan이 있는데 회사가 직원 급여의 
25%까지 적립해줄 수 있음. 매년 적립하는 급여 비율은 바꿀 수 있으며, 이 
제도는 회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제도임. 최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연
금인 401(k)Plan은 직원이 본인 급여에서 49세 이하인 경우 연간 1만 9,000달
러(2019년 기준)를 (50세 이상은 추가로 6,000달러를 더 불입 가능) 적립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직원 적립액에 대해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임. 이 외에도 여
러 가지 은퇴연금제도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비용과 직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감안해 효과적인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임금

      ◦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나 각 주별로 최저임금
이 다르게 적용되며, 직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숙지해야 함

      ◦ 주별 최저임금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www.dol.gov)에서 확인할 수 있음(검색창에 minimum wage 
rate로 검색하면 각 주의 최저임금을 알 수 있음)

   □ 노무관리 유의사항

      ◦ 개인적 서비스 고용계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은 임의 고용관
계임. 

      ◦ 이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인사관리 규정은 묵시적 고용계약으로 간주될 수
도 있음. 이 경우, 피고용인은 더 이상 임의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계약상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만일 인사관리 규정에 피고용인은 해고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된다고 명시됐다
면, 단계적인 징계가 해고에 앞서 내려질 것이며,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이 해
고 사유로 명시될 것임. 이 경우, 피고용인을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고용주의 
무제한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 상기한 고용주의 해고권한제한은 고용관계가 임의 고용 관계임을 명시한 뚜
렷하고 구체적인 면책조항의 삽입으로 무효화 될 수 있음. 인사관리 규정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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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규정인 임금 인상, 복지 혜택, 고용 기간과 고용조건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
는 약속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그러한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추가 면
책 조항과 고용정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고용주의 권리를 천명하는 것은 
그 같은 약속을 무효화 하는 데 필수적임

      ◦ 그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고용주의 임의적인 해고권한 보유 등을 포함해 구두 
약속에 대한 문서화된 면책조항, 피고용인은 기업의 과거 관행과 정책들이 지
속되리라고 믿어선 안 된다는 경고 등은 묵시적인 고용계약 관계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 만일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과 다른 문서에 면책 조항과 고용주의 권리 보유
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한 채 인사관리 규정
을 만들어야 하며, 새 인사관리 규정이 예전 인사관리 규정보다 우선시됨을 문
서로 피고용인에게 알려야 함. 심지어,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했을 때 반드시 주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공공 정책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선호

      ◦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나 그들의 미국 내 자
회사들은 고용 차별을 금하는 연방 및 주법의 적용을 받지만, 감원 시 적용되
는 2가지 중요한 예외조항이 있음

      ◦ 한미친선, 통상, 항해조약은 한국회사가 미국 내 영업활동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간부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연방 
및 주법은 출생국에 기초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약은 미국 내 
한국 회사들이 한국인을 선호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 조약은 외국회사들이 다른 형태의 차별, 즉 감원과 고용에 있어 한국인을 
선호하면서 연령과 성 차별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인이 한국 내 모회사의 해외 근무방침에 의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비 한국인이 한국인을 그대로 두면서 자신이 감원 대
상이 된 것이 불법적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움

      ◦ 그러나 비 한국인들의 그 같은 주장에 대비, 한국 회사들은 일정한 범주 내에
서 해외 근무 제도를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함. 만약 한국인이 미국 내 현지법
인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국회사들은 자회사에게 한국인 고용 조건 등
을 지시해 두어야 한함.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고용문제에 관한 그 같은 통제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미국 내 자회사들이 상기한  조약이 부여하는 차별 주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
을 수 있음

      ◦ 이 조약이 부여하는 보호혜택에 대한 다른 제한들 또한 신중히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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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먼저 보호혜택은 한국회사나 미국 내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
을 맡고 있는 간부직에만 적용됨. 따라서 간부를 따라 미국에 온 개인 비서는 
감원시에 조약에 의한 보호 혜택을 못 받게 됨. 또한 회사에 고용된 한국계 미
국인들도 똑같은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간부직이 아닌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은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 조
건이란 면제 하에서 보호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고용차별법의 또 다른 예외는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조건(Bona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란 개념임. 이는 어느 특정 인종이나 출생국, 성, 종교에 속한 
성원이 되는 것이 특정 직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
해, 이상의 한 그룹 에 멤버가 되는 것이 해당 직업에 있어 아주 필수적일 때
만 이 예외는 적용됨

      ◦ 일반적으로 이 예외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좁게 적용되고 있지만, 미
국 내 한국 회사의 경우 이 예외가 조금 더 넓게 적용될 수도 있음. 이는 미국 
내 한국 회사의 고용인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와 사회적 규범, 영업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미국 내 한국인이나 한국의 모회사와 제
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나라 출신이어야만 하기 때문임

  (3) 사회보장

   □ 건강보험

      ◦ 미국은 노인 의료 보험(메디케어), 저소득층(메디케이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 건강보험 부담은 개인 혹은 고용주가 사설 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했으나 지
난 2017년 의회를 통과한 신규 세법에 따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기됐음. 연방 공화 의원들은 신규 세법을 통해 건보 미가입시 벌금을 
0달러로 낮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무력화되었음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주 40시간 이상 근무하
는 풀타임 직원 기준)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
해야 했다. 하지만 건보 미가입시 벌금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음

.
      ◦ 하지만 많은 사업체가 인재 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베네핏으로 고용인과 가

족들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일정 부분 혹은 모든 금액을 고
용주가 부담함

      ◦ 이와 별도로 미국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



- 217 -

함. 근로자와 고용주는 연방보험기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Tax, 이하 FICA 세금)에 따라 소득의 일정부분을 메디케어 세금으로 납세해야 
한다. 메디케어 세금 요율은 근로자 소득의 2.9%로 1.45%는 근로자가, 나머지 
1.45%는 고용주가 부담함

   □ 고용보험

      ◦ 연방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에 따라 20주 중 하루라
도 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실업세를 부담해야 함. 세금 요율은 종
업원당 최대 7,000달러까지 6%가 부과되나 세금 크레딧 5.4%가 적용되어 실
질적인 요율은 0.6%임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 주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별도로 가입해야 함

      ◦ 뉴욕주의 경우 모든 영리 목적의 사업체 근로자, 가정에서 주당 40시간 근로
하는 가내 근로자, 돌보미, 수행인 및 입주 가사 도우미, 농장 노동자(전년도 
농장 노동으로 1,200달러 이상을 받은 자), 비영리 기관에서 임금을 받는 대부
분의 근로자, 그 외 산재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직원
이라고 판단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만약 자영업
자로서 단일 사업 소유주, 합명회사 내 개인, 소유주들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
고(각각 1주 이상) 회사 내 모든 직책을 맡고 있는 1인 또는 2인 법인은 소속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만약 산재보험을 갖추어야 하는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이 없는 매 10일에 대해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함. (5인을 초
과하는 직원에 대해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

        보험사는 보험을 체결, 수정 또는 취소할 대 뉴욕주의 산재보상 위원회에 이를 
고지함. 산재 보장 위원회는 대체 보험 없이 보장이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 소
유주에게 연락을 취한다. 보험은 민간보험사와 공공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함

   □ 국민연금

      ◦ 62세 이상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Social Security)은 근로자의 소셜시
큐리티 세금(Social Security Tax)으로 충당됨. 세금 요율은 근로자 소득의 
12.4%로 근로자가 6.2%, 고용주가 6.2%씩 각각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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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 관련 클레임에 대한 예방적 조치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mployment-Related Claims)

    ◦ 준비가 철저한 업무 설명(Well-Prepared Job Description)
      - 먼저 사용자는 공시 직위(Open Position)를 분배하기 전에 공시 직위의 직무와 

책임을 정확하고 상세히 반영하는 업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작성해야 함
      - 설명서는 직위를 유능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 지식뿐 아니라 해당 

직위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 기존의 업무 경험, 전문 자격증을 기술해야 함
      - 준비가 철저한 업무 설명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바라는 자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직위 기준이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준거법을 위반한
다는 주장에 대한 보호막 역할도 함

    ◦ 차별금지정책(Nondiscrimination Policy)
      - 사용자는 고용 및 해고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프로그램 일체와 서면 자료가 차

별금지정책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차별금지정책은 “성실한”(Bona Fide) 직업 자
격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인종이나 성별, 종교, 국적, 연령에 대한 선
호도나 차별을 적시해서는 안 됨

    ◦ 인사파일관리(Properly-Maintained Personnel File)
      - 종업원 관련 클레임에 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각 피고용자들의 

인사파일을 잘 정리하여 유지하는 일임. 인사파일에는 업무 설명과 서명이 된 지
원서, 이력서, 직무성과검토서가 포함되어야 함. 종업원 분쟁이나 성과 문제, 업무 
누락과 같이 중요한 현안도 직원 인사파일에 포함해야 함. 종업원 별 정기 성과 
검토는 종업원의 성과 문제나 징계조치가 필요한 활동을 유효하게 문서화하는데 
중요함. 인사파일은 사용자가 직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객관적 정보의 역할
을 함 종업원 역시 본인의 인사파일에 포함된 정보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움

    ◦ 유효한 해고(Effective Termination)
      - 사용자는 해고 전에 적절한 해고 근거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함
      - 고용 계약이 있거나 묵시적 계약의 근거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용자의 권리

와 의무를 판단해야 함
      - 해고 사유가 성과 부실을 근거로 할 경우, 사용자는 직원에게 부실한 성과를 만

회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회의 제공을 기록하는 적절한 서면을 작성
해야 함. 

      - 해고 결정이 내려지면, 직원과 퇴사 면담을 진행하여 해고 사유를 설명해야 함
      - 마지막으로 직원이 제기하는 후속 클레임을 방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권 및 

해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함. 기권 및 해고 동의서 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는 금전의 형태로 일정한 해고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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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업 관련 비자

    ◦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
년 11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하지만, 취업 및 영리활
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이 필요함

    ◦ 취업 비자
      -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비 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비숙련직/전문직 취업자(H), 회사 내 지사 전

근자(L), 비범한 재능소유자(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P), 국제적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Q) 또는 종교인(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
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받아야 함

      - 비자발급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함

    ◦ 단기 취업 비자 - 전문직 취업 비자(H-1B)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들에게 부여되는 전문직 종사자 

비자로 연간 65,000개가 책정돼 있음. 미국 내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자에게 
20,000개가 추가 할당돼 1년에 총 85,000명에게 줄 수 있도록 이민법에 명시된 
비자임

      - 신청조건은 고용주 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전문직종이어야 하고 신청자(학사 
학위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가 이에 해당해야만 함. 또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
할 재정능력이 입증돼야 함

      - H-1B 비자 접수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함. 한편 전문직 취업비자는 트럼프 대통
령이 2017년 비자발급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 심사가 까다로워졌
음

    ◦ 회사 내 지사 전근자 비자 - 상시 주재원 비자(L1) 
      - 미국 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본사가 한국에서 근무하

는 직원을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해 근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임
      - 이 경우 주재원은 한국 본사의 매니저급 이상의 중역이거나(L-1A), 회사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L-1B)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최소
한 1년은 한국 본사에 근무했어야 함

      - 해당 비자는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을 통해 최장 7년간 체류할 수 
있음.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의 경우 동반 가족 비자인 L-2 비자를 받
을 수 있음

    ◦ 투자 비자 – 상사주재원비자(E1), 투자자 비자(E2)
      -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

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투자비자는 아
래의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음

        ①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 위해 
        ②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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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운영하기 위해 
      -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그들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

며,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인터뷰 날짜를 통보함
      - 비 이민신청서류에 e-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

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함
      - 신청자는 e-메일을 매일 확인해서 인터뷰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 

대사관은 인터뷰 날짜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 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 기타 학생비자 – 학생비자(F1-M1), 교환 방문 비자 – J비자가 있음

<TIP >

◦ 미국 주별 노무관련 자세한 정보는 「2018 미국 동남부 6개주 노무관계 바로
알기」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참조 바람

◦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직원 모집과 고용, 해고 등에서 외국인을 선호해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여 H-1B 전문직, 
H-2A 농업, H-2B 비숙련 등 취업비자를 이용한 외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5  세무 및 관세

 가. 조세제도

  (1) 법인세

    ◦ 연방세
      내국법인에 대해선 미국 내외의 전체소득이,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내의 소

득 및 국외의 특정 소득이 과세대상임
      현재 연방정부의 법인세율은 21%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 35%에서 14%포인트 인하된 것임. 연방의 법인세 소득은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잡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보고해야 
함

    ◦ 주세 및 지방 법인세
      연방 법인세와 별도로 주와 지방 정부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함. 주 

정부에 따라 법인세율은 다름. 세율은 2.5~12%로 주에 따라 천차만별임. 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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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저지, 펜셀베이니아주는 법인세가 9% 이상
으로 매우 높은 편임. 반면, 애리조나, 콜로라도,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
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는 5% 미만으로 낮음

  (2) 개인소득세

    ◦ 연방세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의 전체소득이,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소

득만 과세 대상이 됨. 세율은 10~37%로 독신, 배우자 사별자, 세대주, 부부 공동 
신고자, 부부 개별 신고자 등 신고 형태에 따라 다름. 자세한 내용은 미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

    ◦ 주세 및 지방소득세
      대부분의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는 독자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및 와이오밍 등이 있음. 코네티
컷, 뉴햄프셔 및 테네시 주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
도 이익)에만 과세하고 있음

      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소득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 
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됨. 각 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소득 
수준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3) 부가가치세

    ◦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판매세는 지역과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
며, 알라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 주는 판매세가 없음

  (4) 특별소비세

    ◦ 현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특별소비세(Excise tax) 항목으로는 휘발유, 항공 티
켓, 담배, 주류, 건강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있다. 대부분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이와 별도로 각 주별로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세율은 주별로 상이함

  (5) 판매세

    ◦ 미국은 각 주와 지방 정부별로 제화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함. 판매세
는 부과되는 품목과 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며, 오리건, 몬테나, 델라웨어, 알래스
카, 뉴햄프셔 등 일부 지역은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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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세 및 통관제도

  (1)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의 미국 세관(www.cbp.gov)임. 동 기관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
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시 가격은 얼마이며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
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대해 서류조사를 하
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규제는 없음. 미국 세
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을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
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 쿼터’(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
하고 있음

      ◦ 기본적인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는 아래와 같음
        :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

   □ 관세율 알아보는 법

      ◦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HS Code) 분류

        -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해 
결정. 그리고 수입상품별 관세율은 해당 상품의 세번(HS Code)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시 세번(HS Code)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미국의 품목별 세번(HS Code)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해 파악이 가능. (12개의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으
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
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계를 적용했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
체제로 개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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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 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
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10단위의 HS Code가 사용되고 있음. HS code
의 앞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나 앞의 6자리 이
후 세부 분류는 각 국가에서 제품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해 사용하므
로 앞 6자리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 수입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
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가격으로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a.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b.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수수료(Commission)
          c.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된 경비
          d.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로열티(Royalty) 또는 라이선스(License) 

비용
          e.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

출자의 경비

        -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a.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b. 해상화재 보험료
          c.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d.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
래 실적도 없는 경우 공제가격(DEDUCTIVE VALUE)이 이용됨.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수수류
(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해 가격을 계산함

        - 상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COMPUTED 
VALUE)을 산출해 거래가격을 결정함

   □ 미국 관세율 확인법

      ◦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
이지는 다음과 같음

        : 미국 무역위원 홈페이지: www.usi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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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관세율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당 위
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음.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
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
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음.
        :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https://hts.usitc.gov/)

      ◦ 상기 링크의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 가능함

  (2)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 일반 통관절차 개요
        미국의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를 뜻하며 

이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또는 개인사용용도의 물품들에 대
한 통관절차로 가장 기본적인 신고절차를 뜻한다. 소비화물 신고에는 상황에 
따라 정식(Formal) 또는 약식(Informal)통관으로 분류됨

        ① 약식통관(Informal Entry)
           항공, 해상 또는 우편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중 $2,500 미만의 인

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
           미국산 제품으로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활

용 대상임. 개인 이삿짐 등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근무 후 귀국
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됨

           식품 등 다른 미 정부기관(미 식약청, 미 농림부 등)관할 및 규제가 적용되
는 경우에는 약식 통관이 불가능함. 

           소량의 상업용 샘플의 경우,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함

           무관세 소비 통관에서도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음료와 담배 제품
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에 한해 
샘플 통관이 가능함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에는 물품의 가치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 채권(Bond)을 통한 임시 수입(TIB또는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또는 까르네(Carnets) 통관이 가장 적절한 샘플통관 방식으로 안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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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② 정식통관(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이 요구됨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
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 내에
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됨

           쿼터 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
는 경우 쿼터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통관을 뜻함. 예를 들어 최근 철
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한국산 철
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으나 쿼터제를 적용받아 
수입 물량이 제한되어 있음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정식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세창고로 입고하는 통관을 뜻하며 앞서 소개한 쿼터통관에 물량이 
초과되어 다음 쿼터 오픈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창고로 우선 입고
하여 다음 쿼터 물량 오픈까지 보관, 통관이 가능함. 또한, 정식 소비화물신
고 통관에 앞서 물품 포장, 라벨링 등 단순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창
고로 우선 통관하여 보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식통관에는 통관 채권(Bond)을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통관 
채권은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
기 위해 만들어진 세관과의 계약임

           세관 채권은 관세와 관련 수수료에 대한 보증의 개념으로 세관으로 납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 지
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임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와 수입된 상품을 미국 내에서 운송
하는 모든 운송업체는 세관 채권(Customs Bond)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수입자는 반출허가를 받기 전에 세관 채권을 세관에 제공해야 함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세관 채권의 보증인(Surety)은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채권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채권종류는 1~2회 사용 가능한 단기 세관 채권(Single Entry Bond)과 지속
적인 통관에 사용 가능한 지속 세관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되며 
1년에 수차례 수입되어 통관되어야 하는 품목에는 지속 세관 채권 사용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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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시 유의사항

      ◦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
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
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이 가능함. 식
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육류 함유량 등의 제품 성분에 따라 미 농림부
(USDA)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음

      ◦ 그 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 소비자 안전청(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안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법에 따
라 미 세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 의류, 원단, 보석, 운동용품, 냉장기구, 가구, 차량 등에 대한 안전
성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소
비재의 안전성 규정 준수가 요구됨

      ◦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
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에는 원산지 증
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
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져야 함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
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 기간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
증을 위해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 최근 한미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
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6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가. 진출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1) 상표와 서비스표(Trademarks and Service Marks)

    ◦ 상표는 회사나 당사자의 상품 출처를 서로 식별 및 구분하는 단어나 문구, 기호,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임. 서비스표는 상표와 동일하지만 서비스표는 상품이 아
니라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 및 구분한다. “마크(mark)”와 “상표(trademark)”는 상표
와 서비스표를 지칭하는데 모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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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 사용을 통해 확립된 상호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에 속할 수 있음. 상표는 상표가 식별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일관성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하기 때문임. 프랜
차이즈 사업자의 상표 사용은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다른 
프랜차이즈 점포와 동일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증함. 이러한 고객의 인지도와 프
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인정하는 지속적인 신뢰는 프
랜차이즈 시스템 성공의 관건이 됨

   □ 상표의 유형(Types of Trademarks)

    ◦ 모든 단어나 문구가 미국 법에 따라 상표 보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상표에 의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상표는 사실상 일반
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표가 식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유형만 단순히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표 등록은 대체로 거부됨. 이에 비해 상표로 보호를 받고 등록이 
허용되는 상표는 암시적이며 임의적이고 조어적인 상표임

    ◦ 설명상표(Descriptive mark)는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상표임. 설명 
상표는 오랫동안 빈번하게 사용되어 해당 상표가 식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로 해당 상표를 소비자가 쉽게 연상한다는 것을 뜻하는 “부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취득하지 않는 한 등록할 수 없음

    ◦ 암시상표(suggestive mark)는 상표가 관련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언
급하는 상표임. 임의선택상표(arbitrary mark)는 적용되는 상표나 서비스와 정상적인 
의미상 아무 관계가 없는 상표다. 조어상표(fanciful mark)는 아무 의미 없는 “신조
어” 용어와 관계가 있다. 암시적이며 임의적이고 조어적이어야 상표등록이 가능함

   □ 연방 등록의 필요성(Need for Federal Registration)

    ◦ 미국에서 상표권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기인함

    ◦ 상표의 연방 등록은 상표 보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표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상표 등록이 필수요건임

    ◦ 앞서 설명한대로 상표를 연방에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하면 비 
등록주의 사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을 준수해야 함

    ◦ 아울러, 상표를 연방에 등록하면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상표의 배타적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음.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 소유권에 대해 타인에게 공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타인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제출할 가능성을 완화함. 상표권 
침해 분쟁이 있을 경우 연방등록이 되어 있으며 삼중의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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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음

   □ 상표 등록 절차(Trademark Registration Process)

    ◦ 상표 등록은 상표 신청 절차의 다양한 단계를 통한 상표 신청을 포함함. 프랜차이
즈 사업자는 상표 제출의 제반 측면에 대해 지원할 유능한 상표 전문 변호사의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표를 등록
할 수 없게 하는 기존 상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상표 조사를 실시해
야 함

     ① 예비 조사와 상표 제출(Preliminary Search and Trademark Filing)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저촉되는 상표 조사를 실시해야 함.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되거나 제출된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 조사는 USPTO 웹사이트(www.uspto.gov)에서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Thomson CompuMark (www.compumark.thomson.com)와 같은 상
표 조사 기업을 통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i) 주 정부 기관에 제출
하거나, (ii) 상표나 상호로 사용하거나, (iii) 인터넷에 사용하는지 전면적이고 포괄
적인 상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를 제출 및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USPTO 웹사이트를 통해 상표 등록 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② 상표 신청 심사(Trademark Application Review)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 심사관이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표 신청서를 검

토하는 데는 제출 이후 통상 4-6개월이 소요됨. USPTO 심사관이 프랜차이즈 사
업자 상표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통지서를 발행
함. USPTO 심사관이 인용하는 가장 공통된 거부 사유는 (1) 신청한 상표와 기존 
등록 상표의 혼동 가능성이나 (2) 신청한 상표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
는데 불과하다는 판단임. 

        심사관이 인용하는 각 사유를 다루는 사유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는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상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③ 이의 제기(Publication for Opposition):
         USPTO 심사관이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프랜

차이즈 사업자가 모든 이의 내용을 극복한다면, USPTO 심사관은 USPTO 정식 
관보에 상표를 발표하도록 승인함. 상표가 발표되면, 상표 등록으로 손해를 입는
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발표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 통지서(Notice of 
Opposition)나 이의제기 기한 연장 요청서(Request to Extend Time to Oppose)
를 제출해야 함. 이의를 제기하면 USPTO에서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개최하여 이
의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함.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상표 신청은 만료가 완성되고 상표는 등록됨. 상표신청서가 사용 의
사를 토대로 하였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등록이 승인되기 전에 USPTO에 사
용 증거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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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트레이드 드레스는 전체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의 결합이나 배열
로 기업의 외관을 총칭함. 트레이드 드레스는 외부 건물 특징과 인테리어 디자인, 
간판, 유니폼, 제품 포장, 브랜드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설계
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고유 특징을 포함할 수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는 일반적으
로 USPTO에 상표로 등록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연방 및 주 상표법뿐 아니라 불공
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제3자의 무단 사용이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음

  (3) 영업 비밀(Trade Secrets)

    ◦ 영업 비밀은 상업적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타인
이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소유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기밀로 
유지해 온 독전 기밀 정보를 말한다. 경쟁사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우위는 
대부분 영업 비밀과 독점정보를 통해 확보 및 유지됨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중요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영
업 비밀 보호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해야 함. 효과적인 영업 비밀 보호프로그램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기밀 및 독점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식별해야 함.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직원과 종업
원에게 영업 비밀의 중요성과 직장에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
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영업 비밀로 간주하는 정보를 모두 
식별해야 함. 영업 비밀 보호의 주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영
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임무와 법적 의무를 인식하도록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교육 프
로그램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
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 종업원에게 기밀유지 및 비공식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함

  (4) 저작권(Copyrights)

    ◦ 저작권은 창작물의 작가에게 교부되는 권리와 관련된 것임. 미국 저작권법은 유형 
매체에 표현되는 창작물을 보호함. 이는 문학 또는 음악 자료를 포함할 뿐 아니라 
유형 매체에 포착된 아이디어의 그림, 그래픽, 기타 표현까지 확대됨

    ◦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개발 및 사용하는 운영 매뉴얼과 판촉 
및 광고자료, 건축설계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물임

    ◦ 저작권 보호는 작품을 창작하여 유형 매체에 표현하는 순간 발생함. 저작권 보호
를 향유하기 위해 작품을 등록할 필요는 없음. 단,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소유
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사용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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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음

    ◦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소유자는 (1) ©나 “저작권”, (2) 작품 최초 
발표 년도, (3) 저작권 소유자명 등으로 구성되는 저작권에 관한 정식 고지를 자료
에 표기해야 함.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인쇄 자료 뿐 아니라 웹사이트 및 기타 유형
의 포맷 일체에 저작권 고지 표기를 상례화해야 함

   □ 저작권 등록과정(Copyright Registration Process)

    ◦ 상표 등록과정과 달리 저작권 등록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음. 먼저 미국저작권청(USCO: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저작권 등록 신
청서와 작품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함. 제출 작품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에 따라 사용해야하는 특정 양식의 등록 신청서가 있음. 저작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4개월 안에 USCO 심사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 작품이 (1) 독창성이 충
분한 지, (2) 유형의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3) 저작권으로 보호할 주제의 카테고리
에 속하는지 확인함

    ◦ 이러한 검토에 따라 심사관은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등록을 각하하거나(각하 
사유를 적시), 작품 등록을 승인할 수 있음. 등록증은 부여된 등록번호와 등록 유효
일, USCO 인감 날인이 있는 신청서 사본임

    ◦ 모든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4 내지 6개월이 소요됨

   □ 저작권 소유 문제(Copyright Ownership Issue)

    ◦ “업무상 창작”(Works For Hire)

    ◦ 이 분야에서 공통된 문제는 저작권 보호 작품의 적법한 소유자를 식별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자가 소유함. 이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종
업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고용하는 외부 계약자가 창조하는 
작품과 관련될 경우 다소 불명확해짐

    ◦ 이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업무상 창작” 원칙을 토대로 저작권의 소유권자로 
인정됨. “업무상 창작”은 본질적으로 (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종업원이 고용 범위 
안에서 작성하거나, (2) 대규모 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작업이 “업무상 창작”이라는 
서면 합의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주문하거나 의뢰하는 작업에 대
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비 종업원이 창작하는 작품임

    ◦ 비종업원에 의한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는 창작 작품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특
정 작품 목록 중 하나여야 함. 즉, (1) 번역이나, (2) 동영상이나 기타 시청각 작품에 
대한 기고, (3) 집합 저작물(예: 잡지)에 대한 기고, (4) 도해서, (5) 편집물, (6) 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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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 (8) 시험 답안 자료, (9) 추가 작품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비종업원 당사자가 이행하는 작업은 협의의 9개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
무상 창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종업원 당사자가 작품은 “업무상 창작”의 성격을 
가지며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작품의 전체 저작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양도하
기로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나.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지원제도 안내

  (1) 국제 출원 유형

   □ 국제 상표출원 유형

      ◦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  
   표를 등록받아야 하며,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  
   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름

      ◦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①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함

        ②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  
     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

        ③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  
     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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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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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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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 주요 아시아 체약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인도, 이란, 일본, 캄보디아, 북한, 대한민국, 쿠웨  

      이트, 카자흐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  
      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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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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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절차지원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대리사무소 신청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
대리사무소 계약 대리사무소와 상표 • 디자인 출원계약

▼
출원신청 출원시 거절 가능성 검토 후 출원신청 및 기업부담금 납부

▼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특허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특허출원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

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특허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절차지원

지원대리사무소 
선정

북잡한 특허명세서의 설명을 위해 신청인 대신 연락가능한 
전문가 지정

▼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수행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
수행 대리사무소 

계약
수행대리 사무소와 특허출원계약

▼
출원신청 출원시 거절 가능성 검토 후 출원신청 및 기업부담금 납부

▼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

률검토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

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3개사 이상(업종단체 포함) 협의체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지원한도 증액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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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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재권분쟁 초동대응

      ◦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현지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현지 지재권 분쟁 등에 대하여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

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비용지원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업
대리사무소 

계약
전문기관(대리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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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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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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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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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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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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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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1천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특허(개별국) 7,0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7,000천원 이내

특허맵(심화) 20,000천원 이내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 맵(심화) 20,000천원 이내

디자인 맵(일반) 10,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3,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7,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7,000천원 이내

브랜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20,0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 개발 13,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7,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40,000천원 이내

기타

기업IP경영

진단 구축
15,000천원 이내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35,000천원 이내

      ◦ 지원절차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biz.ripc.org)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통합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TIP >

◦ 지원신청문의 : 02-3459-2827 한국발명진흥원 jmlee@kipa.org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사업공고 온라인신청

신청기업
사전상담

또는
현장실사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지원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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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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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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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

공 등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컨설팅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전반을 검토하여 해외 IP 분쟁 예방전략 제

공 등

     ◦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구분 대상 용도

지원기업 서비스 수혜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협약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과제수행 전문기관 (특허사무소 등)
용역사업 참여, 산출내역서 관리, 협

약관리

연구원정보 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개인) 연구원 개인정보 등록, 등급 관리

     2)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사업목적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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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기반 정보
        - 지재권 분쟁동향 연구보고서
          : 지재권 분쟁 통계 및 주요 사건 분석, NPE 소송동향 등 중요 분쟁 이슈에 

대하여 분기 및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제공
        - 특허관리회사(NPE) 동향 연구보고서
          : NPE의 발생으로 특허관리·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NPE 기업의 특

성을 이해하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할 필요성 증가
          : NPE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분기, 연차 보고서 

제공
          :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외 정책·제도 동향, NPE 공격대상 산업 및 분기별 

TOP NPE 선정을 통해 이에 따른 중장기 예측 기반 제공
        -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 분쟁 위험이 높은 유망 기술 분야의 국제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

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 
지식정보 제공 사업

          :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쟁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분쟁 예측 정보 구체화 및 분쟁 대응 시나리오 도출

          : (’14년) 3D프린팅, 스마트카 등 2개 분야, (’15년) 사물인터넷(IoT) 분야, ('16
년) 계쟁특허 대응전략 보고서(NPE Analysis) 예정

        -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 해외지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와 관

련된 전체적 가이드를 제공
          : 현지 진출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분쟁 대응방안을 각 국가별

로 심층적 소개
        - 해외 대리인 정보
          : 주요 국가에서 활동중인 특허 법률사무소와 대리인 정보를 제공

      ◦ 분쟁동향 정보
        - IP Daily 분쟁정보
          : 미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일분쟁 속보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의 국제 지식재산
권 분쟁 동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IP 분쟁동향
          : 주요국의 IP 보호정책·제도 및 이슈 판례를 심층 분석한 IP Insight 콘텐츠 

및 국가별 지재권동향 정보를 주 1회 제공하며, 제조기업간 소송 및 NPE 
연관 소송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쟁통계 정보를 월 1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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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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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제공

     3) 지재권 판례동향정보 제공

      ◦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사업목적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
화

      ◦ 추진내용
        - 판례 검색
          : IP5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지재권 판례에 대한 원문, 서지사항1) 

및 판결요지 요약문2)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판례
검색이 가능

            ① 당사자, 법원, 판결일자, 재판결과, 사건번호, 적용법령, 계쟁 지재권 등
의 정보

            ② 사건 쟁점 및 판결 요지를 400자 내외로 요약ㆍ번역

      ◦ 판례 카테고리
        - 지재권 판례를 산업기술, 법률쟁점 등 자체 분류체계와 IPC1), NICE2), 로카

르노3) 등 국제 분류체계에 따라 제공
          : IP5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지재권 판례에 대한 원문, 서지사항1) 

및 판결요지 요약문2)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판례
검색이 가능

            ① 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특허 분야의 국제 분류코드
            ② NICE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 분류코드
            ③ 로카르노 :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국제 분류코드

      ◦ 핵심판례 보고서
        - 우리기업의 지재권 업무담당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IP5의 중요판례

를 쟁점별로 심층 분석하여 제공
          : 2013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특허), 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상표/디

자인)

      ◦ 해외 지재권법령
        - 지재권 분쟁이 잦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의 지재권 법령

(특허, 상표, 디자인)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공

<TIP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TEL 02-2183-5800, 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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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설립과 부동산 관련 법률

 가. 기업설립 및 외국인투자

  (1) 기업설립 

   □ 투자 방식 및 절차

      1) 개요

      ◦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특별
한 규제는 없음.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을 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만 잘 준수하면 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주의할 점은 미국 50개 주의 법규가 다르다는 점임.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규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혜택이나 제약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예를 들어 세무 규정상 개인이나 기업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주가 있는가 
하면 투자한 시설물이나 개인 자산에 대해 재산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미국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자체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납세자 납세번호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은 후 주 정부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영업허가신청서(Certificate of Authorization)를 발부받는 방법

        둘째, 미국 현지에 현지법인이나 기타 영업 형태를 설립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납세 번호를 받고 해당 주에 영업 등록을 하여 활동하는 경우

      ◦ 전자의 경우 현지에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채 외국기업 스스로가 직접 영업
을 하게 되므로 실제 미국에 투자되는 돈이 없어 상업적 클레임(Claim)이 생길 
수 있음. 또 지불 능력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소송 상대의 자격을 갖추지 못
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
기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2) 신규 사업조직 형태와 설립 절차

      ◦ 이러한 조직 중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개
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업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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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
해 결정하는 것이 좋음

       ① 개인회사
          - 개인회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 가장 흔한 기업 경영방식이기도 함. 자

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개인은 어떤 형식적 절차나 조직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음. 다만 개인 기업가
가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가공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자치행정단위인 카운티의 법원서기에게 기업의 
상호를 등록하여야 함. 상호 증명원(Business Certificate)에는 사업체의 상
호, 주소,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함

          - 개인회사는 설립 초기에는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개인이 무한책임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기업 형태를 
선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개인업주의 다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② 파트너십
          -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

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초한 조합이다. 파트너십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
의로 성립됨. 구두에 의한 파트너십 합의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간의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함. 

          - 각 파트너는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지며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
음. 또한 각 파트너는 자본이나 용역(Service)을 출자하거나 또는 자본과 
용역을 함께 출자할 수도 있으며, 용역만 출자하는 것도 있다. 뉴욕 주의 
경우 영업을 하는 카운티마다 증명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증명
에는 일반 파트너십의 명칭, 주소, 각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기업 운영을 규정하는 자세한 서면 합의 없이는 파트너십을 운영할 수 없
음. 세무상의 고려(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동소유)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 파트너십의 선택은 피하는 편이 좋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트너십을 해야 한다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택하는 것이 좋음

       ③ 합자회사
          -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

(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
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임.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
한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반면 유한책임 출자
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대신(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짐)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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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출자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회사 이름에 자신의 이름
을 포함시킬 수도 없음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법에 의하면, 파트너간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
는 파트너십 계약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파트너십 계약은 모든 무한책임 
출자자가 서명하여야 함. 다만 유한책임 출자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음

          - 합자회사 형태는 특히 기업에 대한 출자자들의 출자금이 다른 경우, 다수
의 기업경영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다만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는 모든 실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합자회사는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법인화 되지 않는 사
단(인적 결합, 단체)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유한
책임 출자자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도 
있음

          -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가 1인일 경우, 회사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순 
투자액을 투자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이하 LLC)는 회사화되지 않은 사업 조직 형태로서 본질적으

로 주식회사(Corporation)와 파트너십(Partnership)의 성격이 혼재된 법인
임. 파트너십이 가지고 있는 연방세법상의 유리한 지위와, 주식회사의 주
주에게 주어지는 유한책임의 유리한 지위를 결합할 수 있는 기업형태임

          - LLC에는 S법인(S Corporation4))에 대한 제한 가운데 주주 수의 제한(100
인 이상의 주주를 가질 수 없음)을 비롯한 많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파
트너십의 경우에는 회사 부채에 대해 무한의 개인책임을 부담할 최소한 1
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하지만 LLC에는 모든 출자자들이 유한책임, 
즉 출자범위 내에서의 책임만을 가짐

          - 유한책임회사의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 L.L.C. 등의 
약칭이 포함되어야 함

          - LLC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른 유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체를 LLC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함.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기업이 LLC의 자산을 양도할 때 따르는 납세 문제가 있기 때문임.  
이 경우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⑤ 유한책임 파트너십
          - LLC법의 제정에 따른 부산물로서 유한책임 파트너십(이하 LLP)이 탄생하게 

되었음. 이 사업 형태는 전문 직업인을 위한 기업 형태임. LLP는 전문 직
업인들이나 혹은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이 주체가 되어 주 정부에 LLP를 등록함으로써 설립됨. 회사 
명칭은 R.L.L.P., PLLP, L.L.P., 또는 LLP 등을 사용하여야 함. 파트너는 LLP
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책임을 지지 않음

       ⑥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규모를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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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주 법령에 의해 정해짐. 
          - 주식회사의 존재는 정관의 등록으로 시작됨. 정권에는 회사의 명칭, 수권 

자본의 상세 정보 및 기타 일정한 확인 정보 등이 기재된다. 주식회사의 
사업과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며 이사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의
해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매일 매일의 사업
운영을 감독함. 보통주는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대표함

          - 회사 명칭에는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는 ‘Corporation(약칭 Corp.)’, 
‘Incorporation(약칭 Inc.)’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표 4-4 회사 형태별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 설립이 간단 ∙ 결정권이 오너(Owner)한
테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

- 이익은 전부 오너의 몫
- 법적 구속이 적고 사업해체가 간단
- 세금이 낮을 가능성이 큼

- 인재 모집이 어려움
-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외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없음
- 회사의 존속기간이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정됨
- 오너의 무한책임

파트너십(Partnership)
- 설립이 간단
- 조직과 의사결정의 유연성
- 파트너 전원의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 자금 조달이 용이
- 파트너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성
- 법적 입장이 명확 ∙ 자본 배분에 의한 

손익을 개인 소득수준으로 과세가능

- 파트너의 무한책임
- 파트너십 존속기간에 한해 사업이 진

행
- 결정권의 분산
- 의견 대립 가능성 상존
-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모든 파트너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비효율 발생

주식회사/ C법인(C Corporation)
- 주주는 유한 책임
- 회사는 영구적으로 존속 가능
- 임원 변경이 간단
- 사업 확장이 간단

- 법적 구속이 많음
- 경비 내용의 제약
- 법인과 주주에게 이중 과세

주식회사/ S법인(S Corporation)

- 장점은 C Corporation과 동일
- 법인 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세금 지불

은 파트너십에 준함

- 주주 인원수의 제한(최대 100명)
- 다른 법인 및 비거주자 외국인은 주주

가 될 수 없음
-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구성원은 C Corporation과 같이 유한 
책임

- 법인 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구성원

- 존속기간이 한정됨
- 사업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법률

의적용과 해석이 주에 따라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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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 인수 및 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 절차

      ◦ 합병(Merger)은 두 회사가 하나로 변형되는 것임. 합병이 이뤄지면 피합병회
사(Merged Company)는 더 이상 독립된 영업체로 존재하지 않고 합병회사
(Merging Company)만 남게 됨

      ◦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현지법인과 기존의 미국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대미 투자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음. 

      ◦ 합병하는 회사가 증권거래소 상장업체이면 소위 합병제의서(IPO : Initial 
Public Offering) 작성을 시작으로 합병조건에 따른 합병비용이 확정됨

      ◦ 인수(Acquisition)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거래임.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같은 업종의 기존 기업을 매입함으로써 진
출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인수와 합병이 투자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님. 특수 분야의 인
수와 합병은 연방차원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또 인수합병 이
후에 해당산업에 독과점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면 반독점법(Anti‐Trust Law)의 
위배여부도 미리 조사받아야 함

      ◦ 그러나 인수합병이라는 투자 방식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자본의 
최소 출연, 기존 기업의 노하우, 신기술 및 판매망(Sales Network)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투자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함

   □ 투자진출 형태 및 절차

      1) 개요

      ◦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현지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
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
사도 현지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
부해야 함

      ◦ 먼저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이상의 설립자가 있
어야 함.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되고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지
만 등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
는 상주자여야만 함

(Member)개인에게 과세됨
- 구성원 수의 제한이 없음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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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
을 두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함

      ◦ 또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회사 등록을 할 때나 필요할 
때에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함

      ◦ 그리고 주 정부사업자 등록과 고용진흥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등록절차가 각각 요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 한편 해외지사를 설립한다면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음.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의 전부라 할 수 있음

      ◦ 특정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해외지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지 않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
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
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2) 회사의 구분

      ◦ 미국 진출시 처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것인
가?”일 것임. 

      ◦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 거점을 두는 방식은 현지법인(자회사), 해외지
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를 통칭해 해
외지사라고 표현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법에 따라 법인을 구분하면 자회사격인 현지법인(U.S. 
Corporation)과 해외지점 격인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나뉨

      ◦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주 정부에 현지법인으로 등
록하느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 설립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한국의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음

       ① 현지법인[U.S. Corporation (Subsidiary, 자회사)]
          - 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을 

따로 회계처리함. 또 세무보고 과정도 별도로 거침.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
에 있는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사가 됨. 
미국 지사와 한국 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과 의무가 
별개로 구분됨. 따라서 한국 본사는 법적책임(Liability)문제에서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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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법적 주체가 현지법인이므로 사업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현지법
인에게만 있어 이것이 한국 본사로 전가되는 일이 없음. 그러나 현지법인
이 미국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주식회사로 서의 서류나 절차상 법적인 의
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지법인의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 본사에 사업상의 책임과 의무가 전가될 수 있음

          -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 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외국 투자가
가 취한 이익금을 대외에 송금하는 것)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미 연방 세무국(IRS) 세무감사시 세무감사
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현지법인에 국한됨

       ②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Branch, 미국지점)]
          - 한국법인이 미국 사업자 등록법에 따라 외국 기업(Foreign Corporation)으

로 등록한 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사업의 법적 주체는 한국의 
본사임. 따라서 본사는 당연히 한국법의 지배를 받는다. 본사는 미국에 있
는 사무소와의 관계에서 법적, 금전적으로 책임이 임

          - 흔한 경우는 아니나 세무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그 범위가 한국 본사에까
지 미칠 수 있음

          -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해외사무소를 낼 경우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
외 사무소의 경비는 본사의 영업비용으로 많이들 처리하고 있음

          - 한편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 연락, 시장 조사, 연구개
발 활동 등의 비(非)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서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해외 
사무소의 경우도 외국인 회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을 해야 함. 즉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을 번역하고 
공증 받아 해당 주 정부에 접수하여야 한다는 뜻임

       ③ 설립 형태 장단점 비교
          - 법적인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

리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뿐 아니
라 중소기업도 90% 이상이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현지
법인은 지점업무에 비해 이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유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3) 회사의 설립 등록

       ①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Subsidiary) 설립 등록
          - 주 정부(Secretary of State)에서 담당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법인 설

립에 필요한 자본금 제한규정은 없음. 설립 인원은 1명 이상이며 설립 기
간은 10일 정도임. 독립채산제에 의거해 본점과 별개의 회계처리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 본사가 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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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 설립 등록
          - 본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일부에 해당하며, 본사의 등기부등본

을 제출해야 함. 회계 처리는 본 ․ 지점의 회계제도를 선택함
          - 소비자 보상 문제나 노동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본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함
          - 해외의 이익금을 본사로 배당할시 배당금의 30%를 지점이익세금(Branch 

Profit Tax)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표 4-5 법인형태의 비고

구 분
U.S. Corporation

(현지법인)
Foreign Corporation

(해외지점)

설립시 차이 현지법에 따라 진행
본사의 등기부 등본 제출
(이외는 현지법인과 동일)

본사 연대책임 
의무

없음 있음

영업가능 여부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Business License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Business Permit (필요시)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Seller’s Permit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파견자의 비자 
종류

E1, E2 & Employee, or L1 E1, E2 & Employee, or L1

비자 연장시
법인의 실적자료 있어
연장시 자료대응 가능

(영업/판매 없는 경우)
실적 증명자료 없어 문제소지

세금보고 (회사)
세금보고 (개인)

의무 있음
의무 있음

(영업 없을시, 수익 ‘0’으로 신고)

※ Business Lic. & Permit(창고, 작업장 등 있을 경우) 신청시, 토런스(Torrance)에 사업 
소재지가 있을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ity)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4) 현지법인 형태의 설립 절차
      ◦ 미국은 50개 주가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으나 회사법은 단일한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다른 회사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거나 등록을 요구
하는 절차가 없음. 즉 법인 설립은 각 주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짐

      ◦ 각 주 정부는 외국인 회사의 현지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두
지 않음. 예를 들면 1달러의 자본금과 등록시 필요한 수수료만 내면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주법의 내용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 정부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 248 -

명기한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교부받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한편 법인은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르게 되지만, 어느 주에 신고하
더라도 영업은 다른 주에서도 가능함. 따라서 실제 현지법인의 소재지가 될 주
에 국한하여 해당 주에 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설립에 유리한 조
건을 갖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됨. 만약 뉴욕 주에서 법인 설립을 하고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뉴저지 주 정부에 법인 설립을 별도로 할 필요
는 없음. 다만 뉴저지 주 정부에 뉴저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허가증
(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을 신청하면 됨

      ◦ 이런 절차를 다른 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50개 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미국의 많은 상장기업들이 델라웨어 주에서 법인
을 설립했으나 그 주에서는 거의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음. 그 이유는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Corporation Law)이 법인 설립에 매우 호의적이며 주주, 경영진, 
이사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융통성이 있기 때문임

      ◦ 일단 주를 선택하게 되면 현지법인 설립을 담당할 변호사와 향후 세무관계, 
회계감사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를 선정하게 됨

      ◦ 미국에서 회사 설립시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설립할 회사의 형태를 결정
하는 것임. 회사 설립 형태별로 법적 구속범위와 설립 절차, 세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회사의 법적 
형태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일반주식회사(Corporation), 파트너십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합작투자(Joint 
Venture)등이 있음

      5) 외국법인 설립절차
      ◦ 한편 외국법인의 설립 절차는 앞서 현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나온 법인등록 

과정(Article of Incorporation)대신 외국법인으로서 주 정부에 등록하는 과정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의 적용을 받게 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설립 절차는 현지법인의 과정과 비슷함

      6) 도소매업의 진출 절차
      ◦ 도소매업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장기적으

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수하면서라
도 직접 진출하려는 노력이 많음. 특히 현지에서 직접 마케팅 활동뿐 아니라 
세일즈를 해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현지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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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투자를 위한 국내 절차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
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
당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에 해외투자를 해야 함(외
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TIP >

◦ 미국 진출시 투자형태와 기업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기업은 『 
투자실무 가이드(미국). kotra 』 참조하길 바람

  (2) 외국인 투자

    ◦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
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주 정부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
밀하게 검토해야 함

    ◦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단독 투자나 합작투자 모두 
가능하며, 투자 형태에도 제한이 없음

    ◦ 외국인이 기존 기업을 인수할 경우 미 상무성에 통보해야 하며 상장기업을 인
수할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관여하게 됨

    ◦ 대미 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년 종합무
역법 520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해 행해지고 있음

    
    ◦ 이 외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데 근거법으로는 

1985년 수출관리 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취득개선법(101조), 1987년 국가비
수정법(98조) 등이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
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음(Exxon Florio 조항). 

    ◦ 2007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tional Security Act)에 의거해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이 의장
이며,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부처 간 조직인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검토(자발적인 신고 여하에 상관없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첩된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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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에 
서명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이 확대되
었음.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은 국방수권법 17부(Title XVII)에 포함되
어 있으며, CFIUS가 심사하는 투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

      ◦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 창출 등을 위
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USA 또
는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해당 사이트에는 미국의 투자
환경, 투자 데이터 등은 물론 미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미국 정
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등록돼 있어 미국의 대외 투자
유치 포털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음

   □ 외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투자법

      ◦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가 통과돼 1980년 제정된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로 외국인에게 부과했던 조세를 면제해 외국 투자가들과 자본(특히 외국 
Pension Fund)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음

   □ 투자촉진 프로그램 정보

      ◦ 미국 주(州), 카운티 정부 및 공기업의 한국 소재 오피스(총18개소)가 결성한 
협회(ASOK: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Offices in Korea)를 통해서 미국 
지역별 투자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음

 나. 점포 및 부동산 취득

  (1) 매매계약

   □ 지역 전문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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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전문가와 사업에 맞는 위치, 규모 등을 상
의하여 매물 정보들을 입수해야 함. 지역별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일일이 
발로 뛰어 매물을 발굴하고 검색해야 되는 수고를 더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예
방하는 지름길이며 또한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임

     ◦ 지역별 전문 에이전트들은 어떤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 어떤 업종에 어느 
매물이 적합한지 권장해줄 수 있음. 또 매매에 필요한 다양한 허가서(Permit)등
의 서류 준비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매물 검색 및 선정

     ◦ 지역별 전문 에이전트 또는 각 시, 주별 투자유치 기관을 통해 투자 가능한 매
물리스트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사업에 가장 적합한 위치와 매물을 검색, 선정
한 후 본격적인 협약이 시작됨

     ◦ 오바마 정부의 U턴 기업 지원제도인 ‘브링 잡스 홈 법안(Bring Jobs Home 
Act)’에 힘입어 미국의 각 주 및 시 정부는 해외자본, U턴 기업 및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체들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 공업용 부지 및 시설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
는 경제개발부(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 
Go-Biz(business.ca.gov)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이 웹사이트는 상세한 지역
정보 및 부지 선택에 필요한 매물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
가 높음

   □ 에스크로 개설 및 진행

     ◦ 에스크로로 선정되는 제 3자 또는 기관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 개입하여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판매자와 매입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대금 지불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에스크로 담당 업체 선정은 판매자가 주로 함. 담당 업체가 결정되면 부동산 
매입자는 보증금을 에스크로 회사에 예치함

     ◦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 조정기간(Contingency Period)도 같이 진행되며 만
약 계약 성사 조건 기간 동안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정당하게 계약을 취
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이 때문에 이 기간에 최대한 많은 서류 검토 
및 실사를 통해 구매대상 건물이나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됨

     ◦ 에스크로 기간 동안 확인해야 될 기본사항들은 1단계, 2단계 건물 준공 검사 
보고서(Phase 1과 Phase 2 Report)를 통해, 환경문제, 토양, 콘크리트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특히 건물 보수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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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에어컨, 지붕 등 추가적인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 또한 캘리포니아 주 공개 보고서인 JCP 리포트(JCP Reports)를 참고하여 매입
대상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략적인 에스크로 기간은 계약 성사 조건 기간 30일, 재정 관련 조건
(Financial Contingency Period)기간 30일로, 총 60일 가량임. 또한 매입대상 건
물의 시가(Market Price)와 평가(Appraisal)가격을 비교하여 전문 에이전트와 상
의 후 매입 진행을 해야 함

     ◦ 매매 가격에 따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할 경우, 부동산 융자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함

     ◦ 건물 소유권에 대한 보험(권언보험 : Title Insurance)을 제공하는 소유권 보험
회사는 건물의 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여 주택 소유권 보고서
(Preliminary Title Report)를 전달함. 이 보고서에는 건물의 소유주 이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각종 담보권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건물 소유에 
대한 법적인 문제 및 그 밖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음

   □ 매매 계약

     ◦ 에스크로 관계자, 부동산 관계자와 구매 및 판매 협약서(Buy/Sell Agreement)
를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매매가 완료됨

  (2) 임대계약

   □ 상용부동산의 임대

     ◦ 미국에서의 영업을 위해 사무실이나 창고 또는 공장부지 등을 임대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서면의 임대계약서(Lease Contract/ Agreement)를 작성하고 임대
주(Lessor/ Landlord)와 임차인(Lessee/ Tenant)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함. 이로
써 임대 계약이 성립됨

     ◦ 임대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은 사전에 양자가 합의를 한 뒤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작성됨. ① 임대 면적 및 임대료(Price per Square Foot) ② 임대 
기간(Term) ③ 임대주와 임차인에 대한 특별제한조항확정(냉난방의 제공의무, 
화재 및 시설물 손상에 따른 책임소재 등) ④ 임대료 외에 추가되는 비용(건물 
부동산세 할당, 건물 보험료, 건물 운영요원 임금 상승분, 기타 공동지역 유지
비)의 명시와 ⑤ 기타 조항(무료 임대기간, 무료 내장공사 등) 등이 계약서의 주
요 내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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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부동산의 계약내용

     ◦ 임대 면적(Rentable Space)
       - 임대 면적의 산출방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빌딩 소유주와 관리

자협회(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가 정한 방법에 따름
       - 건물 내 창문이나 내벽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산출된 면적에서 건물 입구, 엘

리베이터, 로비, 복도, 화장실 등 다수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임대면적임

       - 건물 내부의 공용면적 비율(Loss Factor 또는 Load Factor)은 일반적으로 교외
부동산의 경우 15~20%, 뉴욕 같은 도심에 있는 부동산은 25~35%에 달하므
로 임대시 전용면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임대계약 조건으로 임대주에게 
임차인이 원하는 레이아웃(Layout)에 맞게 내부공사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음

     ◦ 임대료(Rent)
       -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Basic Rent)와 추가 임대료(Additional Rent)로 구별됨. 

매달 받게 되는 임대료 청구서는 임대 계약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작성되는
데 기본 임대료는 계약 당시 합의된 평방피트(Square Foot)당 계산된 금액임. 
추가 임대료는 계약서에 있는 부동산세 할당분이나 계약 기준년도를 중심으
로 매년 상승되는 부동산세 증가분의 할당액, 공통발생비용(Common Area 
Maintenance)할당, 기타 특별비용 할당 등이다. 임대계약이 순임대차(Net 
Lease)인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상식을 갖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대 기간(Term)
       - 임대 조건 가운데 임대료의 상승폭이 너무 크거나 추가 임대료 등이 많으면 

장기 보다 단기 임대를 하여 조건이 좋은 다른 건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임대 환경이 열악하다면 단기 임대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임대료와 임대 조건 등이 매우 유리하며 부동산 장기 임대를 원하는 경우, 연
장 선택권(Option to Renew)을 원하는 기간만큼 계약서에 삽입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연장선택권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의 만료직전 연장 선택을 한다
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임차주
의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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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정책과 법률

 가. 식당 개업 

표 4-6 한식당 설립 가이드

[자료. 해외 한식당 창업 및 운영 가이드북(시카고),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참조]

의
사
결
정
흐
름

식당 컨셉 설정 고객에게 일관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매장 컨셉을 수립

▼

목표시장 선정
고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세분화(Segmentation) 유형과 
특징을 설정
목표시장(Target Customer)을 선정

▼ .

상권입지 선정
고객 세분화 결과에 따라 고객 유형별로 가
장 선호하는 상권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

▼

메뉴가격 결정
식재료 원가에 의한 메뉴 가격 결정 방법과 경쟁사 또는 고객
이 원하는 객단가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

원재료 조달 및 
조리 계획

필요한 식재료 조달방법과 관리방법 조사
메뉴 조리 계획

▼

창
업
실
무

회사설립/
인허가

금
융
서
비
스
/
세
무
(Ta
x)

기업 및 지역 상황에 따라 회사형태 결
정, 세금과도 밀접한 관계/지역별 사전 
인허가절차 점검

창업시 필요한 
자금조달 및 
관리를 위한 
은행계좌 개설

지역별 관련 
세금의 종류 
및 납부계획

▼

부동산 
계약

상권입지에 맞는 부동산 계약, 법률적 조
치 이행

▼

직원구인 
및 교육

직원구인 및 교육, 관리시 노무관계 주의

▼

설비/인테
리어

고객요구와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설비
시설/인테리어

▼

홍보/마케
팅

개점 및 개점 이후 홍보/마케팅 계획 및 
시행

▼

비용분석 재무계획 수립 및 손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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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당 인허가 절차

      ◦ 미국에서 식당을 창업할 경우, 자격증 획득, 사업자 등록, 각종 인, 허가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

      ◦ 주(State)마다 그리고 주 내에서도 도시(City)와 County마다 규제가 조금씩 달
라 지역을 정한 후에 해당 지방 자치기관에 문의하여 필요로 하는 허가증 및 
자격증을 취득이 필요함

      ◦ 미국정부에서 운영하는 www.business.gov에서 해당 주 및 도시와 사업 유형
(Restaurant)을 입력하면 필요한 license와 permit을 알려주며 일반적으로 필요
한 인허가증은 다음과 같음

       ① Step 1. Federal: 사업자 등록 및 납세 번호 신청
        - 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EIN)
          : EIN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필요한 번호로써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라고도 불림
          : 미국의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

넷,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Form SS-4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IRS 홈페이지인 www.IRS.gov에서 

다운로드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하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

       ② Step 2. State: 해당 주(State)의 사업 허가증 발급
        - 사업허가증(Business License) / 식당 설립 허가증(Restaurant Food Service 

Establishment Permit) 발급: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Business License를 발급이 필요

        - 주류 취급허가증(Liquor License): 주류 취급허가증은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수백 달
러에서 1십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점포 주류 판매권 인
수 또는 동업이 유리

        - 주마다 취급 가능한 주류와 법규가 복잡하며, 위반시 면허 취소와 함께 지역
내 Reputation을 상실

       ③ Step 3. City: 로컬 라이선스 및 허가증 발급
        - Business Licenses－해당 city 또는 county에 따라 State License와는 별도로 

Business License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Building / Zoning Permit－건물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 또는 구조적 변

화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Building and Zoning Board의 허가가 필요. 
사전에 설계도와 계획안을 가지고 Inspector와 허가필요 여부를 상담해야 하
며 Inspector는 설계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Health Permit－해당 지역의 Health Department에 사전에 찾아가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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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하는 것이 좋으며, 업소 오픈 전에 Inspection을 받아 이에 통과해야 
License를 획득 가능. 검사는 이후에도 수시로 실시되며 위반사항이 발생되
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됨

        - Occupational Permit－지역에 따라 식품위생(Health and Sanitation) 관련 자
격증을 정해진 교육과 시험을 통해 획득해야 함. 예를 들면, LA의 경우는 
Certificated Food Handler가 업소 내에 1명 이상 필수로 있어야 하며 또한 
식품위생법률 관련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

        - Signage Permit－대부분의 시 당국은 업체의 간판의 Type, 크기, 위치, 조명
에 대한 조례와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허가가 필요

        - Fire Department Permit－소방국과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허가 조건
을 상담하고 오픈 전에 Inspection 통과가 필요

   (2) 식당 위생 관련 법률

      ◦ 미국은 위생, 소방, 주류 판매 관련 한인, 허가 기준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
여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항상 지켜야 함

        다음은 미국식당의 일반적인 식당 위생 관련 사항들임

        [위생국의 Basic Restaurant Requirement]
        - 음식
          : 반드시 허가받은 업소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
          :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의 저장 장비가 항상 작동되어야 하며 온도계 

비치
          : 상하기 쉬운 음식은 섭씨 4도 이하나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냉

동음식은 0도 이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음식 온도를 2시간마다 점검
          : 음식 저장시 뚜껑을 닫고 이름과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야채와 과일은 조

리 전 반드시 세척하며, 육류와 도마와 칼을 따로 사용
        - 싱크대
          : 국가과학재단(NSF)의 인증마크와 규격을 가진 싱크대
          : 배수가 잘되는 야채 싱크대, 손을 씻기 위한 별도 싱크대, 자루걸레를 씻기 

위한 싱크 시설을 구비해야 함
        - 세척기
          : NSF 인증과 규격을 따르는 Dishwasher 사용
          : 싱크대에 언제나 사용 가능한 세척 및 위생도구가 비치되어야 함
        - 화장실
          : 근무 공간과 가까운 곳에 종업원을 위한 화장실과 손님들을 위한 화장실을 

마련해야 함
        - 냉장고
          : NSF 인증을 받은 상업용, Soda전용 냉장고를 사용해야 함
        - 주방
          : 바닥에 배수시설 필요하고 온도기 및 조절 기능 필요
          : 공인된 도마와 살충 장비가 준비되어야 하고 온수가 나와야 하며 스테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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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그릴을 써야 함
        - 기타
          : 바닥, 벽, 천장, 카운터 등은 쉽게 청소 가능한 재질이어야 하며 모든 배수

시설에 Grease Trap을 설치해야 함.
          : 규정에 맞는 조명을 사용해야 하며 저장 공간은 바닥보다 최소 6인치보다 

높아야함. 창고는 NSF인증을 받아야 함
          : 모든 싱크대에 온수가 나오도록 해야 하며 음식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헬

스카드를 받아야 하고 주방에서는 모자나 머리망을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해야 함

          : 일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 식사, 휴식, 흡연 후 신체를 만지
거나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창고 안
에 음식이나 물건을 많이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유리창과 문, 쓰레기 뚜껑
을 항상 닫아야 함

   (3) 소방/안전 관련 법률

      ◦ 소방국의 주요 Inspection 사항
        - 배기관 후드(Exhaust Hood), 화재 대비 비상구, 소화기의 개수와 위치, 후드

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개방된 장소의 촛불, 불붙는 음식/술은 
대부분 금지

        - 빌딩의 크기, 화재진압 규정, 비상구의 개수에 따라 Inspector는 최대 수용인
원을 산정. 식당 운영시 위생 점검과 화재예방 점검은 지역 당국으로부터 
연중 불시에 받게 되므로 유의

      ◦ 화재예방 점검
        - 연간 최소 1회 불시에 Inspection Guideline을 준수하는지 점검
        - 식당 주소의 외부 표기(글자 크기 4인치 이상)
        - 안에서 열쇠 없이 쉽게 열 수 있는 출구 및 Exit 표시
        - 소화기는 설치와 유지가 규정에 따라 설치, 유지되고 State Fire 

Marshal(SFM)의 점검 Tag가 붙어 있어야 함
        - 화재진압시스템(Hood &Duct)이 연 2회 점검 필요
        - Hood, Filter, 배기통의 양호한 청소 상태
        - 보일러실, 전기시설 공간에 어떠한 Storage도 없어야 함
        - 화재경보기가 있는 경우 정기적인 테스트 증빙 필요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5년간의 유지보수 보증 필요
        - 지면에 파이프/Casing 구멍이 있을 경우 덮어두면 안 됨

      ◦ 뉴욕시에서 식당 설립시 당국에서 확인하는 Safety Checklist임
        - 해당 사이트에서 뉴욕시 식당 창업가이드 풀 버전을 다운 받아볼 수 있음
        (http://www.nyc.gov/html/sbs/downloads/pdf/biz_express/restaurant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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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州)별 라이선스 취득

      ◦ 미국에서 식당 창업을 위해 취득해야하는 License 및 Permit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해당 주의 도시나 카운티별로도 다를 수 있음

      ◦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 관할처에 연락하여 식당 조건에 맞는 License 와 
Permit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함

      ◦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Business License와 주류를 취급할 경우 Liquor 
License가 필요하며 뉴욕주의 경우는 별도의 식당 허가증이 필요함

      ◦ 뉴욕시의 경우 다른 주보다 식당 설립이 매우 까다로운 편임

표 4-7 LA, NY, Seattle의 필수 License 및 Permit

주(州) 필수 License 및 Permit

`Los Angeles State
- General Business License
- Alcoholic Beverage License

County
or City

- Building and Construction Permit
- Burglar Alarm Permit
- Business License
- Conditional Use Permit/Alcohol Sales
-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Permit
- Land Use Permit
- Zoning Approval

New York State

- General Business License
- Restaurant Food Service Establishment 
Permit
- Liquor License

County
or City

- Business License
- Certificate of Occupancy
- Certificate of Assumed Name
- Boiler Requirement
- Construction Permits
- Gas Authorization
- Storefront Sign Permit
- Zoning License
- Fire Permit
- Food Protection Certificate
- Food Service Establishment Permit
- Required Posters and Signs for Restaurants
-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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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식당 미국진출 가이드북. 한식진흥원]

 나. 철수 및 청산

   (1) 개요

      ◦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기업 경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
        ② 투자된 기업을 미국 내 또는 외국의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회

수해 철수하는 상황
        ③ 한국 기업의 내부 사정에 따라 철수하는 상황

      ◦ 철수 형태로 나눌 수 있음
        ①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
        ② 현지법인(U.S. Entity)이 아닌 지점 등의 외국 법인(Foreign Entity) 형태로 

운영되다가 철수하는 경우

      ◦ 두 경우 모두 철수 절차는 모든 주에서 비슷함. 다시 말해서 각 주 정부 재무
부로부터 납세필증을 받고, 주 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 해체 확인서나 외국 법
인 철수 확인서를 받으면 철수는 완료됨

      ◦ 완벽한 철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철수한 후에도 투자했던 현지법인이나 비현
지법인은 주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세무 보고를 요구 받게 되어, 이에 따른 불
필요한 과세를 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음. 따라서 철수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 현지법인의 철수

      ◦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가 철수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의 국무부에 미지

Seattle State
- General Business License
- Alcoholic Beverage License

County
or City

- Business License
- Tax Permit
- Health Permit
- Occupational Permit
- Signage Permit
- Alarm Permit
- Zoning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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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함께 해체
(Dissolution)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법인을 철수하게 됨

      ◦ 납세필증은 주에 따라 소득세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세금, 고용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납세필증을 받지 않고 철수한 법인은 매년 주 법인세 신고서 제출 통보를 계
속 받게 되고 벌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음

      ◦ 각 주에 따라 법인 해체에 필요한 요구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납세필
증과 법인 해체확인서 신청서를 주정부 국무부 법인해체 부서에 제출하는 것
이 공통절차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납세필증을 받기 위해 철수일까지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Final 
Corporation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세금 체납도 없어야 함

      ◦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마지막 신고서임을 세무신고서에 명시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세무당국은 철수 이후에도 세금보고서 신고 및 
세금미납을 이유로 과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 세무당국
은 납세필증 발급에 앞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세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감사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할 수도 있음

      ◦ 뉴욕주의 경우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해체신청서(Application 
for Dissolution) 및 해체필증(Dissolution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하며, 관련 양
식 및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 외국법인의 철수

      ◦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서 영업하다
가 철수하는 경우, 주 정부에 철수신청서(Application for Withdrawal)를 제출
하고 주 정부로부터 철수증명서(Certificate of Withdrawal)를 받음으로써 절차
가 마무리됨

      ◦ 물론 철수 신청서에는 주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첨부해야 하고, 납세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지법
인의 경우와 대동소이함

      ◦ 뉴욕주의 경우 철수 신청서는 ‘Certificate of Surrender of Authority of (회사
이름)’이라 불림. 뉴저지 주에서는 ‘Certificate of Withdrawal’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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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철수에 따른 청산

      ◦ 철수 기업은 최종 법인세 신고를 필히 주정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함. 

      ◦ 만약 기업의 매각에 의한 철수라면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반영한 신고서여
야 함

      ◦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연말까지 마감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
고를 마쳐야 함. 철수 계획이 예정돼 있을 것이므로 기업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소한 30일 전 통지를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배려해야 함. 
종업원 연금제도가 있었다면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해체에 따른 종업원별 분배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금 분배 후 연말을 기점으로 연금 분배 양식
인 ‘Form 1099-R’을 발행해주어야 함

      ◦ 외상 매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수를 한다면 철수 전까지 조기 회수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철수 후에도 아직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은 미국 내 외상 매출금 회수업체인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를 선임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 회수할 수 
있음

      ◦ 한편 철수 기업에게 외상 매입금 또는 부채 등으로 인해 여러 채권자들이 있
을 경우도 있음. 이러한 철수 기업은 주 국무부에 해체(Dissolution)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일련의 기업법상 준수해야 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함. 예
컨대 기업의 해체에 대한 지역신문광고,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공표 및 진행, 
이에 따른 채권채무 정리 및 이전 등을 완료한 후에 실질적인 철수가 완료됨

       ◦ 합작투자인 경우 철수에 따른 합작회사 지분에 대한 양도 절차가 따름. 합작
회사의 파트너 기업이 시장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면 인수에 따른 청산금을 
회수하면 됨. 

       ◦ 매각하면 양도 차익이 한국 모기업의 투자 이익이 될 것이며, 지분 양도가 
시장가격 이하 또는 장부가격 이하로 인수된다면 지분 양도 손실은 한국 모기
업의 투자 손실로 처리돼야 할 것임

   (2)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 개요

      ◦ 미국의 법인 관련 법령은 연방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 법령을 따르기 때문
에 내용 역시 주별로 상이함. 사전에 법인이 위치한 주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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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및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함

   □ 법인 철수 및 청산 법령(뉴욕주 기준)

      ◦ 미국 국내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Non-Judicial Dissolution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Judicial Dissolution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2: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Cooperative Corporations; Classes; Powers; By-laws: Section17: Voluntary 
Dissolution

  
      ◦ 해외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13: Foreign Corporations; 

Section1310: Surrender of authority

      ◦ 미국 국내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7: Dissolution
  
      ◦ 해외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ction806: Surrender of certificate of authority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ction807: Termination of existence

   (3) 철수를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필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등록 차이점
        - 한국에 소재한 본사 명의로 주정부에 외국법인(Foreign Entity)으로 등록하면 

모든 책임은 본사가 져야 함. 주식회사이므로 유한책임을 진다고 해도 본사
가 남은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함

        - 미국법인(U.S. Entity)으로 등록시에는 본사와는 별도 법인이기에 폐쇄 및 파
산시 본사의 책임이 전혀 없이 폐쇄와 파산 신청에 들어갈 수 있음. 예를 들
어, 사무실 임대 계약기간 중 사무실(법인)을 폐쇄할 경우 건물주는 외국법인
의 경우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미국법인은 자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 현지인을 책임자로 법인 등록시 문제점
        - 미국 내 사무실 주소가 없을 경우, 지사(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서 미국 

현지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을 고용해 동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법인등록과 은행계좌 개설 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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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모든 권리와 책임이 동인에게 있음
        - 법인의 명의로 철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개인의 명의로 처리해야 한함
        - 지사 철수로 인해 법인과 개인 간의 고용취소 계약을 할 경우, 관계가 우호

적이지 않을 경우 개인이 철수에 따른 업무진행에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
도 있음

        - 철수에 따른 모든 책임(부채, 소송 등)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노사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관계가 비우호적일 경우에
는 고용 취소 계약시 개인이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사(법인)의 철수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 노사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모든 책임(부채, 소송)
을 면제하는 조항이 고용취소 계약에 포함돼야 개인은 고용취소 계약에 동
의할 것이기에 개인의 업무상의 실수, 문제 등도 모두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 
미래에 발생 가능한 바이어의 클레임 등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 
있음. 본사는 고용취소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비용
을 부담해야 함

  
      ◦ 법인 등록시 해결방안
        - 한국 본사나 소유주의 명의로 등록
        - 미국 내 법인(U.S. Entity)으로 등록
        - 법인 등록시 미국 내 주소가 없을 경우는 Incorporator(주로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가 담당함)를 이용해 이들의 주소로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에 법인의 소재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

  
      ◦ 사무실 임대 계약시 계약의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시 보상조항 기재
        -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에는 임대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임

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함. 따라서 조기 종료시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불
한다는 등의 부속조항을 추가하는 노력을 임대 계약 조항으로 포함시켜야 
함. 이런 협상은 변호사가 건물주의 변호사와 논의토록 함. 일반적으로 6개
월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함. 참고로 맨하탄에 소재한 사무실은 통상 5
년을 계약 단위로 하고 있음

  
      ◦ 사무실 임대 계약시 본사가 계약을 하지 않고 현지법인이 계약토록 추진
        - 사무실을 빨리 임대하기 위해서 본사가 임대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임대계

약 조기 종료시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
라도 현지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돼야 하며 만일 건물주가 본사가 연대보증
을 요구할 경우는 조기 종료 후 6개월 정도 보증하는 것으로 협상해야 함

      ◦ 사무실 임대 계약시 건물주의 부동산중개인만을 사용토록 하는 조항
        - 건물주는 빌딩 내의 많은 사무실 임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

개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아울러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동 중개인
만이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 그러나 임차인이 지정하는 중개인도 같
이 중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대 계약시 넣는 것이 철수할 경우 서브리스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됨. 이유는 건물주 중개인은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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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일을 수행하지 임차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임

      ◦ 건물주의 변호사 및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
        - 건물주의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조

항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돼 있음. 이 경우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에 
일례로 3,500달러까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노력이 
임대계약서 체결시 필히 필요함

      ◦ 건물주의 실제 면적에 대한 과다 책정
        - 건물주는 실제 계약면적을 다소 부풀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따라서 

청사진이나 시 정부에 등록된 등기부를 보거나 실측해서 실제 면적을 정확
히 계산해 계약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무실의 서브리스(Sub-lease)와 양도(Assignment)와의 차이점
        - 철수에 따른 사무실을 제3자에게 서브리스를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짐. 즉, 서브리스를 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야 하는 것임. 임대계약의 양도는 2차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
인은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기
존 임차인의 법인이 등록 삭제(De-Registration)를 하면 건물주는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게 됨. 서브리스 조항을 양도조항으로 변경할 경우 건
물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수하는 제3자도 보상을 요구하
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임. 따라서 임대 계약시 서브리스뿐 아니라 양도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건물주는 양도계약
에 대한 검토를 90일간 할 수 있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건물주가 고
의로 검토를  늦출 경우 양수인을 찾아도 양도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함. 이는 30~45일 정도로 합의가 가능하므로 임대 계약시 이
를 조정해둘 필요가 있음

    
      ◦ 사무실 임대 계약시 해결방안
        -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용, 계약서 검토하는 것을 조언함
        - 특히 상기와 같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함

 다. 물류방안

  (1) 유통 시스템 구축(Building the Distribution System)

      ◦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공급과 유통 시스템임. 가맹본부가 이용하는 유통 시스템
의 유형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과 규모, 가맹본부가 구매에 관련해서 유지하
기를 원하는 지배권의 범위,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제품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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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판매를 통해 구매 프로그램에서 얼마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짐

      ◦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활용되는 4대 기본 공급 및 유통 시스템은 ① 승인
된 공급업자-유통업자 ② 구매 협동조합 ③ 공급자와 유통업자를 겸업하는 가맹
본부 ④ 제한 없는 공급자 등이 있음

   □ 승인한 공급업자(Approved endors)-유통업자(Distributors)

      ◦ 승인한 공급업자-유통업자 모델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업
자에게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승인한 판매업체나 유통업자만을 이용할 것을 요구
함.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자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가맹
본부에 있음

      ◦ 이 모델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 제품의 균일성
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된 제품
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협상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대형 시스템의 구매력
을 통한 혜택을 누림.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판매업체는 특히 대기업 고객에게 
전력을 다 함. 따라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판매업체가 프랜차이즈 고객에게 제
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승인된 판매업체 시
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음

   □ 구매 협동조합(Purchasing Cooperatives)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위해 가격을 협상하는 승인된 판매업체-유통업
자 모델과 달리 구매 협동조합 모델에서는 구매 의사결정과정이 프랜차이즈 가
맹자에게 있음

      ◦ 구매 협동조합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이 많았지만, 소형 프랜차이
즈 개념도 지역 협동조합을 형성하여 구매 과정에 효율과 품질을 보장함

      ◦ 구매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자
는 협동조합이 가격 조건을 협상한 판매업체로부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
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함. 승인된 판매업체 모델과 마찬가지로 구매 협동조
합은 협상력을 이용하여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협동조합은 대다수 시스템에서 가맹본부가 
승인하는 서비스 제품만 구매해야 함

      ◦ 이 모델을 적절히 운용하면 승인된 판매업체 모델의 대량 구매 이익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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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구매 과정을 통제할 수도 있음. 이것은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판매업체 선정이나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대신
하여 협상하는 가격과 관련하여 승인된 판매업체 모델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이
나 현안을 모두 제거함. 가맹본부는 구매 협동조합이 구매하는 각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모델은 합리적인 규격을 작성, 합의, 준수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구매 협동조합이 강력한 협력을 권유함

   □ 공급업자와 유통업자를 겸업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Franchisor as Supplier and Distributor)

      ◦ 일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물품 공급자이자 유통업자인 
경우가 있음. 이것은 특히 휘발유 프랜차이즈와 같이 단일 주요 제품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음. 이런 시스템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자는 일반적으로 관련 제품의 독점 공급원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주요 제품 
일체를 프랜차이즈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함

   □ 공급원 제한 금지(No Restrictions on the Supply Source)

      ◦ 마지막으로 공급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시스템도 있음. 그러나 제품은 프랜차이
즈 사업자의 기준과 규격에 부합해야 함. 최근에는 승인된 판매업체나 구매 협동
조합 모델은 프랜차이즈 유통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유
통 모델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구식인 경향이 있음

      ◦ 공급원을 제한하지 않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판매업체나 구매 협동조
합 모델에 존재하는 규모나 효율의 경제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공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

      ◦ 공급 시스템의 유형을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
에게 제도의 성격을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로 공시해야 함.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구매 요구의 결과 수익이나 기타 물적 대가를 얻는 
것과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제품 규격을 발행하는 방식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존재하는 구매 또는 유통 협동조합을 공시해야 함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공급업자를 평가, 승인, 거부하는 방식과 공급자 승인 기
준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지도 설명해야 함.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
차이즈 가맹자를 위해 가격 약관을 비롯한 구매 협정을 공급업자와 협상하는지
도 공시해야 함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승인된 판매업체의 매출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
음. 이런 리베이트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에 공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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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적으로 허용됨.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공급업자 리베이트의 근거, 즉 매출 
비율이나 정액제 여부를 공시해야 함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공급 및 유통 시스템 감독과 관련된 비용 충당을 위해 리
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관점에서 리베이트
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제공되는 제품의 전체 비용을 인상하기 때문에 공급업
자 리베이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프
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공급 시스템의 성격을 적절하게 
공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2) 물류/유통(Logistics/Distribution)

      ◦ 외식업 가맹본부는 핵심 제품과 원재료를 약정된 장소에 적시에 배송해야 함. 
이는 가맹본부의 주요 의무임. 핵심 제품과 원재료를 적절히 조달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고 가맹본부 대 가맹점의 관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가맹본부는 인프라와 자원, 경험이 풍부하여 필요한 유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유통 회사를 물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소규모 가맹본부를 포함하는 대다수 관계에서, 가맹본부는 일정 기간, 일반적으
로 1년 동안 유통 회사가 창고, 재고관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유통 회사와 체결해야 함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물류와 유통은 고도로 발전된 분야임. 특히 공급품목 수가 
100개를 훨씬 넘는 외식업에서 유통은 특히 중요함

      ◦ 미국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요구하는 유통 지원을 효과적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 전국 및 지역 유통 회사가 많이 있으며, 좋은 
유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Sysco Corporation은 미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외식업 유통업자
로 손꼽힘. 이 회사는 냉동식품부터 신선 및 냉동 육류, 해산물, 신선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을 유통하며, 또한 일회용 냅킨과 접시, 컵, 식기류, 조리기
구, 식당 및 주방 장비, 청소용품 등, 비식품 품목도 공급함. 식당과 병원, 호텔, 
모델뿐 아니라 지역 및 전국 체인점을 비롯하여 40만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TIP >

◦ 각국의 수출입절차와 통관, 검역 등의 물류절차에 관한 정보는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 (www.kati.net)』 를 참조하길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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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도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의 개별조건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ex)"공공누리에 따라 000(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물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을 허락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물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변역·편곡·각색·

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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