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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70년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80년대에는
KFC, 맥도날드 등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기준 매출

액 77조원, 고용인원 100만명으로 각각 명목 GDP 대비 7.5%, 총고용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맹본부 2,426개 가맹점수는 26만개로 부가가치
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국가 경제적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전후하여 여러 국내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됨으로
써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도 글로벌 경영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
러나 해외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아직 60여개에 불과하고, 진출
업종은 요식업 70%, 서비스 19%, 도소매업 11%와 같이 요식업에 많이 치
중된 실정입니다. 주요 진출지역은 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 동남아 31%, 중
국 29%, 미국 20%, 일본 7%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프랜차이즈 시
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역사가 일천하여 중국 국
내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평균 역사는 9년, 특히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은 47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성장 전
망이 높은 업종으로는 교육, 온라인 쇼핑, 유아용품, 미용업 등을 꼽고 있
어 이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미국은 최근 4-5년 동안 900여개의 신규 브랜드
가 창업을 하는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단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계 시장에 적
합한 경쟁력있고 특색있는 업종과 비즈니스를 위주로 초기에 진출하면서
차츰 본류시장에도 진입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랜차이즈 시장인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의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장조사 외에 일본

우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요구되며, 최근에는 고령화, 저출산, 소핵화 가족현상을 감안한 시장 진출
이 유망합니다.
우리기업의 중국 다음으로 많이 진출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제
막 확대되는 시장으로 한국과 한류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한 진출이 필
요하며, 많이 진출한 외식업 외에 우리 문화를 아시아에 접목한 서비스업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진출시에 부딪치는 주요 애로는 해외시장
정보부족, 언어 및 문화적 장벽, 현지 파트너 발굴 어려움, 해외진출 전담
인력 부족 등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신뢰할 만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
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우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KOTRA는 지식경제부의 지원하에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주
요 4개국에 대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핵심가이드, 계약서 작성 가이드, 분쟁사례집 등 크게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가이드에서는 현지시장 정보는 물론, 관련 법
규와 제도 등 진출준비에 필요한 사항, 노무관리, 가맹점 모집 등 현지 운
영단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괄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쪼록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진출에 본 가이드가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가이드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KOTRA
LA, 도쿄, 베이징, 상하이 및 호치민 KBC 그리고 본사 지식서비스사업팀,
아울러 자료를 집필하여 주신 현지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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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소개

1. 명칭의 정의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일종의 상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
떤 서비스나 상표 등록을 마친 상품의 소유자(생산업자나 소매상)가 일정
지역에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면,
특정인이 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용이나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나 상품
의 품질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1-1. 프랜차이즈의 3가지 핵심 요소
- 상표 혹은 로고
- 마케팅 계획에 따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리
- 비용 혹은 로열티
그 중에서 타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가맹사업
자(franchisor)라 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가맹희망자(franchisee)라고
한다.

1-2.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자격
중국 시장에서 가맹사업자(franchisor)가 갖춰야 할 조건
- 등록상표, 기업 상징, 가맹점운영권, 노하우 등의 경영 자원을 보유하
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 이외의 기타 단체나 개
인은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경영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가맹희망자에게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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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려면 1년 이상 운영한 직영점을 적어도 두
곳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3. 가맹희망자(franchisee)가 갖춰야 할 조건
-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과 고정장소, 인력 등을 보
유해야 한다.

1-4.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형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프랜차이즈 방식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단일 프랜차이즈(Single-unit franchise): 단일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 자
가 가맹희망자에게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는 직접 계약을 맺
는데, 가맹희망자는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만 경제력은 비교적 약한 편이
다. 이 부류의 가맹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신
의 판매망을 토대로 가맹점을 개설한다.
나.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규정된 지역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수의 가맹점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을 가리킨다. 지역 개발업자는 가맹점에 투자하고 그것을 설립, 소
유, 운영한다. 가맹자는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개발업자는 지역
개발권을 얻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다. 마스터(master)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점운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간가맹사업자(subfranchisor)는 가맹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맹
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
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 확장의 주요 방
법 가운데 하나다. 가맹사업자와 중간가맹사업자 간에는 권한 부여 계
약이 체결되고, 중간가맹사업자와 가맹자 간에는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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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리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대리인이 가맹사업자에게 권한을 부여 받
아 가맹사업자를 대신해 가맹자를 모집하는 것을 가리킨다. 프랜차이즈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서비스 기구로서 가맹사업자를 대신해 가맹자를
모집하는 한편, 가맹자를 지도, 교육하고 자문에 응하며 감독, 지시한
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 확장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다.

2. 중국 국내 시장의 각종 프랜차이즈 방식 분석
표: 각종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단점 비교
장 점
-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를 직접
통제한다.
단일
프랜차이즈

- 가맹희망자의 투자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지역 독점이 없어
가맹사업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다.

단 점

대표 기업

- 판매망 확장 속도가
느리다.
- 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비교적 높은 수위로
지지하고 관리한다.

-

- 실력 있는
가맹희망자의 가입을
제한한다.

- 지역 개발업자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역개발
프랜차이즈

- 계약서에 규정된

되도록 빨리 거둘 수

시간과 지역 내에서

상다오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맹사업자는 새로운

(上島)

가맹자를 모집할 수

커피

- 지역 개발업자가
투자개발 능력을

없다.

발휘할 수 있다.
- 확장 속도가 빠르다.
- 가맹사업자는

- 가맹점운영권과 라이
선스료 관리권을 중간

마스터

가맹자들을

프랜차이즈

관리하지 않으며

- 중간가맹사업자에게

요시노야

상응하는 경제적

지나치게 의존하기

(吉野家)

부담도 지지 않는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맡는다.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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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가맹사업자는 현

계약의 이행이

지 시장의 특성에 따

보장되지 않는다.

라 프랜차이즈 체계

- 프랜차이즈 소득이

를 개선할 수 있다.

분산 된다.

- 확장속도가 빠르고,
가맹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망을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가맹점운영권의

대리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자는 프랜차

판매를 강하게

이즈 대리인의 행위에

통제할 수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 가맹희망자를 효과적
으로 통제하여 프랜
차이즈 대리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 가맹자에게 기소될

-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환율 등 기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않게 할 수 있다.
- 프랜차이즈
계약중지에 용이하고
라이선스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2-1. 유형별 프랜차이즈 방식의 법률관계 차이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에는 주체와 객체, 내용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
고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법인과 기타 경영조직을 포함한다. 2007년 5월에
실시된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표: 각종 프랜차이즈 방식의 법률관계 차이 비교
법률관계 주체
단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지역개발
프랜차이즈

1. 가맹사업자와 지역
개발업자
2. 가맹사업자와 가맹
희망자

마스터
프랜차이즈

1. 가맹사업자와 중간
가맹사업자
2. 중간가맹사업자와
가맹자

대리
프랜차이즈

1.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2. 가맹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대리인

객체

객체: 가맹점운영
권, 즉 가맹사업
자가 가맹희망자
에게 부여하는 모
종의 권리다. 이
권리에 근거해 가
맹희망자는 약정
조건하에서 가맹
사업자의 상표권
과 가맹점운영권,
지적재산권을 사
용할 수 있다.

내용
◦주체인 쌍방 당사
자의 권리와 의
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가맹점운영0권
2) 교육과 지도
3) 설비와 물품
4) 상표와 상호
5) 상업 기밀
6) 특허
7) 저작권
8) 광고와 광고
비용부담
9) 프랜차이즈비용
10) 정보 제공
11) 위약 시 책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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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프랜차이즈의 발전 상황 분석
1. 프랜차이즈 모델의 발전 현황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의 발전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프랜차이즈 모델은 중국 내 시장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두며
나날이 규범화되고 또 성숙되어 가고 있다.
중국체인경영협회에 따르면, 2008년 말까지 중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3500개에 달했으며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13개 이상으로 60여개 경영 방식
을 포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 기업의 점포 총수는 이미 30만개를 넘
어서 6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표: 2002-2008년 중국 프랜차이즈 시스템 증가 상황
中 国 近年 来 特 许经营 体系 数 量 发 展 状况
4000

3500

3500
3000

2800
2600

2500

2320
2100
1900

2000
1500

1200

1000
500
0

2002年

2003年

2004年

2005年

2006年

2007年

2008年

자료: 중국체인경영협회

1-1. 프랜차이즈 경영 모델을 응용한 산업 분야
현재 중국 국내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경영 모델이 비교적 무르익은
업종으로는 주로 소매업과 외식업, 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 통계 수치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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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상술한 세 가지 산업의 체인 업체 가운데 프랜차이즈 경영 모델
위주로 운영되는 기업은 각각 전체의 42%, 22%,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매업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전했을 뿐 아니라 규모가
가장 크다. 예컨대 장쑤성(江蘇省)의 쑤꿔(蘇果) 마트는 가맹점 수가
1801개에 이르며 매출액이 300억 위엔을 넘는다. 상하이의 롄화(聯華)
슈퍼마켓은 본점 수가 3932개, 가맹점 수가 1119개에 달하며 매출액이
500억 위엔에 이른다. 각종 외식업에서도 프랜차이즈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외식 사업은 훠궈(火鍋)로,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 가운데 8곳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5곳을
차지하고 있는 중식 패스트푸드를 들 수 있다. 양식 레스토랑과 양식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 가운데에는 규모가 큰 곳이 적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한 곳은 많지 않다. 커피숍 경영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한 기업은 많지만 체인 경영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서비스업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한

주요

업종으로는

세탁업,

실내

장식업,

오락ㆍ건강 서비스업 등을 들 수 있다.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 가운데
세탁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5곳이며, 이 업종의 브랜드 기업 직영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는다.
이것은 세탁업의 경영 방식이 프랜차이즈 형태에 매우 적합할 뿐 아니라
장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표: 중국 시장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 가맹 상황 도표

소매업

14

기업명칭

본점수

가맹
점수

매출규모
(억위안)

경영방식

브랜드

聯华超市股份

3,892

1,119

5,005

슈퍼마켓/편의점

롄화(聯華)

東莞美宜佳便利店

2,000

1980

4.1

편의점

메이이자(美宜佳)

蘇果超市

1,802

1,801

303.6

슈퍼마켓/편의점

쑤궈(苏果)

浙江供銷超市

1,920

1,820

20

슈퍼마켓/편의점

궁샤오 (供銷)

上海捷强煙草糖酒連鎖公司

394

267

10.3

편의점

제창(捷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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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서비스업

기업명칭

본점수

가맹
점수

매출규모
(억위안)

경영방식

브랜드

内蒙古小肥羊

380

248

60.9

훠궈火鍋

샤오페이양(小肥羊)

中国全聚德股份公司

80

60

20.02

중식레스토랑

취안쥐더(全聚德)

上海世好餐飮管理

840

749

3.3

중식패스트푸드

지샹(吉祥)

咸陽阿瓦餐飮文化連鎖

328

325

13.3

중식레스토랑

아와(阿瓦)

馬蘭拉面

402

221

5.53

중식페스트푸드

마란(馬蘭)

天津德克士食品開發

908

822

28.33

양식페스트푸드

더커스 (德克士)

廣州綠茵閣餐飮連鎖

66

40

3.9

양식레스토랑

루인거 (綠茵閣)

蘇州迪歐餐飮管理公司

698

537

15.7

커피숍

디오(迪歐)

上海仙踪林餐飮管理公司

160

160

2.9

음료

셴종린 (仙踪林)

北京福奈特洗衣服務

603

544

3.5

세탁서비스

푸나이터(福奈特)

南京足生堂保健有限公司

515

481

9.74

발마사지

쭈성탕 (足生堂)

重慶富'S保健服務

500

470

12

발마사지

푸차오(富侨)

北京埃菲特國祭特許經營

1,180

1,178

12.53

부동산중계

21세기(21世纪)

北京艾普舊車經營

42

30

4

중고차판매

아이푸(艾普)

杭州小拇指汽車維修

260

260

1.87

자동차수리

샤오무즈 (小拇指)

大連好月嫂家庭服務

138

105

7.66

가사관리서비스

하오웨싸오(好月嫂)

자료: 중국체인경영협회, 중국통계국, 연구 분석

중국 국내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은 상술한 3대 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서도 점차 응용되고 있다. 예컨대 전통 복식이나 특색 음식, 건
강 보조품, 가정용 전기상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 기업도 프랜차이즈 방식
을 통해 판매망을 수립하고 통합ㆍ조정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으
로는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리닝(李寧)과 의류 회사인 상하이 메
이터스방웨이(美特斯邦威), 언더웨어 회사인 상하이 어우디펀(歐迪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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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특히 리닝은 프랜차이즈 방식의 의류 브랜드 전문 매장을 대
대적으로 확충했다. 중국 국내 시장에서 리닝의 운동복 전문 매장은 총
6917곳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가맹점 수는 6572개로 총수의 95%를 차지하
고 있다. 메이터스방웨이의 레저용 의류 전문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이고, 어우디펀 언더웨어 전문 매장에서 가맹점이 차
지하는 비율은 56%이다.
이 밖에도 일부 기업들은 신흥 산업인 IT상품과 전자 상거래 등의 분야에
서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응용하여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표: 현재 중국 시장의 프랜차이즈 업종 및 경영 방식
업종

1

식품소매업

2

외식업

3

호텔

4

16

의류/
개인용품

경영 방식
종합상점 : 슈퍼마켓, 매장, 편의점
전문매장 : 건조식품, 밀가루 상품, 가공육
특색음식 : 단맛의 식품,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이어트식
품, 무공해 식품, 건강식품, 찻잎, 음료, 주류
음식점, 패스트푸드, 커피숍, 술집, 훠궈(火鍋)
호텔, 절약형 호텔
성인 기성복, 아동복과 유아복, 내의, 웨딩복, 운동복,
가죽옷, 여행용구, 중고의류와 중고용품, 장신구, 시계와
안경 등
가구, 부품과 공구, 유지, 수리, 청결, 위생과 해충제거,
DIY상점 등

5

가사관련업

6

부동산
서비스

건설, 리모델링, 개조, 보안, 보험, 중개

7

운수/자동차

부품 서비스와 판매, 자동차, 트럭 임대
용품, 공구, 보안, 유지, 청결, 소포와 특급우편, 사무용품,
인쇄와 복사, 컴퓨터, ITC, 전화와 휴대전화의 판매와
서비스, 광고, 공공홍보와 상표제작, 인력자원 서비스(고용,
헤드 헌팅, 관리자), 재무, 세수, 보험, 회계감사, 경리 등
서비스

8

사무

9

훈련, 교육

성인, 아동(언어교육, 입시교육)

10

개인
간호/건강

미용 상품과 서비스, 발마사지, 의료와 약물, 간병
서비스(노인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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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11

여행/레저

12

애완동물과
동물

13

농자재

14

기타 업종

경영 방식
여행사, 헬스클럽, 대규모 오락 시설과 용품, 결혼상담소
상품, 용구, 간호
농기계, 농자재, 화학비료
음향, 완구, 게임, 선물, 일상 잡화, 액자, 그림, 문구, 사진,
출판물

자료: 연구 분석

1-2.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의 운영 상황
중국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그 역사
가 길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프랜차이즈 시장의 규모도 그다지 크
지 않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중국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평균 역
사는 9년으로, 1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업은 47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2008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매출액은 2199억 위엔에 달했으며, 평균
판매 수익은 약 22억 위엔이었다. 100대 기업의 점포 총수는 85316개였는데,
그 가운데 가맹점 수는 69729개로 본점 수의 82%를 차지한다. 또한 프랜차
이즈 기업의 가맹상 재 계약률은 비교적 높아, 대다수 기업의 재 계약률은
70% 이상이었으며, 45개 기업의 재 계약률은 90%를 넘어설 정도였다. 이것
으로 중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단일 매장 평균 투자금액은 약 78만 위엔이고, 평
균 가맹비는 61만 위엔이다. 100대 기업의 판매 수익은 평균 32% 증가했으
며, 점포수는 평균 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호텔과 학원이 가장 많은 폭
으로 증가하였다. 호텔 기업의 평균 판매 수익은 63% 증가했으며, 점포수는
87% 증가했다. 학원 기업의 판매 수익은 평균 52% 증가했으며, 점포수는 평
균 43% 증가했다.
2006년 이전에 중국 체인 업체 가운데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채택한 기
업의 비율은 69%였다. 그 가운데 외식업과 서비스업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한 기업은 해당 업종 체인 업체 전체의 95%와 83%를 차지했으며, 소매
업은 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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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08년 중국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 실태
단 위

수 치

1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판매 수익

항

목

억 위엔

2,199

32%

2

총 점포수

개

85,316

28%

3

가맹점 수

개

69,729

4

가맹점 비율

_

82%

5

단일 매장의 평균투자금액

만 위엔

78

6

평균 가맹비

만 위엔

61.2

7

평균 종업원 수

명

10,000

8

프랜차이즈 계약의 평균 연한

년

6

증가폭

자료: 중국체인경영협회, 연구 분석

현재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연
해개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100대 기업 가운데 57개가 이 두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 기타 기업은 주로 광둥성(广东省),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苏省,
네이멍구（内蒙古), 산둥성（山东省) 등지에 분포해 있다. 이것은 연해 지역
의 발달된 도시의 경영 환경이 규범화되어 있으며 시장이 넓을 뿐 아니라
전문 기술 인력과 관리 인력을 쉽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관리 수
준을 제고하고 있다.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은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본부와 가맹점
간의 정보 교환과 원격 제어를 강화ㆍ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황（翰
皇）은 2008년에 내부 관리 플랫폼, 매장 관리 플랫폼, 가맹상 관리 플랫폼
의 3개 워크스테이션과 10여개 관리 시스템을 연결시켰으며, 둥팡아이잉(東
方愛嬰)은 B2B 가맹상 관리 플랫폼을 통해 ‘본부가 일괄적으로 지시하면
지역 매장에 즉시 전달되어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리 체제’를 구
축했다. 이 밖에도 샹왕(象王)의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 메이이자(美宜佳)의
168개 채널과 ‘점포 서비스의 온라인 개통’ 등으로 인해 점포 관리가 개
선되었으며, 일선 종업원을 적시에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레이리(雷力), 베이다칭냐오(北大靑鳥) 등의 기업은 가맹상 관리
위원회 등의 조직을 잇달아 결성해, 전략수립·건의·지도·자문·감독에 가
맹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1-3. 프랜차이즈 시장의 발전 전망
다년간의 발전으로 현재 프랜차이즈 기업의 개점 계획은 보다 안정적으
로 정착되어 맹목적인 확장을 꾀하지 않게 되었다. 선도 기업은 점차 가맹
점 증가 속도를 늦추면서 직영점 설립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2009년 가맹점 증가 속도는 2008년에 비해 떨어져, 25%에서 19%로
감소했다. 직영점 개발은 한층 더 강화되어 전년 대비 29%에서 41%로 상
승했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비교적 전망이 밝은 프랜차이즈 산
업은 아동 교육, 온라인 쇼핑, 유아용품 등이 될 것이라고 한다. 투자수익
률 측면에서 최상의 시장은 아동 교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입시대비
교육, 미용, 온라인 쇼핑, 아동 용품 등의 산업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1-4. 외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상황
연구에 결과 따르면, 전 세계 20위권에 드는 프랜차이즈 기업 가운데 15
개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브랜드는 여
행사 가맹점인 칼슨 웨건릿 트래블(Carlson Wagonlit Travel), 패스트푸드
가맹점인 웬디스(Wendy’s), 비디오 및 게임 대여 가맹점인 블록버스터
(Blockbuster), 전자 상품 가맹점인 라디오 색(RadioShack), 레스토랑 가맹점
인 애플비즈 네이버후드 그릴 앤드 바(Applebee’s Neighborhood Grill &
Bar)이다.
중국 국내 시장의 소비 습관의 차이와 업종 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비디오 및 게임 대여점, 전자 상품 소매업체, 레스토랑 등의 산업은 국내
시장 수요가 그리 많지 않으며, 여행사 가맹점은 외자 유입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시장에 진출 가능한 20위권 안에 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웬디스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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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 세계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 진출 상황
기업 명칭

주요 사업

1

McDonald's

패스트푸드

중국진출여부

2

7-Eleven

편의점

3

Carlson Wagonlit Travel

여행사

진출

4

KFC

패스트푸드

진출

5

Burger King

패스트푸드

6

Wendy's

패스트푸드

진출

진출

7

Pizza Hut

피자점

진출

8

Coldwell Banker Real Estate

부동산 중개

진출

9

Subway Restaurants

샌드위치 전문점

10 Blockbuster

비디오 및 게임대여점

진출

11 Taco Bell

멕시코 식당

진출

12 Marriott Hotels, Resorts & Suites

호텔 체인

13 RadioShack

전자 상품 소매

진출

14 Holiday Inn Hotels & Resorts

호텔 체인

진출

15 Domino's Pizza

피자점

진출

16 Sheraton Hotels & Suites

호텔 체인

진출

17 Century 21 Real Estate

부동산 중개

진출

18 Culligan International

정수기

19 Applebee's Neighborhood Grill & Bar

레스토랑

20

외식업

Dunkin' Donuts

진출

자료: 중국체인경영협회, 연구 분석

외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도 프랜차이즈 경영 방
식을 완전히 채택하지 않았다. 예컨대 최근 들어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유명한 일부 다국적 체인 업체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중국 시장
에서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1선 도시와 2선 도시에서 신설 점
포의 수를 늘려 나갔지만 대부분 직영 방식을 채택했다. 소수의 브랜드는
중국의 2선 도시와 3선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용했다.
호텔, 헬스, 학원, 자동차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신설 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만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한 반면 상술한 4개 업종의 체인 업체는
모두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했다. 리스크 캐피털이 이들 업종에 유입되면
서 업계 내 간판 기업에 융자를 해 주어 프랜차이즈 가맹을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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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가 늘어난 업종으로는 식품이나 보조 식품 판매업, 선물
전매업, 레스토랑업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에 이들 업종의 프랜차이즈 수
는 30% 증가하여 기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
중식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수의 증가율은 5% 미만이었다.

2. 중국 패스트푸드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상황
2-1.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발전 과정
중국 외식업은 각 지역의 자연, 지리, 기후 조건, 자원의 특징, 식습관의
영향을 받아 소위 ‘8대 요리’를 탄생시켰다. 외식업의 경영 형태를 보면,
고급 술집과 일반 술집, 카페, 각종 스낵바, 노점, 패스트푸드 등이 있다.
외식업계의 경쟁으로 적잖은 외식업 기업들은 가격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KFC는 1980년대 말에, 맥도날드는 1990년대 초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 놀랄 만한 업적을 거두었다. 중국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이
들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8%에 육박했다.
팍슨(百盛) 그룹 산하의 KFC는 중국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국제적인 프
랜차이즈 기업으로 1987년, 베이징에 중외합자 형식으로 식당을 설립했다.
KFC는 1993년, 시안(西安)에 첫 번째 가맹점을 개설하기 전에는 줄곧 직영
방식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1993년 이후 KFC는 중국에서 독자, 부분합자,
프랜차이즈 등 세 가지 경영 방식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적인 규제로
인해 KFC는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확장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미국에서 KFC 가맹점 수는 전체 점포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1400여개의 KFC가맹점 가운데 가맹점
수는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제일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맥도날드 역시 1990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프랜차이즈 경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지 않았
다. 중국 내의 800여개에 가까운 점포 가운데 대부분은 합자(合資), 합동합
자(合同合資), 외국인 독자 등 세 가지 경영 방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8월 말 맥도날드는 경영 상태가 좋은 식당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자연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중국 내의 최초 프랜차이즈 형식의 맥도날
드 식당이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양도는 맥도날드가 이후 중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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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채택한 주요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이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계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한 것은 외국
브랜드였지만 프랜차이즈 방식을 광범위하게 응용한 것은 중국의 외식 기
업이었다고 한다. 외자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경영 위력을 알게 된 중국 기
업은 자금의 제약을 받고 있던 터에 프랜차이즈 경영이라는 이기(利器)를
이용하고자 했다. 21세기 초에 중국 국내 시장에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
업이 대량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신야따바오(新亞大包), 지샹훈툰(吉祥餛飩,
전딩지(振鼎鷄), 마란라미엔(馬蘭拉面), 다냥수이자오(大娘水餃), 리화콰이찬
(麗華快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경영 안목이 낮고 상품에
대한 경험도 부족해 표면적으로만 표준화 단계에 이르렀을 뿐 내재적인 핵
심의 표준화를 이룰 수는 없었다. 즉 상품의 제작과 서비스 공정을 표준화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맹목적으로 규모를 확장
한 뒤 적자로 인해 도산하게 되었다. 어렵게 살아남은 기업은 전문경영인
을 초빙하고 경영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공적인
관리 경험을 배우기 시작했다.
20여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외식업계의 프랜차이즈 경영은 이미 성
숙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최초의 조방식 경영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경영 체
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외자 브랜드의 대규모 확장
과 발전으로 인해 중국은 이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과 전문 경영인을 보유
하게 되었다. 이 인재들은 벤처 자본의 지원을 받아 프랜차이즈 경영의 새로
운 주력군으로 점차 떠오르게 되었다. 이들은 초창기와 성장 단계에서는 직
영 체인을 위주로 운영하였다. 프랜차이즈 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이고, 소수의 기업은 위탁 관리 경영 방식을 채택했다.

2-2.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의 전체 현황
기업의 규모 면에서 중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는 여전히 중소자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금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
업의 수명은 2.9년을 넘지 않는다. 대다수 패스트푸드 기업의 등기 자본은
500만 위엔 이하로, 등기 자본이 1000만 위엔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35% 정
도다. 패스트푸드 기업은 대부분 2000년 이후 설립되었다.
패스트푸드 기업의 지역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그 지역 위주로, 지역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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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거나 성(省)과 도시를 벗어나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50개 이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0%
다. 50-100개나 100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소수 존재한다.
구체적인 운영을 살펴보면, 패스트푸드 기업의 프랜차이즈 경영 역사는
2-11년이다. 90%에 가까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수명은 일반 기업의 수
명인 2.5-2.9년을 넘어선다. 왕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수명이 3-10년인 프랜
차이즈 기업은 증가한 반면, 수명이 3년 이하나 11년 이상의 기업은 감소
하였다.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기업의 대부분은 민영기업이며,
그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 다음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투
자 지주회사이고, 그 나머지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지주회사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시장에서 민영기업은 발전과정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융자 경로가 막혀 있고, 융자비용도 높아 프랜
차이즈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 했다.

도표： 중국 외식기업의 프랜차이즈 경영
中 国 餐 饮 企 业开 展特 许经营 年 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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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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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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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以内

3-5年

6-10年

11年以上

자료: 중국체인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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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의 프랜차이즈 발전 상황
2007년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점포 수(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는
2006년 대비 17.75‰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006년 대비 1.57‰ 증가했다.
점포수는 연속 3년을 감소하다 급증하였다.
표: 최근 몇 해 동안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점포와 매출액 증가 상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점포증가율

32.0%

22.5%

18.9%

36.7%

——

매출액증가율

25.9%

31.8%

8.0%

9.6%

——

자료: 중국체인경영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영점 수의 증가율은 가맹점 수의 증가율에 못 미치
지만, 직영점 매출액의 증가율이 가맹점 매출액 증가율보다 12.6% 높았다.
이를 통해 직영점의 관리 수준과 이윤 수준이 가맹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의 경영 비교
가맹점 수의
증가율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

직영점 수의
증가율

직영점의 매출액
증가율

14.8%

9.8%

10.4%

22.4%

자료: 중국체인경영협회

2-4.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어려움
가. 주력상품의 선택
프랜차이즈 경영의 핵심은 표준화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외식업 프랜차
이즈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상품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상
품은 생산 제작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양식 패스트푸
드의 표준화가 가장 용이한데, 그 이유는 상품의 제작 공정과 재료가 상대
적으로 간단해 상품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상품을 연구 개발하
는 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 음식은 이색 간식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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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화를 이루기 어렵다. 지극히 다양한 조미료와 용량, 온도, 습도, 원
료의 생산지, 화력과 시간 등이 요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중국 음식 체인 업체 가운데 유명 브랜드는 성젠(生煎),
훈툰, 라면, 물만두 등의 특색 있는 간식을 취급하고 있다. 이 음식들은 재
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상품의 표준화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저명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은 상품의 연구 개발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중앙공급식주방(Central Kitchen)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여기에 필요한 투자 자본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위엔이다. 한 가지 요리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표준화 테스트가 필요하다. 상품을 표준
화하기 위해서는 파괴 실험과 급속 냉동 실험, 세균 번식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때 총감독은 수백 번의 표준화 실험을 근거로 신상품의 표준화된
제작 공정을 확정하게 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와 양, 사이즈, 품질, 응용
환경 및 제조공정과 주의사항 등도 이에 포함된다. 어떤 종업원이라도 공
정에 따라 통일된 기준의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을 때 상품의 표준화는
보장된다. 총감독은 실험 결과를 품질감독부에 넘기고 기록해 둠으로써 상
품의 표준화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국내의 대다수 체인 업체는 자
본과 인재의 부족으로 이 점을 이행하기 어렵다.
중국 패스트푸드업의 1인당 소비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대도시의 대
다수 패스트푸드 기업의 1인당 소비는 약 20 위엔이다. 이색 패스트푸드
기업의 1인당 소비는 약 10 위엔으로 중저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다. 중국
의 패스트푸드 기업이 고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취해야 할 전략은 상품 종
류의 다양화이지만 비용의 제약으로 상품의 표준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체인 업체는 상품의 표준화를 이루지 못해 음식의 맛과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 손실
손실은 프랜차이즈 경영의 난제 중 하나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외식
업 프랜차이즈 기업은 손실을 줄일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업계 인
사에 따르면, 손실은 하루 매출액의 1%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파파존
스 피자(Papa John's Pizza)는 경영규모가 매우 크지만 이윤을 남기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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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손실 때문이다. 일단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모든 재료를 폐기 처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표준화이기 때문이다. 일부 점포에서 표준화를 무시하고 상품을 생
산해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외식업 프랜
차이즈 기업의 평소 손실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국내의 일부 외
식업 기업은 음식 재료를 상자 째 버리기도 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점검이 중요하다. 점검을 통해 손실
을 야기한 문제를 알 수 있고, 문제를 알아야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물류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체인
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배송 주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식당 지배인은 재료를
미리 주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주문해
놓으면 자금이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기 쉽고, 너무 적은
양을 주문해 놓으면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명 외식
업 기업은 점장의 충성심과 성실을 가장 중시한다. 점포의 이익을 최우선
에 두고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문을 하는 점장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수한 물류배송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맥도날드는 줄곧 하비(哈比) 물류(상하이 자딩(嘉定)에 있음)만을
고집해 왔는데, 이 물류 회사는 맥도날드가 개점된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
가 상품을 배송한다고 한다.

다. 물류 배송
물류회사는 식당과 물류업체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일주일
을 주기로 물품이 입하될 경우, 식당 지배인은 사전에 안전재고를 헤아린
후 매주 화요일에 유통센터에 연락해 냉장화물을 주문해야 한다. 유통센터
에 주문서를 전하고 나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물품이 들어온다. 식당의 발
주부서는 제때에 재고를 보고해야 하는데, 물품의 일련 번호, 이름, 계산단
위, 재고와 물품 조사표, 매일의 송장과 반품표, 손실표, 상품 판매 일일
보고서, 일주 보고서, 월례 보고서, 종업원의 음식, 식당의 물자조달표 등
도 이때 함께 보고한다. 식당 지배인은 매일 발주액과 입하 주기를 대조해
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긴급 주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긴급 주문을
장려할 수는 없지만 확인을 거치고 나면 2시간 후에 화물을 받을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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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주고받는 데에도 정해진 순서와 규범이 있다. 화물이 적재되기
전에 냉동화물은 온도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상품의
순서에 따라 적재해야 한다. 화물을 받을 때에는 상기 원칙에 따라 화물이
적재 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때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냉장창고
와 냉동 창고의 온도가 정상인지 미리 점검한 후 화물이 들어온 시간과 장
소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모두 갖췄는지를 살피며, 상품을 추출하여 온도를
검사하고, 상품의 유효 기간(사용 기한이 충분한지도 헤아려 보아야 함)을
검사한다. 포장이 파손되거나 오염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 마
지막으로 화물의 수량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한 뒤 화물을 받는다.
물류회사는 물류운송서비스 공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될 뿐 아니라 정보
처리, 재고 조절, 상표 부착, 품질의 보장 등 기타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2-5. 한국의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중국 진출 동향
외식업 기업으로는 BBQ, 한나산(漢拿山), 삼천리(三千里), Mr.Pizza, 신생
활(新生活), 한미미(韓美味), 권금성(權金城)을 들 수 있다. BBQ는 한국 제너
시스GENESIS 그룹 산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1995년에 창립되었다. 현재
그룹 산하에 10개 브랜드가 있으며 연 매출액은 65억 위엔에 달한다. 한국
에서 BBQ는 이미 ‘치킨 전문점’의 대명사가 되었다.
2005년에 BBQ는 상하이에서 ‘상업특허경영(商業特許經營)’ 자격을 획
득한 최초의 외자기업이 되었고 톈진(天津)과 광둥성（广东省), 랴오닌성
(辽宁)지역 총대리인을 두게 되었다. 또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발전시
키고 있다.

2-6. 피자 외식 프랜차이즈 전체 현황
현재 중국 외식업의 프랜차이즈 세분업종으로는 중식 레스토랑, 훠(火
锅), 커피숍, 양식 레스토랑과 음료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중식 레스토랑,
중식 패스트푸드, 훠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피자 패스트푸드
는 외식 패스트푸드 업종에 속하는데 프랜차이즈 경영의 규모는 크지만 사
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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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국 국내 시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종류
일부 해외 피자브랜드는 대부분 직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외 피자 브랜
드는 주로 중고가 시장에 자리를 잡았고 새로 개점하는 매장은 독자 직영방
식을 취한다. 파파존스가 베이징시장에 진출한 초기에는 5개 가맹점을 개점
했지만 나중에는 모두 본사로 회수되어 직영점으로 바뀌었다. 피자헛과 도미
노(타이완에 가맹점이 있음)도 중국시장에서 직영점을 위주로 경영되고 있다.
그들이 직영방식을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국내 시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종류
国内市场餐饮行业开展特许经营业态类别
休闲饮品,
10%

中式正餐,
20%

西式快餐, 5%
西式正餐,
10%

中式快餐,
20%

咖啡馆,15%

火锅,20%

레저식품:10%, 중식레스토랑: 20%, 중식 패스트푸드:20%, 훠궈:20%
커피숍:15%, 양식레스토랑:10%, 양식패스트푸드:5%
자료: 중국체인경영협

가. 중국정책 외자 외식업체의 독자경영 허락
유명브랜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브랜드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장,
품질, 서비스에 주력하는 동시에 해외브랜드 경영자들은 프랜차이즈 경영
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관리노하우가 풍부하다. 또한 그들의 막대한 자본
력으로 시장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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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 가맹상들이 겪는 관리상의 어려움
대부분 가맹상들은 수준이 비교적 낮고 경제력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
경영인이 부족하다. 경영과 점포선정 과정에서도 본점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 관리가 어려우며, 경영과정에서는 가맹상의 공급망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없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맹점은 직접 식자재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식자재의 품질에 대해 보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서비스에 있어서도
그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기타 브랜드는 모두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채택했다. 이 산업의 가맹점
진입 속도는 적어도 10% 이상이다. 그들은 인터넷이나 미디어매체를 통해
프랜차이즈 정책을 발표하고 전시회나 설명회를 통해 가맹상을 모집한다.
현지 브랜드는 인지도가 낮고 자금, 관리, 브랜드 등 여러 분야에서 고가의
유명브랜드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브랜드의 생존과 발전
에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은 빨리 시장을 점령해 규모를
확장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점포의 규모로 투자를 끌어
들이고 상장융자를 지원받길 원한다. 그러나 현지 브랜드의 관리와 배송
시스템은 선천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 경영 시장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 프랜차
이즈와 단일점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파파존스는 베이징(北京)에서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동(华东, 화남(华南)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다. ORIGUSE Pizza (比格), Big Pizza (比格), The Pizza
company (品奇) 역시 베이징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프
랜차이즈로 운영한다. 프랜차이즈의 관건은 자금인데 각 브랜드마다 차이
는 있지만 투자규모는 대개 200~400만 위엔 사이이다. 해외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무국(商务局)의 승인이 필요하
며 또한 노동국(劳动局), 위생검역국(卫生檢疫局), 환경보호국(环保局), 국가
외환관리국(外管局), 도시관리부문(城市管理部门), 공상세무국(工商税务局),
상무부(商务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또한 소방당국까
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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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자시장 발전전망
외식시장의 체인화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식습관의 다양화는 피자시장의 미래를 밝게 한다. 고가 브랜드인
파파존스와 피자헛의 브랜드는 지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네트워
크 발전 속도가 빠르고 품질에 대한 엄격한 요구와 잘 정비된 공급망 시스
템을 갖추고 있어 잠재적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세분시장이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채택한다면 전망이 결코 밝
지는 않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에는 가맹상의 관
리의 어려움, 제품 품질 관리의 허점, 물류배송 회사 선정의 어려움 등과
같은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맹상은 제
품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써 브랜드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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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진입 준비 단계
1. 법률적 준비
1-1. 프랜차이즈의 시장 진입 제도
중국 프랜차이즈 발전 과정을 보면, 많은 기업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 기
업의 발전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과대 선전을 하면서 가맹비를 사취했다. 일부 불법 상인은 심지어 프랜차
이즈를 빙자해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새로운 프랜차이즈 관리
방법을 바탕으로 비교적 완벽하고 효과적인 시장 진입 제도가 제정되었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원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은 프랜차이즈 협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어야 한다. 국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랜차이즈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 자격 제한 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을 제한
한다.
- 시범 경영 제도: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범
적으로 경영해 보아야 한다. 시범 경영을 실시할 때는 기한을 정하고
감독을 두어야 한다.
- 경영 심사 제도: 일련의 자금력과 신용도, 재무에 대해 법률적으로 심
사한다.
- 등록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서류를 등록 접수시켜
예비 가맹희망자가 편리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업의 신용도를
높인다. 준비 서류에는 (1.영업허가증 사본이나 회사등기 사본 (2.가맹계
약서 샘플 (3.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4.시장계획서 (5.상업프랜차이즈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부합하는 서면약정 및 관련 증명 자료 (6.국무
원 상무주관부가 규정한 기타 문건이 포함된다. 프랜차이즈의 상품과
서비스는 법에 따라 승인을 거친 후 운영될 수 있다. 가맹사업자는 관
련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민사책임, 행정책
임,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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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 정기 검사제도
- 지역 제한 제도: 가맹사업자의 경영 지역을 제한하여 맹목적인 확장을
방지한다.

1-2. 가맹사업자의 자격 분석
가. 가맹사업자가 갖춰야 할 조건
◦ 가맹 사업자는 반드시 기업이어야 한다. 즉 기업 이외의 기타 단체
나 개인은 가맹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가맹희망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조례에서는 가맹희망자를 ‘기타
경영자’라고 칭했을 뿐이다.
◦ 가맹사업자는 등록상표, 영업표지, 가맹점운영권, 노하우 등 경영 자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프랜차이
즈의 자원인 ‘상표’는 반드시 등록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 ‘단일한 경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역시 프랜차이즈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맹사업자는 통일된 경영 형
태를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통일된 경영 형태
에서 경영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가맹희망자에게 약속해야 한다.
‘계약서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관계를 확정한 후 계약서대로 경영한다.

1-3. 가맹희망자의 제한과 자격 분석
중국 무역부가 1997년에 공포한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
业特许经营管理办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
된다. 훗날 상무부는 2004년에 ‘의견수렴초안’을 발표하면서 가맹희망자
의 자격에 관해 수정하여 ‘이 방법에서 말하는 상업 프랜차이즈는 외자기
업, 기타 기업, 경제조직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
였다. 가맹희망자는 ‘중국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나 경제조직’
이어야 한다. 상무부의 관련 대표자는 이에 대해, 이로 인해 개인이 ‘프랜
차이즈’ 외자 브랜드의 승인을 얻는 데 힘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
다. 개인이 실체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관련 자격을 얻을 수 있다.
3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상무부가 이 법규를 제정한 것은 중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 목적은 시장에 대한 판단력과 경영 능력이 없는 일부 중소 투자자
가 가맹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자초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가맹희망
자에 대한 자격을 적극적으로 제한한 셈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2005년에 ‘회사법(公司法)’을 수정하여 자연인이 유
한책임회사를 투자ㆍ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인
인민폐 10만 위엔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일인회사의 재무회계보고는
반드시 회계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거쳐야 하는데, 즉 출자자가 회사 자산
이 개인 자산과 별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2007년에 공포ㆍ실시된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에서는 자연인이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연인은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명의로 가맹희망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시장 조사 및 시장 환경
최근 몇 해 동안 중국의 외식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전망
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를 갖춘 체인
업체는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프랜차이
즈 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대부분 발전 역사가 짧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 현재 외식 시장에서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은 경영 상태
가 안정되지 못해 단일 점포의 수명이 평균 5년 이하에 그치고 있다. 외식
업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인기는 많지만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
다. 이런 이유로 KFC, 맥도날드, 스타벅스, 피자헛 등 일부 유명 외자 프랜
차이즈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외자 브
랜드는 가맹상의 점포가맹점운영권을 회수하여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중국 외식 시장에서는 가맹사업(즉, 프랜차이즈)이
대세라고 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시장 환경에 적용했을 때는 결코 낙
관적이지 못하다. 프랜차이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브랜드 CIS 인식 시스템 통일, 재료 구입의 통일, 상
품 가격의 통일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이들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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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의 핵심인 재료의 손실을 억제하고, 가맹점 상품의 질을 보장하며,
시장에서 인기 있는 신상품을 보급하는 것을 등한시한다. 다수의 국내 프
랜차이즈 기업은 프랜차이즈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가맹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서 계약이
행보증금과 가맹비를 받을 수 있다는 단기적이면서 직접적인 수익이다. 직
접적인 이익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전통 있는 점포를 만들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러한 경영 의식 탓에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은 맹목적으로 규모를 확장
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경영의 최대 장점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높은 수익률이다. 그러나 완벽한 관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경영 규모
만 확장하려 든다면 가맹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통일된 기준에 도달하기 어
렵게 되며, 심지어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일부 기업은
신속히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단기간에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실적에만
급급하여 프랜차이즈의 실패를 초래했다. 일부 외식 기업은 낙후되고 프랜
차이즈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맹점 수만 늘리는 데 열을 올려 가맹
점과 본부의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의 외식 시장에서 중식 프랜차이즈는 양식 패스트푸드나 커피, 음료
등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왜냐하면 양식 패스트푸드와 비교했을
때, 중식 패스트푸드는 상품 조합의 통일성과 다양성 간에 모순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식 패스트푸드에 비해 중식 패스트푸드의 프랜
차이즈 경영이 훨씬 어렵다.
중국 요리를 예로 들면, 중국에는 ‘8대 요리’가 있고, 각지의 음식 문화
와 맛의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 장쑤성(江苏省)과 저장성（浙江省)사람들은
싱겁게 먹으면서 단맛의 식품을 좋아하지만, 서부 지역 사람들은 맵고 얼얼
한 맛을 즐기고, 중부 지역 사람들은 짜고 매운 맛을 즐기며, 남부 지역
사람들은 신선하면서도 매운 맛을 즐긴다. 게다가 각 지방에는 특색 음식
이 있다. 그러므로 북방의 요리가 남방에서 인기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다양한 음식 문화의 영향으로 중식 패스트푸드 기업은 지역화 경영에
적합하다. 지역을 초월해 발전하고자 한다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모순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 수준의 양식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전
문성과 정밀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식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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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중식 패스트푸드에 접목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중국 음식문화의 장점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맹
목적으로 통일성만을 지향하면서 가맹희망자의 현지 상황을 소홀히 한다면
그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음식의 표준화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작 과정이 복잡해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지
나치게 제작 공정을 중시하면 중국 음식의 풍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복
잡하고 섬세한 정밀 가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브랜드의 대규모 확장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제작 과정을 최대한 표준화해야 중식 프랜차이즈가 발
전할 수 있다. 현재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식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은
한결같이 이색 간식거리를 위주로 경영하고 있다. 지샹훈툰(吉祥餛飩, 다냥
수이자오(大娘水餃), 펑위성젠(豊裕生煎), 융허더우장(永和豆漿)의 요우티아
오(油條)와 마란라면(馬蘭拉面) 등이 그것인데,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은 비교적 통일된 상품의 형태와 대중의 입맛에 맞는 이색 간식거리를 통
해 전문성과 맛의 다양성이라는 중국 음식의 모순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2-1. 중국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발전상의 문제점
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장기 발전과 단기 이익의 대립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기업의 장기 발전을 중시하지 않은 채 단
기 수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외식업계의 일부 가맹사업자는 단기
이익에만 열중한 나머지 프랜차이즈를 통해 큰돈을 벌어들이려 한다. 이들
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브랜드를 내걸고 되도록 많은 수의 가맹희망
자를 끌어들여 최대한 많은 가맹비를 챙긴다. 하지만 그들의 상품에는 핵
심 기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모방되기 쉽다. 또한 일부
가맹사업자는 통일된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저가로 구매한 재료를 가맹희
망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겨 가격차로 인한 이윤을 챙기거나, 시중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설비를 끼워 팔기도 해 가맹희망자에게 큰 부담
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프랜차이즈의 장기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
종종 계약이 파기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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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업원의 소양과 신용 제고
현재 중국 시장의 외식업계 노동기능평정권(勞動技能評定權)은 성(省)과
도시의 노동국(勞動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요리사 자격증
을 살 수 있다. 그 결과 요리사 자격 인증에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중국에
는 요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외식업계에는 수준 높
은 관리 인력과 요리사가 태부족이다.
따라서 외식업계의 인재난은 제법 심각한 수준으로, 고학력의 중고급 관
리ㆍ판매ㆍ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외식업계에는 자질이 부족한 종
업원이 많고, 인재를 초빙하기도 어려우며,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종업원
의 소양 부족은 외식 기업의 일대 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과
가맹상의 자질과 신용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 각 지역의 정책적 대우와 발전 환경의 차이
외식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의 종류와 액수는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중복과세 현상도 보인다.
먼저 영업세를 살펴보면, 베이징(北京)은 3%, 상하이（上海）는 5.6%, 정
저우(鄭州)는 11%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식 기업에게서 3%의 문화시장건립
기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물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식업계의
물세는 공업용수 가격에 비해 20-60%가 높다. 베이징시의 외식업계 물세는
1입방미터 당 4.6 위엔으로 주민 생활용수 가격보다 1.8위엔 비싸고, 상업
용수와 공업용수보다는 0.5 위엔 비싸다. 외식업계의 전기세를 살펴보면,
우한(武漢)의 외식업계 전기세는 1킬로와트 당 0.99 위엔으로, 1킬로와트
당 0.49 위엔인 공업용 전기세의 2배다. 환경보호부서가외식업을 상대로 징
수하는 세금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출부과금이 두
차례 수취되기도 한다. 체인기업이 분점을 새로 차릴 때마다 환경평가를
반복하는데, 이때의 환경평가비용은 5000-20000 위엔에 달한다. 기타 불합
리한 세목은 속지세(屬地稅), 하도비(河道費), 장애인기금, 공상비(工商費)
등 차별적인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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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을 제약하는 중국 정부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은 대개 중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경영
하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가 이들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의의 시장 진입을 제한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 입법의 후진성으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은 프랜차이즈를 통
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어한다.
중국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고수입을 올리며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줄곧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
다.‘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에는 ‘국가가 외자 기업 설립을 금지하
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후에 다시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인
투자 지도 방향에 관한 국가 규정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 따라
집행 된다’는 내용이 보충되었다.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상업기업(독자회사나 합자회사)에 투자해 프랜차이즈를 벌일
수가 없었다. 외국투자자(외국회사나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의 눈
에 중국 내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폐쇄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회사는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 직접 가맹점을 모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용한 것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다. 먼저 중국에
삼자기업(三資企業)(합자, 합작, 독자)을 설립하였는데, 이 삼자기업은 국내
법인의 신분으로 중국 국내의 프랜차이즈 법률과 규범에 따라 프랜차이즈
를 추진했다. 실제로 이것은 일종의 법률 회피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률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외자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면
서 시장 진입의 제약을 없애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에 종사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으리란 건 아니다. 중
국 산업 발전의 방향에 부합되는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외
자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 상업활동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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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동안의 발전 양상을 보면, 많은 외국상인들이 중국시장 진입에 박차
를 가하면서 가맹상 모집을 통해 되도록 빨리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였다.

2-3. 외자 프랜차이즈 기업이 중국 시장을 독점할까 경계하는 중국정부
프랜차이즈 형태는 두 가지 방면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첫째는 프
랜차이즈 시스템 내부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가맹사업자가 가
맹희망자에게 가하는 제약을 말한다. 예컨대 가맹희망자의 가격 결정을 제
한하거나, 가맹희망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역 범위나 소비자 범
위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는 거대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당사
자들이 시장의 기타 주체의 경쟁에 대해 공동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독점 행위로 아래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거래행위 거부: 즉 가맹사업자 혹은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공
모하여 가맹을 신청한 사람에게 가맹점운영권 판매를 거부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속한 상품이나 서비스 시
장에 기타 경영자가 진입해 경쟁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 시장분할 행위: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희망자 간에 시
장을 나누어 가지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끼워 팔기 행위 및 정해진 입하 경로: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이다.
- 가격 담합 행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둘 또는 둘 이상의 가맹사
업자가 합의하여 가맹희망자 점포의 모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
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같은 가격으로 각자의 가맹희
망자에게 모종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로열티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재매될 때의 최저 혹은 최고 가격을 제의하면 가맹희망자
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가맹계약서에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03년에 당시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총국, 국가
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ㆍ합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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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규정’을 공포했다. 이것은 외국 자본의 인수ㆍ합병에 대해 독점을 금
지하는 최초의 구체적인 규정이다. 2006년에 수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의 국내 기업 인수ㆍ합병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외국 자본의 인수ㆍ
합병에 대한 반독점(反獨占) 규정에는 보고 기준, 심사 기관 및 절차, 국외
인수ㆍ합병에 관한 보고 및 심사, 심사ㆍ승인ㆍ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반독점법’에서는 외국 자본의 인수ㆍ합병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3. 관련 정책의 동향 및 관련 법률 규정
세계무역기구(WT0)에 가입하기 전에 중국정부는 외국 자본이 서비스업
과 소매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세계무역
기구에 가입한 후에 중국은 서비스 무역 분야에 대해 전면적인 개방을 시
도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외국자본을 감독ㆍ관리하기를 바랐다. 서비스업과
외식업의 체인 경영과 프랜차이즈 방식에 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은
주로 정부와 각 부서의 관련 입법에서 드러났다.

3-1.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입법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의 정부는 프랜차이즈 방식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과 법규로 이
업종의 운영을 지도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외국 자본이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입했다. 중국에 관련
법률과 법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외국 기업들은 지방 정부와
손을 잡고 현지 세력을 배경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해 장차 닥쳐올지도 모를
법률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다. 지방 정부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
방 정부의 지지를 받아 윈윈효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으며, KFC, 까르푸, 맥
도날드 등이 그 실례이다.
1997년 국내무역부는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业的许经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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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办法)’이라는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 법규를 정식으로 공포했다.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业的许经营管理办法)>’은 국내무
역부에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고문 변호사는 국내의 프랜차
이즈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프랜차이즈 전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국의 가맹사업자가 중
국에서 프랜차이즈에 뛰어들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임시 관
리 방법에서는 가맹사업자의 애프터서비스나 수금, 정보 공유의 정도에 대
해 상세히 규정해 놓지 않았다. 여러 가지 불확정적인 요소로 인해 저명한
외자 프랜차이즈 기업은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합자의 형식을 취했을 뿐이었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Papa John’s
pizza 등이 그 실례이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중국은 ‘WTO 가입 의정서’ 부록 9의 ‘중
화인민공화국 서비스 무역 양허안’의 요구에 따르게 되었다. 즉 WTO에
가입한 후 3년 이내에 중국은 소매,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상인이 중
국에서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할 때 시장 진입과 대우 면에서 제약을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2004년부터 중국은 일련의 입법을 통해 약속
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주요 입법은 상무부가 공포한 ‘외국인
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2005년 2월부터 시행)과 ‘상업 프랜차이즈 관
리조례’(2007년 5월부터 시행),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관리의 잠정 시행 방법’ 등이다.
이 중에서 상무부가 공포한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는 ‘상업 프
랜차이즈 관리방법’을 대신해 중국의 프랜차이즈 사업 문제를 조율하는
주요 법률이 되었다. 하지만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중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2조에서‘중화인민공화국에
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을 따름이었다.
외국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중국의 법률은 점점 ‘내외 일
치’로 발전하고 있다. 절차상의 특별 규정 외에도 설립 조건, 권리와 의
무, 정보 공유, 광고 선전 등에서 국내자본기업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에 국내무역부가 공포한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业的许经营管理办法)>’ 제7장이 ‘전장(專章)’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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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의 기업이 중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이 장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
으며, 외자기업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의금
지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 언급하는 ‘외국
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국무원에서 반포한 것이다. 현재 최신판은
2007년의 수정판인데, 여기에 투자 격려 업종, 투자 제한 업종, 투자 금지
업종이 구분되어 있다. 교육 사업을 예로 들면,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이 고
등교육기관(합자, 합작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것은 격려하지만, 외국자본이
일반 중등교육기관(합자, 합작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으
며, 의무교육기관, 군사, 경찰, 정부, 공산당 간부 학교 등 특수 분야의 교
육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은 이 지도
목록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국 청소년은 의무교육의 대상이기 때문
에 지방 정부는 심사·승인할 때 금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투
자는 정책적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서비스 기구에
대한 투자는 정책적으로 지지한다.
외식업은 대중 소비품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지도목록에는 외식업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이다.
중국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중앙정부─성급(省級)정부─시급(市級)정부─현
급(縣級)정부─향진급(鄕鎭級)정부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앙과 성급 정부에서 내려온 지도와 의견을 현급 지방 정부에서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지역ㆍ지방 정부는 상급(上級) 정부
가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이익을 고려해 일부 외자기
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당겨 승인해 버렸다. 그러므
로 2004년 이후 상무부는 이미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자기업에게 심사승인부서에 서류를 접수시킨 후 프랜차이즈 방식으
로 영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 조항에서 규정(신판 관리 조례)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프랜차이즈 투자에 관한 현재 중국의 법률ㆍ법규의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편이다. 이를테면‘외국인 투자자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외자기업을 설립했을 때 이 방법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관
련된 법률과 법규, 정관의 규정에도 부합해야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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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규정이 모호한 것은 관련 정부 부서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분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외국인 자본이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위법 경영을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베이징시 한메이옌(韓美
艶)과 인치바이인치(印氣巴誼印氣)회사 간의 가맹계약 분규 사건’이다. 한
메이옌(韓美艶)과 인치바이인치(印氣巴誼印氣)가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인
치바이인치(印氣巴誼印氣)는 지금까지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중국에서 상
업 활동을 하도록 허가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가맹계약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상무부가 공포한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는 상업적인 형식의 프랜차
이즈는 규범화했을 뿐 국경을 초월한 프랜차이즈를 규범화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은 상업적인 형식의 프랜차이즈 관리 규정
을 피해 국경을 초월한 프랜차이즈를 잇달아 선택하고 있다.

3-2. 투자 유망 분야
외식업계에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외국자본
은 중식 패스트푸드, 양식 패스트푸드, 커피, 음료, 레스토랑 등에 투자되
고 있다.

3-3. 외국인 투자 조건 및 투자 시 고려 사항
중국에 있는 외자 기업은 관련 법률인 ‘외국인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
과 ‘외국투자자의 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외상(外商)투자기업 프
랜차이즈 경영 관리 잠정 방법’을 참조ㆍ준수해야 한다.
먼저 등록을 하고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종사할 외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에 따르면, ‘외상(外商)투자상업기업’ 프랜
차이즈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상사나 기업, 기타 경제조직
이나 개인은 중국 국내에 설립된 외자기업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종사해야 한다.
외상(外商)투자상업기업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에서
는 2004년 12월부터 외상(外商)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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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2004년 12월, 상무부에서는 그해 3월에 시행
된 ‘외국투자자의 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약간 수정했는데, 주
로 제11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즉 화물수출입이나 기술수출입에 종
사하는 투자성회사는 상무부의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등기 방법’의 규
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커미션 대리,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투자성기업은 상무부의 ‘외상(外商)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의 관련 규정
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경영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건은 ‘외상(外商)투자기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잠정방법’이다.
2004년 11월에 상무부는 ‘외상(外商)투자기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잠정
방법(의견을 구하는 원고)’을 선포한 후 외자기업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의견을 구하는 원고’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중국 국내에서 사업을 하
는 외자기업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소매, 문화ㆍ체육, 외식, 여관, 임대 등 각종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자기업
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의견수렴 원고’를 발표한 목적은 외자기업의 중국 내 프랜차이즈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당사가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
호하며,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의 방식으로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도
록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 중국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률에는 빈
틈이 많았을 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
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시장 진입 규제를 피해 중국 내지에 진출해
프랜차이즈에 종사하기 시작했다.‘의견을 구하는 원고’에서는 이러한 외
자기업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외상(外商)투자기업 프랜차이즈 경
영 관리 잠정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외자기업
은, 프랜차이즈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심사승인부서에 알리고, ‘외
상(外商)투자기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잠정 방법’이 시행된 후에는 잠
정 방법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지속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자기업이지만 프랜차이즈에 종사하고 싶다면 ‘의견수렴
원고’ 제19조를 근거로 심사승인부서에 프랜차이즈의 경영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와 이사회의 결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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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증과 외자기업 승인증서 사본
- 계약서ㆍ정관의 수정 합의문(외자기업은 정관의 수정 합의문만 제출하
면 됨)
-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 기업이 ‘외상(外商)투자기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잠정 방법’ 제6조
1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외상(外商)투자기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잠정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공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서면 자료
그러나 제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 6조에서는 제1항의 규정조건에
부합하기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제6조에 규정된, 가맹사업자로서 외자
기업이 갖춰야 할 또 다른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맹희망자에게
장기적인 경영 지도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안정적이면서
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물품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ㆍ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제5장의 부칙에도 이 점에 대한 설명은 없다.

3-4.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국의 요구
외국인 단독투자 형식으로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10만 위엔이다. 외국인 투자의 주식회사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500만 위엔이다.
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1인 유한회사 포함)의 주주는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 이내에 출자금 전부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분할 지불 시 처
음 출자액은 불입하기로 한 총출자액의 15% 이상이어야 하며, 법정 등록자
본의 최저 한도액보다 적어서도 안 된다. 또한 회사가 설립된 후 3개월 이
내에 불입해야 한다. 나머지는 주주가 회사가 설립된 후 2년 안에 지불하
면 된다. 그 중 투자 회사는 5년 안에 불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주식회
사의 지불 방식은 외국인 투자 유한공사가 지불하는 방식에 따르면 된다.
전체 주주의 출자액은 등록자본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는 현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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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주주권 등 비 금융 재산으로 가격을 매겨 출자
할 수 있다.
중외합자기업(中外合資企業)은 현물(설비 포함), 상표권과 가맹점운영권
등 비금융 재산(토지사용권 제외)으로 출자한다. 중계업체가 발행한 평가보
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투자자가 가격결정문건에 서명한
후 가치가 확정된다.

4. 외식 프랜차이즈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품의 선택이다. 상품에 따라 표준화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의 제작과 생산을 표준화하기 어려울수록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또한 상품 공정이 신속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장 개척이다. 생산된 상품이 성공적
으로 팔려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류배송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규모가 클수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고, 야기되는 손실도 커진다.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과다 생산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
브랜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기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
의 ‘업종 신용 평가 강화를 위한 시험 관리 통지’는 프랜차이즈 분야에
신용등급의 평가를 널리 보급시켰다. 평가 결과는 투자자와 벤처투자기구
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4-1. 진입 방식
기업의 실력과 목표, 선호 등을 근거로 진입 방식을 확정한다.
새로 진입한 기업에게는 3년의 자영(自營) 경험이 필요하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현재 시장의 수요 전망은 밝다. 브랜드의 역사가 유구하기를 바란
다면 직영이 적절하고, 단기적인 경영과 이윤 추구가 목표라면 프랜차이즈
모델이 적합하다. 대다수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1선 도시에서는 자영을, 2선
도시와 3선 도시에서는 프랜차이즈 경영을 위주로 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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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지 파트너에 대한 요구
중국체인경영협회의 전문가에 따르면,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이 중국을
파트너로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정부 관계, 동일 업종 혹은 관
련 업종에 관한 배경 지식, 기업이 현 단계에서 거둔 성과, 기업의 기술 관
리 수준과 자금력이다. 그 중에 정부 관계와 업종에 관한 배경 지식은 가
장 중시해야 하는 양대 요소다. 30% 이상의 브랜드 기업이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았다. 현지 파트너의 자금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0% 미만의 외자기업만이 현지 파트너의 자금력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았다.
초청국 정부와의 관계는 종종 외자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극히 미묘한 문제다. 2003년에 월마트는 상하이푸둥신취(浦东新区의
싼린(三林)에서 개업을 하려고 상공부에 등록했으나 정부에게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상하이 외환선(外環線) 안에 더 이상 대형매장을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월마트는 상하이 양푸구(楊浦區)와 바오산구(寶山區) 등지
에서 개업을 하려 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사실 월마트가 입
점하려 했던 싼린(三林) 부근에서는 상하이 롄화(聯華) 슈퍼마켓 주식회사
산하의 체인형 대형 매장이 들어서려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정
부와의 관계에서 까르푸는 훨씬 더 능란한 수단을 발휘했다. 그들은 대개
개점하고 싶은 곳이면 어디에서나 개업할 수 있었다.
월마트는 까르푸에 비해 소위 ‘중국식 상업 지식’이 부족했다. 그 결
과 월마트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줄곧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 반면
에 까르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발전해 갔다. 1990
년대 말, 중국 국무원 산하의 3개부와 위원회는 공동으로 공문을 발송해
까르푸의 개점은 위법행위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까르푸는 중국의 기타
지방 정부와도 관계가 좋았는데, 이는 시장 진입비나 사례금 등 ‘불성실
한’수단을 동원한 결과였다. 이렇게 해서 까르푸는 국외 소매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이윤을 얻을 수 있었고, 월마트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월마트의 성실한 경영은 점차 빛을
발하게 되었다. 까르푸는 공급업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못했고, 중국
국내 시장에서 월마트와의 격차도 좁혀지게 되었다.

4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4-3. 핵심 인력에 대한 요구
중국 법률은 가맹단체나 사업기관을 외자투자기업이 주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집단 혹은 사업단위의 현지합
작파트너를 선택할 수 없다.
◦ 당정기관, 사법부, 행정부, 당정기관에 속해 있는 사회단체
◦ 행정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당정기관 산하의 사업기관,
당정기관 각 부서의 경제실체(기업 법인)와 연수센터
◦ 회계사 사무소, 감사 사무소, 자산평가기관, 변호사 사무소
◦ 유한책임회사는 외자기업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계열회사는 외자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 노조, 현 급 이상의 노조는 재가를 받은 후 외자기업에 투자ㆍ설립할 수
있다.
◦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외자기업의 투자자가 될 수 없다.

4-4. 물류시스템 해결방안
외식업체는 자체적으로 물류회사를 운영하거나 제3자 물류업체를 선정하
고 있다. 현재 유명한 외식체인업체들은 모두 우수한 제3자 물류업체를 선
정해 장기적인 협력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유명한 외식체인업체는 물류업체에게 네트워크화를 요구하며, 관련 네트워
크는 국가나 지역 전체를 커버하여 지역 간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류업체 측에서 볼 때 이러한 네트워크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베
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 대도시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소수
의 물류업체들만이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수의 외식업체들은 도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차량을 이용해 운송
하는 전통적인 물류방식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배송방식은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류시장의 저가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유명한 외식체인업체들은 물류업체에 기본식품의 운송 외에도 정보처리,
재고제어, 라벨부착, 생산 및 품질제어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외
식업체는 물류업체가 구축한 물류업체를 이용해 상품구매, 저장, 운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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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등을 진행한다. 물류업체는 조혈기능을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언제든지 각 지역의 음식점에 신선한 원료를 배송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차
질을 빚지 않도록 하며, 공급상과 음식점 간에 원활한 소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인 물류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식품배송센터를 설립하고, 아울러
2선 도시에는 위성배송센터 및 배송터미널을 구축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4-5. 참고자료: 맥도날드의 중국 콜드체인물류시스템 방안
맥도날드의 각 점포와 물류업체간의 밀접한 연결은 맥도날드 콜드체인물
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한다. 운용과정 중 모든 과정에서의 무
결함 보장 및 표준화와 추적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식품공급과정에서
보안성과 안정성은 나날이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급의 거리는 갈수
록 길어지고, 안전시스템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맥도날드의 콜드체인 물류기준은 온도기록과 추적, 온도설비제어, 상품
검수, 온도감시제어지점 설정, 운용시스템 sop의 건립 등 분야를 포함한다.
수공 노동력과 같은 지극히 간단한 과정이라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8톤 표준 냉장차가 차에 물건을 적재하고, 물건을 하차하는 시
간을 모두 5분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상 하차 과정에서 의외의 손실
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의 수요에 따라 전문적인 운송기계를 사용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맥도날드는 MRI 혹은 VMI 시스템의 각 노드로 쉽게
세분화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제정한 물류업 서비스표준과 기술표준을
응용하였고, 전체 유통과정에 통제와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실례)
맥도날드의 콜드체인물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물류업체는 베이징
에 5500여만 위엔을 투자하여, 점유면적이 12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세계
일류의 다온도 식품거점물류업체를 설립하였다.
그 중, 일반창고용량은 2000톤으로 창고 안에,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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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냅킨, 포장상자와 포장비닐 등 냉장 냉동이 필요 없는 화물들을 넣어두
었다. 냉동 창고 용량은 1100톤으로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하여, 파이,
감자튀김, 로우핑(肉饼등 냉동식품을 저장해 두었고, 냉장창고의 용량은
300톤 이상으로 온도는 1-4도 사이로 설정되어 야채, 계란 등 냉장이 필요
한 식품을 보관한다.
냉장과 상온창고설비는 모두 미국에서 수입된 설비로, 세심하고 정교하
게 설계되어, 최대한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창고와 냉장
창고, 냉장창고와 냉동 창고 사이에는 모두 격리지대가 있는데, 자동문으로
통제하여, 일반창고의 열기와 냉장고의 냉기가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였
다. 일반창고에는 화물하차 전용공간이 설계되어있어 수송차량이 화물 하
차 시, 대외에 개방된 문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외부의 먼지가 창고 안으
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 물류업체에는 일류의 상 하차, 보존, 냉장시설과, 5~20톤의 다온 온도
통제수송차량 40여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센터에는 컴퓨터통제시설이 구비
되어있어, 정해진 온도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며 입하된 모든 물건의 온도를
조사한다. 설립 후 지금까지, 샤훼이(夏晖가 베이징에 설립한 물류업체는
맥도날드에 약 1000만 컨테이너에 달하는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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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회사설립 및 신청 허가 단계
1. 외자외식업체 등록과정 및 소요 시간
번호
1

구체적인 항목

관련부문

외식업체 명칭 심사

소요시간

공상국

1-5일

기술감독국,
환경국, 위생국

실제상황

2

환경허가승인, 위생허가승인

3

상무부문 답변서

상무부

15-45

4

공상국 임시 영업허가증 신청

공상국

6

5

회사직인 제작 및 등록

공상국

3

6

<조직기구대마증> 수속

공상국

5

7

국가세무총국 및 지방세무국 세무등기

세무국

5

8

<외환허가증>신청 및 수령

은행

10-20

9

자본금 및 위엔화 구좌 등 은행 구좌개설

구좌 개설은행

——

10

투자자금 등록

외환관리국

——

11

재정국 등록

재정국

5

12

통계국 등록

통계국

5

13

정식회계사무소 확인서 발급

회계사무소

실제상황

14

시 공상국 영업허가증 취득

공상국

5

2. 회사 등록 과정
2-1. 등기 신청 기관
원칙상 등록자금이 500만 달러 이상(500만 달러 불포함)인 외상(外商)투
자기업은 시 공상국에 등기한다. 등록자금이 500만 달러 이하인 외상(外商)
투자기업은 구(区)나 현(县)의 공상분국에 등기한다.
기타 기업들은 시 공상국에 등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공상총국이
위임한 외상(外商)투자주식유한공사, 외국(지역)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생산
과 경영활동에 관해 등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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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등록사용기한은 20년, 제조업체 사용기한은 50년이다.

2-2. 비용기준
- 외상(外商)투자기업설립 등기비: 등록자금의 0.8‰를 징수, 등록자금이
1000만 위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0.4‰를 징수하며, 등록자금이
1억 위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별도의 등록비를 징수하지 않는
다. 외상(外商)투자기업의 지사 기구설립 등기비는 300 위엔이다.
- 등기변경비 100 위엔 증자 등기 변경비: 등록자본이 1000만 위엔을 초
과하지 않을 경우 증자부분에 대해 0.8‰를 징수하며, 등록자본이
1000만 위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0.4‰를 징수한다. 1억
위엔이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증
자 등기비는 별도의 등기 변경비를 징수하지 않고 증자비용은 최저
100 위엔이다. 외상(外商)투자기업등록등기는 등록비를 받지 않지만
새로운 영업허가증 부본을 인쇄할 경우 장당 10 위엔의 비용을 받는
다. 영업허가증 원본 재발급 비용은 50 위엔이다.

2-3. 외상(外商)투자기업 설립순서
외상(外商)투자기업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컨설팅을 받은 후 <명칭(변경)사전 승인 신청서>를 수령 및 작
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관련 서류는 신청주체배경자료, 투
자자가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소재국(지역)등록기관에서 발급한 등
록증서, 투자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여권사본 또는
장기거주증명 등을 포함한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자치구 자연
인 투자자의 신분증명은 현지 영구거주신분증 혹은 특별행정자치
구여권이며, 타이완 자연인 투자자의 신분증명은 현지 영구거주신분
증, 여권 또는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타이완 동포증이다.)
- 2단계: <명칭(변경)사전승인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명칭승인결과를
기다린다.
- 3단계: <기업명칭사전승인통지서> 및 <외상(外商)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
서> 등 관련 양식을 수령한다. 상무부문에서 심사승인 수속을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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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변서 및 <외상(外商)투자기업승인증서>를 수령한다. 경영범
위는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허가 것이며 (구체적인 프로젝
트는 소재지역의 성(省), 시 공상국행정관리국에서 제작한 《**시
기업등기 허가프로젝트 목록》을 참고), 관련 심사승인수속을 밟
아야 한다.
- 4단계: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서류는 법정 형식에 부합해야
하며, <설립등기승인 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 5단계: <설립등기승인 통지서> 수령 후 <설립등기승인통지서>에서 정
한 기한까지 공상국에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 성(省), 시(市)의 신용정보시스템의‘경고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시장주체(자연인 포함)는 감시기간 동안 투자자격이 제한된
다. 예를 들어 ‘경고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인은 감시기간 동안
기타 회사의 새로운 주주를 역임할 수 없고 현재 역임중인 주주 회사에서
주식을 증가하거나 양도 받을 수 없다.

2-4. 외상(外商)투자기업설립 등기신청 구비 서류 및 증서
- <외상(外商)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기업설립등기신청표>, <중국측 투
자자 명단>, <외국투자자명단>, <기업법정대표인등기표>, <이사회회원,
매니저, 감사임명증명>, <기업주소증명> 등 양식 포함>
- 정관
- 심사승인기관의 답변서와 <외상(外商)투자기업승인증서> 부본 1부
- 투자 각방의 합법 자격증명(외국투자자는 소재국가의 공증기관에서 공
증을 거치고, 중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증명한 주체 자격증명
혹은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 투자자는
주체자격증명 혹은 신분증명을 현지에서 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홍콩 소재 중국법률 서비스(홍콩)유한공사에서 전용장 날인을 하고,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타이완 동포증은 타이완 자연인 투자자의
신분증명으로 삼을 수 있고 공증이 필요 없다).
-《기업명칭사전승인통지서》；
-《지정(위탁)서》；
- 4.7.《기업비서(담당자)등기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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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송달수권위탁서》및 피수권인의 주체증명 또는 신분증명
사본；
- 경영범위는 허가프로젝트이며, 관련 심사승인 부문의 승인증서를 제출
해야 한다.
- 주식모집으로 설립된 주식유한공사는 국무원증권관리부문의 승인증서
를 제출해야 한다.
- 주식모집으로 설립된 주식유한공사는 창립대회의 회의 기록 또는
창립대회의 결의를 제출해야 한다(이사회결의, 감사회 결의 첨부).

2-5. 외상(外商)투자기업 등기말소신청 구비 서류 및 증서
-《외상(外商)투자기업등기말소신청서》；
-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최고 권력기구의 결의 혹은 결정；
- 결산보고 또는 결산조직의 채권채무 정리 서류
- 심사승인 부문의 승인증서；
- 세무기관 및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완납증명；
- 공개 발행되는 신문에서 게재된 말소 공고 기사(공고일로부터 45일
후에 말소신청 가능)
- 청산팀 구성원《등록증명》；
-《지정(위탁)서》；
- 기업법인영업허가증》원본, 부본
- 분공사가 있는 기업은 등기말소 신청 시, 분공사의 등기말소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2-6.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영업허가증이 정지외상(外商)투자기업이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법정대표인의 경고제한을 해제하는
수속을 함께 밟는다.
제출 서류 및 증서는 아래와 같다.
-《외상(外商)투자기업등기말소신청서》, 신청서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
아 영업허가증이 정지되어 등기말소를 신청한다는 등기말소 신청의 이
유를 명기한다. 법정대표 ×××의 경고제한 해제를 신청한다.
-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최고 권력기구의 결의 또는 결정 (관련 결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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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청산위원회의 결의 및 결의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 사유 설명을 제출해야 함)
- 법정자금조사 및 회계감사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자산 관련 청산회계
감사보고；
- 세무기관 및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완납증명；
- 공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된 말소 공고 기사；
- 청산팀 구성원《등록증명》；
-《지정(위탁)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원본, 부본

2-7. 외상(外商)투자기업 등록신청 구비 서류 및 증명
- 《외상(外商)투자기업변경(등록)등기신청서》；
- 《지정(위탁)서》；
- 등록사항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 및 증서
◦ 정관수정: (1.주주서명, 회사법정대표가 서명 및 회사직인을 날인한 정관수
정안 또는 수정된 회사 정관 （2.심사승인기관의 답변서 (투자총액 변경은
《외상(外商)투자기업승인증서》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3.회사정관에서 규
정한 최고 권력기구의 결의 또는 결정（4.해당기업의 직인을 날인한《기업
법인 영업허가증》사본
◦ 이사, 총 매니저, 감사 변경: (1.《외상(外商)투자기업변경（등록）등기 신청
서》의 이사, 매니저, 감사임명증명》양식 작성（2.이사 및 감사변경은 기존
이사와 감사의 면직증서를 제출한다. 총매니저 변경은 이사회 결의를 제출
한다. 예를 들어, 이사 및 감사의 숫자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승인기관
이 승인하고, 주주가 서명 및 날인했으며, 회사법정대표가 서명 및 회사직인
을 날인한 회사정관 수정안 혹은 수정된 회사정관을 제출해야한다.（3.해당
기업의 직인을 날인한《기업법인 영업허가증》사본.
◦ 지사기구가 설립됐을 경우: (1. 직인을 날인한《기업법인영업허가증》사본, (2. 직
인을 날인한 지사기구 《영업허가증》사본
◦ 지사기구 명칭이 변경된 경우: (1.분공사 직인이 날인된《영업허가증》사본 (2.
분공사 등기기관이 발급한 명칭변경증명（3.회사직인이 날인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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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기구가 말소된 경우: (1. 지사기구 등기기관에서 발급한 말소증명 (2.
직인을 날인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사본
◦ 청산팀 등록: (1.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최고 권력기구에서 청산팀 결성에 대한
결의 및 결정 (2. 회사직인을 날인한 영업허가증 사본
◦ 주식질권: (1.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증서 (2. 이사회 및 기타 투자자가 주식
질권에 동의하는 결의 (3.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체결한 질권계약 (4. 해당
기업직인을 날인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사본
◦ 주식 질권 해제: (1.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체결한 질권해제 합의 (2. 해당
기업 직인을 날인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 경외주주변경법률문서송달접수인(피수권인): （1.《법률문서송달수권위탁서》（2.피
수권인의 주체자격증명사본（피수권인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등록등
기를 해야 함）

2-8. 기타 등기 구비 서류 및 증서
- 영업허가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정(위탁)서》
◦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최고 권력기구의 전체 주주 또는 이사가 서명
한 상황설명
◦ 공개 발행되는 신문에 영업허가증 분실신고 및 폐기에 관한 기사
◦《영업허가증재발급 신청서 》
- 영업허가증 부본 재발급 신청:
◦《지정(위탁)서》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기존 영업허가증 부본의 원본

2-9. 외상(外商)투자기업 지사기구 설립 등기 신청 구비 서류 및 증서
-《외상(外商)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기업설립등기신청서》,《기업
책임자등기표》,《기업영업장소증명》포함）
- 종속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종속기업 영업허가증 사본
- 회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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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위탁)서》
- 《기업비서(담당자)등기표》
- 《기업명칭사전승인통지서》
- 경영범위는 허가 받은 프로젝트이며, 관련 심사부문의 승인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분공사의 경영범위는 회사의 경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10. 외상(外商)투자기업 지사(판사)기구 등기말소 신청 구비 서류
및 증서
-《외상(外商)투자기업등기말소신청서》；《외상(外商)투자기업등기말소신청서》,
신청서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영업허가증이 정지되어 등기말소
신청을 하게 됐다는 등기말소 신고 이유를 명기한다. 책임자 ×××의
경고제한 해제도 신청한다.
- 종속기업의 관련 결의 및 결정；종속기업에서 발급한 지사기구
채권 채무 정리 상황 및 세금 완납 상황 설명
- 《지정（위탁）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또는《등록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영업허가증이 정지된 외상(外商)투자기업 지사
(판사)기구에서 등기말소신청을 할 때 책임자 경고제한 해제 수속도
함께 밟는다.

2-11. 상업용 방 임대, 전기 및 가스, 통신, 용수 및 관련 설비 등기
상업용 방과 경영 장소를 등기 할 경우 반드시 임대자의 부동산등기권리
증과 임대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권리증》은 이
를 소유한 단위나 소유권자 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상국 규정: 주택건물의 상하층이 상업용도로 건설됐을 경우에 국가안
전, 안전생산, 국민의 신체건강 및 생명재산안전, 환경오염 등에 심각한 영
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외식서비스, 가무오락, PC방, 생산가공 및 제조,
위험한 화학상품 등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원칙상 기타 해외기구나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구매한 상업용 방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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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거주지로 사용할 수 없다. 해외기구나 외국인은 외상(外商)투자부동산 관
련규정에 따라 외상(外商)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외상(外商)투자기업을 통해
임대 등 관련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면적이 500㎡ 이하일 경우, 임차인은《기업거주(경영장소)
증명》, 부동산등기권리증사본을 제출하고 등기 등록한다. 임대면적이 500
㎡(포함) 이상일 경우, 해외기구나 외국인은 상응하는 물업관리회사를 설립
하고, 이 회사에 임대 등 업무를 위탁하며, 임차인은《기업거주(경영장소)
증명》및 직인을 날인한 물업관리회사 영업허가증 사본, 부동산등기권리증
사본, 물업관리회사 위탁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기 등록한다.
전기, 통신, 용수 등 관련 시설은 상업용 방을 임대한 물업관리회사에 등
기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거나, 등록회사의 법인대표가 소재 지역 전기회
사, 전신회사, 상수도회사에 각각 회사를 등록한다.

2-12. 상표 및 특허 등록
가. 상표 및 특허 등록 과정

번호

구체적인 항목

1

상표신청인 혹은 상표대리기구가 상표국에 상표출원신청

2

상표국 접수 및 상표 조사

3

상표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상표를 기한 내 수정보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표는 접수되지 않음

4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상표는 심사,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표는 신청
기각

5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상표에 대한 심사

6

기타 회사, 개인 혹은 자연인의 이의 신청 받음

7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 결정 및 공고

8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표심의평가위원회에 제출

9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표심의평가위원회가 판결

10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중급인민법원이 판결

상표독점권은 프랜차이즈의 핵심이며,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
자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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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독점권.
권리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사용을 배타하는
권리, 즉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하고 타인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사용권. 즉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구는 상표권 침해자
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사안이 엄중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상표양도권
등록상표 소유권자는 양도계약을 통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관련 등록
상표를 양도할 수 있다.
◦ 사용허가권
◦ 상표 등록갱신권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상표권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
신등록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갱신등록출원을
신청함). 이런 방식으로 상표사용권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갱신등록
출원은 승인을 거치면 공고된다.
◦ 보호청구권
◦ 승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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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업종별 진출 방안
1. 중식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분석
1-1. 대표적인 중식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프랜차이즈 분석
가. 회사조직구조
회사의 조직구조, 주요부서 및 회사조직등급은 아래와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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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 관리
중국 패스트푸드업체는 각 가맹점의 임금관리에 대해 관여하지 않지만
참고자료는 제공한다. 1, 2선 도시의 종업원 월급은 1000 위엔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한 정도이다. 그밖에 숙식과 유니폼을 제공한다. 점포 경리는
월급제로 월급이 3000 위엔 정도이다.
* 구체적인 사례 : 베이징 마란라면 종업원(전일제)
1000-1200 위엔+4대 보험(노동, 의료, 상해, 실업 보험), 숙식제공,
근무시간 1일 8시간, 매주 1일 휴식, 직원 휴식은 순번제 적용.
점포경리는 월급제로 월급이 3000 위엔 정도이며 국가에서 규정한 보험
에 가입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기는 3개월로 정하며 이 기간에는
월급이 2000 위엔이며 정직원이 되면 월급이 3000 위엔으로 인상된다. 점
포의 경영상황 등에 근거해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으며, 양로, 상해, 의료,
실업 등 4대 보험에 가입한다. 만약 현지 호구(호적)일 경우 출산보험까지
가입한다. 점포경리는 식사는 제공하지만 숙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종업원
과 함께 기거하기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명절이나 연말에 선물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
다. 노무관리
종업원 채용방식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이들 노동력 자원은 풍부하여
점포 입구에 모집광고를 내거나 기존 종업원들이 소개할 수 있다. 또는 본
부에서 현지 신문이나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내거나 현지 인력시장에서 통
일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종업원 채용 조건은 높지 않으며 점포의 규율을
잘 준수하고 나쁜 습관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만 18세 이상이면 된다.
외식업이기 때문에 채용된 종업원은 건강증명(도시 갑급(甲级)병원 건강검
진센터에서 6개월 내 발급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점포 경리 채용은 대부분 동종업계 추천 또는 인력시장 루트 이용, 중국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포털 사이트는중국영재사이트(中国英材
网), 51 job, 즈롄취업포털사이트(智联招聘网)등이 있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대부분 이들 루트를 통해 중간 관리 층을 모집한다. 설립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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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되지 않은 회사들은 대부분 현지 인력시장 신문을 이용한다.
기타 채용방식으로는 직업학교 연계, 캠퍼스 채용, 사회나 기업에서 채용
박람회 개최, 회사홈페이지 공고 등이 있다.
◦ 채용과정: 입사신청→면접합격→노동계약 체결→훈련→최종 합격→업무 배정

일정한 규모를 갖춘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한 후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국가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험과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직원 고용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다. 외식업종은
노동력이 풍부한데다, 중서부의 편벽한 지역에서 대도시로 들어와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법률 법규를
이용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다 보니 규모가
작은 외식업체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직원의 임금만 지불하고 보험이나
복지 문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시용기에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법규와 실제상황에 따라 종업원
에게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단지 종업원에게 해당 월의 임금만 지불하
면 된다. 계약 기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법규에 따라 해고 결정
을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근무연한에 따라 1년에 1개월 임금을 가
산하여 보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업원을 해고할 때 사전에 통보하지 않
으며 임금 보상도 없다. 중고급 관리자들에 대해서만 약간의 보상이 있다.
종업원이 계약기간에 점포의 자재를 훼손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배상하
고, 근무 시간에 칼에 베이거나 불에 데는 등 의외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의료보험에 따라 의료비를 지불하며, 종업원이 의료보험에 가입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분점에서 일부 의료비를 지불한다.
라. 본부가 프랜차이즈 전개 시 준비해야 할 문서
- 프랜차이즈 계약
-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할 공개정보 및 자료
- 프랜차이즈 홍보매뉴얼, 기술전수를 위한 프랜차이즈 운영매뉴얼(고객
접대관리 매뉴얼, 관계관리 매뉴얼, 상품관리 매뉴얼, 기술관리 매뉴얼)
- VI/CI설계 매뉴얼
중국

69

- 가맹점 인테리어 매뉴얼 등
프랜차이즈 계약 별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점포 외관 설계 설명도
- 상표사용 재허가 수권증서 사본
- 상표등록증서 사본
- 상표 및 표지 사용 규범
- 개업통지서
- 주요조항： 가맹체계설명， 개업 관련 규정， 상표사용 허가 관련
규정, 운영조항, 계약종료 조항 등(프랜차이즈 계약기한은 보통 3년
이상)
마. 중식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가맹점 지정 기준
중국의 대형 외식업체들은 가맹점을 지정할 때 해외가맹사업자의 경험을
참고한다. 즉 가맹희망자를 정식 가맹점으로 지정하기 전에 이들의 영업장
에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한다. 그밖에 가맹희망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수행하는 태도와 실적을 보고 자신과 융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중국의 대다수 가맹사업자들은 투자 문턱을 높여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가맹사업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 관리의 편리를
위해 가맹점들이 차별화되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심리테
스트를 통해 가맹희망자를 지정한다.
바. 가맹점 관리
브랜드 가맹사업자의 가맹점 관리 방법
- 쌍방 간의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상세히
규정한다.
-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 및 계약권리를 유지 및 해지한다.
- 자재 구매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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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거래 요구
- 가맹점이 초과 이윤을 얻도록 함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정책적인 규정, 계약문서,
운영매뉴얼, 가맹점 총회, 훈련지도 및 정보기술 등이 있다. 운영매뉴얼은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도적인 문서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자재 품질표준
- 상품 품질 및 서비스 표준
- 설비, 자재표준: 유명한 외식업체는 설비선택에도 독특한 노하우를 가
지고 있으며, 그들은 설비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외식업체 상
품은 제작상의 특수성 때문에 각각의 설비에서 조리되는 상품이 맛과
질감에서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유명한 외식업체는 가맹점 상품의
품질을 통일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설비 및 주방도구의 사이즈, 조리
매뉴얼, 자재 용량까지도 표준화 작업을 한다.
- 상품 제작 및 서비스 표준
- 점포장소 선정 표준
- 점포 인테리어 표준
- 서비스 표준
- 상품진열 표준
- 점포 환경 및 위생 표준
- 고객서비스 표준(고객의 불만신고 처리 등 포함)
사. 가맹점 점포장소 선정 지원
가맹사업자는 자체 목표와 업무상태, 고객포지션, 상권분포, 도시계획 및
지원능력 등 요소를 감안해, 확장 목표도시, 목표도시 내 점포 수, 직영점과
가맹점의 비율, 각 상권 진출전략, 점포장소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계획한다.
일부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점포장소를 선정 할 때,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전문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포장소 선정을 위한 핵심 요
소는 목표지역의 유동인구량, 경쟁상황, 업태 포화도, 교통상황, 유동인구
의 배경 및 소비습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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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외식업체들은 점포장소를 선정할 때, 업계인사의 노하우나 업계
내 유명 기업들의 점포 분포를 참고한다. 예를 들어 다냥수이자오(大娘水
饺)는 맥도날드 점포 부근에 점포를 개설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가 명성만큼이나 점포장소 선정에도 노하우가 풍부하고 평가시스
템도 확실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다냥수이자오는 맥도날드와 소비층
까지 비슷해 경영 노하우를 빌려 오되 전략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외식업체들은 점포장소를 선정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
단하다. 그들은 점포의 주변 환경과 일정 규모의 유동인구량만 충족되면
된다. 그밖에, 실력이 강하지 않은 외식업체들은 점포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점포장소의 선택 여지도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상업지구, 학교부근,
병원부근, 청소년 커뮤니티 부근 등 주요조건에만 충족되면 된다.
아. 가맹사업자의 가맹점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은 시장조사와 연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광고 및 판촉계획,
광고 및 판촉 비용관리 등을 포함한다.
가맹본부(가맹사업자)는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을 지원한다. 가맹
점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홍보비용은 자체 부담하고 본부는 판촉
전략과 마케팅방안을 지원한다. 가맹점이 단독으로 판촉활동과 광고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부의 서면 동의를 거치고, 본부의 지
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본부에서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 홍보활동(기업광고, 영업 방면
의 광고홍보 등)을 실시할 경우, 가맹점과 본부는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
비율에 따라 광고 홍보비용을 분담한다.
외식업체 가맹점을 방문해 본 결과, 그들은 브랜드 본부와의 관계를 상
당히 중시하며 본부에서 주최하는 가맹점 경영기술 노하우 교류회, 기술훈
련 활동, 가맹상 총회 등에 적극 참여한다. 그 외에도 그들은 자주 본부책
임자를 비롯한 감독 및 지원팀과의 교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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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원 훈련
프랜차이즈 경영이 외식업체의 대세가 됐다. 그래서 신입직원에게 표준
화된 훈련은 필수 과정이다. 직원훈련은 본부훈련과 분점실습 등 2개 부분
으로 나뉜다.
본부는 신입직원들의 포지션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관리 인력과 기술 인력에 대한 훈련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주방훈련에서는 라면기술과 음식조리 기술 등을 지도하며, 훈련기간은 대략
15일 정도다. 훈련방식은 점포견학, 강습, 실습, 최종 심사 등으로 나뉜다.
점포 경리에 대한 훈련은 주방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문화, 관리
과정, 서비스특색 훈련이 위주이며, 훈련기간은 1주일 정도다. 훈련방식은
일대일, 일대 다수의 강습, 최종 심사 등이 있다.
종업원에 대한 훈련은 주로 각 점포의 경리가 자체적으로 안배하며, 훈
련 내용은 서비스 예절, 음식지식, 서비스 과정 및 기타 주의사항 등을 포
함한다. 훈련방식은 일대 다수의 강습과 시범, 실습, 최종 심사 등이 있다.
◦ 훈련비 수취 기준
- 개업 전 훈련: 개업 전 훈련은 간부훈련, 신입사원 훈련 등을 포함하며
현재 기본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
- 개업 후 훈련: 개업 후 훈련은 브랜드 풍격과 판매상품의 품질, 점포운
영 방법, 영업방법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본부에서 지정
한 직원, 점장 및 가맹점 책임자는 반드시 본부의 지속적인 지도와 훈
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형식은 본부에서 규정한 각종 정례모임, 임시회
의, 교육, 연수 및 수시로 열리는 각종 학습회 등을 포함한다. 관련 회
의 및 훈련 참가비는 가맹점에서 부담한다.
- 설비유지보수비: 점포에서 설비를 구매할 때 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자
체 결정하며, 설비비용과 설비유지 보수비는 점포에서 자체 부담한다.
◦ 가맹사업자의 가맹점 지도
감독 내용은 가맹점의 직원, 환경, 설비시설 등 자원상황, 영업액 및 이
윤 등의 점포실적, 고객 만족도, 상품 및 서비스 수준, 운영의 규범성, V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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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응용 및 브랜드 이미지 보호, 소재 상권의 상황 및 점포의 경쟁력
등이 포함된다.
감독방식은 주로 점포방문, 제3자 정탐, 지역회의, 소비자 피드백 등이다.
그 밖에 통계기술 즉 재무재표, 보고 등 수치정보를 이용해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
차. 물류관리
물류 배송: 마란라면(马兰粒面) 외식회사는 주재료인 국물재료를 반드시
회사에서 배송할 것을 요구한다. 면의 품질과 맛의 통일을 위해서이다. 국
물의 유통기한은 10일이다. 점포는 매주 필요한 양을 파악해 일주일 전에
전화로 주문하면 본부에서 배송하고 면과 쇠고기는 통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에서 자체 구매할 수 있다.
마란의 배송시스템은 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화 운영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목표 하에 과학적인 연구개발과 전문적인 기술을 이
용하여 란저우(兰面) 마란 조미료 생산업체, 친황다오(秦皇岛 부대식품 생
산업체를 구축했으며, 마란 체인점의 전용 조미료와 보조자재를 제공한다.
아울러 브랜드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고 사회자원의 협력을 통해 생산 상품
과 식품이 상점,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공간을 적
극 개척해 더 큰 발전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 외식체인업체 마란라면의 배송서비스는 제3자 물류업체가 아닌 회
사의 배송센터에서 직접 책임진다. 매주의 국물재료 소비량에 따라 보통
주 1회 정도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재료를 보충한다.
회사는 마란라면 체인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화 관리를 채택했
으며, 마란회사는 강력한 물류배송센터를 구축했고, 전자정보시스템의 수치
전송을 통해 전문배송차량이 상품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각 체인점으로 배
달한다.
카. 정보화 경영관리
현재 중국 토종 외식업체들이 대부분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있어 정보화
수준이 비교적 낮고 정보화 서비스 상품도 초보적인 것들이다.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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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해서는 POS기와 서버 등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설비는 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의 수작업운영시스템에 드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다수의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인력을
고용하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중국 토종 외식업체의 음식 주문시스템은 외식정보화의 주요
상품이다. 음식 주문시스템과 재무시스템, 사무 시스템 간에는 호환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토종 외식업체가 정보화 구축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가 됐다.
하지만 중국 토종의 대형 중식 패스트푸드 체인업체들이 점차 B2B와
B2C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음식주문 사이트를 구축
하여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컴퓨터 접속전송시
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ISO9001:2000, ISO4001 및 HACCP 등 3가지 시스템
을 도입해 상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했다. 이러한 대형 외식체인업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관리시스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점포마다 동일한 음식주문, 재무, OA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줄였으며 이를 통해 점포의 관리와 서비스의 동질화
를 실현했다. 동시에 각 점포는 본부와 연결할 수 있는 ADSL과 전용선 등
을 자체 설치하여,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본부에 업무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본부는 점포와의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과 EIP 기업용
포탈을 구축하여 정보의 원활한 전송과 시효성을 확보했다.
* 참고: 중국 토종패스트푸드 체인외식업체 5분 음식주문 시스템
중국 토종의 외식업체가 IBM사 및 홍콩 스통회사와 협력을 통해 본점에
선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한 본점에서는 20대의 IBM SurePOS500
단말기, 15대의 POS400 단말기, 2대의HP4150 컴퓨터, 18대 엡손 230
주방전용프린터기, 4대 IBM eServer x335 서버, 2대의 24口D-Link 교환기,
4대의 배선반, 1대의 2000VA의 APC UPS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했고, 소프트웨어는 홍콩스통의 외식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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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량

IBM SurePOS500단말기

20대

POS400단말기

15대

HP4150컴퓨터

2대

엡손230 주방전용프린터기

18대

IBM eServer x335서버

4대

24口D-Link교환기

2대

배전반

4개

2000VA의APC UPS

1대

홍콩스통의 외식관리 소프트웨어

1세트

종업원이 음식주문 단말기로 주문을 받으면, 각종POS기를 통해 주문정보
가 주방으로 전달되며, 서버는 주문음식의 종류별로 주방 프린트기에 필요
한 음식을 인쇄한다. 이를 통해 홀과 주방간의 정보전송 속도가 빨라졌다.
아울러 카운터의 판매기록을 통해 주방에서는 수시로 재료 소모 상황을 파
악하여 즉시 재료를 보충한다. 그 밖에 재무는 POS기의 수치에 근거해 판
매 수치를 통계하고 대조 할 수 있다.
음식주문, 재무, OA 등 응용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가동된 후, 종업원은
동일 규모의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점포 보다 50% 이상이나 줄
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점포의 운영원가를 높여 소비수준이 높은 중 고
급 고객시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2선도시의 중고급 외식시장이 항상 고
객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선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졌더라도 고객이 많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베이징 아시안게임 선수촌 점에서 영업했던 한 체인 외식업체는 2년간은
경영상황이 좋았으나 그 후로는 개업 초기에 문전성시를 이뤘던 손님들이
점차 줄면서 결국 소리 소문 없이 폐점했다. 이 업체의 실패원인은 베이징
의 고급 외식업체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단일 점포
로 면적이 2만㎡에 달해 너무 크고 이에 상응하는 원가 지출이 컸다. 하지
만 베이징 아시안게임 선수촌점의 1인당 평균 소비는 80-120 위엔으로 당
시 베이징의 일반 소비자들의 외식소비 수준보다 높아 손님이 많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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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으로 대규모 단일 점포는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이 점포는 소비
자들의 주차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베이징 아시안게임 선수촌 점의 경영실패는
잠재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맹목적으로 단일 점포의 규모를 키우게
되면, 설령 완벽한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현재 이 회사의 체인가맹조건을 보면 A급 도시는 영업면적을
600-1200㎡, B급 도시는 400-600㎡로 규정하고 있다.
타. 자금투자 및 납세
마란라면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19.8만 위엔이며, 둘째 해부터 매년 8만
위엔의 로열티만 내면 된다. 일체 다른 비용은 없다.
가맹비는 체인점 점포 장소 선정 및 평가, 체인점 외부 설계, 점포 내 평
면설계, 인테리어 표준, 경영관리, 상품가공 등 문서, 체인점 경영 및 기술
교육, 개점지도 및 첫해의 상표, 상호, CI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파. 외식업체 경영원가비용 및 납세
외식업체의 비용지출은 주로 관리비용 및 광고홍보비용, 재무비용 등이
다. 각 생산기지의 생산비용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식업은 자체 특성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이 정액세로 과세되며 매출액이 비교적 적은 점포는 월 몇 백 위엔의 고정
된 세금을 납부한다. 본부는 영수증 발급 상황에 따라 5.5%의 영업세와
25%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보통 탈세방법은 영수증 발급을 줄이고 원가를 늘리는 것이다. 일부 외
식 체인업체는 단일 점포의 판매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납세도 비교적 복
잡하다. 보통 중국시장의 외식체인업체는 보통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거래세까지 내야 한다.
◦ 증치세(부가가치세)
상품 판매, 가공 및 수리, 용역제공, 화물 수입 등에 종사한 단위 및 개인
이 벌어들인 증치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징수하는 세금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설비와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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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간의 상품 판매행위로 간주하여, 증치세 징수범위에 포함됐다. 그밖
에 가맹사업자가 가공 및 수리, 화물을 수입하는 것도 납세 범주에 속한다.
현행 증치세 제도는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 규모와 회계정산수준 등 2개
표준을 근거로 삼고, 증치세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나
뉜다. 이 두 부류의 납세자들은 징수방식이 다르다. 일반 납세자는 규정된
세율에 따라 (기본세율 17%, 낮은 세율 13%, 수출화물은 대부분 0% 세율)
징수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간단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4~6%를 통일적으로 징수한다. 그 중 상업기업의 소규모 납세자는 세율이
다소 낮은 편이고, 상업기업 이외의 기타기업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 소비세
만약 생산형 가맹사업자라면 생산하는 상품이 소비세 징수의 범위에 속
하며, 현행세법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한다.
소비세: 중국 국내에서 과세 소비품을 생산 및 위탁가공, 수입하는 단위
와 개인에 대해 매출액이나 소비수량에 따라 특정한 단계에서 징수하는 세
금이다. 징수대상은 소비자이다.
소비세 징수범위 참고표준은 2006년 3월 중국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
한 <소비세 정책 조정 및 보완에 관한 통지>법규이다. 주요 소비품은 담배,
술, 화장품, 값비싼 장신구 및 보석, 완성유, 자동차, 유람선, 원목바닥 등
이다. 소비세 세율은 10가지로 나뉜다. 최고 세율은 45%, 최저 세율은 3%
이다. 담배 및 술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화장품과 값비싼 장신구 및 보석이다.
◦ 영업세
중국 현행 거래세 징수의 기본원칙에 따라 프랜차이즈 소득은 영업세 징
수 범위에 속하며,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제공하고 수취한 개시지
급금, 가입비, 훈련비, 권리금, 부대비용, 로열티 및 관리서비스비용 등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한다.
영업세는 영업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세목세율이
정해져 있다. 현재 중국 영업세 세율은 3~20%까지 차등적이다. 그 중
교통운송업, 건축업, 체신통신업, 문화체육업은 3%, 금융보헙업,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는 5%, 오락업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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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 기업이 벌어들인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을 징수하는 세
금이다. 납세자의 소득총액에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등 지출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연간 징수와 분납 징수의 관리 방법을 적
용하고 있다.
징수대상은 납세자가 벌어들인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소득이다. 기타 소
득은 납세자가 벌어들인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양도 등 각종 자산수익
과 로열티 등을 포함한다. 또 납세자가 정산을 끝낸 정산소득도 기업소득
세 징수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 세율은 18~33%이다. 과세소득액이 참고 표준이 된다.
◦ 중국 프랜차이즈 납세방식
<체인업체 점포의 독립 정산 및 독립경영의 납세방식>
중국 시장은 지역보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맹사업자들
은 주로 각지 점포를 지역으로 분할해 세금을 납부했다. 즉 본부(가맹사업
자)에서 각 지역 시장에 분공사를 설립하고, 단독으로 등록하여, 분공사가
소재 지역의 체인점포를 관리했다. 분공사는 납세지역내의 경영조직으로
독립적인 납세 개체이다.
이런 납세방식은 지역 세무 징수 부문의 편리를 위함이며, 지역 세무 수
익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체인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업무규모가 확대
되면 상응하는 납세원가, 기회원가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
에 크게 영향을 미쳐 체인업체의 존재의미에 위배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지사 기구에서 자재를 공동 배송하는 배송시스템은 거래 당사자 간에 증치
세 영수증을 상호 발급하여 탈세를 초래했으며 상당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사라지게 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중국의 실제경제생활 속에서도 보편적
으로 존재하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 세무제도 개혁은 체인업체의 점포와 본부가 통일적으로
정산하고 통일적으로 경영하는 납세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즉, 본부의 지도
하에 통일적으로 경영하며, 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부에서 공동구
매배송 및 정산, 규범화 관리를 실행하며, 은행결산계좌와 재무재표 및 장
부를 개설하지 않고 본부에서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를 통일적
으로 납부한다. 이러한 방식은 체인 업체의 통일적인 납세를 편리하게 했
중국

79

고, 원가를 줄었으며 세무기관의 징수도 편리해졌다. 하지만 지방세무 기관
의 수익이 줄어 지속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
프랜차이즈는 세수 정책상 자영체인과 달라,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을 함께 신고하고 납세보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없으며, 각 가맹사업자
가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하. 외상(外商)투자 프랜차이즈 현지화
외상(外商)투자기업들이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화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 상품의 현지화: 외상(外商)은 중국을 상품생산기지로 여길 뿐만 아니
라 중요한 판매시장과 이윤의 근원으로 본다. 투자 동기는 이미 자
원 추구에서 시장 추구로 변했으며 상품의 현지화는 투자 주최국
시장을 점령하고 적응하는 데 필연적인 과정이다.
- 경영의 현지화: 고급 관리자를 중국인으로 기용한 다국적기업들은 중
국시장에서 실적이 현저히 상승했다.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중국
기업들은 중국인 경리가 외국국적의 인력을 대체해 시장을 장악케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가 됐다.
- 자재구매와 설비의 현지화: 예를 들어 KFC는 이미 원료의 100% 가까
이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월마트와 까르푸도 상품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 브랜드전략의 현지화: 상당수의 브랜드가 현지화 전략으로 주최국에
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 연구개발센터의 현지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설립한 연구개발센터
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 2년 외상(外商)들이 중국에 투자해 설
립한 연구개발센터는 200개씩 늘었다. 프랜차이즈는 성공을 복제하
는 상업방식이지만 성공적인 상업방식을 완전히 복제할 수는 없으
므로 현지시장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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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지에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 프랜차이즈 분석
가. 지샹훈툰(吉祥馄饨)
상하이 스하오(世好) 외식관리유한공사는 10년 전 3명의 젊은이들에 의
해 창립되었다. 초기에 상하이 런민루(人民路)에 지샹훈툰(吉祥馄饨) 1호점
을 오픈했다. 1999년 5월에 상하이스하오외식관리유한공사(上海世好餐饮管
理有限公司)가 설립, 산하에 중식 패스트푸드체인브랜드 지샹훈툰이 있다.
10여년 동안 지샹훈툰은 크기가 크고 국물이 진하며 속이 맛있다는 장점으
로 전국 40여개 도시의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다.
현재 발전규모: 전국40여개 대·중형도시에 체인점 1000여개를 오픈했으
며, 화동（华东), 화중（华繇), 화남（华南), 화북（华北)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상하이가 중심이다. 최근 영업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위엔)
1999년

2001 년

2003 년

2005 년

2007 년

2008 년

175만

3113

5445

13498

35214

53150

자료: 기업조사

회사는 현재 40명의 중고급 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3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전문팀이 상품개발, 생산, 시장,
마케팅, 재무 및 행정을 주도하며, 전문적인마케팅컨설팅회사를 초빙하여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롄종즈다（联纵智达)와 전략적인
합작을 통해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사오홍겅기획기구(邵
宏庚策划기构)와 조인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일본 국
예수도(国誉寿都) 설계회사와 협력해 점포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능을 향상
시켰다.
회사의 상품원료는 지샹(吉祥)의 중앙 공급식 주방에서 공동 생산하여
전 과정 항온냉장의 콜드체인배송시스템을 통해 영업 개시 전에 각 점포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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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장소 선정기준
첫째, 대학, 대형 병원, 대형점포 부근-유동인구가 많고, 배달을 시키거
나 식당에서 사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 오피스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량도 많다. 셋째, 청소년 커뮤니티 지역과 상업가 또
는 중학교 부근-주민들이 대부분 샐러리맨들이어서 배달량이 비교적 많고
청소년 커뮤니티 지역은 주말이나 점심과 저녁에 매출액이 안정적이다.
투자비용
(단위:만 위엔)
계약기한
개시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비
광고비
단일점포 예상투자액

2 년
0.5
0.5
0.5
0
3-5

나. 용허더우장 (永和豆浆)
용허더우장은

중국

타이완홍치용허식품유한공사(奇永和食品有限公司)가

1985년 타이완에서 창립한 브랜드다. 1997년 중국 대륙에 진출했다. 높은 기
술과 품질을 위시한 용허더우장 외식체인점은 이미 중국에서 중식 패스트푸
드업계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됐다. 2005년 ‘용허캐릭터’상표는 중국유명상
표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중국 가맹체인점이 300여개에 달한다. 중국본부는
상하이 푸둥신취 가오커시루(高科西路) 1862호 와이마오(外贸)건물에 있다.
산하에 타이완공장, 동북대두콩가루공장(흑룡강 (黑龙江同江)), 화북회사(천진
(天津)), 서북분공사(시안（西安）), 화남판사처(선전（深圳))를 두고 있다.
2000년부터 홍치식품은 중국 각지로 파고들었으며, 지역체인경영을 통해
수권경영 및 체인가맹자들에게 브랜드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것이 성공 포
인트가 됐다.
◦ 중국 내 가맹점 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5

60

100

150

200

248

300

380

자료: 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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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더우장 브랜드 가맹조건
- 자가 점포를 구비하고 면적은 150-300㎡
- 자가 점포가 없는 가맹자는 임대 계약기간이 최소 3년 이상
- 가맹점은 적어도 1~2명의 전문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
- 가맹자는 적어도 80-100만 위엔의 투자자금이 있어야 한다.
◦ 용허더우장이 제공하는 경영지도 내용
- CIS브랜드 이미지 식별 시스템(표준상표표기, 점포 내부인테리어,
점포간판 및 유니폼 등)
- 제작과정 및 하드웨어 설비 계획(점포 내 동선계획, 표준주방계
획, 주방 하드웨어설비계획, 식사구역설비계획 등을 포함)
- 점포 전시를 위한 홍보 계획 (간판, 포스터, 전단, 점포 내 설계
등을 포함)
- 자재 공급배송
- 경영관리제도 계획 (상권평가, 인력자원, 조직관리, 제작과정, 재
고관리, 재무 및 현금관리, 관리정관 등을 포함)
- 점포업무 노하우 지도 (점포 오픈 지도, 점포노하우 관리, 유지보
수 등 포함)
◦ 가맹비
구체적인 가맹비 내역
항목

비용
（만위엔）

설

명

용허더우장은 가맹점운영권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상표
표지 및 경영기술자산을 사용토록 허락한다. 가맹점이 일
시불로 지급하며, 가맹점운영권 및 상표사용권, 경영기술자
산사용권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계약기간은 3년이다.
가맹자 및 가맹점이 가맹계약과 약정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비용.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을 하지 않고 계약위반사항과 대금 체불사항이 없을 경우
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한다.

가맹비

20

보증금

10

훈련비

4

15명의 직원에게 30일간 교육을 시킴(숙식과 유니폼 포함)

설계비

2

가맹점의 인테리어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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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
(만 위엔)

실사비

0.5

실비로 정산하여 남으면 반환하고 모자라면 더 요
구한다(명세서 첨부).

권리금

5만/년

가맹자가 매년 계약에 따라 용허더우장 본부에 지
불하는 권리금은 가맹점운영권, 브랜드, 경영기술자
산을 계속 사용하는 비용으로 삼는다.

인테리어공사비

18

장식비

5

설비비용

15-20

개점비용

2

설

명

실비로 정산한다.
아크릴 네온간판, 용허캐릭터, 가격표 네온간판, 간
판, 포스터, 장식그림, 실내실사 등을 본부에서 제
작해 제공한다.
주방설비, 에어컨, 의자, 테이블, 카운터 계산기, 유
니폼, 컵, 그릇, 젓가락, 식품자재 등 용품
영업허가증, 소방허가증, 위생허가증 등 허가

가맹비, 보증금, 임대 및 보증금, 인테리어공사 및 생산도구, 광고간판비
용 및 식품자재비용 등을 포함한 총 투자비용은 대략 101만 위엔이다.
용허더우장은 지역별 차이를 감안해 가맹점을 3등급으로 구분했다.
- A급 가맹점：250㎡이상，초기투자는 약 100-120만 위엔
- B급 가맹점：180-250㎡，초기투자는 약 95-110만 위엔
- C급 가맹점：180㎡이하，초기투자는 약 75-80만 위엔
◦ 단일 점포 투자손익 및 회수분석
항목

점포

점포

점포

점포면적

150-250㎡

150-250㎡

150-250㎡

전기 총투자

1010000

1010000

1010000

일일 영업액

13000

10000

8000

월 매출액

390000

300000

240000

상품 원가

128700

99000

79200

매출 총이익

261300

201000

160800

영업비용

195000

150000

120000

예상순이익

66300

51000

40800

15

20

25

투자회수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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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센종린(仙踪林)프랜차이즈
◦ 가맹상황
- 점포장소 : 가맹점이 스스로 찾거나 혹은 본부가 점포장소 선정에 협
력하며, 본부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점포장소를 평가하고 확인한다.
- 점포면적 : 200 ㎡ 정도
- 계약기간 : 3년
- 권리금 : 20만 위엔（일시불 완납， 화남(华南)지역 제외）
- 보증금 : 10만 위엔
◦ 가맹점 권익 및 가맹점운영권 사용
- 신상품 제공 및 시장 보급 지원
-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공
- 상품제작기술 전수
- 브랜드 이미지 식별 및 표지 계획
- 전 방위적 기술지원
- 점포계획
-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훈련
- 상품자재 구매 및 공급
- 생산도구의 계획 및 구매
- 판촉활동 지도
◦ 가맹조건
- 본부의 상표, 운영방식, 상품을 인정해야 한다.
- 센종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자금 및 재무상황이 건전해야 한다.
-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가맹점 책임
-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비와 보증금 지불한다.
- 본부에서 제공하는 자재 외에 다른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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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불한다.
- 매일 본부에 매출액을 보고한다.
- 본부의 상품을 판매하되 임의로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 본부의 홍보판촉활동에 참가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홍보상품을
전시해야 한다.
- 본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시험에 통과해야
개업 할 수 있다.
- 개업 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고객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점포 내에서
마작, 음주, 장기, 촬영 및 외부음식의 반입을 금지한다.
- 신규 점포는 개업 후 반드시 본부에서 파견한 점장이 1년간 위탁관
리하고, 이 기간 동안 점장의 월급 및 거처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 무료 서비스
- 개업지원(상하이 이외의 지역은 제외)본부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신
규 오픈 할 점포에 상주하면서 개업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 개점에
필요한 설비, 규격명세 및 공급업체 자료를 제공한다. 가맹점의 개
업식 준비에도 협조한다.
- 점포운영 관리업무 지도
- 점포 자재주문, 창고관리 및 점검 작업 지도
- 정기적인 교육 및 자료 제공
- 종 운영매뉴얼 제공 및 정기적인 수정
- 정기적인 점포 기능 점점
- 신상품 개발-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신상품 개발 및 제작방법 제정,
가맹점의 신상품 보급에 협력한다.
- 각 지역을 정기적으로 시장조사 하여 시정관보 및 동종업계의 현황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 정기적인 홍보판촉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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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커(街客)
제커（JACK HUT）는 상하이에서 탄생한 브랜드이다. 제커는 유명
브랜드 ‘상하이삐펑탕찻집 (避风塘茶楼)’에서 2003년 정식으로 성립, 5년
만에 ‘신선함, 음료, 테이크아웃’이라는 독특한 소비관념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었다. 전국20여 개 성에서 체인가맹점을 개설했다.
◦ 제커의 장점
신선한 상품, 저렴한 가격, 가장 우수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상하이에
서 글로벌 구매를 실시하고, 전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공동 배송된다. 저렴
한 가격을 고수해 신선하고 건강한 소비관념을 선도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서비스와 현대적인 마케팅-즉석제조판매, 테이크아웃 등 인간중심의 서비
스,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시장출시, 대형오락 활동 협찬, 명절판촉, 네트
워크 보급 등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각 점포에 꾸준히 판매 노
하우를 제공한다.
◦ 가맹 장점
저렴한 투자, 높은 수익, 가맹비 2만 위엔을 지불하면 3년간의 브랜드 가
맹점운영권, 점포이미지설계, 교육, 개점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계
적인 지원, 장기적인 지도, 다년간의 체인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포장소
선정부터, 개점, 직원 모집 및 교육,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가로부
터 지도 받을 수 있어 표준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점포 방문, 품질 및 서비스 관리, 교육지도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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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자 가맹업체 운영분석
2-1 파파존스 가맹사업 방식 분석
가. 파파존스 본부 소개
파파존스(PAPA JOHN'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이
다. 1998년 멕시코에 해외 첫 분점을 개설하고 10년도 되지 않아 중국, 한
국, 인도, 영국, 러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등 국가에 350여개에 달하는 해외
분점을 설립, 그 맛과 전문적인배달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을 확보하면서
세계 3대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하나가 됐다. 2003년 10월 파파존스
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 100여개 가맹점을 개설했다.
파파존스는 중국 내에 베이징 파파존스외식발전유한공사 (北京棒约翰餐
饮发展有限公司), 상하이파파존스외식관린유한공사 (上海棒约翰餐饮发展有
限公司) , 선전파파존스외식관리유한공사(深圳棒约翰餐饮管理有限公司) 등
3개 회사를 투자 설립했다. 그 중 베이징본부는 독자회사, 상하이와 선전본
부는 합자회사 형태다. 3개 회사 중 베이징본부는 베이징(北京), 톈진（天
津）, 화북（华北）시장 및 직영사업을 책임진다. 상하이본부는 지역가맹본
부로 화동（华东）6개성(省), 호북（湖北）장쑤(江苏）, 저장(浙江）, 상하이
(上海）, 푸젠(福建）, 산둥(山东）,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
北）)가맹시장을 책임진다. 선전본부는 화남(华南）및 서남(西南）(주로 선
전（深圳）, 광저우（广州), 충칭（重庆）, 창사(长沙）, 쿤밍(昆明）, 청두
(成都）등)의 가맹시장을 책임진다.
나. 본부의 조직구조
파파존스 세 본부의 부서 배치는 거의 같으며, 모두 운영부, 기획부, 구
매부, IT부, 건설부, 인사행정부, 재정부, 시장개발교육부, 신상품 개발부 등
부서를 두고 있다. 베이징본부는 직영사업만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시장
은 개척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맹부는 상하이와 선전 본부에만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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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파파존스 조직배치도
아태지역본부

베이징본부

상하이본부

북경공사

상해공사

營

金

菜

I

營

运

划

购

T

建

部

部

部

部

部

人
事
行
政
部

신천본부

심천공사

財
務
部

市
場
開
發
部

培
训
部

新
品
开
发
部

加
盟
部

다. 주요부서 직책 소개
핵심부서는 운영부, 시장기획부, 건설부, 시장개발부 등이다. 각 부서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 운영부
운영부에는 지역매니저, 구(区) 매니저, 가맹점 매니저 등이 있으며, 고객
서비스부를 관리한다. 구체적인 직책은 아래와 같다.
- 가맹점의 각종 보고서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계획하고, 운영상을 체크한다.
- 가맹점의 관리직원 훈련 및 업무심사, 임금심사 등을 감독 책임진다.
- 관리직원의 훈련 계획 및 실적평가지침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 고객서비스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가맹점 전체 관리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다.
중국

89

- 영업액, 이윤, 인력발전방안을 분석해 가맹점의 장단기 목표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 가맹점의 상권범위를 설정하고 비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상권의 주요
경쟁상대 및 고객자원을 확인한다. 가맹점의 품질, 서비스, 청결 표
준을 관리하고 연간영업목표 및 판매지표를 달성한다. 가맹점 관리
팀 및 서비스팀의 상호보완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인사, 근무스케줄,
상품주문 등 외식 관리시스템을 책임진다.
◦ 고객서비스부 직책
- 고객을 100%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모든 가맹점)과의 소통을 책임진다.
- 모든 가맹점의 주문을 출력한다.
- 가맹점의 긴급 주문과 주문변경을 통계한다.
- 매출 주간재무재표를 작성하고 매주의 운영재무재표를 통계한다.

◦ 시장기획부 직책
시장기획부에는 시장기획총감사, 매니저, 기획주관 등을 두고 있다. 구
체적인 직책은 아래와 같다.
- 브랜드 보급, 시장보급, 매체운영, 시장연구 등 업무를 책임진다.
- 시장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광고기획 및 매체운영 메커니즘을 숙지한다.
- 지역 시장 활동을 조직, 기획, 실행한다.
- 경쟁상대 조사 분석과 고객피드백 조사, 시장연구계획 수립 및 실행
을 통해 관련 부문에 시장분석정보를 제공한다.
- 정부, 관련부문, 매체 등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매체와의 교류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한다.

◦ 건설부 직책
건설부에는 매니저, 주관이 있으며, 구체적인 직책은 아래와 같다.
- 본부와의 내부 기획 및 외부협조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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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 공급채널관리, 인테리어 업체를 관리 책임진다.
- 건설 기준을 최적화한다.
- 가맹점 건설 중 직면하게 되는 기술, 연계 등 문제를 해결하고, 평상
시에는 가맹점의 유지보수 및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 시장개발부 직책
- 담당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개발전략과 네트워크계획에 따라 상권
내에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 성장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역에 대한 협상
작업 및 관련 과정을 책임지며 연간 시장 개발 목표를 달성한다.
- 출점장소에 대한 각종 자료준비 및 계약체결을 완성한다.
- 건설부, 운영부와 협력해 개점을 준비한다.

라. 파파존스 피자 프랜차이즈 모집
현재 파파존스는 상하이본부와 선전본부에서만 프랜차이즈를 실시하고 있
다. 그 중 가맹도시는 주로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广州）이외
의 기타 2선 중점 도시와 중서부지역의 성(省)의 수도 및 연해지역의 미발달
도시이다. 상하이 파파존스 외식관리유한공사(上海棒约翰餐饮管理有限公司)
의 가맹개발지역은 화동 7개성(省)과 1개 시(市) 이다 (상하이시(上海市）, 장
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산둥성(山东省）, 푸젠성(福建省）, 후베이
성(湖北省）, 안후이성(安徽省）, 장시성(江西省）).선전회사(深圳约饮 는 화
남(华南), 서남(西南）지역가맹을 책임지고 있다. 파파존스외식관리유한공사
(棒约翰餐饮管理有限公司）는 중국에 140여개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했으
며, 매년 30여개씩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파존스는 네트워크망, 브랜드광고, 가맹사업전람회참가 등을 통해 가맹
점 모집 정보를 발표한다.
파파존스 가맹점 자금투자: 투자자 개인의 유동자금이 400만 위엔 이상
이 돼야 한다. 가맹점이 파트너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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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자금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가맹협의는 우선 계약기간을 5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후 5년간 재계약이 가능하다. 회사는 은행과 공동으
로 투자자의 자금력을 심사한다. 400만 위엔은 다음과 같이 쓰인다.
표 :파파존스 프랜차이즈 단일 점포 투자비용
항목

비용

1

프랜차이즈 방식

단일점포 가맹

2

건설설비 및 기간관리비(실제면적 200㎡ 표준점)

약 180만위엔(R&D)

3

계약 기간 5년

재계약 5년 가능

4

가맹금(기초투자)

40만위엔(RMB)

5

구매보증금(기초투자)

30만위엔(RMB )

6

가입비(개점 2주전 일시불 지급)

1.75만($)

7

로열티(매달 단일 점포 세전 매출액비례)

7%

8

글로벌 광고비(매달 단일 점포 세전 매출액 비례)

0.5%

9

시장광고비
(매달 단일 점포 세전 매출액 비례)

6%

참조: 가입비는 가맹점 개점 시 반드시 미국본부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가맹점이 별도로 신규 가맹점을 개점 할 때도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파파존스가 수령하는 시장광고비 6%는 주로 아래와 같이 쓰인다.
- 6-8주 동안 실시하는 판촉활동 관련 홍보물품 및 설계비용
- 관련 홍보물품(포스터, 전단, 스티커, 테이블 명패, 접시받침종이 등)
제작비용
- 배달회사 배달비용
- 매체홍보비용(신문잡지광고, 라디오광고, 연합활동, 인터넷광고, TV
광고 및 신문발표회 등)
- 단일점포의 LSM 활동
- 판촉 우수팀 격려
가맹부는 가맹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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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다.
- PAPAJOHN’S의 기업문화 및 경영관리이념을 인정한다.
- PAPAJOHN’S사와 공동으로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브랜드의 지속적
인 경영을 도모한다.
- 투자자금이 충분하다.
- 서비스업에 헌신적이다.
- 전과기록이 없으며 신용기록이 양호하다
- 이전 관리경험이 양호하다.
- 본부의 교육과 관리를 수용할 수 있다.
- 기존 점포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가맹에서부터 시범 영업까
지 심사. 점포장소가 확정되면 설계사의현장답사에서부터 시범 영업
까지 보통 10주 정도 걸리며 구체적인 시간 분배는 다음과 같다.
항목

시간(주)

1

설계도면완성 및 확인

3-4

2

인테리어및 설비설치테스트

6-7

3

관리자 교육

12

4

직원 교육

4

마. 파파존스의 가맹점 지원
- PAPA JOHN’S의 <운영표준매뉴얼>과 기타 관련 교육자료 제공한다.
- 관리팀에게 3개월간의 점포 내 교육을 제공하고 인증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 가맹점매니저의 지도기술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한다.
- 직원을 파견해 개점 운영업무에 협력한다.
- 직원을 파견해 내 외부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결과를 보고한다.
- 점포 장소 선정을 교육하고, 점포 장소 선정 평가확인에 협력한다.
- 부동산 계약 협상 기술 및 주의 점을 지도한다.
- 모든 물품의 공동 구매 및 배송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보
장하여 가맹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한다.
- 전문 마케팅팀이 6-8주 동안 기획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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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키운다.
- 단일 점포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점의 직원 모집, 관리, 격려 업무를 지도한다.
- 가맹점에 신상품 보급 교육을 실시한다.
-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윤 증가에 대한 분석을 협조한다.

바. 파파존스 가맹점 교육 내용
파파존스는 가맹점 관리직원 4명에게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
게 되는 직원들은 3개월 내에 각 파트별 직능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파파
존스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파트별 기능
- 당직관리
- 근무배정
- 물품주문
- 직원 모집
- 단일 점포 마케팅
- 원가관리 및 판매 향상
- 점포장소 선정 개발 요령 교육
- 부동산 계약 협상 기술

사. 가맹점 감독 및 관리 내용
- 본부의 각종 판촉활동에 참가한다.
- 본부에서 모든 물품의 배송업무를 책임진다.
- 가맹점 재무는 독립적으로 정산한다.
- 비정기적으로 일부 가맹점 직원을 선별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
- 가맹점의 공급망을 조사하고, 물품의 입하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하
며, 품질이 나쁜 상품이 좋은 상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다.
- 파손된 설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책임지고 보수하며, 비용은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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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담한다.
- 본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창고상품에 대해 품질(유통기한) 조사를 한다.
- 상품관리는 현장검수와 유통기한 조사를 통하며 본부와 가맹점의
책임을 구분한다.
아. 파파존스 Pizza 회사전략 및 마케팅
파파존스는 중국 소비자들이 피자를 먹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가 되기를 희망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체의 성공을 위한 필수 코스이
다. 가맹사업체는 가맹점 관리와 자금 및 인맥 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
여 신속한 확장과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파파존스는 가맹
점과 동고동락하며 윈윈효과를 거두는 것을 지향한다.
2003년 중국시장진출 이래, 경쟁 상대들과 중복을 피하는 시장전략을 구
사, 체인가맹을 적극 개발했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장했다. 2008년 3월까지
파파존스의 중국 내 가맹점 총 수는 140개에 달하며, 향후 5년 간 100%의
성장속도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로운 대명사가 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파파존스는 피자헛을 겨냥한 ‘공격적 브랜드 포지션’을 전개하는 마케
팅 전략을 구사하였다. 파파존스의 창립자인 존스가 피자헛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해 브랜드 우위를 홍보하였다. 고객들이 주목하는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용해 피자헛의 고객을 유치했고, 브랜드 포지션은 이
같은 스토리가 소문나면서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본부는 정기적으로 (6-8주 단위)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기억하도록 한다. 판촉활동의 순서는 베이징본부, 상하이본부 영업부에서
먼저 판촉계획을 회사 총 매니저에게 보고하면 총 매니저가 다시 아태지역
본부에 심사를 보고한다.
구체적인 판촉활동은 다음과 같다.
- 6-8주 단위의 새로운 판촉활동과 관련된 홍보물품을 선보임
- 단일점포의 LSM 홍보
- 판촉 우수팀 격려
-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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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점포 판촉우수 직원 격려
- 평상시 할인권, 각종 명절이나 연휴 할인이벤트
그 밖에, 파파존스는 회원제를 적극 도입해 회원들에게 상품할인은 물론
대형 행사나 생일파티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업무는 영업부에
서 관리한다. 회원카드 발급비는 10 위엔, 학교에는 15%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배송한다.

자. 물류관리
직영점과 가맹점의 물류배송은 현지 분공사의 물류센터에서 통일적으로
책임지며, 베이징회사, 상하이회사, 선전회사는 모두 물류센터를 구축, 제3자
물류회사가 배송을 책임진다. 보통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는 상품
의 표준화를 위해 중앙 주방을 두고 있다. 각 지구에 냉동고를 설치해 유통
전 과정이 콜드체인(cold chain, 자재 조기경보시스템)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평상시 가맹점 매니저는 식품의 유통기한, 저장상태, 점포의 수요에 따라
자재주문계획을 세우고, ICP시스템을 통해 운영부에 보고한다. 운영부는 공
급시스템의 관리와 매출액 비교를 통해 제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그리
고 자재는 보통 1~3일에 한번 배송한다. 같은 도시의 가맹점끼리 자재교환
이 이루어 질 경우, 운영부에 교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재 수령이 확
인되지 않았을 경우 자재 발송 가맹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배송반경이
지나치게 넓거나 악천후 및 특수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다.

차. 인사관리
◦ 직원모집: 직원은 가맹점이 자체 상황에 맞게 채용한다. 모집루트는 인
터넷사이트 게재, 가맹점 내 모집, 광고모집, 다른 직원의 소개 등이 있
다. 중간관리층이나 종업원은 이직률이 크기 때문에 해마다 직원을 모집
한다. 고급관리직원은 스카우트나 동종업계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채용수속: 입사원서 작성 후 면접 통지, 시험, 입사. 입사직원은 반
드시 신분증명, 호구(户口) 및 학력증명, 건강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회사는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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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모집 수: 가맹점 크기와 매출액에 따라 인원수를 정한다. 직원
과 가맹점은 자체 노동계약을 체결, 국가에서 규정한 보험과 복지
를 제공한다. 직원을 점장, 부점장, 감독, 종업원 등으로 구분한다.
- 입사직원 교육: 단일점포에서는 직원 채용 후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일대일 형식으로 교육한다. 회사의 브랜드문화, 가맹점 및 음식조리
과정을 소개한다. 전체 기술교육과정은 4단계로 나뉜다.
·준비작업
·시범
·실습
·심사교육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총 6일로 정한다. 기타
교육내용은 직장 안전 및 복장차림, 월간 식품안전 및 위생안
전 교육 등이 있다. 불합격 직원에 대해서는 가맹점은 노동법
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직시킨다.
- 임금: 가맹점 직원의 임금은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결정, 주로 기본급
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보
통 종업원 임금은 월 1100~1500 위엔 사이다.

카. 본부 지출비용 및 세수
본부의 일상 지출비용에는 관리비, 재무비, 물류비, 구매비, 광고홍보비
등이 있다.
단일점포의 주요지출비용은 임대료, 수도 및 전기세, 직원임금, 홍보비,
구매원가, 파손 및 마모 등이 있다.
파파존스는 레스토랑업에 가깝다. 납세방식은 단일점포에서 정산하며,
현지의 세수종류와 표준집행에 따라 우대정책은 없다.

타. 파파존스의 경쟁력
◦ 국제적인 대형 브랜드
가맹경영과 관리에 있어 다년간 쌓아 온 성공노하우가 풍부하다. 전문
관리팀과 각 부문 매니저 이상의 인력이 모두 다년간 축적된 국제적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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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 브랜드의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리스크 방어력과 경쟁상
대에 대한 대항능력이 비교적 강하다. 현재 중국시장에서 성장기에 있으며,
브랜드 지명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매출액 성장도 안정적이다. 기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비교해 파파존스는 투자가 적은 반면 수익
과 투자회수가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브랜드의 안전성이 높아 오랫동안
경영할 수 있다.
◦ 기업의 감독 강화
다수의 국제벤처펀드와 컨소시엄주주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브랜드와 기업의 발전 잠재력을 증명한다.
◦ 좋은 토핑과 건강한 피자
일반 피자점과 달리 파파존스는 전문적인 품질통제센터가 있으며, 모든
토핑과 밀가루 반죽 발효작업은 이곳에서 완성된 후 분점으로 배송된다.
더욱 건강한 상품을 제공하기위해 파파존스는 기름에 튀키지 않고 굽고
찌는 방법으로 피자를 만든다.
◦ 파파존스의 독특한 점포장소 선정원칙
대다수 레스토랑브랜드는 번화가에 점포를 개점하여 고객을 확보한다.
하지만 파파존스는 개발지역이나 고급 지역사회에 가맹점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피자헛과 같은 선점 자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근거리에 두고 있어 따뜻한 피자를 빠르게 배달할 수 있어
배달효율과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참고: 파파존스 피자 베이징 직영점
진원점 (金源餐厅)

海淀区远大路 1号金源时代 购ゑ芋喜一层

자리점 (嘉里餐厅)

朝阳区光华路1号嘉里中心商场地下一层

쑤앙징점(双井厅餐)

朝阳区广门外大街1号富力城 一层(双井桥西北侧

쑤저우제점(苏州街餐)

海淀区苏州街3号大恒科技大厦 一层北侧

베이웬점 (北苑餐厅)

朝阳区北苑路42号易初莲花 超市一层

아오터라이스점
(奥特莱祈厅)

朝阳区东西环南路9号 燕莎 奥特莱斯 二期101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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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양점 (远洋餐)

朝阳区八理압西里1号楼辉盛庭 公寓一层A区

오루점 (欧陆餐厅)

顺义区川竺镇榆阳路8号欧陆广场23号

화위점(华燈餐厅)

海淀区中关村南大街2号B座科技会层中心数码大厦

싱제팡점 (星街坊餐厅)

西城区新街口北大街3号星街坊购物中心一层`二层

텐란점 (天竺餐厅)

顺义区天竺镇丽苑街荣和商业中心31号楼

텐통웬점 (天通苑餐厅)

昌平区立汤路186号龙德广场五层

상제점 (尙街店)

北京市朝阳区甘露园南里25号（三期）8号楼首层15
-118号南铺

광안점 (广安门店)

广外大街168号一종一层(天虹商场一层)

왕징점 (望京店)

北京市朝阳区두荣街10号一层01-005A号(沃尔玛超
市一层)

◦ 정확한 시장 포지션
가맹점에서 먹는 것과 배달을 겸하는 탄력적인 경영방식으로 시장생존과
발전공간을 확대했다. 미국에서는 피자를 보통 배달시켜 먹기 때문에 가맹
점에서 먹는 것과 배달을 겸하는 가맹점이 아주 드물다. 하지만 중국소비
자들은 눈으로 직접 봐야 하는 소비습관 때문에 파파존스는 가맹점 내에서
먹는 것과 배달을 겸하는 경영방식을 선보였다. 가맹점은 상품과 서비스,
환경관리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
을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배달은 상품을 제외하고 주문 받는 직원과 배달원에 대한 요구를 높였
다. 파파존스 베이징지역의 예약전화는 4008-88-7272 이다.
◦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관리
공동구매 배송, 엄격한 자재품질 통제, 상품 품질보장, 효과적인 원가관리
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파. 파파존스의 현지화 현황
파파존스는 직원, 신제품개발 및 브랜드 보급 등 방면에서 현지화가 비
교적 빠르다. 파파존스의 중국 내 3개 회사는 고급관리, 중간관리, 말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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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종업원 등 모두 현지인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신제품 연구개발부 직원
의 현지화 과정은 비교적 더딘 편이다.
상품의 현지화를 위해 상품은 브랜드 고유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현지 스타
일을 고려했다. 메뉴 설계는 차별화를 이루는 동시에 현지화를 고려했다. 미
국 또는 중국의 기타 피자업체의 제품은 보통 피자 위주이지만 중국 파파존
스 가맹점에는 간단한 음식, 음료, 케익 종류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파파존스는 베이징에 연구개발부를 설립, 현지화 된 신제품을 개발해 냈
다. 예를 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베이징의 대표적인
오리구이 요리인 카오야(烤鸭를 활용해 오리구이 맛 피자를 출시했다. 가
장 중국적인 오리구이를 원료로 이용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 현지화에 한
발 더 나아갔다. 파파존스는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베이징 오리구이조각과
순수한 치즈를 주원료로 하여 오리구이 맛 피자를 만들어 냈다. 피자 위에
오리구이 맛을 더하는 소스와 잘게 썰은 파, 채 썬 오이 등을 토핑으로 얹
어 베이징 오리구이 맛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했다.
중국은 지역마다 음식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파존스는 상품을 현
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출시되는 신제품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일찍
이 남방시장에서는 오향 돼지고기맛(五香肘子, 산초, 회향 등 다섯 가지 향
신료로 맛을 낸 돼지허벅지 고기)피자와 궁빠오지딩 맛(宫保鸡丁, 땅콩과
튀긴 닭고기를 함께 볶아낸 음식) 피자 등을 출시한 바 있다.
파파존스는 중국 테니스 오픈대회를 협찬하고 중국에서 자선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브랜드를 중국시장에 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2-2. 기타 양식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가맹사업 방식 분석
가. 양안커피(两岸咖啡) 프랜차이즈
양안커피는 인본주의를 회사경영이념으로 삼아 커피문화, 환경, 미식, 서비
스 등을 추구하고 있다. 노하우가 풍부하고 규모를 갖춘 경영팀을 보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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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원두커피 생산 공장, 중앙 주방, 물류배송시스템, 교육학교 등으로 연
결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미 400여 개 양안커피 가맹점을 보유한 데다 가맹점이 점점 늘고 있다.
양안커피는 현재 레스토랑 및 철판 요리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산하에
목란가이세끼(木兰怀石料理, 일본의 정식요리)요리 등 다양한 외식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가맹점을 5000 개로 늘릴 계획이다.
- 본부는 ISO9000:2000 국제품질관리체계표준인증 획득
- 양안커피 중앙주방, 양안 원두커피 공장 보유
- 양안커피 외식관리학원 보유
- 양안철판구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철판구이 체인점이다.
◦ 본부부서 배치
가맹사업부: 가맹 컨설팅, 매장선정평가, 계약체결을 담당한다.
설계부: 가맹점을 위한 공정 도면을 설계한다.
공정부: 인테리어 설계를 시공한다.
기획부: 가맹점을 위한 기획지원, 개업기획, 마케팅 판촉을 지원한다.
운영부: 개업 전후의 지도를 책임진다.
◦ 양안커피의 가맹점 점포에 대한 요구
- 면적: 건축면적 600㎡ 이상
- 건물: 1, 2층을 함께 쓰는 구조가 가장 좋고, 2층만 쓸 경우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 광고간판위치: 간판이 눈에 잘 띄는 곳이 있어야 한다.
- 점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야한다.
- 주차 공간: 15 개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거나 부근에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 급수량이 35톤 이상
- 전용량은 150㎾ 정도
- 천연가스 유량은 9-11㎥
- 오수배출, 음식연기 배출파이프 및 연통이 있어야 한다.
- 3개월 이상 무상 인테리어 기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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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장소 및 주변 환경 요구
- 오피스건물 밀집지역
- 호텔, 여관의 1, 2층 또는 그 부근
- 정부행정기관 또는 은행 등 주변
- 대형 공기업, 상업 또는 고급주택 상권
◦ 양안 커피 가맹투자 예산표
항목

금액(위엔)

가맹금

12만

가맹희망자는 4년간의 가맹점운영권을 획득

보증금

3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이자
없이 전액 반환

300/㎡

설계：시공책자(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효과도 등
포함)+간판효과도
지도：개업 전체 과정, 점포관리제도 구축
교육：홀서빙, 카운터, 주방 등 직원 교육, 교육 참
가자 전원 숙식 제공

인테리어비

1000/㎡

본부에서 통일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자재 포함
(간판과 조경은 제외)

각종설비비

800/㎡

주방, 카운터설비, 에어컨, 테이블 및 의자, 소파,
커튼 등 포함

예상총투자

140만

임대료 제외（600㎡로 계산）

설계비
지도비
교육비

비고

◦ 다양한 교육시스템
유형

목적

과정

계발교육

직위 승진 시 필요
한 과정 교육

품질관리, 제품품질평가, 서비스, 효과적인 시
간관리, 관리자자질, 인력원가관리, 팀워크 등

관리교육

직급별 교육내용이
다름

기초적인 인간관계기술, 지역관리 매뉴얼, 고
급기능 훈련

업무교육

업무 기초지식 학습

인턴, 종업원, 가맹점관리자 등 각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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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행정교육

목적
가맹점을 제외한
부서별 교육

과정
<업무협동단결 방법>, <기본관리>, <실적관
리>, <프로젝트관리>, <7가지 좋은 습관>, <협
상과 기술> 등 훈련

나. 서브웨이(SUBWAY) 프랜차이즈 경영 지원
◦ 서브웨이는 보사연합회사(博士联合公司)의 등록상표이다.
◦ 네트워크구축과 각종 업무를 지원한다.
◦ 가맹점이 점포 인테리어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 광고와 시장을 통해 브랜드를 집중 홍보한다. (전국 및 지역 광고
대리상은 시장과 광고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홍보한다)
◦ 샌드위치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임을 강조한다.
◦ 2주간의 연수과정은 가맹점 개업 및 기본 기술 이전을 포함한다.
서브웨이 개발대리상은 독립적인 청부업자 즉 지역가맹사업자이다. 그는 계
약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숫자의 서브웨이 가맹점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대리상(지역가맹사업자)은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장소 선정, 임대
협상, 가맹점 건설, 경영 및 시장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 개발대리상 기준
- 가맹점 소유, 경영, 관리 등 방면에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경험이 있
어야 한다.
-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현지 언어를 구사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이사는 가맹사업을 전개 할 지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장기 거주할 수 있어야 하거나 협력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 가맹사업자 교육을 통과해야한다.
- 개발대리상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위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6
개월간의 경험과 가맹사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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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르베라(Barbera)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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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베라 피자 가맹점 조건
- 바르베라 가맹지원
바르베라는 이탈리아풍의 외식브랜드이다. 현재 상하이에 9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바르베라의 주요 고객은 주로 18~30세의 젊은 층이며, 소비
능력이 있고, 트랜드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물에 흥미가 많은 여성들 위주
이다.
- 개업 인테리어
바르베라는 가맹점 개업을 지원하며, 가맹점에 통일된 점포설계와 인테
리어 표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맹점 점포 인테리어 시공방안과 공사 진
도, 설비자재구매, 각종 수속 등을 지도한다.
◦ 점포 장소 선정 지도
바르베라는 점포 장소선정을 지원하고 각종 업무를 지도한다.
- 가맹점은 적당한 점포장소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바르베라에 보고
한다.
- 바르베라 본부에서 점포 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은 임대를 계약할
수 있다.
◦ 훈련
- 초기훈련: 가맹점에 브랜드이념, 점포관리, 기술, 서비스 등의 통일
된 점포관리인재교육을 제공한다.
- 개업 전후: 본부는 개업지원과 직원교육 및 점포관리 재교육을 통해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업 후: 본부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 직원들에게 점포관리, 기술,
서비스 등 교육을 실시한다.
◦ 구매 및 물류배송
가맹점 상품의 품질을 확보하기위해 본부는 주요 식재료, 설비, 인테리
어 자재 등 물품을 지정하고, 공동 구매 및 배송을 실시한다. 기타물품은
가맹점이 본부가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하다. 가맹점은
점포 내 재고를 파악해 원자재를 구매한다. 구매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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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등은 반드시 본부에서 구매한다.
- 가맹점이 자체 구매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본부의 구매기준에 따라
구매하며 물류자격을 갖춘 가맹점들은 스스로 배송 할 수 있다.
- 본부에서 상품을 구매할 공급상을 추천하면, 가맹점들이 선택한다.
◦매체광고지원
본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바르베라 브랜드구축을 위한 각종 매체광고를
실시하며, 가맹점들에게 광고계획, 상품 판촉계획 등을 제공한다. 이는 브
랜드 홍보, 잠재적인 소비자 발굴, 브랜드의 지명도 및 영향력 제고, 시장
규모 확대 등에 도움이 된다.
◦ 운영지도 및 상품개발
본부는 비정기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가맹점의 상품 품질, 서비스품질,
가맹점운영, 시각적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보호, 재무규범 등을 감독한다.
본부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상품 품종을 기획하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품 품종의 개선과 제거를 결정한다. 또한 꾸준히 신제품을 연구하고 브
랜드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개업 후 본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전문
가를 파견해 가맹점의 경영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한다.

3. 커피숍 프랜차이즈
3-1. 중국 커피숍 프랜차이즈 업태 발전현황
커피숍 프랜차이즈 업태는 중국에서 발전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90년
대 중반에 대만지역 업체들의 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만의 상도커피
(上岛咖啡 U.B.C.)와 진가커피(真锅咖啡)를 선두로 선후로 왕왕서아도(西雅
图), 단제(丹堤)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다. 국내 발달된 대도시에는 대
만 브랜드 커피숍 수량이 부지기수이다. 대만인들이 중국 중등소득의 소비
자시장에 큰 커피숍 시장을 개척해 냈다.
중국 소비자들과 해외 선진국 간에 소비차이가 있어 중국 커피점들은 주
로 켜피숍을 휴식 및 비즈니스 상담 장소로 활용한다. 커피숍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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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도 주로 중국 연해지역인 북경, 상해, 항주(杭州), 소주(苏州), 광주
(广州) 및 심천(深圳) 등에 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 국내시장의 일정규모 이상의 커피숍 프랜차이즈 기
업이 10개 있으며 점포는 주로 북경, 상해, 광동(广东), 강소(江苏), 절강(浙
江) 및 하남(河南) 등 6개 성시에 있다. 그중 하남성의 점포수량이 가장 많
아 전체비중의 29% 점하고 그 다음으로는 절강은

24.4%, 상해와 북경은

각각 약 14% 정도 차지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륙에 있는 하남성의 커피숍 프랜차이즈 점포의 수
량이 많지만 단일 점포면적이 평균 7m2밖에 안 된다. 이런 점포들의 판매
방식은 주로 배달위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점포 내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소비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다.
단일 점포별 영업면적이 큰 성으로는 강소(江苏)성과 절강(浙江)성이다.
단일 점포의 면적이 600m2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과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
북경, 상해와 광동지역이 커피숍의 평균 운영면적은 약 150~200m2이며
주로 휴식과 비즈니스상담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도표: 각 지역 단일 커피숍 영업면적 비교

자료: 2008년 중국프랜차이즈 통계연감 및 전문 인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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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커피숍 점포의 확장속도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2007년에 2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같은 시기 패스트
푸드의 성장률은 9.1%, 중식업태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현재 국내 시장의 커피숍 점포의 확장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강소성이
며, 지난해보다 160% 성장하여 점포수가 112개에 달한다. 그 다음은 광동
성으로 성장률이 80%, 북경시 점포수의 성장률은 12.2%, 점포수는 129개로
서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3-2. 북경시 커피숍 프랜차이즈 업태 발전현황
가. 북경지역 커피숍 프랜차이즈 점포유형
현재 북경지역 커피프랜차이즈 업태의 직영점과 가맹점의 수량은 비슷하
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직영점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2007년 직영점
은 11개 증가했으나 가맹점은 3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단일 점포 영업면적을 보면, 가맹점의 단일점포 면적이 보통 직영점의
2

면적보다 평균 70m 더 크다. 직영점의 면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이나
가맹점의 면적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도표: 북경 유형별 커피숍 프랜차이즈 점포 수 및 영업면적

자료: 2008년 중국 프랜차이즈 소매협회 통계연감 및 전문인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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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경지역 유형별 커피숍 프랜차이즈 경영현황
커피숍 프랜차이즈 기업의 원재료구매는 본사에서 통일적으로 구매하여
배송한다. 원재료는 본사에서 생산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각 점포에 일괄
배송하며 각 점포(가맹점 포함)에서는 자체구매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맹점의 원재료 구매금액 규모는 직영점 보다 훨씬 크다. 2007년 수치로
보면 평균 53.2% 정도 더 높다.
영업액으로 보면, 직영점이 가맹점보다 높다. 2007년 직영점의 단일점포
평균 영업액은 319만원이나 가맹점은 평균 9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나
가맹점의 영업액 증가폭이 더욱 빨라 2007년은 23.3%나 상승했다.
◦ 물류배송
물류배송을 보면, 일부 커피숍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본사에 자체의 배송
센터를 설립하여 직영 점포와 가맹점의 소요물량을 본사에서 직접 배송한
다. 본사에 배송센터가 없고 제3자 물류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도 있
다. 이런 기업들의 가맹점에 대한 물류배송도 본사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
다. 가맹점은 자체적로 독립적인 물류배송을 하지 않는다.
업계인사들은 커피숍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제3자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추세로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2006년 자체배송센터를 이용하는 기업
비율은 71%, 2007년에는 60%로 11% 감소했다.

3-3. 현지경쟁업체분석-北京上岛餐饮有限公司(U.B.C)
가. 기본정보
기업명칭

베이징상도(上岛 U.B.C.)찬음유한회사

주소

北京市

등록번호

110105002554873

전화

010 6468 6959

자본금

50 만위엔

설립일자

1998년7월1일

영업기한

1998년7월1일 -

투자자

조소홍 80%, 조금전 10%, 조소명 5%, 모광표 5%

법인대표

조소홍(肇晓红

2018년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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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기관

북경시공상국 조양분국

기업타입

유한책임회사（자연인 투자）

일반경영범위

음식서비스, 주방설비판매, 음식업 방면에 대한 자문

판매수입

없음

자료: BE Data Base 및 전문인력 분석

북경 상도커피숍

자료: 현장조사

나. 상도커피숍 발전연혁
상도U.B.C 최초의 브랜드소유자는 해남U.B.C이고 초기 주주는 유창승(游
昌胜), 진문민(陈文敏), 강유창(江裕昌), 진조태(陈朝泰), 장걸(张颉), 조소홍
(肇晓红), 와양발(王阳发), 왕양승(王阳胜) 등 8명이다. 그 중 유창승(游昌胜)
은 대표자이고 진문민(陈 文敏)은 총경리이다.
대륙에서 U.B.C 모델을 빨리 복제하기 위하여 2000년말에 U.B.C주주회의
에서 중국을 8개 큰 지역으로 나누고 8명의 주주들이 각각 분담하여 영업활
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남U.B.C’과 특허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U.B.C’
상표의 사용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조소홍(肇晓红)은 북경지역의 운영을 담
당하고 2000년 6월 북경에 정식으로 북경 U.B.C 음식유한회사를 설립했다.
8명의 주주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U.B.C를 운영하면서

개별 브랜드를 발전 시켰다. 육속 로수(老树), 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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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富岚迪),밀로(米萝), 디구(迪欧) 등 30여개 브랜드가 시중에 나타나기 시
작했다. 이런 브랜드의 경영모델, 서비스교육, 환경 등 모두 U.B.C 커피숍
과 흡사하다.
이러한 경영 분위기 안에서 조소홍(肇晓红)을 포함한 초기 주주들은 거
의 전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았다. 북경 본사 외에 북경 기타 지역의
U.B.C는 모두 가맹점이다.
2001년 ‘해남U.B.C’도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다.
7월 해남U.B.C는 정식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유창승(游昌胜) 등 7명은 상
해에 상해 U.B.C 식품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상표국의 심사 후 이
회사는 ’U.B.C 문자와 도형’의 상표사용권을 양도받았다.
얼마 후 U.B.C 북경, 산동, 강소, 중경, 복건, 광동, 해남, 상해 U.B.C음식
체인점, 해포동 U.B.C 등 9개 자회사가 점차 설립되었고 법인자격을 모두
취득하여 유창승(游昌胜)의 상해 U.B.C. 본부와 지주관계를 확립하였다.
2003년-2007년까지 U.B.C의 2명 창시인인 유창승(游昌胜)과 진문민(陈文
敏) U.B.C상표사용권을 위하여 4년에 이르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U.B.C의 브랜드가맹사업은 침체상태를 유지하였다. 최종 양측은 협의를 달
성하여 절강(浙江), 안휘(安徽), 하북(河北), 산서(山西), 내몽고(内蒙古) 등 5
개성의 상표사용권은 항주(杭州) U.B.C에서 소유하고 기타 지역은 상해
U.B.C에서 소유키로 결정하였다.
U.B.C 브랜드는 각 지역 체인점 관리 면에서 여전히 혼란 중에 있다.
표: 북경 U.B.C음식유한회사의 주요 관리층 소개 – 조소홍(肇晓红)
시간

회

1992년-1993년

海南省金城电子有限公司해남성금성전자유한회사

1994년-1996년
1997년-1999년

사

海南省华风纸业开发有限公司
해남성화풍제지업개발유한회사
海南省唐城房地产开发有限公司

직책
경리
총경리
총경리

자료: 전문인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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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북경본사 경영상황
영업시간

08:00 - 17:00(1교대)
17:00 - 01:30(2교대)

제공상품과 서비스

각 각종커피,차,음료,술,중서양음식

소비단체

근처의 회사원, 개인사업자, 즉 주변의 폭스바겐회사, 알
프스회사의 회사원 30-40대 남성이 많고 중고소득 소비
자가 대상임.

일인당 소비금액

60 위엔 가량

판촉 활동

부근의 대기업과 85% 할인카드를 발급, 기타는 월간소비
1,600 위엔 이상은 88% 할인 가능.

점포면적(본부)

2
700m 이상

종업원인수(명)

35

비고

이 브랜드는 8명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지
역별로 경영하기에 이 브랜드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움

자료: 전문인력 인터뷰, 현지방문 및 현장조사

4. 미용업 프랜차이즈
4-1. 중국 미용 산업 현황
가. 중국 미용 산업 발전현황
미용 산업이란 미용, 미발, 문식 및 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화
장품, 미용미발 기계, 전시회 및 마케팅 등의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의 미용 산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다. 대다수는 주택구 혹은 기숙
사 밑에 자그마한 가게를 차리고 간단한 미용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미용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 동 업계가 실질적인 발전을 하게 된 시기는 90년대
중반부터였다. 당시 차츰 전문화된 점포가 잇따라 나타났으며, 서비스 종류
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다수 지역에 2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중대형 미용실, 1,000 평방미터 이상의 초대형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는 업
체들 다수가 예전의 작은 가계 운영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현재 중국내 미용서비스업의 지역별 발전상황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일인당 수입 및 소비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현급 이하 지역은 아직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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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3~10명 사이, 서비스 대상은 인근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프랜차이즈 형식의 중고급 미용원들은
주로 1, 2급 도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
활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미용에 대한 인식도 부단히 제고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미용 산업은 이미 미용미발, 화장품, 미용
설비 및 교육 등 분야를 포함한 전문화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
으며 점포수가 많고 매출규모도 상당한 산업이다. 최근 중국에서 미용소비
에 참여한 인구수는 약3억 명으로 추정되며, 2007년 매출은 약2,000억 위
엔, 미용미발 회사 수는 180만개 내외, 종업원 수는 1,600만 명을 상회한다.
이 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15%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나. 미용미발업계 발전 특징
중국내 1, 2급 도시들에서는 대다수의 미용미발회사들이 민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전체에서 90% 비중을 차지한다. 업체는 여전히 중소형이 위
주이며 총 등록자본이 20만 위엔 이하인 업체가 60%를 점한다. 자본 및 경
영경험의 부족으로 업체규모가 크지 않으며, 경영자들은 경영규모를 점차
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적이고 단일화된 미용미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더 높
은 차원의 경영방식으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에 따라 미용 산업은 미용원, 미발점 및 족욕(足浴) 등 3가지
로 분류된다. 미용원은 주로 제품판매와 미용항목을 취급하고 미발점은 미
발서비스를 제공하며 족욕은 족부 보건, 마사지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
도시에서는 미용원에서 전부의 서비스 항목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업계의 최대의 특징은 최초 자본투입이 적고 진입하기 쉬우며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 가족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경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다수 미용미발 업체들은 중, 저급 시
장에 몰려 있으며 사업 수명도 짧다.
소수의 중국 본토기업들은 다년간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과
경영 네트워크 등을 개선하여 한 개 지역 내 일정한 규모와 영향력을 갖춘
기업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고급시장에서는 미용보건 서비스센터 형태로 중, 고급 소비자들을 공략
한다. 홍콩, 대만, 마카오, 한국, 일본 등 외자기업들이 고급시장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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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의 성형미용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
지도가 있다.
중국의 1, 2급 도시의 미용 서비스는 아직 분산된 상태로 운영하는 업체
들이 시장을 잡고 있어 외국 업체들이 진출하기에 상당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4-2. 미용미발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소개에 따르면 미용산업 중 대다수가 민영기업형태이다. 투자금액은
30-50만 위엔 정도며 100만 위엔 이상의 투자는 비교적 적어 5%도 채 되
지 않는다.
미용체인점은 자본금 등 제한을 받는다. 패스트푸드나 커피숍 프랜차이
즈와는 다르게 대다수 미용미발체인점이 규모 확장 시, 직영점의 형태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태를 취한다. 유명 브랜드를 보
유한 업체에게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비용 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로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현재 미용직영점과 가맹점의 점포수 차이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의 분석
에 따르면, 북경지역의 미용 미발업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의 비중은 1:4이
다. 직영점 발전 속도는 점차 느려지는 반면, 가맹점 확산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높지 않고 1차
적으로 지불해야 할 가맹비용이 높지 않은 점, 그리고 반수 이상의 미발
미용업체는 가맹자에게 별도의 보증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
러 다른 산업과 같이 계약 갱신 시 추가로 많은 비용을 요청하지 않는 것
도 원인이다.
가맹점이 지나치게 빨리 발전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고객 서비스를
소홀히 여겨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 가맹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가맹점이 개장 전 2~3주까지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교육으로는 가맹점 직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기술을 익히기에 역부족이며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이념
이나 기업문화와 정신 등을 이해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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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익 모델
가. 일반적인 미용업체 수익모델
미용미발 업체의 매출은 주로 미용미발 작업비와 제품판매 수익에서 나
온다. 미용미발 업체에서 주로 선불카드 및 현금직불 두 가지 형식으로 비
용결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에 있어서, 미용원이 고객에게 서비스 방안을 설계해 주
고서비스 기간에 따라 비용을 받으며, 선불 회원카드를 사용한다. 주로
기간별, 월별, 분기별 및 연도별 등 카드형식이 있다. 두 번째 방식에
있어서, 미용원이 고객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여 제품 또는 서비
스의 비용을 받는다.
작은 미용원들에서는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실현한다. 대형 미용회사
는 주요 영업부분이 미용미발과 보건 서비스이고 이 부분은 총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미용제품 판매는 5% 이하이다.
나. 미용미발 프랜차이즈기업의 발전과 가맹점의 수익모델
전문적인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받는 요금이 다음과 같다.
◦ 가맹비용
미용미발업의 가맹비용은 낮은 수준이며 보통 10만 위엔 이내이다. 계약
기간은 보통 1~3년 사이이고 계약갱신 기간도 이 수준이다.
◦ 계약갱신 비용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는 계약갱신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많은 미용미
발 업체는 단일점포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정 구역이거나 2차 가맹점 모
집권한을 부여하는 업체는 적다. 이는 미용미발가맹 업체들이 보통 투자자
금이 적고 또한 미용미발 프랜차이즈업체가 지역 또는 가맹점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다.
◦ 보증금
반수 이상의 미용미발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맹업체에게 보증금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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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요구하고 있다. 미용미발 업체들이 시급히 많
은 가맹자들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
맹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자체브랜드의 미용제품이나 설비 등의 판매를 원
하고 있다.
◦ 미용화장품 판매비용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신규 가맹업체에게 지정한 미용화장품 판매를 요구
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을 통해 제품판매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4-4. 북경 및 상하이 권역별 현황
가. 북경 미용산업
◦ 일반 현황
업계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북경에 미용업체 수는 7,000여 곳, 그 중
70여개의 미용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며 북경시 전체 미용산업의 종업인수는
6만여 명에 달한다.
북경의 특수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도시의 국제화 이미지가 날로 부
각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가 서로 융합되고 있다. 북경 소비자들
의 문화적 수양은 보편적으로 높으며 미용미발 서비스에 더욱 높은 요구를
갖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전문화되
고 높은 수준의 전문 인재들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현재 북경 소비자의 월평균 미용미발 소비 금액은 200 위엔 가량 되고
전체 미용미발 서비스는 30억 위엔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발전추세로
보면 북경 소비자들의 소비능력은 아직도 높아질 것이다. 상해와 광주에
비교하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며 현재 미용소비는 주로 일상제
품이 주류를 이루며 소수의 사람들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린
미용, 캐쥬얼 미용, 헬스미용은 현재의 유행하고 있다.
북경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따라서 미용소비에도 계절적인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경지역의 미용미발업계 발전은 아주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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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 미용미발업 발전추세와 분석
산업사슬의 상단으로 발전하면 미용미발 업체는 단순히 산업사슬의 말단
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이 일정하게 발전되면 고객 수 증가는 병목현상
이 일어나게 되며 기업은 한명의 소비자에 대한 소비금액을 높이는 방법으
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기업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산업사슬의 상단으로 확장
하게 한다. 예를 들면, 미용화장품을 대행하거나 미용교육 등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법이 있다.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 미용미발 프랜차이즈 업체는 서비스 내용의 세
분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 피부 관리, 손,
족부, 치아관리 등 서비스가 있다. 또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 가
지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SPA 센터, 한약미용, 남
성 피부 관리 등 있다.
하이테크를 이용한 미용도 있다. 전통적인 미용방법은 이미 시장의 모든
수요를 만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하이테크를 이용한 미용관념이 점차 사람
들에게 인식되면서 미용미발업체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하이테크 수단에
의지하여 고객들에 더욱 많은 새로운 소비체험을 줄 수 있다.
비즈니스 인사들의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갈수록 많은 미용업체들은 주의
력을 점차 상업 인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구나 상업, 거주 혼합지역의 상
업 인사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외국 기
업들이 있다. 그들은 중고급시장에 포지션을 하고 있으며 고급시장에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들의 부동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나. 상하이 피부미용업
◦ 가맹시장 규모 및 전망
현재 상하이 15,000개 피부미용점 중, 브랜드 직영점의 비중은 20%, 가맹
점은 40%, 개인 피부미용점은 20%, 무허가 피부미용점은 20%에 달한다. 가
맹 피부미용점은 초기 요식업의 프랜차이즈 가맹 모델을 기초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 투자는 가장 적고 효과는 가장 빠르며 성공률은 가장
높은 마케팅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일관된 브랜드 홍보 및 본사의 경영지도, 피부미용기술 교육, 제품의 보
급 등은 가맹자들이 짧은 시간 내 전문 피부미용사로 성장해 고객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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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피부미용 및 특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피부미용 가맹점의 알기 쉬운 운영방식은 최근 몇 년간 상하이 피부미용
시장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피부미용점이 골목골목으로 들어갔으며,
고급부터 중 저급까지 각종 소비수준에 맞춘 프랜차이즈 피부미용 가맹점
이 생겨났다. 전문적인 체인 가맹 피부미용점은 소비자들이 피부미용 서비
스에 대해 인식하고 소비를 알게 했다. 개성을 추구하고, 생활을 즐기고 싶
어 하는 상하이 여성에게 전문 피부미용점은 흔쾌히 소비하고 싶은 곳이
되고 있다.
상하이 가맹 피부미용점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50억 위엔에 달하며, 이
는 상하이 피부미용업계 총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가맹 피부미용점의
경영효과는 개인 피부미용점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
업계에서 체인운영은 대세다. 선진국에서는 개인 피부미용사, 개인주치의
흔히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관념이나 경제적인 제약으로 시작이 비교적
늦은 편이다.
현재 상하이는 국제적인 대도시로 도시 종합실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
장했다. 또 브랜드와 기업이 발전하고, 광고 및 유행을 선도해 감에 따라
체인 피부미용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인경영식
피부미용점이 생겨나게 됐다.
상하이 피부미용업계 가맹 시장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늘어
나는 도시인구로 볼 때 피부미용에 대한 수요는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피부미용 가맹점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안정적인 발전기로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됐으며, 향후 3년 피부미
용업계 가맹시장 규모는 약 5-1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 상하이 피부미용업 가맹특징 분석
- 경영전략이 차별화 됨
각 가맹 브랜드는 본사의 기업문화와 제품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
맹점마다 경영전략도 다르다. 예를 들어 <유기농 오일 아로마테라피요법>,
<중의 경락요법>, <오행 경락 마사지>, <내장기관 관리> 등이 있다. 내용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피부미용 가맹점의 서비스는 주로 치료, 보양, 일상
스킨케어이다. 치료는 고객의 피부문제, 비만문제, 두발문제, 얼굴형 문제
등에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피부보양과 스킨케어는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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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얼굴피부, 구체적인 부위에 피부미용기술 및 피부미용 기기를 사용해
전문적인 보양과 케어를 실시하는 것이다. 가맹점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
객을 유치하며, 각자 다른 경영전략으로 기타 수준 낮은 브랜드와 가격경
쟁을 피한다.
- 가맹본사의 제품 통일 공급
피부미용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가맹본사에서 통일적으로 공
급한다. 가맹자는 본사에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보통 40-55% 정
도 할인 받는다. 단, 본사에서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품의 안정
적인 시장가격을 유지한다. 가맹본사의 영업액은 가맹비와 제품 판매비용 등
으로 구성되며, 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통해 가맹점의 경영을 관리한다.
- 브랜드 본사의 가맹자 적극 지원
상하이 피부미용업계의 주요 가맹 브랜드 커오리티나(Chlitina), 자연미(自
然美 Natural beauty), 쩌우덩니스 (Jourdeness）등은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비교적 높고, 브랜드 노하우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철저하다. 이에
투자자들에게 규범화되고, 철저한 가맹지원으로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의 성공을 보장한다.
전문적인 교육 제공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학적인 교육, 전면적인 교육, 이론과 실제의 접목
등은 가맹자와 직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다.
완벽한 관리수첩 제공
브랜드 본사는 가맹점이 행정, 매출, 자산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인 관리수첩과 전산화된 계산양식을 제공한다. 가맹점의 점포 관리뿐만 아
니라 고객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경영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수한 제품 제공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부단히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며 각종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며 건강한 피부미용기술 업그레이드에 노력한다.
전체 마케팅계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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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오픈, 오픈기념일, 신제품 출시, 회원모집을 위한 차별화된 마
케팅 이벤트를 실시하며, 포스터, DM, 광고 등 방식으로 가맹점이 매출 실
적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쾌적한 환경, 양질의 서비스, 안정적인 고객 확보
피부미용 가맹점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든다. 안마사는 전문 기술로 고객이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자연스럽
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게 해준다. 가맹점은 회원제를 실시하며, 사용 제품,
서비스 내용 및 횟수에 따라 각기 다른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또 제품구성이
많으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소비층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제품과 서비스가 우수하여 단골 회원을 잃는 비율이 낮고, 동시에 신규
회원의 가입으로 고객군이 안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피부미용 가
맹점의 경영수익이 좋으며, 연 평균 영업이익이 약 70~80만 위엔에 달한다.
- 유행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건강, 미용, 전신관리 등 트렌드를 읽고, 신속하게
브랜드에 적용시켜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신제품과 서
비스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이는 고객이 가맹점에 대한 신선함을 유지하고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동시에 가맹 브랜드가 업계 내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하이 피부미용업계 주요 가맹 브랜드 시장점유율
상하이 피부미용업계 가맹시장에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업계
의 집중도가 비교적 낮고 각 브랜드가 시장점유율 나눠 가지고 있다. 해외
에서 진출한 지명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는 커오리티나(8%), 자연미(4%),
쩌우덩니스(2.5%), 마사(Masa) 피부미용(1%)등이 있으며, 전체 시장점유율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이다. 피부미용업계 가맹 브랜드의 선두기업
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상하이 피부미용 가맹점의 주요 운영시스템 및 평균 이익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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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가맹점의 주요 경영은 서비스 및 제품 판매이다. 그 중 제품판
매 비중은 약 60%, 서비스 비중은 40% 정도다. 제품은 본사에서 통일적으
로 공급하며, 가맹점은 본사에서 정한 소매가격대로 판매해야 한다.
- 투자점포 원가(임대, 인건비, 제품구매비용, 에너지비용 등)
규모가 80㎡ 정도인 피부미용점을 예로 들면, 월 임대료가 약2만 위엔
정도이며, 직원 3~4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8000~10000 위엔 정도이다. 또
월 제품구매비용은 2~3만 위엔 정도이며 기타 에너지 비용은 월 2000 위엔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 점포 위치(지역, 면적, 인테리어 등)
피부미용 점포는 주로 고급주택단지가 밀집된 곳, 지하철 등 교통이 편
리한 곳, 시 중심의 상업적인 분위기가 농후한 지역을 선택한다. 면적은 보
통 60~100㎡정도이며，SPA점포의 면적은 좀 더 큰 120~200㎡ 정도다. 인테
리어는 시원시원하면서도 우아하며, 브랜드와 본사의 이미지에 어울리면서
쾌적하고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월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월 평균 영업액을 10만 위엔으로 계산할 때, 그중 제품 원가는 30%인
3만 위엔 정도이다. 또 기타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직접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은 약 35~40% 정도이다.

38%

-직접원가：영업총액의 62%-

100%

20%
10%
30%

2%

원자재원가 에너지원가

인력원가

임대료

매출

영업액

총이익

- 기타: 제품 및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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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피부미용점이

제공하는

제품은

각종

기능의

스킨케어제품,

아로마테라피 오일, 약초로 만든 제품 등이다. 일상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얼굴 관리, 전신관리, 안마, 과사, 부앙 등이 있다.

4-5. 사례 분석
가. 북경바이니(芭伊妮)미용유한회사
◦ 기본 정보
이 회사는 외국계 독자기업으로 홍콩 현대미용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2007년 1월에 중국 대륙시장에 진입했다. 최초로 광주에 진입했고 다음은
2007년 7월에 북경에 진입하였다. 북경 지점의 서비스센터는 왕부정(王府
井) 거리의 신동안광장(新东安广场 1층에 위치하여 있고 영업면적은 645m

2

이다.
주요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미용미발 및 안부미용, 스파, 안마 등이 있다.
주요 고객은 고급 미용이나 보건요구가 있는 중고 소득 소비자이다.
이 회사 담당자에 의하면 2007년 7월 북경시장에 진입한 후, 3개월 내에
등록한 회원수는 2,000여명에 달하며 미용 패키지서비스의 선불금액이 운
영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재무구조상 이미 현금유입을 달
성했다.
북경 시장에서의 뛰어난 실적으로 2008년에 이 회사는 북경의 동방은좌
(东方银座), 광화로(光华路) 및 광구문(广门) 등 번화가에 3개의 지점을 설
2

립했다. 점포의 면적은 보통 500m 를 초과했다 .
그 외에도 이 회사는 2007~2008년에 광주에 2개, 상해에서 3개의 미용보건
센터를 설립했다. 이에 중국에서 발달한 대도시에서의 점포수량이 2007년의
3개로부터 2008년의 9개로 상승했다. 현재 이 회사는 향후 5년 내에 중국 주
요도시에 서비스센터의 수량을 20개 정도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
◦ 회사경영 모델
이 회사는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TV, 신문, 잡지 및 옥외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그리고 번화가, 상업가나 혹은 선정한 지하철역에서 이동
12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전시나 일부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초보적인 체험을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신규고객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회사 내 시장개척과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시장개척, 업무부, 홍보
부와 기획부 등 있다.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고객들에서 선불카드를 구입
할 것을 권장한다. 이 미용선불카드에는 각종 미용미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회사에서는 수백 종의 미용미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도 서로 달
라 고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미용선불카드는 비용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지불방식은 신용
카드 혹은 현금이 될 수 있고 1차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선불카드의 유효기
간은 보통 2년이다. 카드를 구매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홍보를 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신규 고객은 미용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회사는 미용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능력 상한을 분석하고 선불카드 서비
스 기간이 미완료된 수량을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센터의 능력을 점
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신 고객에게 과다하게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한 고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새
로운 카드를 판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아직 서비스를 완성하지 않은 부분
의 수량과 고객의 의견이나 고객소비 능력을 고려한다. 정기적으로 서비스
센터의 각 단계별 잉여 서비스 능력에 대해 점검한다.
◦ 북경바이니(芭伊妮)미용유한회사 2년간 경영현황 분석
이 회사는 2007년에 중국시장에 진입하여 2년 내에 연속 9개 서비스센터
를 설립했다. 직원 수가 총 273명에 달하고 지원업무 담당 직원 수는 40명
이다. 중국의 대도시에서의 실적도 아주 양호하다.
총 매출액은 3,408만 위엔이고 증가율은 245.1%, 그중 선불 지급한 미용
서 비스세트 매출 증가율은 172%, 서비스 총 매출액 증가율은 438.7%, 고
객수의 증가율은 219.6%이다.
2년간 운영하면서 연속 9개의 서비스센터를 설립했으며 2008년 재무상의
적자금액은 470만에 달한다. 새로 설립된 서비스센터는 2~3개월 내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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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을 실현할 수 있다.
《북경 바이니(芭伊妮)미용유한회사 최근2년 재무현황》

2008년
영업수입

2007년

증가율

만원

3,408.6

987.6

245.1%

- 성불 미용패키지

만원

1,949.0

716.7

171.9%

- 서비스 매출

만원

1,459.6

270.9

438.7%

서비스센터 수

개

평균 영업면적

평방미터

고객 수

명

9

3

200.0%

593

667

-11.1%

16300

5100

219.6%

자료: 전문인력 분석 (원: 중국 화폐단위 위엔을 가리킴)

5. 교육 프랜차이즈

5-1.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
가. 교육 서비스업 특성 분석
◦ 중국의 교육산업 발전현황
중국의 교육 분야는 1980년대 공교육의 잉여교육자원의 이용과 발굴로부
터 시작되었다. 당시중국 내 유학열풍, 학위와 고시 자격증 열풍이 불기 시
작, 시장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 많은 공공교육기관에서 국비유학 준비어
학력 양성을 위한프로그램개설을 시작으로 중국 교육업(정규교육을 제외
한)의 발전 초기 단계로 본다. 또한 교육대학(学院, college)과 각종 온라인
대학들이 각종독점학위 수여 등의 방법으로 각종 교육 코스가 개설되었으
며, 이는 공교육이 교육업에 발을 들여놓은 주요 형식이다.
동시에 교육시장의 발전초기에 일시적으로 정부장려정책에 힘입어 많은
민간기구들이 각종 사교육기관을 세웠으나, 교육 시스템과자원의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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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준이 단기적인 직업기술교육 정도에 머물렀다. 이런 사교육기관들이
단기적인 수익 및 성과달성에만 급급해 초기 교육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으
며, 정부의 점진적 조정으로 각급 정부의 관할로 속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이후 또 한 번의 유학열풍으로, 더 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교
육관련 법인이 출현했으며, 점차적으로 중국의 교육영역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와, 교육산업의 관리 기준, 교육 표준과 서비스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
승되었다. 사교육이 점차교육시장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약 3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중국교육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 되었
다. 현재 매년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
중 약 80%가 직업기술양성과 관련된 중·저급 교육에 속하며, 매년 약 천
만명이회계, 조리, 미용 등 방면의 기능교육을 받는다. 업계 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전체 중국교육시장의 규모는 6100억 위엔이고, 2012년에는
9590억 위엔, 연평균 성장률(CAGR) 12%로 예측하였으며, 그 중 사교육의
연 평균 성장률(CAGR)은 16%, 공교육은 9%에 이른다.
중국교육시장규모

자료: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 딜로이트(Deloitte)

중국의 교육산업은 국민생활수준의 개선과 교육의식에 대한 강화 및 경
제위기로 비롯된 의식의 영향으로 급속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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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교육산업으로 미취학아동교육(0~6세), 과외교육(초충고생),
사립대학교육기관(大学, 大专, 学院 포함), 온라인교육, 그리고 직업기술교
육(IT, 영어) 등 크게 5 종류로 나눈다.
그 중 사교육기관의 시장이 700억 위안 이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조
리, 미용, 자동차 수리 등 중․저급 기술교육 위주이다. 그 다음 취학전아동
교육과 자격증교육 시장으로 그 시장규모가 각각 400억 위안 정도이다.
앞으로 성장률이 비교적 빠른 영역으로 취학전아동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이 있으며, 그 중 미취학아동교육은 다른 영역에 비해 아직 발전초기 단계
이고, 투자자 관심이 높다. 자격증시장의 발전은 이미 상대적으로 성숙단계
에 이르렀으며, 산업집중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고, 시장성장률이 비교적
느리다.

기업명
1
2

3

북경북대청조정보기술
(北京北大青鸟信息技术公司)
상해앙립투자자문
(上海昂立投资咨询有限公司)
북경세계천하교육과학기술
(北京环球天下交育科技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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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수 가맹점수

판매규모
(억위엔)

분야

브랜드명

226

184

21.45

IT교육

북대청조

827

827

3.2

외국어교육

앙립

85

48

3.5

외국어교육 세계아사

기업명
4

5

6

7

8

북경동방피라미드교육관리자문
(北京东方金字塔敎育管理咨询)
북경동방애영자문
(北京东方爱婴咨询公司)
북경홍황남아동교육
(北京红黄蓝儿童教育科技公司)
상해미방교육정보자문
(上海美邦教育信息咨询公司)
상해금보배과학교육서비스
(上海金宝贝科教服务有限公司)

직영점수 가맹점수

판매규모
(억위엔)

분야

브랜드명
동방

307

292

2.3

유아교육

306

239

2.65

유아교육

200

176

3.02

유아교육

홍황남

148

131

1.43

유아교육

신애영

140

91

2.90

유아교육

금보배

피라미드
동방
애영

중국교육 각 분야별 규모 및 성장률

자료: 중국연쇄점경영협회, Deloitte사

2008년 중국 내 미취학 아동교육과 직업기술교육 관련시장 규모가 각각
460억 위안, 240억 위엔에 달하며, 앞으로 3~4년 내에 미취학 아동교육은
시장규모 990억 위엔, 2008~2013년 연평균 성장률(CAGR) 21%에 이를 것으
로 본다. 한편, 직업기술교육 시장은 2012년 650억 위엔에 달하며,
2008~2012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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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정책상으로 미취학아동과 직업기술교육이 대외시장에 완전
히 개방되어있다. 대학교육시장은 반드시 합작이나 합자형식이여야 하고
(단독투자 불가), 더욱이 연쇄점형식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하다. 대학학위
수여는 공공교육기관 독점으로 정해져 있고, 9년 의무교육(7~16세) 영역은
교육부 정책상으로 외자투자가 불가능하다.
◦ 현재 중국 내 시장규모가 비교적 큰 교육법인
프랜차이즈 형태로 어느정도 시장진출에 성공한 분야는 아동교육, 외국
어교육 및 IT교육이다. 대표적인 관련분야 기업으로북경홍황남아동교육(北
京红黄蓝教育科技公司), 북경세계천하교육(北京环天下敎育科技公司), 그리고
북경북대청조정보기술(北京北大青鸟率唐信息技术公司)가 있다. 2008년 영업
수익이 각각 3.02억, 3.5억, 21.45억 위엔이었으며, 직영점 수가 각각 200개,
85개, 226개이고, 가맹점 비율이 88%, 56%, 81%이다.

도표: 유아교육업과 직업기술교육업 수익능력
자료: 기업인터뷰,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

◦ 미취학아동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업종
양호한 수익 증가와, 시장규모 확대를 보이고 업계 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교육업의 평균 매출 총이익율은 30% 정도, 선두기업의 매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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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율은 40~50%에 달한다. 직업기술교육업의 평균매출 총이익율은 약 35%,
업종 집중도가 큰 까닭에 선두기업의 매출총이익율은 50~60%에 이른다.
◦ 각 분야별 시장 분석
- 유아교육시장
업계 인사에 따르면, 중국의 1가정1자녀 정책, 사회적 경쟁심화로 그 수
요가 급속히 늘어나 대부분 1․2급의 대도시의 가정들은 취학전 교육을 시
키고 있다.
1, 2급의 대도시의 가정소득수준이 증가역시 교육서비스 수요를 확대
시키는 요인이다. 현재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의 고객인 가정들의 배경을 보
면, 공무원, 의사, 교사 등 고수입·고학력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가격민
감도가 낮아, 주류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보통가정들은 교육의 중
요성에 대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경제적인 한계로 일반적인 국공
립 유아원에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업종 발전단계가 초기에 머물러 있어,
시장성숙도가 낮으며, 아직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기업이 없다. 또한 업종
발전여지가 커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이 업종의 비교적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가맹 초기 진입비용은
30~70만 위엔 정도이다.

- 초중고 과외교육
주요 대상은 9년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정규교육과정의 보충지도를
내용으로 한다. 중국내 시험대비 교육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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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방면으로 교육부에서는 소양교육, 사상교육을 제창하
고, 과외교육은 정부와 교육부처에서 발전을 지원하는 분야는 아니다. 심지
어 몇몇 지역의 교육부문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유료 과외수업을 명확
히 금지시키고, 적발 시에는 교사자격을 취소시킨다. 그 밖에 지역별로 시
험내용도 달라, 기업이 본 지역 이외에 사업 확장이 힘들다.
시장수요가 기본적으로 가정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의에 의해 주동적으로
생성되어, 대다수 지역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교사와 연결하거나, 소규모 중
개회사가 대학생을 모집해 과외활동이 이루어지며, 아직 기업이 공개적으
로 대규모 과외교육을 홍보하지는 않는다. 시장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적으로 불투명하다.
< 중국 과외교육학원 운영소개>
과외교육
학원

거인(巨人)

학대(学大)

학이사(学而思)

탁월(卓越)

설립시기

1994년 7월

2001년 9월

2003년

1997년 10월

지역

북경

북경

북경

광주

투자액
(백만달러)

20

20

n/a

8

커리큘럼

올림픽수학,
체육, 영어 등
모두 갖춤

1대1수업에
집중

상위20~30%우
수학생만 지도

중, 고등학교
교과 과목
중심수업

영업실적

2009년 예상
영업수익 증가
속도 35%

2008년
영업수입
3억 위안

2008년
영업수익
3억 위안

2008년
영업수익증
가속도100%초과

◦ 외국어 및 IT교육
이미 성숙기에 이른 시장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이 현존한다. 중국의 경
제발전과 더불어 전문기술인재 관련 공급이 매우절박한데 대학교육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향후 관련시장 발전가능성이 크다. 교육수준 (예
를 들어 자격증 보유 여부)과 개인 소득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의식이 가
격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었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단계에 있고 경쟁구도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 업종진입장벽이 비교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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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어교육시장의 선도 법인
1

新东方 （Neworiental）

2

华尔（Wallstreet)

3

韦博国际英语(Web International English)

4

戴尔国际英语(DELLENGLISH)

5

英孚教育(English First)

6

上海昂立进修学院(onlyedu)

7

朗阁培训LONGRE TRAINING CENTER)

8

洋话连篇(mordern english)

9

巨人学校国际英语培训芋中心 (Juren)

10

牛津英语培训(OXFORD ENGLISH)

본 영역의 중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가맹 초기비용은 40~50만 위엔
정도이다.
◦ 취업교육
취업교육은 국가 각 급 정부의 중요 지원 영역으로, 저학력의 8억의 농
촌인구를 기초기술교육을 통해 도시 노동력으로 전이 시키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한다. 교육대상이 사회 약자계층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질보다는 양적
성장을 강조한다.
도표 각 분야별 시장 비교평가
유아
교육

초중고
교육

사립대학
교육기관

외국어
교육

IT교육

취업
교육

온라인
교육

정부지원

중

저

중

저

저

고

중

시장수요

중

고

고

고

고

고

저

시장성숙도

저

중

중

고

고

저

저

진입장벽

중

저

고

저

중

중

고

투자관심도

고

고

고

중

중

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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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산업 투자현황분석
2002년부터 정부에서 사교육기관 장려 정책을 시행했으며, 2004년 교육
촉진법실시조례(民办教 促进法实施条列)⟫이하 '조례')을 반포로, 정책적 보
장에 힘입어 사회자본이 교육산업으로 유입되었다.
벤처자본 투자기관과 국외자본이 온라인교육 외의 전통적 방식의 교육시
장을 본격적으로 진출고려를 시작했으며, 노아교육(诺亚舟, Noah edu) 외에
전통적 방식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동방교육(新东方教育)과 대학원
시험대비학원 만학해문(万学海文)이 융자를 받았으며, 2004년 당시 3개 회
사의 총 융자액은 6650만 달러에 이른다.

도표: 2000~2007년 교육업 벤처자본 비 사모펀드 투자 현황

2005년 온라인 교육의 활황으로 벤처자본 투자 당시 중화교육망(中华培
训网), 비룡망(飞龙网), 망신가원(网讯家园), 설보당(说宝堂) 등 4개의 회사
가 2415만 달러의 융자를 받았다. 앞의 두 회사는 교육시장의 정보제공, 온
라인 수업등록을 중개하는 교육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고, 뒤의 두 회사는
온라인수업을 주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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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식 상장한 신동방은 지금까지 교육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
이스로, 이후 벤처자본의 교육업 투자 열풍을 일으켰으며, 그 해 총 투자수
13건, 액수로 9212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2007년에는 동일 투자 건수, 총
투자액 1.667 억 달러에 달해, 80.9% 증가하였다.
2006년과 2007년 교육업 투자는 확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하여, 여
러 영역에 폭 넓게 걸쳐져 있다. 2006년 투자 확장기에 있는 기업은 7개로
전체 투자의 53.8%를 차지했고, 2007년에는 9개의 기업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관련영역은 온라인교육 분야의 온라인 대학, 중고등, 외국어교육
외에 오프라인 외국어교육, 중고등 과외교육, IT직업교육, 기업경영관리교
육 등이 있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향후 각 세분화된 영역들 중 선두지위에 있는 발전
기 혹은 확장기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 외자 교육기관
현재 외자 단독투자로 중국내 교육업에 진출한 분야는 외국어와 IT교육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외국어 교육시장은 English First(英孚教育), Wallstreet
English(华尔语, 사쿠라일본어(樱花日语, 하나한국어(韩纳语言交化交流中心）
등이 있다.
IT교육 방면으로는 외자가 중국 자본과 합자하는 형식으로, 외국 측에서
수업과 인증서 발급을 담당하고, 중국 측에서 강사진과 학원시설을 제공한
다. 이런 예로 북대청조(北大青鸟가 있다.
나. 중국 초중고 과외교육시장 진출
◦ 시장조사 및 시장 환경
초중고 과외교육시장은 9년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칭하
며, 교과과정을 주 내용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 초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화라경(华罗庚):중국의 수학자) 수학, 올
림피아드 수학
- 중학교: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정치, 역사, 생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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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교과목에 대한 과외수업은 시험대비 위주로, 입시경쟁이 치
열해짐에 따라 현재 거대한 시장수요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장려하
는 부문은 아니며, 교육부에서는 자질교육과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몇
몇 지역에서는 학교 교사의 과외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교사자
격을 취소시킨다.
그 외에 법규상 과외교육시장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
며, 사업자는 먼저 교육부가 발행하는⟪사학역량허가증(社会力量办学许可
证) :민간부문교육기관설립허가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부문인 교육
부의 이해관계 마찰로, 교육부에 어떤 관계가 없는 이상 허가증 얻기가 쉽
지 않다.
한편, 초중고 과외교육은 미성년자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사상교육의 범
위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외자는 벤처투자기구를 통해 중국 내 일정한 지
명도 있는 과외교육기관에 투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2007년 6개의 과
외교육기관이 총 70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으며, 이 투자액은 전체 교육시
장의 19.7%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과외교육시장이 받은 투자액은 1.03억
위엔으로, 전체 시장의 29%를 차지해, 어학교육(32%)에 이어 가장 많다.
투자를 획득한 과외교육기관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
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아직 없다. 투자액 중
84%가 베이징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 홍성교육(弘成教育集
团), 안박교육(安博教育集团)이 있다.
◦ 관련 법규 및 정책 방향
외자에 개방된 교육시장은 미취학 아동교육과 성년교육에 제한되어 있으
며, 초중고 교육은 포함되지 않아 프랜차이즈를 통한 시장진입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몇 년 간 개방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중국 교육기관과 합자 혹
은 합작을 통한시장진입이 가능할 뿐이다. 2007년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따르면, 교육 서비스업 중 대학교육기관(합작과
합자로 제한)은 투자 장려대상, 정규 초중고 교육(합작과 합자로 제한)은
제한 대상이다. 외자가 의무교육기관, 군사, 경찰, 정치, 공산당학교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초중고 과외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지도대상 목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3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다. 그러나 의무교육에 속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방정부가 심사
할 적에 금지당할 수 있어 정책적인 장애가 크다. 그러나 아동교육은 정부
장려부문에 속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은 국무부가 반포하고, ⟪
프랜차이즈겨영관리조례(特许经营管理条例)⟫는 상무부에서 발표하여, 법률
적

지위관계상⟪프랜차이즈경영관리조례(特许经营管理条例)⟫는⟪외상투자산

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에 속해 있으므로, 지도목록의 금지대상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진출유망분야/업종
- 성년직업교육, 예를 들어 어학, IT, 기타 자격증 교육
- 아동교육
- 직접투자 불가 항목 초중고교육, 벤처투자기관을 통해 투자가능
◦ 진출유망분야/업종
성년직업교육, 예를 들어 어학, IT, 기타 자격증 교육아동교육직접투자
불가 항목 초중고교육, 벤처투자기관을 통해 투자가능
◦ 교육업의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진출방식)
현재 교육업의 주요확장 방식으로는 직영, 단일지역프랜차이즈(单店特许,
single unit franchising), 지역프랜차이즈 및 2급 프랜차이즈가 있다. 수요가
왕성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1급 도시에서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직영, 단일지역프랜차이즈 및 지역 프랜차이즈를 이용한다. 이
들 형식은 현지 자원에 대한통제력 확보, 현지의 충분한 수요만족에 유리
하며,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2, 3급 도시에서는 2급 프랜차이즈 형식을 주로 사용
하는데 이는 신속한 시장 확대로 잠재소비시장을 장악하는데 유리하다. 2,
3급 도시는 1급 도시에 비해 서비스 품질보장에 대한 수준이 낮아, 가맹점
에게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권리를 많이 주며, 이는 신속한 시장 확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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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발전 전략상 보통먼저 중심시장에 직영점을 두고 어느 정도 인지
도를 쌓은 후 가맹점 방식으로 주변시장에 확장, 시장점유율을 확보한다.
이후주식 상장 전에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가맹점을 다시 사들여, 자산 우
량화 과정을 거친다.
기업의 발전과정 중 본사는 직영점과 가맹점간의 비율 조절에 주의하게 되
는데, 업계 인사에 따르면 교육업의 직영점 대 가맹점의 이상적인 비율은 2:8
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충분할 때는 직영점의 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유동현금 부족하나 가맹점에 대한 관리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 가맹점 수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시장을
장악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현재 교육업계 발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현재 중국 교육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교육 품질 관리 어려움, 교육 시스템모순(표준화와 개성화), 전문 강사진과
관리인원 부족, 취학 전 교육 가치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교육상품 개발 능
력 부족 등이 있다. 그 중 전문 강사진과 관리인원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 교육 품질 관리
지난 몇 년 간 빠른 시장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관리가 소홀해, 각 가맹점의 수업수준이 고르지 못하다.
해결방안: 브랜드 가치유지와 교육품질의 보장을 위해 업계 선두기업이
가맹점에 대한 관리와 검사를 강화했다. 일부 회사들은 2급 프랜차이즈 방
식을 버리고, 가맹점에 대한 직접관리 정도를 강화시켰다. 관리기준을 엄격
히 하고, 수준에 못 미치는 가맹점들은 불이익을 주며, 심지어 가맹권한을
취소시켰다. 이번 조사 중 많은 기업들이 3년 내에 직영점 형식으로 시장
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표: 대표기업들의 향후 3년 내 영업방식 선택
2009-2011년 선두기업 영업확장방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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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설립

합병

프랜차이즈

41%

23%

36%

◦ 교육시스템의 모순 (표준화와 개성화)
프랜차이즈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맹점이 직영점과 같은 수준
의 수업수준보장 문제이다. 취학전 교육에 있어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기관
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수업수준을 표준화 시키는 동시
에 기업 측에서는 강사가 표준화된 시스템 안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효과적인 방안 고려해야 한다.
해결방안: 몇몇 선두기업에서는 운영상의 표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강사에게 역량을 발휘할 여지를 주어, 각각의 다른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 강사진 부족
현재 미취학 아동교육기관에서는 유아사범대와 같은 전문학교에서 교사
를 모집한다. 그러나 이런 전공이 있는 대학의 부족으로 공급이 급속히 늘
어나는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결방안: 학내 채용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기업은 비전공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 채용 후 교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기준에 다다르도록 해
야 한다.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어 향후 발전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 관리인원의 부족
업계의 급속한 발전은 전문 관리인원의 거대한 수요 창출과 동시에 자질
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발전기간이 짧은 탓에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프로그램도 부족한 현실이어서, 동종업자들 간에 전문 인력을 더 좋
은 우대조건으로 스카우트하는 일이 빈번하다.
해결방안: 표준화된 운영방식은 전문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정기적인 직원교육은 표준화된 운영을 실행
하는데 효과적이다.
◦ 미취학 아동교육에 대한 낮은 인지도
학부모들의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보편적으로 초급 단계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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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 소비자층이 중·고급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도시간의 격차가 커
서2, 3급 도시의 교육수준은 1급 도시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
해결방안: 2, 3급 시장에는 2급 가맹점권한 수여방식, 1급 시장에는 직영
점 형식으로 시장 확대를 한다. 한편, 홍보에 힘써 교육에 대한 가치를 제
고시킨다.
◦ 교육상품 개발능력 부족
상품개발능력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연관, 기업에게 새로운 발전 계
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가운데 기업들의 개발능력은 여전히 뒤
떨어지며, 많은 기업이 교육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고유한 핵심 경쟁력이 부재, 커리큘럼 개발능력과
전문 강사진 부족으로 사실상 고객의 수요파악 후 해당 강사를 찾는 식의
중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식에서 수업의 품질 보장이 힘든
경우가 많다.
해결방안: 동방애영(东方爱婴), 홍황남(红黄蓝), 아박태극북대청조(阿博泰
克北大青鸟)은 상품개발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는 기업들로 독
립적인 연구개발팀을 조직하였다. 동시에 중국 내외 저명한 연구기관들과
합작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어느 한 중국기업의 개발투자액은 매년
2000만 위엔에 이른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강의는 수업 수준을 표준화시키는 데 유리하여,
업계의 대표 격 기업들은 멀티미디어 강의 툴 개발에 힘쓰고 있다.
◦ 중국 정부의 교육기관의 관할기관 혼선
교육내용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이 관리하며, 관리기관으로 교육부,
노동부, 민정부, 공상부, 농업부, 위생부, 교통부, 재정부, 건설부 등이
있고, 그 외 교육업협회와 기업이 있다.
건설기사는 건설부가, 자동차 수리는 노동부, 예술 및 전산교육은 노동부
와 교육부가 함께 관리한다. 교육부에서⟪사회역량허가증(社会力量办学许可
证):민간부문교육기관설립허가증⟫ 한편 공상부문에서는 "교육자문(教育咨
询)"과 "지식교육(文化培训)" 비준·허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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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중등·초급직업교육기관은 구현(区县) 노동국에서, 중·고등급 직
업교육기관은 시(市) 노동국에서 심사·허가한다. 기술학교는 주요하게 산
업주관부문에서 관리하며, 노동부는 교학관리와 업무지도를 한다. 교육기관
들은 학위교육에 관련여부에 따라 교육위원회(教委) 혹은 노동부에서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복잡한 관리시스템은 심사관리 기준과 행정에
있어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다.
해결방안: 최근 교육부를 비롯해 24개 부문 및 교육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교육서비스와 국가표준에 대해 연구 및 제정검토 중이다. 이미 국가
표준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으며,⟪국가서비스업표준(2009~2013) 발전계획(全
国服务业标准(2009—2013) 发展规划)⟫에 포함 되었다. 향후 교육서비스 국
가표준화 위원회가 설치하여, 통일화된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
가를 시행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결과 발표, 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힘쓸
예정이다.
다. 법인설립 및 영업허가증 신청
◦ 법인설립 과정 및 문서 준비
민간자본이 교육기관을 세울 경우 그 업종은 교육자문회사에 속한다. 통
상적으로 등록명칭을 예로 들면 “북경시 XX 교육자문회사(北京市 XX 教
育 咨询有限公司)”, “상해 XX 교육정보자문회사(上海XX 教信息率咨询有
限公司)”, “북경 XX 인적자원정보자문회사(北京 XX 教育人力資源咨询有
限公司)” 등이 있다.
영업범위는 교육자문(教育咨询), 기업관리교육(企业管理教育), 회의사무서
비스(会务服务), 전시전람서비스(展览展示服务), 회의사무예의서비스(会务礼
仪服务), 기업이미지전략(企业形象策划), 기업마케팅전략(企业营销策划), 시
장마케팅전략(市场营销策划), 투자교육(投资教育) 등이다.
민영자본이 만약 초중고 과외교육업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교육국과 민정
부에서 발급하는 ⟪사회역량허가증(社会力量办学许可证):민간부문교육기관
설립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미 신청 후 민정부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
금지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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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역량허가증⟫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수업 및 교육영업을 하기
에 적합한 장소와 설비, 강사와 관리인원, 국가 직업기능기준에 부합한 교
육코스, 노동보장부문에 규정된 기타 조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까지
외국자본에게 초중고 과외교육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의
등록 과정과 영업모델은 중국 내 민간자본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다.
◦ 민간자본 교육 서비스 법인등록 과정
- 법인명 심사: 공상국에서 “기업명칭예비심사신청표(企业(字号)名称
预先核准请表)”를 받아서 작성한다. 공상국 홈페이지에서 명칭 중
복여부를 확인후 미 중복일 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명칭예비심사통지서(企业(字号)名称预先核准通知书)”를 발행
해준다. 이 절차에 30 위엔 수속비가 소요된다. (30 위엔으로 5번
확인 검색가능)
- 건물 임대: 몇몇 지역은 주거용 건물에 영업허가를 금지하므로, 전문
오피스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좋다. 임대계약 후 임대인에게 방
산증(房产证)사본 제공을 요구한다. 임대계약 완료 후 세무국에 가
서 인화세를 구입해야한다. 연 임대료의 1‰의 정도이며, 예를 들어
연 임대료가 1만 위엔이라면 10원의 인화세를 구입하여야 한다. 계
약서의 앞면에 부착하고, 뒷면에는 보통 인화세를 부착한 계약서
사본을 붙인다.
- 회사규정: 공상국 홈페이지에서 "회사규정(公司章程)"샘플을 다운로
드해, 각 회사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맨 아래에 출자인의 서명을
받는다.
- 법인도장: 사각형의 법인 도장 준비약 20원 정도
- 은행순정함(银行询征函): 일반회계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반드
시 회계사무소 날인한 원본이여야 한다. 신문광고에서 이에 관한
회계사무소 업무광고를 참조가능.
- 험자계좌(验资)개설: 출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액수와 "회사규
정", 공상국에서 발급한 법인명 통지서, 법인대표의 도창, 신분증,
험자(验资)시 필요한 금액, 공백인 순정함(询料函)양식을 가지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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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개설한다. 법인계좌 개설 후 각 출자자는 출
자한 금액만큼 법인계좌에 저금하게 된다. 은행은 각 출자자에게
출자자자금납입확인서(股东缴敎单)를 발급하고, 순정함(询料函)에 은
행도장을 찍어준다.
* 주의사항: 회사법 규정 상 법인 등록 시 출자자는 정액에 달하
는 금액을 출자해야 하며, 화폐나 현물출자(가령 자동차, 부동산,
지식재산권)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금전 출자
밖에 안 되며, 현물출자를 하려면 회계사무소에서 가치평가 후
실제 가치로 출자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비교적 절차가 복잡해
금전출자를 추천한다.
- 험자(验资)보고: 은행에서 받은 출자자자금납입확인서(股东缴敎单),
은행도장이 찍힌 순정함(询料函), 법인도장, 기업명칭 통지서, 임대
계약서, 방산증(房产证) 사본을 가지고 회계사무소에 가서 험자(验
资)보고 절차를 밟는다. 등록 출자액이 50만 위엔 이하일 경우수수
료가 500 위엔 정도 이다.
- 법인등록: 설립등기 신청표, 출자자(발기인)명단, 이사회 상황, 법인
대표 등기표, 지정대표 혹은 위탁대리인등기표 등의 공상국에서 법
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서 작성 후 연동 법인명칭 통지서,
법인규정, 임대계약서, 방산증(房产证) 사본, 험자(验资)보고서를 공
상국(工商局)에 함께 제출한다. 대략 3일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300 위엔이다.
-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공안국이 지정한 도장포에 가서 공장(公章)과
재무장(财务章)을 만든다. 뒷 절차가 이 두 개 도장날인이 필요하다.
- 법인조직기구 대마증(代码证)
-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술감독국(技术监督局)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80 위엔이다. 증서를 발급받는데 약 보름이 소요
되며 기술관리국(技术监督局)에서 예비수리대마증(预先受理代码证)를
발급해준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등기증(税务登记证)발급, 은행
기본계좌(银行基本户) 개설이 가능하다.
- 기본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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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증, 조직기구대마증(组织𣏆 构代码证)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기본계좌를 개설한다. 험자(验资)보고를 발급받은 같은 은행의 지점
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100 위엔의 험자(验资)
계좌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개좌개설 시 작성할 양식이 많은데,
작성 시 영업허가증의 정식원본, 신분증, 조직기구대마증(组织𣏆 构
代码证), 공장(公章), 재무장(财务章), 법인장(法人章)이 필요하다.
- 2005년 하반기부터 대부분 은행규정 상 기본계좌 개설 시에 비밀번
호기(密码器)를 사야한다. 비밀번호기는 280 위엔이며, 비밀번호기를
사용해 비밀번호를 정해야 한다.
- 세무등기: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30일 내 세무국에 가서 세무등기증
을 신청한다. 보통 법인은 2가지의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데, 곧 국세(国税)와 지세(地税)이다. 비용은 각각 40 위엔이다. 세무
등기증 발급 시 반드시 회계자격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징세유형
으로 영업세와 소득세가 있다.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영업세는
영업에 대한 세금징수로 수익에 관계없이 거래발생 시에 명세서를
발급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영업수익에서 각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윤이
남아야 소득세를 납부한다. 영업세는 일반 상품판매업 관련법인은
명세서의 4%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서비스업 관련 법인은 5% 영
업세를 매긴다. 소득세는 순이익의 18~33%이며,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18%이다. 소득세 계산은 회계장부처리가 관건으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잘 관리해 영업 및 관리 비용으로 계상하여
최대한 적게 순이익이 남도록 한다. 현재 국내 세무기관은 총 비용
에 대한교통 및 식대비 비율제한을 두고 있다. 사업형식이 교육서
비스업인 법인은 상술한 두 가지 세금 외에 성건세(城建税), 교육비
부가가치세(教育费附加), 방산세(房产税), 인화세가 있으며, 차량이
있다면 차선사용세(缴纳车掘船使用税)도 납부해야한다.
- 영구영수증: 만약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면 국세국(国税局)에 가서
명세서를 신청해야하고, 서비스업 분야라면 지세국(地税局)에 가서
명세서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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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개시 후 매달 제때에 세무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없다는 보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
게 된다.
라. 국내 민영자본의 초중고 과외교육시장 투자방법
◦비영리법인 교육센터(民办非企业的训中心)
국내 몇몇 법인이나 경제단체는 정식적인 교육법인으로 등록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뛰어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등록 운영 플랫폼을 “비영리법인 교육센터(民办非企业类的培训中心)” 라고 한다.
법인등록 시,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민정
부에서 <사회역량허가증(社会力量办学许可证): 민간부문교육기관설립허가
증>과 <수납허가증(收费许可证>를 받는다. 비영리법인 교육센터는 법규에
따라 <사회역량허가증>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회계제
도는 <비영리법인 회계제도(民间非营利企业会计制度)>가 있다.
<비영리법인 회계제도(民间非营利企业会计制度)>를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해당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투자자는 해당법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투자자는 해당법인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성질을 가진 학교는 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 영리 분배에 참가하며, 학교 투자자가 학교자산에 대한 소유권
을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는 원칙에 따라 비영리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비영리법인 회계제도(民间非营利企业会计制度)>를 사용해
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교는 실제 운영 중, 경제단체 혹은 개인이 학교를
형식상 비영리법인 회계제도의 요구에 부합되게 만들었을 뿐이므로, 반드
시 <법인회계준칙(企业会计准则)> 혹은 <법인회계제도(企业会计制度)>를 사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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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현급 민정부에서 <민간비영리법인교육기구신청서(民办非企业教
育构𣏆 构核名书)>를 작성하고, xx교육센터라고 등기한다.
- 이 신청서를 들고 현급 교육부에 가서 <사회역량허가증(社会力量办
学许可证)>를 신청한다(이 과정에서 <소방안전검사합격증>도 함께
처리하도록 한다).
- 이 서류들을 들고 소재지의 현급(县级) 물가관리부(物价部门)에서
<수납허가증(收费许可证)>를 신청한다.
- 민정부(民政部门)에서 등기신청을 한다.

◦ 문화커뮤니케이션회사 설립 & 온라인교육
교육업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직접문화국(文
化局)에 가서 관련 자격승인을 신청하고, 공상국(工商局)에 가서 허가증 신
청을 하면 된다.
교육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한 많은 법인이나 개인은 일반적으
로 문화커뮤니케이션 회사를 만들어 경영범위를 수정하기도 한다.
실제 경영 중, 문화커뮤니케이션 서비스(文化传凝有限公司)의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종의 편법이므로 회사규모가
커지면 경영범위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회사는 경영 중 교육으로 인해 일정의 인원이 모이면 해당 파출소의 검
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매번 조정해야 한다. 교육받는 인
원은 8명 이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형식상 교육자문 서비스이므로, 법
규상 《사회역량허가증(社会力量许可证)》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규모가 큰 교육을 실시 할 시(50명 이상), 해당지역의 교육기관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 해당지역의 교육기관으로는 캠퍼스 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집회 등을 허용하는) 대학이나 사립대학 등이 있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수증에 교육비용이라고 쓰지 않고 자문비용
(咨询费用)이라고 쓴다.
현재 몇몇 회사들은 인터넷교육시스템을 통해 초중고 과외교육 시장에
진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위험성을 피하고, 규모화 경영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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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회사 법인(家教公司)으로 등록
과외회사 법인(家教公司)으로 등록하여 과외 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 영리성 학교설립기구 영업 허가증(营利性办学
𣏆 构许可证)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외자투자를 허가하고 있지 않
는다. 또한 해당 교육부의 비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상국(工商局)
에서 등록할 수 없다.
- 2인 혹은 2인 이상이 출자 시 최저등록자금은 3만 위엔이며, 1인이
출자 시 최저 등록자금은 10만 위엔이다.
- 과외회사법인(家教公司)은 세무국(税务局)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득세를
내야하며, 과외중계센터(家教中心)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매달 정액
세를 지불해야 한다.
-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경우, 외국인관리국(外国家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출자 및 송금방식
출자자가 2인 혹은 2인 이상일 경우, 최저등록 자금은 3만 위엔이고,
1인이 출자한 회사일 경우 최저 등록 자금은 10만 위엔이며, 등록자금
상한가는 없다.
◦ 상업 부동산 임대, 전기, 통신, 수도 및 기타 시설 등기
상업 부동산 및 영업장소 등기 신청 시, 임대인이 제공한 재산권 증명과
임대허가증이 필요하다. <주택소유권증(房屋所有权证)>이 있을 경우, 재산
권부문의 도장이 찍혀있거나 재산권 소유자의 서명이 있는 <주택소유권증
(房屋所有权证)>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상국(工商局)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 및 주거용 건물아래층을 상업
용도의 공간으로 계획 하는 것과 요식업, 유흥업, 생산가공과 제조, 위험화
학품등 국가 안전과 국민의 건강, 환경,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생산 경영활동을 금지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타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구입한 주택을 주재주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설부의 <부동산시장의 외국인투자규범과 관리에 관한 의견(关于苑房地
产市场外资准入和管里的意见)>은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이 부동산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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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법인
을 통해 임대 등의 업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만약 임대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하일 시, 임차인은 <법인주소(영업장소)
증명(企业住所经营场所证明)>과 주택소유 사본을 가지고 가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 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상일 때,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은
그에 상응하는 법인(物业经营企业)을 설립해야 하며, 그 법인(物业经营企业)
에게 임대와 같은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법인주소(영업장
소)증명>, 도장이 찍힌 법인 허가증 사본, 주택소유권 증 사본 및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이 해당법인(物业经营企业)에게 임대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
장 사본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 통신, 수도등 관련 시설등기는 임대중인 해당 법인(物业经营企业)의
등기에 따르며, 일률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등록회사 법인대표가 소재지역
의 전력회사, 전신회사와 수도회사에 회사의 정보를 등록해도 무관하다.
마. 상표와 특허등록
◦ 상표와 특허등록과정
상표신청인과 상표대리기구는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번호

내 용

1

상표신청인 혹은 상표대리기구는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 한다.

2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하고, 상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한다.

3

상표국은 상표가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기한 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4

요구에 부합되는 상표에 한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거부한다.

5

요구에 부합되는 상표에 대해 1차 심사 공고를 진행한다.

6

기타 회사, 개인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승인 공고를 낸다.

8

상표등록에 관한 논란이 없을 경우,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신청서를
제출한다.

9

논란이 없을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에 관한 판결을 한다.

10

만약 판결이 불가능 할 경우, 지방중급 인민법원에서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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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용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며, <상표법>은 등록한 상표의
상표권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표전용권: 권리인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배재한다. 즉,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한 상표를 독점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사용권을 배제한다. 상표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
은 같은 혹은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쓸 수 없다. 위반자에
대해공상행정관리기구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며, 권리 침해가 심각할 경
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 상표양도권
- 등록한 상표의 소유자는 양도계약을 통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등록
한 상표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사용허가권
- 연장권: 등록한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상표권 소유자는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표사용권의 무한연장이 가능하
며, 연장 승인 후 공고를 한다.
- 보호요청권
- 상속권
바. 현지 운영단계 (제4장 국내 교육법인 운영분석)
◦ 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
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는 2000년 설립된, 초중고교생의 과외지도와
학습능력강화를 핵심 업무로 삼고 있는 법인이다.
회사는 교사, 교육전문가, 교육연구원가맹의 연합을 통해 1대1 과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외교사는 대부분 현직에 있는 유명한 교사이다. 회사 규모
가 커짐에 따라, 대외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현재경한교육센터
(京翰教育中心)는 북경시에 10개의 지점이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지점은 해
정구(海淀区)점으로, 규모가 4000제곱미터이다. 기타 지점으로는 조양구(朝阳
区)점, 인민대(人大)점, 북경대(北大)점, 삼원교(三元桥)점, 서성(西城)점, 공주
분(公主坟)점, 북사대(北师大)점, 아운촌(亚运村)점, 경송(颈松)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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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는 다른 도시에 지점이 없지만 해당 지역의
현지선생님들을 채용해 전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로는
천진, 우한, 성도, 태원(太原), 대련, 심양, 충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교육방침은 모두 회사경영방식에 따른다.
◦ 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의 교육특징
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는 전국교육“십오”계획프로젝트팀, 국가교
육부 중점과외 프로젝트팀, 중국과학원 심리학연구소, 북경대학 심리학연구
센터, 북경사범대학심리학연구소 등 기구와 전문 학자들의 다년간 연구 성
과를 보유하고 있다.
경한교육센터는 우수교사와 개성적인 교육 등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주동적인 질문과 학습동기부여, 학습심리유도 등 고부가가치적인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학생의 학습흥미 유도, 학생의 완강한 의지 배양과 적극적이
고 건강한 생활 마음가짐, 올바른 학습습관, 학습능력 배양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전문교사들이며, 일부분은 겸업교사들이기도 하다. 수업
시간당 교사들에게 과외비를 지급하며, 전문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업무성적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추가보너스가 있다.
교사 보수 급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월급+공제+보름상여금+성과상여
금+분기상여금+프로젝트수당+TOP수당+연로지원금
◦ 영업시스템
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영업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경한교육
센터로 와서 교육받게끔 한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광고하는
등 홍보방식이 비교적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지점에는 전문적인 판매부가 있는데, 판매대표자를 채용에서 시장
개척을 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명문대학 근처에 지점을 설립한다.
(예, 중국인민대학, 북경대학, 청화대학 부근)
-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의 각종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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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한다.
◦ 판매대표의 기본급: 월 500-600 위엔이다.
업무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 학비
경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의 교습비는 시간당 165-175 위엔, 매 학생들
은 한 학기평균 3-5만 위엔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과외형식은 일대일
맞춤형 수업이며, 소그룹의 형식도 있다.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생들의 과
외교육비의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한다.
◦ 직영점의 지출비용분석
교육업의 비용은 주요하게 장소임대, 인건비, 홍보비로 나눌 수 있다. 경
한교육센터(京翰教育中心)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테리어비, 인건비, 영업판
매비용 등이 주요한 영업지출이며, 그 중 임대료가 총 자본의 30% 이내를
차지한다고 한다.
◦ 북경 홍황남 아동교육 과학기술공사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은 1998년 성립되어, 미취학 아동의 교육, 오락활
동, 교육연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종합적 교육서비스 법인으로서, 북경시
에서 처음으로 0-6세 아동교육 허가증을 받은 교육법인이다.
2008년,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은 북경, 심천, 장춘에 3개 직영회사를 설
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200여 곳, 고품격 유치원 14곳, 인재배양
유치원 3곳, 국제 유치원 등을 설립했다. 가맹점은 전국 23개 성, 90여 도
시에 분포되어 있으며,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의 직원은 3000여 명이면,
판매수입은 약 3.02억 위엔이다.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은 어린이집, 유치원, 체인가맹부, 서비스 감독부,
아동교육서비스 홈페이지, 홍보전략부, 영업부, 교육연구 개발부, 인사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회사 경영 특색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은 어린이집(0-3세)과 유치원(3-6세)의 상호 연계
발전을 통해, 0-6세의 아동의 초기 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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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육 체인법인으로서, 제일 큰 고충은 바로교육 수준의 표준화이다.
교육 대상이 0-6세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주기가 비교적 길고, 관리가
어렵다. 또한 교육의 핵심은 교육내용으로써, 교육 내용을 교사의 표현을
통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이해력과 표현력의 차이는 교육수준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표준화는 교육 체인법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의 채용이 관건인데, 본사는 미취학 아동
교사 채용에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해 높고 있다. 예를 들어,
- 경력: 3년 이상 1급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를 해보거나, 2년 이상 유치
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자
- 학력: 정규유아교육 학과 출신 혹은 교육, 음악, 춤을 전공한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연령: 35세 미만
- 소질: 표준어를 잘 구사하며, 구연, 노래, 춤, 미술, 악기연주 등의
특기 소유, 영어듣기 실력을 갖춘 자
- 성격: 친화력이 있으며, 아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하며, 인내
력, 책임감 및 성품이 우수한 자
채용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이 있으며, 채용자의 교육내용에 상응되
는 초급, 중급, 고급 교사 교육과정과 교육을 통해서 교사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교육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은 동요, 미술, 태권
도 등의 특별 교육제공 이외에도, 0-6세 아동과 아동가정의 수요에 따라,
교육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회사는 우수인재에게 업계 평균 수준보다 높은 연봉과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식옵션을 제공하는 등 인재채용에도 노력을 기울
인다.
교육상품의 연구 개발은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의 경쟁핵심이며, 홍황남
(红黄蓝)교육법인은 국내외 유명연구 기관과 장기협력관계에 있다. 예를 들
자면, 중과원심리연구소(中科院心里研), 전국중점사범대학, 유명대학교육기
관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는 매주 평균 5만 명의 아동이 조기교육을 받고 있으며, 업무확장을 통해
장난감 개발, 도서 출판,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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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아동도서관, 음악당, 사고교육실 등을 설립해 그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동종 업계의 경쟁에 대비해,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은 사모펀드의 투자
기금을 받고 있다. 국외의 유아교육 브랜드는 중국시장을 주요한 시장으로
꼽고 있으며, 외국법인은 우수한 교육방법으로 국내 교육법인들을 위협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모펀드의 투자로, 더욱 규범화된 관리와 경영규
모 확대가 가능해, 회사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준다.
◦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의 프랜차이즈 사업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은 주요 도시에선 직영을 위주로, 중 도시에서 선
택적으로 가맹점 수를 계속해서 늘이고 있다.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의 표
준화는 초기의 단순한 통일에서 현재는 세분화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
며, 표준화에는 원내 환경 표준화, 교사수업의 표준화, 회원서비스 표준화,
원내 관리 표준화 등이 있다.
새로운 가맹점 설립 시, 본사는 시스템화 된, 완벽한 표준화 서비스 내용
을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는 최신 교재, 교구, 개업 전 출자자 교육, 교
사연수, 교육 고문교육, 개업 후 연구 일상 감독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업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큰 건의나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에는 20여 가지의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는 인테리어 지도, 영업 허가증 등록, 판매, 커리큘럼, 원내관리, 채용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이나 관리에 경험이 없는 출자자의
가맹정 설립에 큰 도움을 준다.
◦ 회사 발전 전망
업계 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업계 인사나 사회 유아교육 분야 인사들
은 홍황남(红黄蓝)교육법인의 프랜차이즈 발전전망을 좋게 보고 있으며, 중
국은 사회 특성상, 부모가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투자에 많은 관심이 있
는 만큼, 중산층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교육에 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중국에는 현재, 7000만 0-3세 유아가 있으며, 유아들에게 쓰이는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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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0%가 교육비로 쓰인다. 또한, 국내 조기교육시장의 잠재력은 100억 위
엔의 규모로 추정된다.

5-2.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가. 국내외 진출기업의 성공사례
◦ 북경 아박태극 북대청조 정보기술유한공사
북경 아박태극 북대청조 정보기술유한공사(北京阿博泰克北大青鸟)(이하
‘북대청조’(北大青鸟信息术有限公司)(이하 부대청조(北大青鸟)는 2000년,
북대청조그룹(北大青鸟集团)과 인도 아박태극사(阿博泰克公司)가 합작설립
한 IT계열 교육법인이다. 10년 동안, 북대청조(北大青鸟)는 전국 최고의 프
랜차이즈 법인으로 성장했다. 2008년 말, 본사 직원 400명을 비롯해, 가맹
점의 직원까지 총 7000여명이 북대청조(北大青鸟)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
국 80여개 도시에 226개의 북대청조(北大青鸟) 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그
중 184개의 교육센터는 가맹점으로, 가맹점은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
으며, 총 판매수익은 21.45억 위안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2003-2008년, 판
매수입은 9배나 증가했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53.7%에 이르렀다.
표: 북대청조(北大青鸟) 교육법인의 판매수입 변화추이

자료: 중국체인점 경영협회, 연구인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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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받은 학생은 연인원 30만에 달하며, IDC국제수치사로부터 중국공장
교육(中国工厂教育) 및 교육서비스시장 부문 고부가가치법인상을 수상했다.
나. 현지진출 성공요인
◦ 회사 경쟁력
북대 청조(北大青鸟)는 교육과정 연구개발단은 중국 유명 IT교육전문가
담호강(谭浩强)교수가 학문고문을 맡았으며, 북경대, 청화대, IBM사, 마이크
로소프트사, Oracle사 등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이 기술지도를 맡았다.
또한 북대청조(北大青鸟)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ISO9001인증을 받은 교육
법인으로, 북대청조(北大青鸟)의 교육방식과 교육과정 체제는 노동 사회보
장부의 OSTA인증을 받았다. 그 밖에 북대청조(北大青鸟)는 Oracle사와 처
음으로 전략연맹을 맺은 법인이며, 두 사에서 공동으로 인증하는 교육기관
을 구축하고 있다.
북대청조(北大青鸟의 IT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ACCP(소프트웨어 공정사교육), BENET(네트워크 공정사교육), BTEST(소
프트웨어시험 공정사교육), ACCP 등 북대청조(北大青鸟)는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국가 노동 사회보장부와 직업 기능검정센터를 공통으로 설립해.
북대청조(北大青鸟)의 교육생들에게 연합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
에 북대청조(北大青鸟)는 유명한 법인들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 하
고 있는데, 특히모토로라, 지멘스, 금산소프트웨어(金山软件)，방정과학기술
(方正科技), 용우소프트웨어(用友软件)등 국내외 3000개 그룹과 인재협력계
약을 맺기도 했다.
국가 노동 연합인증은 북대청조(北大青鸟)만의 큰 특색이며, 권위 있는
부문의 인증증서는 교육생들에게 학력 인증과도 같아 취업에 도움을 준다.
◦ 경영시스템
북대청조(北大青鸟)는 체인가맹점과 학원 학교형식이 결합된 이원화된
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북대청조(北大青鸟)를 최고의 IT직업교육기구
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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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대청조(北大青鸟)는 체인가맹점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인 전략을
체제에 빠르게 적용 시킬 수 있었다. 2000-2008년간, 교육센터 수량은 빠르
게 증가해, 2001년 1개였던 가맹점이 2008년에는 184개로 늘어났으며, 판매
수입 또한 초과성장을 이룩해, 2003년에는 2.5억 위엔, 2005년에는 8.5억 위
엔, 2007년에는 17.7억 위엔, 2008년에는 21.45억 위엔이 되었다.
북대청조(北大青鸟)의 APTECH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뿐만 아니라, 브랜
드, 경영 경험 및 이념까지 수출해 다른 경영시스템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가맹점 설립 시, 사장이 직접 투자자의 자금상황, 관리경험 등 엄격하게
심사를 하며, 이를 통해 가맹상이 되면, 가맹점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 법인가의 정신
- 직원 관리, 재무관리, 개인재력 능력
- 성공적인 경영관리경험과 청렴결백한 인격
-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센터를 운영하는 행동
가맹점 설립 시 자금력과 교육장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맹상
이 권리를 부여받아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면, 커리큘럼 준비금은 교육내용에
따라 다르며, 크게는 150만 위엔까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500 평방미터
정도의 장소 임대, 교육관련 설비,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출자 시 융자도
가능하나, 가맹상이 직접 투입한 자금이 51% 이하여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 허가방식은 기본적으로 한 가맹점에 제한되지만, 다수의 체
인점 설립도 가능하다. 체인점 재설립 시, 가맹비는 원가의 80%가 된다. 또
한 출자자가 반드시 운영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출자자는 반드시 본사의
출자인연수를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투자자가 가맹점 운영책
임자를 고용했을 시, 본사는 투자자와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지도와 교육을
시행한다. 협력파트너 및 관리자는 본사 교육연수센터나 북대청조(北大青
鸟) APTECH 직영센터에서 약 2개월 동안 실습과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가맹 후 본사의 교육연수 및 후원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만약
교육연수 지점이 가맹센터라면, 본사직원은 왕복차비를 부담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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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센터는 본사연수 직원의 숙소를 부담해야한다. 본사는 각 가맹센터에
감독 및 교육생의 숫자 관찰을 계속 실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센터의 월 평균 교육생이 40-50인이고, 연 평균 교육생
은 500인 이상이라면, 이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맹센터는 본사가 감
독 혹은 교육 인원을 보내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북대 청조(北大青鸟)APTECH 학교 협력 시스템
이 시스템을 커리큘럼 변환시스템(课程置换经营渺漠式)이라고도 하는데,
직업기술학교에 있는 컴퓨터 전공과 기타전공 중 컴퓨터과정을 전부 혹은
일부 북대 청조(北大青鸟)의 APTECH 교육과정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가리
킨다. 선진적인 교육 방식과 과학적인 시스템의 커리큘럼은 현행 직업기술
교육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온, 직업기술 교육체계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
적인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말, 북대 청조(北大青鸟) APTECH은 이미 전국 300여 학교와 협
력을 하고 있으며, 북대청조(北大青鸟)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규정한 교육계
획에 협조하고, 학교의 원래 교육방침을 따른다. 그 밖에도, 북대청조(北大
青鸟)는 학교의 교사 교육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독
특한 교육 방법 뿐 만아니라, 커리큘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더욱 배양할
수 있다. 북대 청조(北大青鸟)는 또 정기적으로 협력학교와 현장강연회를
갖고, 교사와 학생을 초대해,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
그 밖의 협력 방안으로 학교에 복습 자료 제공, 정기학술교류 활동 등이
있으며, 이 교육과정은 북대청조(北大青鸟와 APTECH, 노동부에서 공동으
로 인정 증서를 주며, 이로 인해 높은 권위와 실용성을 자랑한다.
◦ 영업판매 전략분석
- 브랜드 구축
북대 청조(北大青鸟는 전국에 226개의 교육센터가 있으며, 그 중 가맹점
은 184개에 이른다. 매년본 사에서는 광고나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
투자비용은 각 지역 센터가 연합해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북경의 가맹점
이 연합해서, 북경지역의 매체에 광고를 내면, 매년광고비용이 3000만 위엔
에 달한다. 그러므로, 본사가 주축이 되어, 전국에 방송되는 주요 핵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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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동tv(山东卫视, 호남tv(湖南卫视, 절강tv(浙江卫视등)에 하나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광고 방영시간대는 주로 광고비가 저렴한 오후시간대이다.
가맹점과 광고비 결산방식에는 현지결산, 전국통일 결산이 있다. 모두가
광고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눠 비용을 부담한다. 통계에 따르
면, 각 가맹상이 매년 광고비로 총 수익의 15~20%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R 광고도 북대청조(北大青鸟의 중요한 홍보 전략이다. 텔레비전 광고,
잡지,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PR광고로 매년 약 500만 위엔 정
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PR 광고활동으로는 법인 공익 활동, 전국
컴퓨터 교육활동, 애국광고,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컴퓨터
기초 교육 제공 등등이 있다.
그 밖에 사회 이슈와 맞물린 영업판매 전략도 북대청조(北大青鸟)의 중
요 홍보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신종 사이버 바이러스 Worm.WhBoy.
발생시, 북대 청조(北大青鸟)는 천진에서 IT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주말 기술
강연을 시행했다. 이 결과 많은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으면서, 북대 청조(北
大青鸟)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켰다.
북대 청조(北大青鸟)는 가맹점에 각 지점의 홈페이지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 시 속도가 빠르고, 사이트가 잘 설계 되어
있어야만, IT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업 표준화
북대청조(北大青鸟)의 설립 목표는 중국 최대의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며,
회사의 체계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표준화 중요하다.
- 시설 통일: 현재 전국 80여 도시 200개 교육 가맹정의 교실, 기계
실, 자문실, 접대실의 배치는 모두 통일된 표준 규범을 통해 이루
어진다.
- 소프트웨어 시설 통일: 교육재료, 교육 방법, 교사수준, 학원학비,
브랜드 형상 등은 북대 청조(北大青鸟)의 엄격한 규범과 표준에 따
라 관리되고 있다. 2002년, 북대 청조(北大青鸟)는 ISO9001인증을
통과해, 처음으로 이 인증을 통과한 IT 전문 교육기관이 되었다.
2004년 체제 내 표준화 건설을 시작해,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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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시키고, 실패율을 줄여, 서비스 품질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했다. 우수한 교사의 업무를 기준삼아 교사의 교육량, 교육방법,
진도속도, 목표, 임무 등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한다.
- 시스템표준화: 북대 청조(北大青鸟)는 자체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
북대 청조(北大青鸟) APTECH과 관련된 1400여건 표준운영 요구사
항을 기재했다. 매 가맹점에는 139개의 업무규정, 10여개 직급, 30
여개 프로세스, 20여개 규정이 해당되며, 매 업무의 연결고리, 절차
에 규정된 사항이 있어 완전한 표준화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외 직책 표준화매뉴얼도 발간해 매 직급의 업무 및 직
책의 표준화를 이룬다.
그 밖에 본사의 가맹점 직원인증 교육 역시 표준화의 중요한 부분인데,
본사는 가맹점의 자문, 영업, 교사, 담임과 취직 전담하는 직원에게 통일된
인증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인증 교육을 통해서 회사는 노하우를 각 가맹점
에게 전수한다. 또한 본사는 매년 가맹점 교육계획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
커리큘럼, 시간 및 참가인원수 등을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교육에는 대부
분이 무료이지만, 무료 교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가맹상은 지불
의 의무가 있다. 교육 참가자는 교육연수 후 시험을 봐야하고, 시험에 불학
격한 인원은 재시험을 봐야하며, 재시험 시 시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본사의 가맹점 협력방안
북대청조는 가맹점 조직배치를 위해 표준화조직 구성도를 만들었다. 가
맹점의 조직은 주요하게 영업부, 교육부, 기술지원부, 후방지원관련 부서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협력체계는 이 4개의 부서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 본사는 시장(영업) 매니저, 원장, 교무장, 교사와 데스
크 서비스 등 각 직급의 사원교육에 대해 지원한다.
- 시장지원내용: 브랜드 이미지구축 지원(VI), 건물 인테리어 및 광고
프로모션 활동지원
- 교무지원내용: 교학활동의 조직 및 전개, 교수내용 평가시스템 , 새
교재 개발연구
- 후방지원내용: 가맹점간 직원이동, 직원파견근무 위탁교육, 재무관
리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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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북대청조 가맹센터의 조직구조도

지원방식 관련해서 온라인지원과 자원지원이 있다. 본사에서 인트라넷과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트라넷을 통해 가맹점의 감독과 지도를
한다. 가맹점의 관리 시스템은 각 가맹점의 교학, 교무, 물류 방면의 문제
에 관해 신속·편리한 의사전달과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자원지원
방면으로는 시장연구토론회를 개최해서 교재, 홍보물, 표준화 매뉴얼을 제
공한다.
◦ 본사의 직영점 관리
각 직영점은 조직 구성면에서 가맹점과 차이가 없다. 단지 직영점의
원장은 본사에서 임명한다. 각 직영점의 원장은 정기적으로 본사에서
열리는 업무회의에 참가한다. 본사에서 연도 목표를 전달하면, 각 가맹점의
원장이 분기별, 월별 업무목표를 정한다.
재무관리 관련해서는 본사에서 ERP 시스템을 사용해 통일적으로 관리한
다. 계약관리도 일률적으로 본사에서 관리하며 시스템으로 표준정가의 계
약문건을 만든다. 만약 특수가격의 계약이 있으면 본사에 보고·비준절차
를 거쳐, 본사에서 특수 문건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마케팅활동과 관련해서 본사는 대규모 광고를 시행하고, 각 가맹점은 저
비용의 광고를 한다. 구체적으로 DM광고, 전단지, 타깃고객의 연락·접촉
등이 있다. 접촉 후 고객의 반응을 TMK(텔레마케팅 팀)에 그 결과를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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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여, 잠재고객 흡수를 위한 무료강좌를 개설하고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한다.
◦ 가맹점 간 경쟁 와 인사관리
본사 직원의 근무계약에 가맹점간 경쟁 금지조항이 있다. 계약 규정상
계약 후 만 5년 후 다시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영업종료 후 1년
내에는 동종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가맹점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는 큰 구속력이 없으며, 특히 직원 개개인
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북대청조(北大青鸟)는 가맹브랜드의 영향력
은 다방면에서 생성된다는 생각에서 크게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인재 채용 방식에는, 공개채용, 인터넷채용, 회사홈페이지, 동종업계 추
천, 예비졸업생 채용 등이 있으며, 부서에 따라 월급기준이나 구조가 다르
다. 그러나 정식 채용자에게는 모두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식사비
보조, 건강검진 등 복지 혜택을 보장한다.
◦ R·ise(瑞思学英语)
R·ise는 5~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써, R은
River deep & Houghton Mifflin의 약자이고, ISE는 Immersion Subsect
English(몰입식 영어교육)의 약자이다.
휴스톤 미플린(Houghton Mifflin, 이하 HM)는 1837년 설립, 1967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이고, 2006년 리버딥(Riverdeep)을 인수합병을 했다. 하
우봉(夏雨峰)은 리버딥과 북경리버딥국제교육과기발전 유한공사(北京瑞沃迪
国际教育科技发展有限公司)을 합작설립, 2007년 7월 미국 K-12 학생들이
사용하는 R·ise를 중국에 도입했다.
첫 진출 지역으로 북경과 중경을 선택, R·ise는 장소와 자금, 가입비 등
을 받고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을 제공했다. 현재 2009년 10월 기준
중국 전역에 약 65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100개
설립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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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조직구성도>

자료: R·ise 홈페이지

- 설계제작팀: 멀티미디어교육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업무
- 교육프로그램기획팀: 전문 교수방법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업무
- 소프트웨어 기술팀: 소프트웨어 기술관련 업무
- 관리 및 영업팀: 마케팅, 고객서비스 및 관리업무
◦ 교육 커리큘럼 6 in 1
직접교육, 독해수업, 회화수업, 오감(五官)수업, 역할극 수업, 프로젝트 수
업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오감수업은 시각, 청각, 촉각을 이용해
언어를 체득케 하고 직접 동작표현을 통해 수업이 진행된다. 프로젝트 수
업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 중 과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발
표능력을 기른다.
<수업진행 모습>

자료: R·is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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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
- 브랜드 파워
HMH는 세계 최대의 교육 출판업체로 미국에서 50% 공립학교 교재를 납
품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R·ise는 ‘몰입교육'을 처음 시도한 교육기관
이다. R·ise는 상품화, 서비스화, 표준화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제공해
가맹점 확장에 유리했다. 영업시스템에서 교사는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며,
80%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에 따라 운영된다.

6. 세탁업 프랜차이즈
6-1. 상하이 세탁업 가맹업태 규모와 특징 분석
가. 상하이 세탁업 가맹시장규모 및 전망(매출 점포 수)
상하이 세탁 체인점은 2000년 이후부터 비교적 빠르게 발전해 외국 세탁
브랜드의 진출이나 국내 세탁기업의 부상을 막론하고 모두 체인가맹 방식
으로 빠르게 확장 해왔다. 체인가맹은 두말할 것 없이 중국 세탁업 발전에
서 중심에 서 있었다. 현재 체인 가맹세탁소는 상하이 세탁소의 절반 이상
인 약 2,200개 업체로 연간 거래총액이 6억 위엔에 달하고 있다. 가맹세탁
소는 해마다 약 100여개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2010년에는 상하이 가맹세
탁소가 2,500개 업체에 달하고 연간 영업수입이 7.5억 위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세탁업의 국제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며 세탁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정리해고 실업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해 설립 운영되던 세탁소는 점차 청년층 창업을 주체로 한
현대화한

세탁체인점으로

바뀌고

있다.

FORNET,

WALTERS,

GEP,

COBBER 세탁소의 경우, 최근 2년간 상기 브랜드 가맹점이 전국에 수천
개나 되며 경영상태도 좋은 편이다. 그 가운데서 청년들이 창업한 세탁체
인점이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세탁업의 체인 발전은 상하이 세탁업 발
전의 추세이며 아울러 세탁업 종사자에 대한 요구도 연령대는 낮고 학력은
높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 세탁업 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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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표시이며 청년들의 취업관념의 변화, 중국 세탁산업시장이 빠르
게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상하이 세탁업 가맹 특징 분석
◦ 안정적인 경영과 높은 성공률
현 단계에서 저수준의 가맹경영이 중국 세탁업 발전에 가져온 문제점들
로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투자가 많고 이윤이 낮으며 회수기간이 긴 것이
고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수준이 낮고 경영 마인드에 있어서 창의성이 부
족하며 가맹점 본사의 경우에는 후속 서비스가 미흡하다. 그러나 상하이의
세탁가맹시장은 전반적으로 가맹점의 생존주기가 비교적 길고 경영이 안정
적이다. 소비자 수요에 비해 세탁소가 적기 때문에 공급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한 세탁소가 한 곳에 정착하고 서비스와 전문 기술로 주변 소비자
들의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의 거래액은 해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
로 성장하게 된다.
◦ 가맹브랜드 효과, 평판 좋아
현재 상하이 세탁업에서 체인 경영하는 브랜드 기업은 주로 규모가 큰
국제적으로 유명한 체인브랜드와 중국에서 오랜 브랜드 역사를 갖고 있는
국유 대형 기업이다. 이들은 세탁업 관련 체인경영에 노하우가 풍부하며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세와 특징이 있다. 소비자는 이런 브랜드
에 이미 일정한 신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수용도도 비교적
높다. 투자자는 이런 세탁 체인브랜드에 가맹할 경우 본사의 노하우와 효
과적인 관리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은 기업이 이미 성공적
으로 각인시킨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인경영을 진행하는 브랜드 세탁 기업은 가맹점에 대해 엄격한 구
역보호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점포를 덜 늘리더라도 한 구역 내에 가맹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본사는 또 가맹점에 대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세탁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경험자가 가맹점을 개
설 후 전문적인 기계조작이 가능하고 소비자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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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서비스 실시
상하이의 가맹세탁소는 일반적으로 현금거래로, 서비스 비용 체불이 없
으며 따라서 자금 회수가 빠르다. 브랜드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브
랜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브랜드 가맹세탁소는 회원제 서비스 즉 소비자
들에게 충전카드 소비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충전카드의 충전 금액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에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세탁소의 사전 자금 회수를 가능케 한다.
◦ 초기 투자가 크지만 후속 투자는 적어
가맹 세탁업은 일반적으로 1회성 투자로 점포 개설 후의 투자는 적다.
점포 개설시 본사는 가맹 측과 함께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세탁소에 우월한
경영환경을 찾아주고 본사가 제공하는 전문기술과 규범화된 수금서비스
등은 세탁소에 안정적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영업수입이 보장된다. 세탁업은 운영원가가 낮으며 지출은 주로 임대료와
설비 유지보수비이다. 세탁소는 재고가 없으므로 별도로 큰 액수의 자금이
묶여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세탁업의 운영시스템도 간단하기 때문에 경영관리도 용이하며 본사의
설비에 대한 수리 유지보수, 세탁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후속서비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5명의 종업원으로 점포의 운영이 가능하다.
◦ 현대화한 세탁 기술과 서비스 수준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현대적인 세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의 기능이 완비되고 세탁관리가 규범화 돼 있기 때문에 세탁물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세탁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설비 및 원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국가 및 소비자의 환경호보 및 건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현대화한 세탁 기술에는 세탁 효율도 포함된다. 생활리듬이
빠른 상하이에서 시장은 빠른 세탁 서비스가 가능한 세탁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가맹 세탁소는 즉석에서 빠른 세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본사의 통일적인 교육과 관리체제로 인해 가맹 점포는 독특한
디자인의 세탁소 이미지 및 우월한 서비스 이념과 서비스 표준을 갖고
있어 시장의 동종 개인 세탁소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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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하이 세탁가맹브랜드 시장 점유율
현재 국내 세탁업 시장은 아주 복잡한 상태다. 초기 투자가 적기 때문에 많
은 중소규모의 투자자들이 몰렸고 이런 특징을 간파한 기업들로 인해 시장에
는 각종 브랜드의 세탁가맹점이 끊임없이 생겨났으며 가장 많을 때는 브랜드
가 수백 종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규적인 프랜차이즈를 실
시하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상하이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는 대만 샹왕그룹(ELEPHANT KING, 象王), 상하이정장실업유한공사
(上海正章实业有限公司,正章), 상하이뤼환세탁염색유한공사(上海绿环洗染有限公
司), GEP）, 상하이 COBBER세탁유한공사(上海卡) COBBER）,상하이양가세탁기자
재 유한공사(上海良家洗衣器材有限公司), 양가세탁), 상하이이리지에세탁기계유한
공사 (上海依丽洁洗涤𣏆 械有限公司), 베이징 FORNET 세탁서비스유한공사(北京福
奈特洗衣服务有限公司), FORNET）, 텐텐신(天天新), AUNTYMARIE 등의 업체이
다．상하이에서 샹왕，정장은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이 각각 9%와 8%로 가장 높다. 기타 브랜드는 이 두 브랜드의 지위를
넘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GEP, COBBER, FORNET 등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약 17％를 차지한다． 상하이의 세탁시장은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어
느 한 업체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치열한
경쟁 단계에 처해 있다.

기 타

샹왕：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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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8%
GEP
COBBE
R
FORNET
이리지에
텐텐신

}

17%

라. 세탁 가맹점의 주요 운영시스템 및 평균이익 상황 분석
일반적으로 세탁 가맹점의 면적은 50㎡, 70-100㎡, 100-150㎡, 150-200㎡
4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탁 가맹점의 가맹비는 일반적으로 점포의 경
영 면적 등 점포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현재 각 유명 브랜드의
가맹비는 주로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샹왕, 정장 등 특급브랜드업체가 가
맹업체를 상대로 수취하는 가맹비로, 일반적으로 2~３만 위엔의 가맹비를
받은 후 또 1~3만 위엔의 브랜드 보증금(가맹 해지 시 환불)을 받는다. 다
른 하나는 AUNTYMARIE 등 중소 브랜드의 가맹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중소규모 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단위: 위엔

특급 브랜드

중, 소브랜드

가맹비용

20,000-80,000

없음

보증금

10,000-30,000

없음

브랜드사용비（매년지불）

0-20,000

없음

◦ 설비 원가（세탁설비 등）
가맹자가 세탁가맹점 개설에서 가장 큰 투자는 설비 투자이다. 세탁설
비 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탁소 규모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
설비금액에도 큰 차이가 난다. 점포가 클수록 필요한 설비도 많고 이에 따
른 투자금액도 크다.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에 따라 대, 중, 소 세 가지로
나뉘며 투자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만위엔

특급브랜드

중소 브랜드

대형

31-105

10-25

중형

22-50

4-10

소형

12-3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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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투자 원가(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소모 원가 등)
상하이에서 임대료는 비교적 큰 지출이다. 점포의 지리적 위치는 세탁소
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상하이에서 세탁소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 개설되며 이런 점포의 임대료는 단지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인건비 원가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수도, 전기, 가스는 점포규모 및 세탁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위: 만 위엔/월

대형

중형

소형

면적

100-200㎡

50-100㎡

20-50㎡

임대비

1.2

0.7-1.2

0.3-0.7

직원수

7-15

4-7

2-4

인건비 원가

0.7

0.4-0.7

0.2-0.4

수도， 전기， 가스원가

0.6

0.3-0.6

0.2-0.3

비고: 상기 가격은 부동산중개소 및 시장가격에 근거한 것임

◦ 세탁소 위치 （구역，면적，인테리어, 스타일 등）
상하이에서 세탁소의 설립위치는 주로 주택단지 주변 혹은 호텔 내부에
집중 돼 있다. 가맹자는 개인이 대부분이므로 점포 위치는 주택단지가 가
장 많이 선택된다. 가맹점 인테리어는 체인본사의 스타일에 맞춰 통일적으
로 설계 및 인테리어 한다. 점포 인테리어는 주로 간단하고 깔끔한 스타일
로 인테리어 작업자는 기업이 선정하거나 가맹자가 선택 후 기업의 확인
거치게 된다. 기업은 시공 과정을 감독하고 완공 후 현지 책임자가 검수하
게 된다．
◦ 월 매출액과 총이익율
상하이 중등 규모 세탁소의 1일 평균 영업액은 800-1800 위엔으로, 월
총 매출은 2.4~4.8만 위엔에 달한다. 그 중 세탁용품, 물, 전기, 가스 등 소
모가 약 15~18％ 즉 3600~8500 위엔이고 임대료, 인건비 등 직접적인 원가
를 더하면 중등 규모 세탁소의 총이익률은 45~50％로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한 점포의 투자 회수주기는 1~2년이며 전반적으로 각 점포의
고객 유동량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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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8%

%

총이익

영업액

직접원가 : 거래총액의 52%

23%

13%
9%
7%
세탁

에너지

제품

소모원가

인건비 원가

임대료

원가

◦ 비수기와 성수기 특징
상하이는 사계절이 분명하여 세탁업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 현재
상하이지역 세탁소의 성수기는 일반적으로 늦가을, 겨울과 초봄으로, 이 계
절에는 옷이 두껍고 옷감재질이 고급인 경우가 많아 일반 가정용 세탁기로
는 세탁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손상도 쉽다. 따라서 세탁소의 영업은 이
때가 성수기이다. 반면 무더운 여름에는 옷이 가볍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소의 영업도 영향을 받는다.

6-2. 상하이 세탁업 가맹 사례 소개 <샹왕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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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 기본 등록 정보
기업명칭

상하이샹왕유한공사 아래에 상하이샹왕세탁유한공사를 ‘샹왕’으로
약칭

주소／전화

상하이시파화쩐루 511호021-52541166

설립연도

1999년4월

법인대표

황전넝

등록자금

250만 위엔

기업종류

대만·홍콩·마카오와 국내 합자

취급품목

의류드라이클리닝，물세탁，특수가공，수선，염색：일용품，문화
용품，화공용품 （위험품 제외），복장용품，세탁용품도매 및 소
매，세탁용 시약，세탁용품 분야의 기술개발, 자체 연구성과 양
도，관련 자문과 기술 서비스 제공, 체인 방식의 상업활동

나. 기업배경 및 발전 개요
◦ 브랜드 발전 역사
대만 샹왕그룹은 1979년에 설립됐으며 세탁화공상품, 세탁 다림기와 관
련 원재료 생산, 세탁기술 자문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업체이다. 샹왕은
1998년 중국내륙에 진출, 중국에서 샹왕세탁 체인사업을 발전시켜왔으며
국내 세탁업 가운데서 가장 일찍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실천한 기업 가운
데 하나이다. 샹왕은 국내에서 최초로 ‘녹색 친환경 드라이클리닝’ 이념
을 도입했다. 현재 샹왕은 국내 세탁업 가운데서 세탁설비, 원재료 생산에
서 세탁기술 교육, 체인가맹을 아우르는 전문기업 중 하나로 발전했다.
◦ 국내 발전 상황
연도

주요 연혁

1979년

대만샹왕그룹 설립

1998년

상하이샹왕세탁기자재유한공사 설립, 중국 진출의 첫발자국 표시

1998년

상하이샹왕세탁유한공사 설립，파화쩐루 ５１５호에 1호점 개설

2002년

‘전국 세탁 TOP10 기업’ 선정

16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2003년

‘양안 가맹체인 선도기업 모범 금상’ 수상

2003년

최초로 ISO9001:２０００국제 품질인증 통과

2004년

상하이샹왕세탁관리유한공사 설립, 가맹업체 관리 전문 담당

2004년

상하이샹왕화공유한공사 설립, 세탁에 필요한 원재료 생산

2004년

상하이샹왕직업기능교육센터 등록 설립, 가맹자 상대로 세탁 교육

2004년

중국품질감독관리협회 ‘품질 우수, 서비스 만족 회사’평가

2006년

중국체인협회 ‘2005년 중국 10대 우수 체인 브랜드’선정

2009년

국제 경영 단체 및 자금 투자

2009년

상하이샹왕세탁유한공사 중외합자회사로 변경

◦ 기업 가맹방식과 가맹정책
- 가맹자에 대한 요구
법률 조건
독립 합법적인 법인 혹은 자연인
경영 이념
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샹왕의 프랜차이즈 모델 및 회사 문화에 대한
인정 및 수용

나.

장기적인 투자로 세탁업의 안정적인 경영발전 도모

경영능력
가.

5~10명의 직원 관리 능력과 노하우.

나.

넓은 인맥과 교류 능력

일정한 재무 관리능력 및 일정한 리스크 부담 능력
설비 투자
인민폐 11.5만 위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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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비용에 대한 규정： 가맹점은 주로 소형, 중형, 대형점과 플래그쉽
스토어 등으로 분류되며 점포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설

비

소형

중 형

대 형

설비투자 11.5만 위엔

설비투자 22만 위엔

설비투자 ３３만 위엔

설비 품목

설비 품목

설비 품목

전자동드라이클리닝머신 전자동드라이클리닝머신
(18kg）１대
(18ｋg）１대

전자동드라이클리닝머신
(18kg)１대

프레스머신 1대

프레스머신 １대

프레스머신 １대

스팀기 １대

전자동 물세탁기
(18 kg) １대

전자동 물세탁기
(18ｋg）１대

포장기１대

스팀기１대

스팀기１대

만능 스팟팅머신１대

전자동건조기
(30파운드）１대

전자동건조기（30파운드）
１대

의류 포장기 １대

의류 포장기 １대

/

만능스팟팅머신1대

만능 인체프레스머신1대

/

컴퓨터 세탁
소프트웨어1세트

POS기 및 컴퓨터 관리
시스템 1대

투 컴퓨터 세탁
소프트웨어1세트
자
/

/

컨베이어1대

/

/

만능스팟팅머신1대

/

/

컴퓨터 세탁소
프트웨어1세트

가 특허권 사용료 (3년)
15000 위엔
입
보증금 3만 위엔
비
용 가맹비 3만 위엔
기

타

특허권 사용료 (3년)
15000 위엔

특허권 사용료 (3년)
21600 위엔

보증금 3만 위엔
가맹비 3만 위엔(베이
징, 상하이 5만 위엔)

보증금 3만 위엔

면적요구 40-60m2

면적요구 80-100m2

면적요구 100-120m2

채용 직원수 3-4인

채용 직원수 4-6인

채용 직원수 6-8인

계약 기간 3년

계약 기간 3년

계약 기간 3년

전력요구 15kw/380v

전력요구 15kw/380v

전력요구 60kw/380v

29.5만 위엔

41.16만 위엔

합
19만 위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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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3만 위엔

◦ 플래그쉽 스토어
가맹 유형

플래그쉽
스토어A

플래그쉽
스토어B

플래그쉽
스토어C

플래그쉽
스토어D

세탁물 수거점 부설(개) 세탁물
수거점부설”은 플래그쉽 스토
어가 세탁물 수거를 위해 설치
하는 것으로 직접 세탁은 하지
않는 점포이며 매일 수거한 세
탁물은 플래그쉽 스토어로 보내
세탁한다.

10

7

5

3

8시간 가공량（벌）
설비투자（만）
석유 드라이클리닝머신（대）
물세탁기（대）
건조기（대）
셔츠프레스머신(세트）
3점식 프레스머신（세트）
인체프레스머신（대）
만능 압축기（대）
봉제기계（대）
다림질 다이（대）
포장기（대）
얼룩 제거기(대)

1200
130
3
3
3
1
1
1
1
1
4
1
1

800
80
3
3
3
/
/
1
1
1
3
1
1

650
60
2
2
2
/
/
1
1
1
2
1
1

500
50
2
2
2
/
/
1
1
1
2
1
1

드라이클리닝, 물세탁 및
가죽옷 처리기（대）

3

3

3

3

1
2
2
2
2
300
15-18
3
10
5
5
100
150

1
2
2
1
2
250
11-14
3
10
5
5
100
100

1
1
2
1
2
200
9-12
3
10
5
5
80
80

1
1
2
1
2
180
7-10
3
10
5
5
80
70

가죽의류 프레스머신(대)
컴프레서 （대）
보일러 또는 스팀기 (대）
컨베이어（대）
컴퓨터（소프트웨어）（세트）
면적요구（㎡）
채용 인원
계약 기간（년）
가맹비（만）
보증금（만）
특허권 사용료（3년）（만）
전력수요량KW/380V
총 투자액(만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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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위치 선정 규정
․ 가맹자가 위치 선정 후 샹왕이 평가한다.
․ 입주율 3000가구 이상의 중고급 단지 인근을 권장한다.
․ 1km 이내에 샹왕 가맹점이 없어야 한다(1km 이내에 가맹점이 있
으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맹점 개설을 고려할 수
있음).
- 기타 필요조건
․ (면적)소형점은 면적이 40-60㎡, 중형점은 80-100㎡, 대형은 100-120㎡에
달해야 한다.
․ (임대료)상하이 지역은 월 임대료 15000 위엔 이하 권장, 기타 지역
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 (기타) 점포 앞면 너비는 4m 이상. 높이는 3.5m 이상, 상하수도, 동
력 전기, 환풍구 등이 있어야 한다.
◦ 기업의 최근 3년 판매실적 및 브랜드 가맹점 현황
- 최근 3년 매출액

샹왕의 매출액은 직영점의 영업수입, 가맹수입 및 물품대금으로 구성된
다. 가맹수입은 샹왕이 가맹자로부터 받는 가맹비, 특허권사용료 등의 비용
을 가리킨다. 물품대금은 샹왕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재료와 설비 대금을
가리킨다. 2008년 샹왕의 매출액은 19% 성장했고 2009년은 경제위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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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기업의 매출액 증가폭이 다소 하락해 약 15%가 예상된다. 2008년
직영점의 영업수입은 매출액의 25%를 차지했다. 가맹점의 증가로 가맹점
영업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는 가맹점의 영업수입이 전체 매출의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맹점의 수
표: 가맹점의 도시 분포
단위: 업체

전국

상하이

2008년 점포수

346

151

그 중: 가맹점

326

139

최근 몇 년 샹왕 세탁소의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장쑤, 장
상하이 지역은 발전 성숙 단계로, 현재 샹왕의 국내 가맹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05년 샹왕은 베이징에 지사를 설립하여 북방시장으로 진출하
였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로 확장,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 가맹점 경영과 관리 상황

화북지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로
파급

베이징

상하이

화동지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내륙 각
도시로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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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가맹 성시(省市)

화동

상하이, 저장, 장쑤, 안후이

화북

베이징, 허베이, 톈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산둥

동북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서남

충칭, 스촨, 꾸이저우, 윈난

서북

닝샤(宁夏), 간쑤(甘肃)

중남

허난, 후베이, 후난, 장시(江西), 광둥, 광시

- 단일 점포의 판매실적
샹왕세탁 장닝루(江宁)점
주소

상하이 징안취 장닝루(静安区江宁路)345호

전화번호

021-62552210

유형

중형점

면적

90㎡

월평균매출액

5.6만

- 단일 점포의 경영원가분석
(제품원가, 인건비, 홍보원가, 에너지 및 임대 원가, 총이익율 등)
원가분석

점유 비례

제품원가

8%

인건비

10%

부동산임대 및 물, 전기

24.5%

설비감가상각과 유지보수

5%

기타 원가

7.5%

총이익

45%

합계

100%

․ 가맹점은 반드시 샹왕회사가 제공하는 세제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본사는 내부 가격으로 가맹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한다.
․ 설비의 A/S기한은 1년으로 샹왕에서 책임지며 1년 후부터 부품 비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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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2년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가맹자의 주요 원가 지출은 인건비와 임대료이다.
․ ‘기타’는 일상적인 사무비용, 전화, 공상관리비 및 세금 등이다.
- 가맹세탁소 이미지 관리
점포의 외관, 내부 설비 배치는 통일적으로 회사의 전문인원이 설계한다.
점원들은 통일적으로 샹왕의 유니폼을 착용한다. 샹왕세탁소는 각종 표준
작업안내서가 있어 점포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카운트
서비스 표준 안내책자>, <세탁 표준작업 안내책자>, <다림이 표준작업 안내
책자>, <세탁사고 의류 표준작업 안내책자>, <점포관리 표준작업 안내책
자>, <점포 인테리어 표준 작업 안내책자> 등이다.
- 가맹 세탁점포 가격관리
상하이 지역의 가격은 본사가 통일 관리하고 타 지역은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한 지역 내에서 일치한 가격을 유지한다.
- 가맹세탁소 작업순서 관리
․ 세탁물 접수: 드라이클리닝 혹은 물세탁, 염색 혹은 수선 등 상태
를 확인한다.
․ 인수증 발행, 요금 및 수금: 세탁물 인수증에는 발행인의 이름

및

번호를 표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주문명세서 분류: 세탁작업은 고객 명세서에 기재된 요구와 시간에
맞춰 진행한다.
․ 내부 인수인계: (1)세탁작업장 전달, 가공 (2)세탁완료 된 의류를 접
수한다.
․ 의류 교부: 의류 교부 시 세탁물 인수증과 번호를 대조 확인한다.
․ 의류 보관: 고객 인수전의 의류는 세탁소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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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 프랜차이즈업체의 중국진출 방식
1. 외자기업의 프랜차이즈 확장 방식
업계 인사에 따르면 국제프랜차이즈업체의 프랜차이즈방식은 아주 다양
하며, 주로 직접적인 가맹점운영권 매각, 독자경영기구 설립, 지사기구 설
립, 부속회사 설립, 지역개발상 구축, 주가맹점운영권 부여, 합자 혹은 합
작기업 건설 등 몇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중국에서 외자기업들의 프랜차이즈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
외에서 중국기업에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국경 간 공급 프랜차이즈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의 외상(外商)투자기업을 통해 중국기업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제가맹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방식과 직영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1-1. 국외에서 중국기업에 가맹점 운영권 부여
국경 간 공급 프랜차이즈는 해외 가맹사업자가 국외에서 중국기업에 브
랜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수많은 국제가맹사업
자들이 국경 간 공급을 통해 지역개발권 혹은 가맹점 운영권을 중국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맥심, 스타벅스 등 다수의 ‘서양 브랜드’가 국경 간 공급
을 통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타벅
스커피 국제유한공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스타벅스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가맹점의 매출액 중 고정 비율로 로열티를 받고 있다. 미국
스타벅스는 상품제작과정통제, 상품품질 검사감독, 브랜드 이미지 보호 및
제고 등을 책임진다.
스타벅스 가맹점들은 미국 스타벅스의 수권 및 전략에 따라 현지시장을
개발하고, 신규점을 오픈하며, 직원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국경 간 공급 프랜차이즈는 상업적 주재 프랜차이즈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 국경 간 공급 프랜차이즈는 중국시장관리에 있어서 상업적 주재 프
랜차이즈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현재 관리 근거와 방법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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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국경 간 공급 프랜차이즈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2007년
새로 반포된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는 오히려 상업주재 프랜차이즈
조정에만 적용되어, 국경 간 공급 프랜차이즈는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됐다. 이는 해외 가맹사업자들이 상업주재 프랜차이즈 규
제를 피하기 위해 국경 간 공급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외자기업들이 먼저 홍콩 또는 싱가폴에서 투자회사
를 등록하고, 중국 대륙에서 현지인을 법인대표로 하는 관리컨설팅회사를
설립한 후, 홍콩투자회사가 중국 대륙의 관리컨설팅회사를 지배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

1-2. 중국 국내의 외상(外商)투자기업을 통해 중국기업에 가맹점
운영권 부여
이전에는 외자 진입장벽 및 외상(外商)의 직접 프랜차이즈 규제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할 때, 직접 가맹사업자가
되어 중국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일정 지역에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가맹
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훨씬 많이
사용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란 해외 가맹사업자들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 해온 전통적인 방식이다. 즉, 전문기술과 브랜드 경영관리기술을 구비
한 외국기업들이 먼저 합자 또는 독자방식으로 중국에 직접 통제하고 관리
하는 중국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 중국회사가 가맹사업자가 되어 중국
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당시에 외자기업은 법인신분을 빌어 중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전개할 수 있었다. 지금은 시장진입이 개방되고 관련 입법이
개선되어 이런 방식이 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4년부터 실시된 <외상(外商)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3조에서는 외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외상
(外商)투자기업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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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外商)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할 수 있도록, 상무부
에서 <외상(外商)투자기업 프랜차이즈사업관리잠정방법<의견수렴원고>>을
초안 작성했다. 그리고 이 초안은 외상(外商)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프랜차이
즈 방식으로 경영하는 소매, 문화체육, 외식, 여관, 임대 등 각종 서비스에
적용됐다. 그러나 외상(外商)투자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외상(外商)
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금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시장진입의 규제를 피하
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상무부가 2004년 11월 미세 조정한 <외상(外商)투자설립투자성회사규정>
제11조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외상(外商)투자기업은 투자성
회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2. 중국가맹점을 겨냥한 가맹사업방식
현행입법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를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규정했다.
첫째, 단일 프랜차이즈 방식: 가맹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가맹점운
영권을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며,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
한다. 단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둘째, 지역 프랜차이즈 방식: 가맹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의
독점적 가맹점운영권을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며, 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신청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고, 지역 내에서 자신의 가맹점
을 개설할 수도 있다.
가. 지역 프랜차이즈 방식
현재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는 외국가맹사업자들은 대부분 직접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외국가맹사업자들은
지역 프랜차이즈를 고려중이며, 자금과 실력을 갖춘 회사가 브랜드의 지역
가맹사업자가 되어 가맹점을 개발하기를 희망한다.
지역 가맹사업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10~15개 가맹점을 통제할 수 있
는 전문 관리팀이 있어야 한다. 외국가맹사업자들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지
역프랜차이즈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 평가한다.
이탈리아 국제기업그룹은 종속된 베이징 카페외식관리유한공사를 통해

중국 181

중국시장을 확장하는 지역프랜차이즈를 전개하고 있다. 지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독점적 지역 개발권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본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독점적 지역 개발권을 사는 투자자도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쌓기 위해 직접 가맹점을 오픈하도록 규정했다.
지역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한 외국가맹사업자들은 중국에서 현지시장
을 이해하고 성숙한 판매루트 및 고객자원을 확보한 지역 가맹사업자를 찾
는다. 그리고 현재 이 방식이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러 현대적인 기업정신
을 구비하고 실력이 막강한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나. 직영 방식
직영방식은 관리가 편리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합자 또는 합작방
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와 리스크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하여 신속히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 국가 간 역사와 문화전통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
초기에 해외의 프랜차이즈 체인조직은 합자 또는 독자의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맥도날드와 KFC는 초기에 중국시장에 직영점만 두고 있
었으며 모두 합자, 계약식 합자, 외자독자 등 3가지 경영방식이 주를 이뤘
다. 그들은 가맹점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본부에서 직영점을 개설해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가맹 방식으로 가맹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넘겨 리스
크를 줄였다.
중국에서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 외국 가맹사업자는 대체로 아래의
3개 유형으로 나뉜다.
◦ 첫째, 향후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위한 준비
◦ 둘째, 투자회수를 고려해 프랜차이즈와 직영방식 중에서 직영방식을
선택함
◦ 셋째, 까르푸 등 대형슈퍼는 자체 특징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음
첫 번째 유형의 직영방식은 즉 프랜차이즈 전 단계에 직영방식을 선택했
다. 중국의 상업프랜차이즈 법규의 요구이자 투자 주최국 시장상황을 파악
하고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요에서다.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경영조
례>는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려면 적어도 2개의 직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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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경영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국제가맹사업자는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프랜차이즈 전에 먼저 중국에
서 직영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전통문화 차이가 비교적 크거나 독특한 문
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이런 방식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비교적 적합한 선택이며 향후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투자회수를 고려해, 프랜차이즈 방식과 직영방식 중
직영방식을 선택했다.
프랜차이즈 방식은 가맹사업자가 직접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도, 단기간
내 업무를 확대할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로부터 각종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불리한 점도 존재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의 전체 이윤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가맹희망자와 비율로 나눈다. 그래서 가맹
사업자의 수익률은 가맹점보다 적다. 예를 들어 피자헛은 중국에 진출한
초기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방식을 취해 손실이 심각했으며, 1997년 팍슨
(Parkson)그룹이 피자헛의 중국 보유 주식 전체를 사들여 기존의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바꾸어, 흑자전화를 이뤘다.
그 밖에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경영방식이 프랜차이즈에서 직영으로 전환
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스타벅스는 초기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의 가맹점운영권을 베이징 메이따(美大)스타벅스, 상하이 통일
(统一) 스타벅스 및 메이신(美心) 스타벅스에 부여했다.
스타벅스에서 직접 지배하거나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은 브랜드
가맹비와 광고비 등으로 국한되어 많아야 이윤의 20%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재빨리 인식했고, 홍콩 스타벅스 분점은
개업 첫 달에 흑자를 봤다.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 등의 단일 점

포의 수익도 좋았다. 중국시장의 방대한 이윤을 보고 스타벅스는 그 투자
행위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스타벅스는 전면적
으로 직영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2003년 스타벅스그룹은 상하이 합자
회자의 주식을 기존의 5%에서 50%로 대폭 늘렸고, 그 후 베이징 메이따
스타벅스, 홍콩 메이신 스타벅스 주식도 늘렸다. 이와 동시에 중국 기타 도
시에도 직영점을 개설했다. 회사는 향후 5년 내 중국에서의 전략적 투자로
수권제를 전부 직영제로 전환할 의사를 밝혔다. 스타벅스처럼 유명한 회사
들은 이윤이 적은 프랜차이즈 방식을 원치 않으며, 아울러 자신의 경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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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까르푸나 월마트 등은 업종 특성상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다. 소매업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맹점을 개설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외상(外商)직접투자 중 독자경영의 형태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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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계약 및 계약서
※ 이후에 언급될 영문에 대한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어 원문 계약서
报告目录
法务支持 签订特许经营合同之前考虑事项
合同一 餐饮单店特许加盟/商标使用合同
合同二 区域总特许经营合同
合同三 上海市特许经营合同（标准范本）
合同四 国际商会标准特许经营合同范本
合同五：特许代理商经营合同
实例合同：企业区域特许经营合同
法律解释：特许加盟合同各项条款解释说明
法律解释：真正特许经营合同具备要素
法律法规：《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问题: 1、直接特许在错别字从不能 Direct Franchise、区域总特许
Master Franchise两种类型）、
2、第二种方式是一个受许人在同一设施
3、第五十二条本合同的附件、从合同（如有）、《经营手册》是
本合同不可分割的组成部分，与本合同具有同等法律效力。
4、一旦每次言行运动开始，特许人应尽快向受许人提供必要的
资料(招牌、小册子、标语牌、小纪念品、样本、样品等)；
费 用由前者负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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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务支持 签订特许经营合同之前考虑事项
一、有关法律法规层面的问题
特许经营层面有专门的立法，国务院于颁布的《商业特许经营管理条
例》。并做如下提示：
1、本条例中并未从国家法律层面对特许经营的不同类型做出明确划
分，所谓区域经营特许、二级经营特许、代理经营特许等分类是商业层
面分类，在国务院条例层面无明确法律依据；
2、该条例立法效力较高，如违反该条例有关强制性规定，按照合同法
的规定，可能导致当事人签订的特许经营合同无效。
另外，除上述立法外，原国内贸易部于1997年11月颁布《商业特许经营
管理办法（试行）》（以下简称《办法》），这是国内颁布的第一个关
于特许经营的规范性文件，对于规范和促进国内特许经营的发展起到了
重要作用。《办法》对于特许经营的定义、类型（该规范性文件第五条
规定了直接特许在错别字从不能 Direct Franchise、区域总特许Master
Franchise两种类型）、特许人和受许人的资格和权利义务、特许经营所
涉及的知识产权转让和运作、以及特许经营合同的基本内容等方面作了
基本规定，但是，鉴于特许经营的法律关系颇为复杂，涉及的问题较
多，该《办法》并没有涵盖特许经营的所有问题。而且，该《办法》在
内容、适用范围及效力方面均存在许多不足之处，已经不能适应中国特
许经营发展的实际需要。目前，该规定已废止。
另，2008年4月1日，最高人民法院新实施的《民事案件案由规定》将特
许经营合同纠纷确定为"知识产权纠纷"中的第三级案由，从而把特许经
营纠纷与其他经营纠纷区分开来，纳入知识产权庭的审理范围。相应的
案例和法律问题主要集中制知识产权纠纷层面。
二、直接特许（Direct Franchise）有关问题
直接特许是特许人直接授权加盟商自己开设一个或多个门店。直接特许
是最早在我国法律中被确定的两种特许经营形式之一。1997年《商业特
许经营管理办
法（试行）》中对直接特许的定义是："特许者将特许经营权直接授予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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许经营申请者。获得特许经营权的被特许者按照特许经营合同设立特许
网点，开展经营活动，不得再行转让特许权。"
直接特许是特许人在国内扩张时经常使用的模式，一些特许人在向海外扩
张的时候，也选择了这个模式。特许企业在向海外扩张时考虑选择直接特
许的情形主要包括以下几种：特许人拟在海外发展的业务量相对较小，也
就是说当特许人试图在海外特定地区或国家开设的门店的数量比较少的时
候，直接特许比较实用；如果特许体系自身的特点不复杂，特许人可以通
过总部向海外的加盟商提供及时的服务和有效的监督；加盟商和他的员工
可以在特许人所在的国家接受有效的培训；加盟商所在的国家在地理上很
靠近特许人所在的国家，交流比较容易；加盟商和特许人所在的国家或地
区在语言、文化、习俗、法律和商业习惯上都比较相似；当特许人由于法
律的障碍无法或是有困难在海外设立子公司或合资企业的时候；基于税务
上的考虑。直接特许有非常多的优点，因此被许多特许企业广泛应用。直
接特许的优点如下：由于特许人不需要在海外设立办公地点及配备人员，
所以资本需要相对较低；由于特许人和加盟商之间没有第三人，特许人对
特许体系有更完全地控制；特许人可以通过收取加盟费及各项费用获得更
大的利润，而不需要像开展区域总特许或合资企业一样和其他合作伙伴分
享利润；直接特许让特许企业可以更快地进入海外市场（但并不能让特许
企业在海外快速扩张）；可以回避直接投资或合资企业可能存在的法律上
的障碍。虽然直接特许有着非常多的优点，但使用直接特许向海外扩张的
时候，直接特许有着致命的缺点。
直接特许的主要缺点如下：1.直接特许虽然给特许人提供了一条快速进
入海外市场的道路，但是它也限制了特许人在海外的发展。由于特许人
需要直接在海外选择加盟商，而特许人对海外市场的情况并不熟悉，这
对于特许人来说可供选择的加盟商可能很少，而每个加盟商通常只能开
一个店，即使采用多店模式，单个加盟商能拥有的店数通常也很有限。
采用直接特许模式，特许人不仅直接向加盟商授权，也需要直接提供服
务和支持，并进行监督和管理。虽然从理论上，特许人对特许体系在海
外有更好地控制，但由于地理上的距离和文化上的差异，特许人也许会
发现提供这种服务和支持很困难，进行监督和管理就更困难，从而导致
事实上，特许人不能很好地控制自己体系的标准化和商标的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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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区域总特许（Master Franchise）有关问题
区域总特许是特许人和区域总加盟商签订特许合同，授权区域总加盟商（也同
时是下一级加盟的次特许人或分特许人Sub-franchisor）去设立一个或多个门
店并向下一级加盟商进行特许。区域总特许是世界上一个最广泛应用的向海外
扩张的模式，也是我国法律最早定义的两种特许经营模式之一。
1997年《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试行）》第五条对区域总特许的定义为：
分特许（区域特许）—即由特许者将在指定区域内的独家特许经营权授予被特
许者，该被特许者可将特许经营权再授予其他申请者，也可由自己在该地区开
设特许网点，从事经营活动。调查资料表明，在美国，百分之五十的企业使用
区域总特许的方式向海外扩张，而百分之三十四的澳大利亚企业使用区域总特
许向海外扩张。
区域总特许被广泛使用，是因为它适用的情况有着普遍性：当特许人没有足够的
资金来源注入海外市场，去设立办公室，进行培训，或雇用当地工作人员进行市
场调查的时候，或自己在海外建立该体系并且寻找合适的当地供应商，监督和管
理特许经营体系运营有困难的时候，特许人应当考虑使用区域总特许；当特许人
没有授权第三方来设立和管理特许经营体系更好的方式的时候；当特许人没有必
须的管理人才，在海外设立和管理特许体系；如果特许经营总部和海外市场的距
离十分遥远对特许商的工作人员来说在两地旅行很困难或者是费用太高；由于语
言、文化、习俗、法律制度和商业操作的不同，特许人认为依赖一个在当地更有
经验的合作伙伴去建立特许体系更为合适。区域总特许的广泛使用也是因为它自
身所具有的优点正是很多特许人所需要的。它的主要优点包括：最大限度地减少
了特许人的资金投入。由于特许人可以完全利用总部的人员和设施，不需要在海
外设立办公室和招募人员，所以需要投入的成本很低；由于区域总加盟商承担了
大部分风险，对于特许人来说风险相对较低；区域总加盟商和下一级加盟商签订
合同，避免了特许人被直接牵涉到法律诉讼中去；区域加盟商对当地法律、市
场、文化非常熟悉，能加速特许体系在该区域的发展。
当然，世界上没有完美的商业模式，区域总特许在广泛的适用性和众多的优点
之外，也有一些缺点：1.特许人对特许经营系统商标使用的控制相对比较困
难，因为特许人需要授权给区域总加盟商去监督、控制该系统的商标在该区域
的使用情况。2.当不合格的区域总加盟商出现的时候，终止区域总特许合同非
常困难。因为该区域总加盟商可能已经在该区域发展了相当多的门店和下一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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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盟商，建立了一定的网络。3.区域总特许会减少特许人的利润，因为区域总
加盟商通常在区域总特许的区域提供各项服务，获取各项利润。4.如果区域总
加盟商是门店的承租人或所有者，特许人将很难终止特许经营合同。5.一个区
域总加盟商的失败可能会导致特许经营体系在这个地区或国家的失败。
有关区域总特许的合同包括：特许人和二级特许人之间的合同；二级特许人与
被特许人之间的合同（该合同与直接特许经营合同类似，不再赘述）。
特许人与二级特许人之间的合同具体见附件二，并附上有关商业实例（内蒙古
五谷高技术杂粮加工有限公司区域特许经营合同书）。
四、区域开发协议的有关问题
区域开发协议是特许人和当地的发展商（开发商Developer）签订开发
协议，由发展商在特定区域开设并拥有多个门店。区域开发协议和区域
总特许的区别在于：区域开发协议中的发展商不得向他人特许，而是就
每个门店和特许人签订协议，拥有并经营该门店。
区域开发协议适用的情况主要有以下几种：
1.特许人通过直接特许或设立子公司、分公司形式进入海外市场时都可
以使用区域开发协议。是直接特许还是设立子公司，取决于特许商计划
签订的区域开发协议的数量。如果特许人只想在该区域让一个开发商去
发展整个区域，特许人就不需要在该国家或地区设立子公司或分公司。
相反，如果特许人计划签订多份区域开发协议，每份协议只涵盖少量的
门店，则它需要在该国设立办公室。
2.特许商希望限制加盟商的数量，它可以通过在该国授权一个或多个开发
商去拥有和设立多个门店，这样特许人可以保留对特许体系的直接控制。
区域开发协议的优点包括：
1.特许人可以依靠发展商的资金和人力资源在东道国设立和发展特许体系。
2.成本更低，因为培训数量少的发展商相对容易。
3.通常，特许人除了就每个门店收取特许费以外，还收取依照区域开发
协议收取开发费，所以可能获取更大的利益。
4.采用区域开发协议还具有采用直接特许或子公司形式所能具备的优
点。虽然，区域开发协议有着上述优点，在实践中的使用尤其是在中国
市场的使用却相对较少，这是由它的弱点造成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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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域开发协议的主要弱点包括：
1.一个发展商的失败将影响它所拥有的多个门店。
2.拥有多个门店的发展商可能比一般的加盟商更难应付，如果处理不
好，可能造成喧宾夺主，客大欺店。
3.由于发展商必须拥有所有的门店，所以它必须要有足够的资本和人力
资源。在市场很大的情况下，依靠一个或几个发展商去开所有的店，这
通常很难。
4.由于门店的经理是由发展商雇用，而不是真正门店的所有人，所以通
常没有在直接特许中真正拥有门店的加盟商对自己门店的热爱和敬业精
神，而这种精神却是发展特许的一个重要原因。
5.由于特许人要和发展商就单个门店签订特许合同，所有特许人直接和
发展商建立了一个合同关系。当有纠纷发生时，特许人可能直接参与法
律诉讼，而区域总特许则很好地回避了直接的法律诉讼。
6.当一个国家有多个发展商时，特许人需要承担设立广告基金和协调的
问题。
7.同样，特许人还要在选择供应商方面承担责任，以保证特许体系的标
准化和统一性。通常，在选择国际扩张模式乃至在选择国内发展模式的
时候，特许企业主要考虑的问题包括：总部对特许经营体系以及商标使
用和知识产权的控制、成本和利润、特许体系发展和市场占有的速度以
及合同解除的相关问题和诉讼的避免。
有关特许人与区域开发商之间的合同与直接特许合同较为相似，不再赘述。
五、代理特许的有关问题
代理特许（agent franchise）是指特许代理商作为特许人的委托代理人，
代表特许人招募加盟者，为加盟者提供指导、培训、咨询、监督和支
持。特许人与特许代理商签订代理合同，特许人与加盟商签订特许合
同。由于该类型特许合同在实践操作中往往是由国际特许人和国内加盟
商签订的，因此签约双方尤其国际特许人是在签订特许合同前须了解和
遵守中国的法律法规，应特别注意合同条款不得违反中国法律的有关强
制性规定。在代理特许中代理商不构成特许合同的主体，他仅仅是特许
合同双方的中介机构，为合同双方达成并履行协议提供服务。代理特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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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区域特许是目前开展跨国特许的重要方式。代理特许的优点在于特许
人可以以较低的成本迅速开发特许经营网络，并对受许人实施有效的控
制而不过分依赖代理商，但是由于代理商是以特许人的名义开展活动
的，因此一旦代理商的行为违反了中国法律或有损于受许人的权益，特
许人要对代理商的行为承担直接责任，尤其是要承担受许人起诉的风
险。有关特许代理合同具体见附件三。
六、合资协议特许合作模式的有关问题
特许人可以通过与海外的合作伙伴签订合资及合作协议设立合资公司，
然后通过和合资公司签订区域发展合同、区域总特许合同来授权合资公
司在该国家或地区通过自己开店和特许的方式发展特许业务。
设立合资合作企业适用的几种形式：1.一般认为适于设立合资合作企业
的情形和区域总特许和区域开发协议上有某种类似。当特许人希望能通
过合适的区域总加盟或者是区域总发展商去发展海外业务，但是特许人
又找不到拥有足够的资金的区域总代理商和区域总发展商去建立和发展
特许体系。在此情形下，特许人采用合资或合作的方式，自己投入一定的
资金，在推动海外市场中扮演一定的角色。2.当特许人希望进入某些国
家，如南美和东欧这些国家，依照当地的法律和政策，合资企业是唯一现
实的选择。开放初期的中国市场也属于这种情况，所以很多早期进入中国
的特许企业都选择了合资公司的形式。3.特许人希望能够在海外市场保留
一定的份额，同时又控制风险。4.特许人希望能够借助合作方的资源和技
能，包括合作方的资金、知识以及在该国家或地区从事商业运作的能力。
设立合资企业的优势包括：1.当地的合作伙伴对当地法律、市场、文化非
常熟悉，为特许企业在该地区的成功着陆提供了保障。2.在某些情况下，
合资企业享有税务和其他方面的优惠。3.特许人对自己的特许体系和商标
使用有着较好的控制。4.特许人可以和当地的合作伙伴一起分担资金上的
负担和风险。5.特许人可以通过合资企业避免直接的法律诉讼。
按照中国法律，合资合作企业有两种形式：一种是中外合资经营企业，一
种是中外合作经营企业。
通过合资合作形式进入海外市场的主要缺点有：1.在海外找到合适的合
作伙伴，并就合资合作事宜达成一致，这本身就很困难，而且很耗费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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间。2.由于合资双方对公司权利的对等，可能会导致公司在双方经营理
念不一致时，难以操作。3.合资双方决定合作的理由可能各不相同，所
以，从一开始就存在着矛盾。4.由于特许人在合资企业中属于外商，所
以可能经常处于劣势。
七、有关复合特许经营合同（非直接特许经营合同的其他特许经营合作
类型）要考虑的问题
采取复合特许经营方式发展业务的特许人，要面临制定复杂的合同文件
的任务。一般情况下，要制定两到三个合同文件：1.发展合同：此文件
中包括提供发展计划和选择适当地点的程序，还有地区开发商需建立基
础设施的细节。地区开发商需承担关于业务组织和功能的核心业务。他
的职员需经受特定的培训。另外，执行经理应在业务中有最低限度的股
本。2.经营单位合同：在确认首期费用支付与选好地点以后，可以签订
此合同。合同的基础与单一受许人的合同是一致的。
第一、制定地区开发合同
在制定地区开发合同时，有一系列问题要考虑：
1.分支店的数量和密度是多少
2.是授予独占权还是非独占权
3.在合同中对开发商建立分店的数目加以限制，还是允许其开设更多分店
4.有多大程度的转移能力开发商被许可处置他的开发权吗通常这不被允
许，因为大多数特许人期望地区开发商在试图卖掉业务之前完成开发计
划。特许人希望与所选择进行地区开发的人保持长期关系，从而不希望
开发商订立合同的目的只是再卖掉开发权而获利。从特许人的角度看，
当业务没有走上正轨就换人将会造成很大损害，使得开发计划无法继续
进行下去。因此有必要再强调一下，地区开发合同中特许权交易的特征
和要求是不能动摇的。
5.多大程度上，地区开发商可在不影响整体开发权的前提下处理业务经
营单位在什么情况下可以这么做需要记住的是，地区开发商的业务单位
与单一型的业务单位（特许分店）是在同样的合同基础上运作的。因此
在处理此类问题时，参照已有标准执行就是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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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在中止地区开发协定时，问题可能很复杂。有三个主要协定需中止，
即：（1）开发权。当地区开发商不能执行开发计划时，通常会中止其
开发权。但是下列问题必须考虑：如果地区开发商有独占权，他是否仅
失去其独占权无论他是否有独占权，他有没有在将来继续按计划进行开
发的权利如果可以，他如何出现比计划要慢的增长速度对特许人来说，
他应努力保证开发计划的实现，因为如果失败了，将损害特许网络在目
标区域的发展。终止开发权后可能出现的最坏情况是，在该区域有两个
并存的体系，一个由原来的地区开发商建立的，另一个是由新指定的开
发商建立的。无论如何这种情况都应加以避免。（2）全面开发合同。
当地区开发商未能完成开发之前的基础工作时，可以考虑终止全面开发
合同。当然，在终止合同前应给地区开发商一个改正错误的机会。但不
得不终止合同时，则一定要彻底，分支店的特许经营合同也应同时终
止，因为对分支店实行控制、指导和监督的开发商已不存在了。（3）
单个分支店合同。在单个分支店水平上可能出现导致终止合同的问题。
与单个分支店终止合同会不会影响主合同则取决于下列因素：合同终止
的原因；一定时期内终止的此类合同的数量；违反分支店合同是否也严
重违反了总合同。然后，特许人应考虑终止上述三个合同的后果：1.失
掉开发权是否会影响分 店以后的经营，如果不是，地区开发商能否独立
于开发协定之外开设新的分支店他这样做的后果如何2.全面开发合同的
终止对分支店合同是否是一个灾难3.特许人还应考虑终止特许合同的所
有常规后果，例如在财务方面所承受的损失。
第二、其他应考虑因素
特许人在决定是否采用复合特许的方式扩展业务，还应考虑下列重要因素：
1.采用这种方式时应尽可能谨慎行动，以便在特许人和受许人之间维持
力量的平衡。假如一个特许人有四个地区开发商，他们覆盖了该国的所
有地区，事实上这四个开发商每人都代表了相当部分的特许权。如果他
们之中有两个或更多的人起来造反的话，除非特许人有可观的资源，否
则他会遇到极大困难。所以，特许人绝不能让他体系中的受许人有如此
大的力量能给他带来不利。特许人需要在地区开发商与单个受许人之间
取得力量上的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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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指派一名地区开发商之后，特许人授予对方开发特定地区业务、建立
一定数量分支店的权利。如果开发商没有按照规定速度开设分店，那么
特许体系的发展就会受制约，并为今后的调整工作带来麻烦。
3.如果地区开发商不能解决问题，那么问题交由特许人时会变得更严
重。这取决于问题出现时地区开发商业务规模的大小。特许人每天都在
处理单一受许人遇到的问题，但出问题的业务单位相对只占整个体系很
小的部分。而如果地区开发商出了问题，特许人会发现这些问题无论在
量还是质上都非常严重。
4.上面一点强调了特许人需要保证地区开发商的管理队伍是合格的。
5.由于地区开发商组织规模变大，员工流动性加强，特许人会发现保护其
经营诀窍和机密信息不致扩散变得更困难。特许人为此需付出巨大努力。
6.对分支店水平的刺激和激励的作用降低了。因为地区开发商的分支店
经理本身是雇员，而不是业主。因此需找到一种较好的办法，刺激经理
们努力工作，并加强对他们的管理和监督。
八、结合型特许经营简介
随着特许经营的发展，在美国出现了一种新型的特许方式，即结合型特
许经营（Combination Franchising）。它是由同一名受许人在同一地点
经营多家不同的特许业务。例如，在同一场所内经营三种不同类型的快
餐，每种快餐都有各自的柜台和座位。但这种方式本身有一些隐含的危
险，特许人应该仔细考虑到。
结合型特许经营有两种实现方式，第一种是在同一建筑物内，由不同的
受许人占据相互分开的场所，经营从不同特许人处购买的特许业务。这
种方式下，特许人应能保证以下几点：
• 每个受许人都在其各自的场所内经营业务。
• 特许人的品牌形象在公用区域能相容。
• 有足够的契约强制保证公用区域能得到较好的维护。
• 设施要与特许人的要求相一致。
• 特许人能确保其标准执行。
但这种场所共用方式本身就包含着引发矛盾的因素。所以在决定采用这
种方式之前，特许人应该思考下列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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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是否某一特许人或受许人租借了该场所，再转让给其他人
2.其他特许人或受许人能够按其要求对共用区域实行某种程度的控制吗
3.如果某一受许人的经营失败了会发生什么情况
4.当某个特许人或受许人发现此场所不适合他们经营时会发生什么情况
5.如果某个受许人没能遵守其维护共同区域的义务，那么如何保证其遵从
义务呢
6.所有的受许人之间是否也需要签订一个合同，以维护大家的权力和义务
第二种方式是一个受许人在同一设施里经营全部业务。这种方式的最大
不利之处是要冒由于失去控制而降低标准的风险。原因在于：
1.受许人不在任何一个特许人的控制之下。
2.受许人加入此种协议的目的是最大限度的利用空间、设施和人员，并
把费用降至最低。
3.共同区域并不在任何一个特许人的严格控制之下，这给特许人维持其
体系标准造成了困难。
4.由于其他特许人的存在，单个特许人的地位削弱了。
5.特许人难以仔细思考每个特许权的销售。每个特许人选择受许人的标
准都不同，潜在受许人可能达不到每个特许人的要求。
6.每个特许人都要承担与其他特许人的业务联系起来的风险，因为其他
特许人的业务可能失败、丧失信誉、名声变坏或卷入与受许人的诉讼之
中。这些事件不但会影响与之无关的特许人在消费者心目中的形象，还
可能使特许人陷入由这些事件引发的法律问题中去。
7.特许人之间可能陷入利益冲突的情形中去，即使他们的业务是互补
的，也可能面临相互重叠的产品和服务的竞争。
8.受许人对某一特许人的市场营销、促销和广告活动，尤其是POP广告
活动的参与，会令其他没有开展此类活动的特许人不高兴。
总之，地区开发协定目前只是在美国有较大发展，还未在世界各国流
行。我们已经看到，这种方法带来很大利益的同时也提出了巨大挑战。
我国的幅员辽阔，这一点与美国很相似，因此这种方式在我国将来可能
有很大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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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一 餐饮单店特许加盟/商标使用合同
甲方：北京*****餐饮管理有限公司

（以下简称甲方）

乙方：

（以下简称乙方）

为明确双方在特许经营上的权利义务关系，特订立本合同，以便双方共
同遵守。
总 则
1、由乙方自愿提交加盟申请，经甲方审查核准后，确认乙方符合加盟
条件，甲方同意乙方加盟；
2、获取加盟资格的加盟商，必须是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及具有独立
法人资格的企业或个人，且无任何非法不良记录，认同连锁加盟经营理
念，自觉服从总部统一管理；
含义
加盟金：即指甲方特许经营权授予乙方所收缴的一次性费用（该费用的
用途为甲方协助乙方开业前的规划筹建，作为取得特许经营使用权，以
及技术资产使用权的费用，并义务为乙方推荐工程、经营配套相关咨询
服务。）；此项费用不含设计费及其他相关配套工程项目的费用。
特许权使用费：指乙方在使用特许经营权的经营过程中，按固定标准向
甲方按月定期支付的费用称为特许权使用费。
1、【特许方式和内容】
1.1乙方自愿申请加盟甲方，在甲方授予特许经营权后，乙方开办特许专营。
〖选择〗：
「*****」特许加盟
(盖 章)
特许企业店名：

（以下简称该店）

负 责 人：
地

址：

建筑面积：

电

话：

营业面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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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加盟费/商标使用费/广告费】
2.1本合同订立之日，乙方3日内需向甲方一次性支付缴纳特许经营加盟
金10万元；
此特许加盟金如乙方毁约自行退出不予以返还，授权方只出具收据，所
得税归乙方交纳；
2.2自特许店开业之日起，乙方每月向甲方管理公司固定支付缴纳3000
元作为特许权使用费；签定合同之日时，乙方应先预交两个月的特许权
使用费，共计6000元；
2.3广告公共基金每月按流水收取（现暂不收取）。
2.4履约保证金。乙方应于合同当日交付甲方人民币2万元整，作为履约
保证金，如乙方有积欠款项（包括货款、违约性惩罚金时），甲方可从
履约保证金中直接抵扣。合同届满或非乙方原因合同终止，甲方扣除乙
方积欠款项后，余额退还乙方。
3、【甲方的权利和义务】
3.1提供开办特许分店所需的商标授权使用证明，加盟店自行核名，以独
立公司或个体行为进行注册；
3.2开业筹建前期甲方将委派专业人员协助投资人进行店面选址，策划以
及项目工程招标服务事宜，推荐项目竣工验收由乙方与承包方共同完
成，已达到甲方开业标准要求，该义务已履行完毕；
3.3甲方原则上帮助乙方培训餐厅人员（含管理人员和技术工种），也可
以向乙方推荐技术人员（该义务甲方已履行完毕）；
3.4甲方应乙方意愿要求对乙方提供货源支持与服务，甲方所配送的货物
不提供发票，如果乙方需要可自行到市场开，或另加税金由甲方代开。
3.5甲方推荐进入乙方店内的管理人员及技术人员薪资的发放以《人员调
动名单》确定之日期为准；
3.6甲方特许乙方经营的辖区为本协议第1条特许企业规定的地点，在该
地点内乙方自行经营管理。
3.7甲方要求乙方必须使用公司店内统一VI识别系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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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乙方的权利和义务】
4.1开办所需的一切手续和政府行政部门要求执照；
〖消防·工商·环保·防疫·税务·物业〗
4.2筹集特许分店经营及装修、工程项目所需投入资金；
4.3乙方在特许经营合同订立后三天内，可以单方解除合同；
4.4乙方负责在筹建期自行在当地招募店面人员，岗位设置由甲方根据乙
方店面实际情况向乙方提交《岗位设置意见书》；
4.5甲方推荐工作人员的到职路资费用、福利待遇、薪资标准、劳务关
系，按行业规定及相关国家法律予以明确，并由乙方确认签订聘用协议；
4.6乙方招募的人员可选派赴指定店面进行相关岗位技能训练，培训期为
30天，所发生的一切费用"食、宿、行和工资"由乙方自行承担，该义务
甲方已履行完毕，伙食住宿标准每人每日15元；筹建装修期间乙方所招
募的人员和甲方选派的人员的工资费用由乙方负责；
4.7工作期间出现员工人身伤亡，意外事件或因违反国家法律、地方性法
规，所产生的责任都由乙方负责处理，甲方不承担任何费用及责任；
4.8乙方应自行管理，自负盈亏，甲方只负责经营定位设计，日常经营性
调整辅导，店内一切钱、财、物由乙方自行管理，甲方无权干涉；
4.9乙方所售产品在没有得到甲方书面许可得情况下，必须由甲方统一配
送，否则出品质量出现问题甲方概不负责，并有权要求立即停售，避免
影响"小豆"形象；
4.10乙方每隔10天应与甲方结清一次配送货款，并支付现金；否则视为
乙方违约；
4.11乙方如在经营期间，自行利用节假日或特殊日期进行促销性优惠活
动，必须以报告形式上传管理公司特许经营管理部审批，方可执行；
4.12乙方必须遵守管理公司的各项规章制度，接受甲方日常的审计、监
督与指导；
4.13乙方应于每月 30 日前报送财务报表，财务报表以收银系统出具的
数据为准，
制定说明报表时，不得摊销于营业无关费用及前期投入折旧，确保最终
利润的准确性，并于下月5日上交特许权使用费，甲方予以审计，财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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报表应真实有效，不得少报、虚报或漏报；计算公式：利润总额＝营业
收入总额－营业成本－营业税金及附加－营业费用＋营业外收入；
4.14为了统一管理，提高单店的竞争力，乙方餐厅内所使用的原料、辅
料、物品一律从甲方的中心厨房购进，否则视为乙方违约；如乙方每天
的配送量低于1000元，由乙方到甲方配送中心厨房自行提货；

5、【商标许可合同】
商标使用许可人

北京小豆餐饮管理有限公司

（以下简称甲方）

商标使用被许可人

（以下简称乙方）

5.1本合同中，甲方为乙方出具"商标"使用证明，所注册的"商标"在指定的
商标事务所备案，并一年一审、一年一签的原则，年审费用归乙方负责；
乙方在履行商标使用合同的同时，甲方必须为乙方履行续签的权力；
5.2 甲方将已注册的使用在

42

类

商品上第 1332388号

商标，许可乙方使用；
〖商标标识〗：

复印图形·文字
粘贴

5.3商标许可使用期限为五年期：
（1）一年一续签自

年

月

日起至

年

月

日止。

（2）第二年续签自

年

月

日起至

年

月

日止。

期满如需延长使用时间，由甲、乙双方另行续订商标使用许可。
5.4乙方不得以任何形式和方法扩大商标的使用范围，不得以任何方式制
作和使用与本合同许可商标相似或变形的商标标识（含不可改变的文
字、图形、颜色、标准规格牌匾），不得以任何方式和名义在其他国
家、地区提出注册该商标的申请；
5.5甲方出具商标授权手续，乙方需在45个工作日内将商标使用相关证照
手续办理完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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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保密】
乙方承诺在整个合同期内以及合同期满后1年内，不得将它所知道的任
何保密信息、知识、经营方法等向第三方透露。
7、【违约与处罚】
7.1合同一经签订，双方不得以任何理由违约，如因一方违约给对方造成
经济损失，违约方应根据国家有关法律规定支付违约金；如乙方未按合
同规定支付特许权使用费，每逾期一日按千分之一支付违约金；
7.2因乙方违反合同规定而发生下列情况之一时，甲方有权解除合同，乙
方应本合同总价格的15%给付甲方解除合同违约金；
1、未经甲方允许擅自将商标使用权及经营权向他人转让、出借或转卖；
2、未按合同规定支付特许权使用费超过15日的；
3、甲乙双方合作期间，乙方未经甲方同意不得私自录用甲方及甲方关
联公司任何岗位的人员（包括各店离职和辞退的中、高层管理人员；甲
方也不继续聘用以上人员），如发现乙方使用将视为违约自动放弃商标
使用权；
8、【本合同的终止】
8.1 本合同在下列条件下自动终止：
乙方遭受严重亏损而无力继续经营可以书面形式提前两个月提交终止合
同说明函，并双方签定《合同终止协议》，乙方所交纳的全部费用甲方
不予以退还；
8.2合同到期后，乙方要求延续特许经营的，应在本合同期满之日前3个
月，向甲方提出书面申请，甲方同意延续的，应续签合同；甲方不同意
或乙方不申请的，合同期满之日即自行终止。
9、【合同解除或终止后双方的责任】
9.1本合同提前解除或期满终止后，乙方应在3日内支付所有应付给甲方
的费用，同时注销有关涉及甲方的登记；
9.2乙方应在3日内归还甲方商业技术秘密资料；归还带有甲方商业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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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商标和招牌的所有物品、资料等；
9.3自本合同解除或终止之日起，乙方应立即停止经营业务活动和任何形式
的广告宣传活动，停止使用甲方商标、商名、标志（包括与其相似或易混
淆的任何商标、商名和标志）。如乙方不履行该义务的，应按本合同约定
特许权使用费的两倍向甲方支付违约金，直至乙方履行该义务止。
10、【不可抗力】
本合同所指不可抗力包括但不限于火灾、水灾、战争、政府行为、意外
事件或非双方所能控制或所能预见的事件。由于不可抗力的原因致使合
同无法履行或无法全部履行时，甲方或乙方应在3日内，将事故情况书
面通知另一方。
由于本款原因提前解除本合同的，双方负责。
11、【争议的解决】
在本合同执行过程中，双方如有意见分歧，应协商解决，协商不成时，
可签约所在地的北京市西城区人民法院提起诉讼。
12、【合同期限】
合同有效期为

年，自

年

月日起至

年

月

日止。

13、【附则】
13.1乙方承诺分店成立后，受本合同约束，遵循本合同中有关乙方的权
利义务的规定，并认真阅读合同中内容、认知、自愿接受本合同的所有
条款。
13.2乙方确认在本合同签订前30日已收到甲方提供的本合同文本，及甲
方按《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第三章的有关规定提供的书面信息。同
时乙方理解和同意以下事实，甲方得宣传文字、图片等均不作为甲、乙
双方的要约及承诺条件，在甲方说明中所展示的各种广告宣传，投资回
报等相关数据只作为营业参考，仅仅只是说明成功可能性，并不代表对
乙方经营事业利润获利的承诺；甲方已按照国家规定把《商业特许经营
管理条例》的第22条披露给乙方熟知、周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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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本合同正本由双方签字盖章后加盖跨页骑缝章有效。
13.4 本合同一式贰份，甲乙双方各执壹份，自双方签字之日起生效。
甲方（签章）：

乙方（签章）：

委托代理人（签字）：

签约日期：

年

月

委托代理人（签字）：

日

签约地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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签约日期：

年

月

日

合同二 区域总特许经营合同
区域总特许经营合同

合同编号：__
甲方（特许人）：
住所： 联系电话：
法定代表人：

注册号：

经营范围：
乙方（被特许人）：
住所： 联系电话：
法定代表人：

注册号：

经营范围：
双方本着自愿、平等、公平和诚实信用原则，经过充分友好协商，签订
特许经营合同如下，以兹共同遵守：
第一条 定义
除非合同条款另有特别说明，本合同中使用的字词与表述的含义如下：
"特许经营体系"，是指甲方的特许经营体系，其特征包括但不限于，商
标（包括服务商标）、商号、专利和专有技术、产品经营模式等。
"加盟店"，是指乙方在认同并同意遵守特许经营体系的基础上，获得甲
方授权而设立的从事特许经营活动的经营实体，包括但不限于个体工商
户、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及公司等。加盟店作为独立的法律主体进
行活动，独立核算、自担风险、自负盈亏。
"特许标识"，是指与特许经营体系相关的识别符号，包括但不限于商标
，商号，招牌（店铺标志），特有的外部与内部设计（装修，装饰，颜
色配置，布局，家具等），制服，广告等。
"商标"，是指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登记注册
的商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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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是指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登记的发明、实用新型
、或外观设计专利。
"特许产品"，是指带有特许标识的所有商品及服务，包括但不限于原料
、配料、成品及服务品种、方式等。
"经营手册"，是指由甲方制订的指导乙方开业和经营的加盟店经营的各
类书面操作资料，一般包括《加盟店招募手册》、《店务操作手册》、
《产品制作手册》、《营业手册》、《员工培训手册》等。
"总区域特许"，即甲方将指定区域内的独家特许经营权授予乙方，乙方既
可按照本合同的约定设立直营加盟店，开展经营活动，也可将特许经营权
再授予其他申请人。
"特许区域"，是指甲方授予乙方特许经营权的区域。
"营业地"，是指乙方依照合同条款约定，获准开设加盟店的住所。
"建筑物"，是指营业地所在的建筑物。
第二条 【特许经营授权】
一、甲方拥有

特许经营体系，经营范围：

，甲方依照本合同的

约定，授予乙方__总区域__特许经营权。
二、乙方获准行使的特许经营权在特许区域内：
□具有独占性
□不具有独占性
第三条 【总区域特许区域与营业地】
一、乙方获准行使总特许特许经营权的区域为：中国_____省（市）
_____县（区）东至_____路、西至_____路、南至_____路、北至
_____路的区域。（见附件一：《特许区域附图》）。
二、乙方仅有权在前款所述的特许区域内开设生产和销售特许产品或提
供服务的加盟店及将特许经营权再授予其他申请人。
三、乙方将本协议项下的特许经营权再授权给特许区域内其他申请人时，
□需经过甲方事先书面同意
□不需经过甲方事先书面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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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乙方应在授权区域内其他申请人后 日内向甲方做出书面报告，并负
责每个月将其特许加盟方的经营情况向甲方书面汇报。
第四条 【期限】
一、本合同期限为_____年，从_____年___月___日起至_____年___月
___日，双方可根据本合同的约定提前终止或续期。
二、乙方申请对本合同延期的，应至少在合同期限届满前提前 个月向甲
方提出书面申请。甲方同意的，与乙方签订延期合同。
第五条 【总区域特许经营费用】
一、加盟费
乙方应向甲方一次性支付加盟费人民币______元，该笔款项应在本合同
签订后_____日内支付。
除本合同另有约定外，乙方不得以任何理由要求返还加盟费。
二、特许权使用费
在本合同有效期内，乙方可选择按照以下标准在□每月/□每年_____日前
向甲方支付特许权使用费：
□支付定额特许权使用费人民币______元；
□按照加盟店□当月/ □当年营业额的___％，按比例支付特许权使用费。
三、保证金
1、乙方应在本合同签订后____日内向甲方支付人民币_____元作为保
证金，以确保本合同的完全正当履行。
2、遇乙方欠款不付或本合同约定的任何违约情形，甲方可从保证金中
直接扣除，不足部分，仍有权要求乙方继续偿付。乙方应在收到甲方书
面通知后____日内补足保证金并缴足欠款。
3、本合同终止后，甲方收取的保证金除用以抵充合同约定由乙方承担
的费用外或违约金外，剩余部分无息归还乙方。
四、乙方在特许区域内再次进行特许时取得的费用与甲方的分成方式：
五、其他约定的费用
六、本条所述之特许经营费采用下列第__

_项方式支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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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金；
□支票；
□银行转账（甲方指定账户为______________）；
甲方收到乙方支付的上述任何款项后，均应开具收款凭证。
第六条 【知识产权的授予与使用】
一、甲方按照本合同约定，许可乙方及乙方许可的第三方使用以下知识
产权：
□商标。
商标名称：

《商标注册证》编号：

核定使用商品或服务项目：

，

。

甲方应与乙方另行签订《商标使用许可合同》作为本合同的从合同，并
在《商标使用许可合同》签订之日起三个月内，由□甲方/

□乙方向知识

产权主管部门
办理备案手续。
□专利。
专利名称：

《专利证》编号：

，

专利内容：
甲方应与乙方另行签订《专利实施许可合同》作为本合同的从合同，并
在《专利实施许可合同》签订之日起三个月内，由□甲方/

□乙方向知识

产权主管部门
办理备案手续。
□其他
二、乙方应按照《商标使用许可合同》的约定和《经营手册》的规定，
在加盟店内悬挂、张贴甲方授权使用的特许标识。
三、乙方应按照《商标使用许可合同》的约定规范使用商标或特许标
识，不得以任何形式和方法扩大商标或特许标识的使用范围，未经甲方
许可，不得与其他商标、商号或标识组合使用。
四、乙方不得以任何方式制作、使用或申请注册与甲方商标或特许标识
近似、变形或淡化的商标标识。
五、特许标识或商标的所有权和著作权归甲方所有，本合同终止后，甲
2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方有权无条件收回，且无须对乙方作出补偿。
六、乙方除为特许经营目的之外，不得为其他任何目的使用特许标识，
也不得在本合同终止后继续使用商标或特许标识。
乙方在特许区域内特许其他第三方从事特许经营的，应当同时保证该第
三方遵守上述保障甲方知识产权的规定。
第七条 【授权】
本协议项下甲方授予乙方的权利和对乙方的要求，乙方在特许经营过程
中应当保障任何被特许的第三方同样享有相应权利、履行相应义务。
第八条 【授权二级特许经营】
乙方在特许区域内特许第三方经营的，应当负责处理有关二级特许经营
合同签订、加盟店开业、加盟店统一经营、监督培训指导、消费者纠纷
处理、广告宣传促销、信息披露及商业秘密保护等事宜，具体技术指标
及内容见二级特许经营合同（本协议附件）。
第九条 【违约责任】
一、甲方不履行或不完全履行除本合同项下的任何义务，乙方有权书面
通知其更正，甲方应在接到通知后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的，甲方
应支付相当于保证金数额的违约金。
如逾期未更正超过____日，则乙方有权选择以下方案追究甲方责任（可
多选）：
□要求甲方赔偿人民币 元；
□符合本合同约定的解除条件的，乙方有权解除本合同；
二、乙方逾期支付本合同项下的任何款项，应按每天逾期款项的____‰支
付违约金。逾期超过_____天的，甲方有权解除本合同，并扣除保证金。
三、乙方不履行或不完全履行除本合同项下的任何义务，甲方有权书面
通知其更正，乙方应在接到通知后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的，乙方
应支付相当于保证金数额的违约金。
如逾期未更正超过____日，则甲方有权选择以下方案追究乙方责任（可
多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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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扣除保证金；
□要求乙方赔偿人民币_____元；
□符合本合同约定的解除条件的，甲方有权解除本合同；
四、如由于乙方的过错对第三方造成侵权或其他经济损失，则乙方应当
自行承担赔偿责任。如甲方对外偿付的，则可向乙方进行追偿。
五、乙方未履行或未完全履行合同终止后的义务的，甲方有权要求其履
行义务，并有权要求其赔偿造成的所有损失。
六、 任何因乙方特许的第三方给甲方造成的损失，由乙方承担责任。
第十条 【合同的解除】
一、甲方有下列行为之一的，乙方有权书面通知其更正，甲方应在接到
通知后_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的，乙方有权书面通知单方解除合
同，解除合同的决定在通知到达甲方时生效：
1、未按本合同约定向乙方提供全套运营体系；
2、未按本合同约定在签订本合同前和特许经营过程中及时披露相关信
息或故意披露虚假信息；
3、未按本合同约定履行加盟店开业前及经营过程中的培训、技术指导
义务；
4、丧失商标或其他特许标识的所有权或使用权；
5、因产品质量问题引起大量投诉并被主要媒体曝光，品牌形象和价值
及企业商誉受到严重损害的；
6、强行要求乙方接受除专卖商品及为保证特许经营品质的货物以外的其
他货物供应；
7、累计次延迟配送特许产品或维修设备，或因延迟配送特许产品或维
修设备造成乙方重大损失；
8、因生产或销售的特许产品存在缺陷或严重质量问题，被质监部门处
罚的；
9、被指控为刑事犯罪；
二、乙方有下列行为之一的，甲方有权书面通知其更正，乙方应在接到
通知后_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的，甲方有权书面通知单方解除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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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解除合同的决定在通知到达乙方时生效：
1、未按本合同约定支付相关费用；
2、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擅自特许产品或服务；
3、未按照二级特许合同规定向第三方提供有关特许经营服务；
4、因管理和服务问题引起大量投诉或被主要媒体曝光批评，严重损害
特许经营体系的商誉；
5、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擅自全部或部分转让本合同；
6、侵犯（包括但不限于泄露）商业秘密的行为；
7、故意向甲方陈述不完整的、错误的或误导性的信息；
8、被指控为刑事犯罪；
第十一条 【合同终止后双方的权利义务】
一、本合同终止后，乙方应保证其授权的加盟店应立即停止使用商标、
特许标识及其他与特许经营体系有关的任何标识。
二、乙方应保证其授权的加盟店在本合同终止之日起_____日内返还甲
方为履行本合同而提供的所有物品，包括文件及其副本或任何复制品。
三、除甲方接收外，乙方应保证其授权的加盟店甲方要求撤换营业地所
有特许经营体系特有的内外部设计、装修、装饰、颜色配置、布局、家
具、设备，或清除前述用品之上的商标、特许标识及其他与特许经营体
系有关的任何标识。
四、乙方应在本合同终止之日起______日内向甲方支付本合同约定的所有
应付费用。
第十二条 【不可抗力】
一、任何一方由于不可抗力且自身无过错造成的部分或不能履行本合同
的义务将不视为违约，但应在条件允许下采取必要的补救措施，以减少
不可抗力造成的损失。
二、遇有不可抗力的一方，应尽快将事件的情况以书面形式通知对方，
并在事件发生的合理时间内，提交不能履行或者部分不能履行本合同以
及需要延期履行的理由的证明。为保证乙方能顺利在其特许区域内授权
第三方特许经营，甲方应当在本合同签订后

日向乙方提供以下材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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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有关授权使用的商标、商号、专利或其他特许经营体系所发生的重大
变化、所涉及的诉讼及其他对乙方有重大影响的信息。
2.2有关甲方加盟店开业、加盟店统一经营、监督培训指导、消费者纠纷
处理、广告宣传促销、信息披露及商业密码保护的相关信息。
2.3 乙方再授权所需的其他材料。
第十四条 其他约定
一、本合同部分条款的无效，不影响其他条款及本合同的效力。
二、联系信息与送达
1、合同一方按照本合同约定向另一方送达的任何文件、回复及其他任
何联系，必须用书面形式，且采用挂号邮寄或直接送达的方式，送达本
合同所列另一方的地址或另一方以本条所述方式通知更改后的地址。如
以挂号邮寄方式，在投邮后（以寄出的邮戳为准）第七日将被视为已送
达另一方，如以直接送达的方式送达，则于另一方签收时视作已送达。
2、双方同意可以通过以下联系方式向对方送达与本合同及约定承办事
宜有关的文件，有关甲方和乙方的联系信息如下：
甲方：__________________________
地址：__________________________
邮编：___________________________
联系人：_________________________
电话：__________传真：_________
乙方：__________________________
地址：___________________________
邮编：___________________________
联系人：_________________________
电话：__________传真：_________
3、本合同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和规章。
4、如果产生有关本合同的存在、效力、履行、解释、终止的争议，甲
方与乙方应协商解决，协商不成的，可选定下列一种方式解决：
□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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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________仲裁委员会申请仲裁。
5、本合同的附件、从合同（如有）、《经营手册》是本合同不可分割
的组成部分，与本合同具有同等法律效力。
6、本合同经双方签章生效，一式二份，双方各执一份，具同等法律效力。
【附件一】
补充条款
（粘贴线） （骑缝章加盖处）
【附件二】
《特许区域附图》
（粘贴线） （骑缝章加盖处）

【附件三】
甲方《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粘贴线） （骑缝章加盖处）

【附件四】
乙方《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粘贴线） （骑缝章加盖处）

【附件五】
甲方《商标注册证》复印件
（粘贴线） （骑缝章加盖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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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件六】
甲方《专利证》或其他权利证明复印件
（粘贴线） （骑缝章加盖处）
（本页签署页，无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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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三 上海市特许经营合同（标准范本）
中国特许经营-加盟标准合同范本
起草单位：上海连锁加盟商业协会、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
合同说明
一、本合同文本是根据《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及相关法律、法规制
订的示范文本，其合同条款为提示性条款，供本市行政区域范围内的特
许经营权当事人双方约定采用。
二、为体现合同双方的自愿原则，本合同文本中相关条款中有空白行，
供双方自行约定或补充约定。合同签订生效后，未被修改的文本印刷文
字视为双方同意内容。本示范文本中涉及到的选择、填写内容，双方不
作约定时，应在空格部位打×，以示删除。
三、本合同所称特许经营是指通过签订合同，特许人将有权授予他人使
用的商标、商号、经营模式等经营资源，授予被特许人使用；被特许人
按照合同约定在统一经营体系下从事经营活动，并向特许人支付特许经
营费的行为。
四、特许经营涉及的专业性较强、法律规范较多，为更好地维护双方当
事人的权益，双方签订本合同时应当慎重，力求具体、全面、严密。
五、在正式签订本合同时，双方确认已提前20日以书面形式向对方提供
了真实、准确的有关特许经营的基本信息资料及有关经营能力的资料。
六、本合同文本可向______________________购取。双方当事人使用
本合同前应仔细阅读，认真了解各条款内容。
上海市特许经营合同
合同编号
甲方（特许人）：
住所：联系电话：
法定代表人：

注册号：

经营范围：
乙方（被特许人）：
住所：联系电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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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代表人：

注册号：

经营范围：
双方本着自愿、平等、公平和诚实信用原则，经过充分友好协商，签订
特许经营合同如下，以兹共同遵守：

第一章 总则
第一条 定义
除非合同条款另有特别说明，本合同中使用的字词与表述的含义如下：
"特许经营体系"，是指甲方的特许经营体系，其特征包括但不限于，商
标（包括服务商标）、商号、专利和专有技术、产品经营模式等。
"加盟店"，是指乙方在认同并同意遵守特许经营体系的基础上，获得甲
方授权而设立的从事特许经营活动的经营实体，包括但不限于个体工商
户、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及公司等。加盟店作为独立的法律主体进
行活动，独立核算、自担风险、自负盈亏。
"特许标识"，是指与特许经营体系相关的识别符号，包括但不限于商
标，商号，招牌（店铺标志），特有的外部与内部设计（装修，装饰，
颜色配置，布局，家具等），制服，广告等。
"商标"，是指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登记注册
的商标。
"专利"，是指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登记的发明、实用新
型、或外观设计专利。
"特许产品"，是指带有特许标识的所有商品及服务，包括但不限于原
料、配料、成品及服务品种、方式等。
"经营手册"，是指由甲方制订的指导乙方开业和经营的加盟店经营的各
类书面操作资料，一般包括《加盟店招募手册》、《店务操作手册》、
《产品制作手册》、《营业手册》、《员工培训手册》等。
"直接特许"，即甲方将特许经营权直接授予乙方，乙方按照本合同的约
定设立直营加盟店，开展经营活动，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不得转授
特许经营权。
"区域特许"，即甲方将指定区域内的独家特许经营权授予乙方，乙方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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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合同约定设立直营加盟店，开展经营活动，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
不得转授特许经营权。
"复合区域特许"，即甲方将指定区域内的独家特许经营权授予乙方，乙
方既可按照本合同的约定设立直营加盟店，开展经营活动，也可将特许
经营权再授予其他申请人。
"特许区域"，是指甲方授予乙方特许经营权的区域。
"营业地"，是指乙方依照合同条款约定，获准开设加盟店的住所。
"建筑物"，是指营业地所在的建筑物。
第二条 特许经营授权
一、甲方拥有特许经营体系，经营范围：，甲方依照本合同的约定，授
予乙方__________特许经营权。
二、甲方授予乙方的特许经营权性质：
□直接特许
□区域特许
□部合区域特许
三、乙方获准行使的特许经营权在特许区域内：
□具有独占性
□不具有独占性
第三条 特许区域与营业地
一、乙方获准行使特许经营权的区域为：中国_____省（市）_____县
（区）东至_____路、西至_____路、南至_____路、北至_____路的区
域。（见附件一：《特许区域附图》）。
二、乙方仅有权在前款所述的特许区域内开设生产和销售特许产品或提
供服务的加盟店。本合同签订时的加盟店的地址为___________。
三、乙方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不得变更其加盟店的营业地，如经批准
乙方仅可在特许区域内变更加盟店的地址。
第四条 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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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本合同期限为_____年，从_____年___月___日起至_____年___月
___日，双方可根据本合同的约定提前终止或续期。
二、乙方申请对本合同延期的，应至少在合同期限届满前提前个月向甲
方提出书面申请。甲方同意的，与乙方签订延期合同。
第五条 特许经营费用
一、加盟费
乙方应向甲方一次性支付加盟费人民币______元，该笔款项应在本合同
签订后_____日内支付。
除本合同另有约定外，乙方不得以任何理由要求返还加盟费。
二、特许权使用费
在本合同有效期内，乙方可选择按照以下标准在□每月/□每年_____日前
向甲方支付特许权使用费：
□支付定額特许权使用费人民币______元；
□按照加盟店 □当月/□当年营业額的___％，按比例支付特许权使用费。
三、保证金
1、乙方应在本合同签订后____日内向甲方支付人民币_____元作为保
证金，以确保本合同的完全正当履行。
2、遇乙方欠款不付或本合同约定的任何违约情形，甲方可从保证金中
直接扣除，不足部分，仍有权要求乙方继续偿付。乙方应在收到甲方书
面通知后____日内补足保证金并缴足欠款。
3、本合同终止后，甲方收取的保证金除用以抵充合同约定由乙方承担
的费用外或违约金外，剩余部分无息归还乙方。
四、其他约定的费用
五、本条所述之特许经营费采用下列第___项方式支付：
□現金
□支票
□銀行转账(甲方指定账户为______________）；
□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
甲方收到乙方支付的上述任何款项后，均应开具收款凭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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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条 知识产权的授予与使用
一、甲方按照本合同约定，许可乙方使用以下知识产权：
□商标：
商标名称：

《商标注册证》编号：

核定使用商品或服务项目：
甲方应与乙方另行签订《商标使用许可合同》作为本合同的从合同，并
在《商标使用许可合同》签订之日起三个月内，由□甲方/□乙方向工商行
政管理部门办理备案手续。
□专利
专利名称：

《专利证》编号：

专利内容：
甲方应与乙方另行签订《专利实施许可合同》作为本合同的从合同，并
在《专利实施许可合同》签订之日起三个月内，由□甲方/□乙方向知识产
权主管部门办理备案手续。
□其他
二、乙方应按照《商标使用许可合同》的约定和《经营手册》的规定，
在加盟店内悬挂、张贴甲方授权使用的特许标识。
三、乙方应按照《商标使用许可合同》的约定规范使用商标或特许标
识，不得以任何形式和方法扩大商标或特许标识的使用范围，未经甲方
许可，不得与其他商标、商号或标识组合使用。
四、乙方不得以任何方式制作、使用或申请注册与甲方商标或特许标识
近似、变形或淡化的商标标识。
五、特许标识或商标的所有权和著作权归甲方所有，本合同终止后，甲
方有权无条件收回，且无须对乙方作出补偿。
六、乙方除为特许经营目的之外，不得为其他任何目的使用特许标识，
也不得在本合同终止后继续使用商标或特许标识。

第二章加盟店的开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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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条 商号的使用
甲方□允许/□不允许乙方将______商标用作加盟店商号使用。如允许乙
方使用，甲方应提供书面授权文件，以配合乙方进行加盟店名称变更登
记手续。
第八条 加盟店的经营资格
乙方须保证加盟店符合法律、法规关于经营资格的强制性或禁止性要
求，取得《消防许可证》、《环保许可证》、《食品卫生许可证》等相
关许可证，并具有经营特许经营体系项下经营活动的合法资格。
第九条 加盟店的开业指导
甲方应对乙方目标市场的考察调研、加盟店的选址、营业地的装修布
置、人员的聘用等加盟店筹备工作提供必要的协助和指导。
第十条 加盟店的开业培训
在加盟店开业前，甲方应对乙方或其指定的承担加盟店管理职责的人员
进行培训，通过考核后上岗，以确保乙方能够独立运营加盟店。
第十一条 特许经营体系的提供
甲方应在本合同签订之日起日内，向乙方提供代表特许经营体系营业象
征的书面资料，包括经营模式及相关管理制度、经营模式、门店样式、
店堂布局方案、会计系统、产品质量标准、产品质量监测制度以及《经
营手册》等，已确保乙方顺利开展加盟店的运营。
第十二条 加盟店开业时间
乙方应保证在本合同签订之日起日内正常开业，经甲方书面同意延期的
除外。
第十三条 加盟店开业的条件
加盟店开业须符合以下条件：
一、加盟店已取得《营业执照》或《企业法人营业执照》及相关许可证
照；
二、营业地建筑物的装修经特许人验收合格；
三、乙方已按本合同约定履行开业前的所有义务；
四、加盟店符合《经营手册》规定的其他标准。

第三章加盟店的统一运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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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四条 乙方认可并同意承认和遵守甲方特许经营体系有关标准和统一
性的规定。
第十五条 乙方在加盟店的运营过程中，须严格遵守本合同约定和《经营
手册》的规定的统一运营标准，未经甲方书面许可，不得作任何变更；
双方另有约定的除外。

第四章消费者投诉的处理
第十六条 乙方应当遵守甲方统一制定的服务和质量保证承诺，自觉维护
消费者的合法权益，并在加盟店内设置并公布监督电话。
第十七条 乙方对消费者的投诉应当正确和勤勉地对待，对造成消费者权
益损害的，须及时采取补救措施。
第五章监督、培训与指导
第十八条 为确保特许经营体系的统一性和产品、服务质量的一致性，甲
方有权按照合同约定对乙方的经营活动进行监督。
第十九条

乙方应当保持完整与准确的交易记录，在每月____日前向甲

方递交上月的总营业收入及真实的财务报表。
第二十条 甲方应当在不影响乙方正常营业的前提下，定期或不定期对乙
方的经营活动进行辅导、检查、监督和考核。乙方应当遵循甲方或其委
派的督导员在特许经营过程中的建议和指导。
第二十一条 甲方有权定期或不定期检查和审核乙方的交易记录、会计资
料、纳税记录等文件。
第二十二条 在本合同有效期内，甲方每年应对乙方或其指定的承担加盟
店管理职责的人员提供不少于

次的统一培训。

第二十三条 在本合同有效期内，甲方应持续地对乙方提供开展特许经营
所必需的营销、服务或技术上的指导，并向乙方提供必要的协助。

第六章 广告宣传与促销
第二十四条 甲方发布广告宣传、向乙方提供促销支持，必须严格遵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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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法规的相关规定。
第二十五条 甲方在每次推出广告宣传或促销推广活动之前，应将有关活
动资料通知乙方，以便乙方能于活动前作出适当准备。
第二十六条 乙方可自行策划并实施针对特许区域市场特点的广告宣传或
促销推广活动，但必须获得甲方事先书面同意，并在甲方指导下进行。

第七章 信息披露及商业秘密保护
第二十七条 信息披露
一、双方当事人承诺严格按照《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第四章"信息披
露"的相关规定，在签订本合同前及特许经营过程中及时向对方披露有关
特许经营的基本信息资料。
二、在本合同有效期内，甲方应及时向乙方披露有关授予乙方使用的商
标、商号、专利或其他特许经营体系所发生的重大变化、所涉及的诉讼
及其他对乙方有重大影响的信息。
三、甲方由于信息披露不充分、提供虚假信息致使乙方遭受经济损失
的，乙方有权解除本合同，要求甲方返还加盟费、保证金及其他约定的
费用，并有权要求其赔偿所造成的损失。
四、乙方由于信息披露不充分、提供虚假信息致使甲方遭受经济损失
的，甲方有权解除本合同，并扣除乙方已支付的保证金，并有权要求其
赔偿所造成的损失。
第二十八条 商业秘密的保护
一、在本合同有效期内及终止后，乙方及其雇员未经甲方书面同意，不
得披露、使用或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甲方的商业秘密。
二、乙方承诺采取必要的防范措施，制定商业秘密保护制度，并与接触
秘密的人员签订保密协议。
三、双方如未签订本合同或本合同未生效，不论原因如何，双方承诺对
对方披露的所有信息承担保密义务，双方也可另行签订保密协议。

第八章特许产品的提供和配送
第二十九条除特许产品及为保证特许经营品质必须由甲方或者甲方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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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供应商提供的货物外，甲方可以规定其应当达到的质量标准，提出若
干供应商供乙方选择，但甲方不得强行要求乙方接受其货物供应；双方
另有约定的除外。
第三十条乙方经营所需之特许产品均由甲方或甲方指定供应商供应及配
送，若乙方需增售不属甲方供应的产品，须事先向甲方提出书面申请，并
经甲方书面核准；未经甲方书面核准，不得向其他厂商采购或自行制造。
第三十一条 乙方向甲方采购特许产品，须提前天以传真、电话或电子邮
件形式通知甲方所需产品的数量和规格，以便甲方及时调配物资，满足
乙方需求。
第三十二条

甲方应在收到乙方要求采购产品或维修设备通知之日起日

内，按照乙方要求发出指定产品或派出专人赴乙方营业地进行维修。维
修累计次不能排除设备故障的，甲方应负责为乙方更换新设备。
第三十三条 甲方应对所提供和配送的特许产品质量负责，如因质量问题
造成乙方损失的，甲方应承当赔偿责任；乙方因此向第三方赔付的，有
权向甲方追偿。
第三十四条 乙方销售特许产品应当遵循甲方指定的统一零售价，不得擅
自降低或抬高零售价，双方另有约定的除外。

第九章 违约责任
第三十五条 甲方不履行或不完全履行除本合同项下的任何义务，乙方有
权书面通知其更正，甲方应在接到通知后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
的，甲方应支付相当于保证金数额的违约金。
如逾期未更正超过____日，则乙方有权选择以下方案追究甲方责任（可
多选）：
□ 要求甲方赔伝人民币元；
□符合本合同約定的解除条件的，乙方有权解除本合同；
第三十六条 乙方逾期支付本合同项下的任何款项，应按每天逾期款项的
____‰支付违约金。逾期超过_____天的，甲方有权解除本合同，并扣
除保证金。
第三十七条 乙方不履行或不完全履行除本合同项下的任何义务，甲方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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权书面通知其更正，乙方应在接到通知后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
的，乙方应支付相当于保证金数额的违约金。
如逾期未更正超过____日，则甲方有权选择以下方案追究乙方责任（可
多选）：
□扣除保证金
□ 要求乙方赔伝人民币_____元；
□符合本合同约定的解除条件的，甲方有权解除本合同；
第三十八条 如由于乙方的过错对第三方造成侵权或其他经济损失，则乙
方应当自行承担赔偿责任。如甲方对外偿付的，则可向乙方进行追偿。
第三十九条 乙方未履行或未完全履行合同终止后的义务的，甲方有权要
求其履行义务，并有权要求其赔偿造成的所有损失。

第十章 合同的解除
第四十条 甲方有下列行为之一的，乙方有权书面通知其更正，甲方应在
接到通知后_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的，乙方有权书面通知单方解
除合同，解除合同的决定在通知到达甲方时生效：
一、未按本合同约定向乙方提供全套运营体系；
二、未按本合同约定在签订本合同前和特许经营过程中及时披露相关信
息或故意披露虚假信息；
三、未按本合同约定履行加盟店开业前及经营过程中的培训、技术指导
义务；
四、丧失商标或其他特许标识的所有权或使用权；
五、因产品质量问题引起大量投诉并被主要媒体曝光，品牌形象和价值
及企业商誉受到严重损害的；
六、强行要求乙方接受除专卖商品及为保证特许经营品质的货物以外的
其他货物供应；
七、累计次延迟配送特许产品或维修设备，或因延迟配送特许产品或维
修设备造成乙方重大损失；
八、因生产或销售的特许产品存在缺陷或严重质量问题，被质监部门处
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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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被指控为刑事犯罪；
第四十一条 乙方有下列行为之一的，甲方有权书面通知其更正，乙方应
在接到通知后_____日内更正，逾期未更正的，甲方有权书面通知单方
解除合同，解除合同的决定在通知到达乙方时生效：
一、超过本合同约定的期限未符合开业条件或未开业；
二、未按本合同约定支付相关费用；
三、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擅自销售或提供非特许产品或服务；
四、拒绝参加甲方组织的初始的或后续的培训；
五、因管理和服务问题引起大量投诉或被主要媒体曝光批评，严重损害
特许经营体系的商誉；
六、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擅自全部或部分转让本合同；
七、侵犯（包括但不限于泄露）商业秘密的行为；
八、故意向甲方陈述不完整的、错误的或误导性的信息；
九、被指控为刑事犯罪；

第十一章 合同终止后双方的权利义务
第四十二条 本合同终止后，乙方应立即停止使用商标、特许标识及其他
与特许经营体系有关的任何标识。
第四十三条 乙方应在本合同终止之日起_____日内返还甲方为履行本合
同而提供的所有物品，包括文件及其副本或任何复制品。
第四十四条 除甲方接收外，乙方应甲方要求撤换营业地所有特许经营体
系特有的内外部设计、装修、装饰、颜色配置、布局、家具、设备，或
清除前述用品之上的商标、特许标识及其他与特许经营体系有关的任何
标识。
第四十五条

乙方应在本合同终止之日起______日内向甲方支付本合同

约定的所有应付费用。

第十二章 不可抗力
第四十六条 任何一方由于不可抗力且自身无过错造成的部分或不能履行
本合同的义务将不视为违约，但应在条件允许下采取必要的补救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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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减少不可抗力造成的损失。
第四十七 条遇有不可抗力的一方，应尽快将事件的情况以书面形式通知
对方，并在事件发生的合理时间内，提交不能履行或者部分不能履行本
合同以及需要延期履行的理由的证明。

第十三章 其他约定
第四十八条 本合同部分条款的无效，不影响其他条款及本合同的效力。
第四十九条 联系信息与送达
一、合同一方按照本合同约定向另一方送达的任何文件、回复及其他任
何联系，必须用书面形式，且采用挂号邮寄或直接送达的方式，送达本
合同所列另一方的地址或另一方以本条所述方式通知更改后的地址。如
以挂号邮寄方式，在投邮后（以寄出的邮戳为准）第七日将被视为已送
达另一方，如以直接送达的方式送达，则于另一方签收时视作已送达。
二、双方同意可以通过以下联系方式向对方送达与本合同及约定承办事
宜有关的文件，有关甲方和乙方的联系信息如下：
甲方：
地址：
邮编：
联系人：
电话：

传真：

乙方：
地址：
邮编：
联系人：
电话：

传真：

第五十条 本合同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和规章。
第五十一条 如果产生有关本合同的存在、效力、履行、解释、终止的争
议，甲方与乙方应协商解决，协商不成的，可选定下列一种方式解决：
□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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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

仲裁委员会申请仲裁。

第五十二条 本合同的附件、从合同（如有）、《经营手册》是本合同不
可分割的组成部分，与本合同具有同等法律效力。
第五十三条 本合同经双方签章生效，一式二份，双方各执一份，具同等
法律效力。
附件一
补充条款
（粘贴线）（骑缝章加盖处）
附件二
《特许区域附图》
（粘贴线）（骑缝章加盖处）
附件三
甲方《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粘贴线）（骑缝章加盖处）
附件四
乙方《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粘贴线）（骑缝章加盖处）
附件五
甲方《商标注册证》复印件
（粘贴线）（骑缝章加盖处）
附件六
甲方《专利证》或其他权利证明复印件
（粘贴线）（骑缝章加盖处）
（本页签署页，无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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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四 国际商会中国国家委员会-特许经营合同范本
公司注册地在：
公司在此由

代表

以下称"特许人"与

公司

公司注册地在
公司在此由

代表

以下称"受许人"

第一部分 序言
各方对下列事项达成一致：
第1条 【宗旨】
特许人授予受许人在特许经营下商品化经营(制造)下述产品(服务)之权，
或者接受根据合同条款在该建筑物内和在第4条所规定的区域执行特许
经营协定。
第2条 【受许人的法律地位】
2.1受许人以自身名义，自付费用，作为单独的商人进行其活动。因此，
他须接受对所有商人共同的法律要求，特别是有关资格的规则以及社会
的、财务的和商业的要求。作为一个独立的商人，受许人应就其活动自
负一切风险和从一切盈利中获利。
2.2受许人不是特许人的代理人、买卖代表，也不是他的雇员或合伙人。
受许人不是作为特许人的佣金代理人，受许人无权以特许人的名义签订合
同，使特许人在任何方面对第三人承担责任，或由特许人负担费用，承担
任务义务。
第3条 【授予的各项权利】
为了使受许人正常经营，特许人授予受许人下列各项权利：
(a)使用代表______(加以描述)的式样的权利，经依照______登记为产
品(服务)的商标(使用登记为……专利的制造技术的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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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使用______名字标志的权利；
(c)查阅并使用作为本合同附件，称作______文件所规定专有技术的权
利；
(d)在引进以及经营过程中协助受许人从技术、商业、法律和经营受益的
权利，第5节和第6节中有规定。
(e)出售和使用特许人制造的产品(由指定的供应商)意即……
第4条 【区域】
使用授予受许人特许经营的权利应在本合同附件3所在地区和建筑物中
行使。
受许人未经特许人事前和书面许可不应变更其建筑物地址。
第5条【专属性】
5.1在本合同期间，在第4节所在区域中，特许人承诺：
--不将本特许经营的全部或部分授予第三者；
--本身不从事全部或部分的特许经营，也不以相似的方法出售本特许经
营范围内的产品(服务)；
--不向任何第三者供应全部或部分、本特许经营范围内的产品(服务)。
所有在法律上或在事实上控制特许人，或为特许人所控制或与其共同受
到控制的人或公司，均认为是第三者。
5.2在本合同期间，特许人应在第1条所载的建筑物内独自经营特许经
营，不得在第4条规定的地域之外与特许经营范围内的

产品(服务)寻求

客户。
第6条【期间】
本合同在签字之日生效，为期______年。
本合同自动延长连续的______年期，除非特许人或受许人在第一个期限
届满前或每一个延期届满前至少______月发出通知。
用挂号信或任何其他书面传递手段，可借以准确确定收到通知的日期(该
日期可用以计算通知期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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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合同在签字日生效，期间可不确定。
各方不发出______月通知将终止本合同，用挂号信或任何其他书面传递
手段，可代理以确定收到通知的日期(该日期是该通知期间的起始日)。

第二部分 总则
第7条【善意】
各方应本着善意解释和履行本合同，特别应当尽其全均，彼此应表明其
谨慎、忠实和合作。
各方同意，在合同的范围之内，他们的关系确定为合作关系。上述条款
是一项实质责任。
第8条【遵守国家法律】
受许人遵守适用的法律，并应有必要的授权。
第9条【特许人的质量标准】
受许人如第1条所载出售(制造)产品(服务)，在特许人网张的牌号商标形
象方面，与这些条件方面保证完善的和谐和组织。
为此，受许人特别应遵守下列规定：
9.1建筑物
9.1.1受许人在装修和建设物装饰以及产品(服务)的展示方面都应严格遵
守本合同附件4所列特许经营人规格所规定的条件。
至迟本合同签字之日特许人应对装修费用给受许人一个粗略估算。此项
粗略估算费用由受许人负担。
在本合同履行期间，特许人对于上述规定所作的任何重大修改，例如补
充安装、改造其费用均由特许人负担。
9.1.2受许人在遵照本合同附件4所列特许人指示的同时应自负费用，保
证完全维修建筑物。
9.2授予的各项权利
9.2.1受许人应该按照所列条款，并在其界内，使用第3条所规定的工业
和知识产权。受许人除了出售第1条所列产品(服务)外，不得为了别的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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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使用这些权利。也不得在本合同终止后以任何理由使用这些权利。
9.2.2受许人应自负费用，在建筑物内外添附特许经营的明显的标志，包
括特许人允许受许人使用的店铺标志。未经特许人事前书面同意，受许
人不得添附其他明显的成分，不论9.2.3第2项如何适用。
费用由受许人负担，连同保险费用、维修费用以及有关的税款(如果有的
话)。
9.2.3受许人应在一切通信、发票以及在从事其活动中用的商业和广告文
件，在商业与东西和在建筑物上使用"______"名称。受许人也可标出其
公司的名称，以及任何其他法律身份，但特许人与受许人之间不可能发
生混淆，受许人的身份不损害特许人名称、标记或标志的形象。
9.3关于客户的形象
为了尊重客户关于网络牌号和商标的形象，受许人应当：
--按照适用于特许经营活动的商业习惯从事特许经营；
--不影响第26.l条规定，保持第1条所载商品足够的库存量以立即满足客户
的需要；
--在数量上和质量上聘用必要的职工，并保证这些职工在仪表和与客户
的关系方面能符合特许人的规格，这些规格载于手册，作为本合同的附
件2；
--严格认真地尊重他对货物(服务)供应商的承诺，特别是，在规定的时
间内向供应人支付应付金额；
--不影响第11条规定，不得出售可能损害网络牌号形象的任何产品(服
务)；
--将自行制定的广告计划事先提交特许人书面同意，同意只限于广告的
性质，而不涉及销售条件，例如广告的价格；
--对于供应的不符合本合同附件2规定的质量标准的所有物品(服务)保证
立即替换或给予补偿；
--受许人对顾客的投诉应当正确和勤勉地对待。
9.4商业方法
9.4.l从第五节和第六节所述的技术、商业和管理角度看，受许人应适用
特许人所确立的商业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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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许人除为出售第l条所指商业(服务)外不得为任何目的使用这些方法，
也不得在本合同终止后使用它们。
9.4.2为了维护网络的共同身份和名誉，受许人应就可能发生的不在第
9.4.1范围内的任何问题，要求特许人给予帮助和建议。
9.4.3受许人应按第16.3条规定的条件举办广告和促销活动。
9.5监督程序
9.5.1特许人每季度……次，最少事前48小时书面通知(选定日)，于正常
的工作日和工作时间充分进入受许人的建筑物，使特许人得以确保受许
人符合本合同各项条件。
为此，在特许人的要求和专家(公司审计，律师……)的协助下，可对受
许人的状态进行财务和法律审计。
此项费用应由特许人负担。
在受许人方面，在回答特许人(或任何其他经授权的人)提出的问题和自
发地提交所有有用的资料时，向特许人提供完全的和忠实的合作。
9.5.2受许人应向特许人尽可能快地提供有关企业商务、财务或技术状态
的全部要求的资料。
每______ (年、季度等等)受许人都应向特许人提交下列文件：
会计报表
……
对其余的资料，受许人应在每月最后一天向特许人提交有关会计文件以
便特许人确定第14条所规定的定期费用。
第10条【保护特许人的各项权利
10.1受许人承担义务应立即将侵犯或滥用商标，商业名称或者其他简称
以及任何侵权或不正当竞争情况通知特许人。
10.2受许人应就法律程序向特许人提供必要的帮助以便在诉讼中成功地
得出结论。此项帮助引起的费用应由受许人(或特许人)负担。
在事前书面通知后，受许人如果在法律上能这样做时，应进入任何有用
的法律程序，以便特许人的权利得到确认。
诉讼程序费用应由特许人(或受许人)负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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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条【不允许竞争】
11.1受许人不得在本合同第4条所规定的地区内：
--直接或间接地、独立地或作为一雇员，代表他自己或者使用任何其他
人的名义，进行具有类似性质的任何商业活动，从而按本合同所述条款
销售产品(提供服务)。
--给予金融援助或投资于一家竞争者公司，而此类援助或投资使他能对
公司的经济活动产生任何影响。
如果受许人不遵守上述11.1条中规定的义务，他应依法支付合同赔偿金
______，无须任何事先通知。
11.2如果受许人决定开发一家非竞争性的公司；他必须事先用书面通知
特许人。
11.3本合同无论以何种理由终止后，第l条内容继续适用一年。
第12条【秘密】
12.1受许人在其与特许人的来往关系中所获得的一切信息，无论此种信
息的形式和目的为何，均视为秘密。
但是，对秘密信息的表述不适用于：
--本合同签字之日已是众所周知的信息或者并非由于受许人末尽义务而
导致众所周知的信息。当特许人传达信息给受许人之日，后者早已持有
该项信息并能证明其本人确已持有的信息。
--由有权透露的第三方透露给受许人的信息。
12.2受许人承担义务不直接或间接地把从特许人处获得的秘密信息传达
给任何第三者，但工作人员或任何其他人履行本合同所列义务所必须的
信息除外。
12.3特许人保证他本人或下属任何工作人员或履行本合同义务的任何其
他人不使用秘密信息于本合同规定的使用范围之外。
12.4按法律或事实上控制了受许人或受到受许人单独或联合控制的任何
个人或公司被视为履行本合同义务的人。
12.5履行本合同的工作人员在按上述12.2条搜集信息时应认识到本合同
的存在和所传达的信息的秘密性质。
受许人保证履行本合同义务的工作人员在接受信息之前就应该遵守秘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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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息的机密性和禁用的义务，如同本合同所规定的义务一样。他们的就
职合同应该包括如下条款：保密规定未得遵守时，特许人有权对工作人
员或其他有关人员采取直接行动。
在任何情况下，特许人对其工作人员透露或使用秘密信息完全负责(甚至
在他们的就职合同终止以后或这些雇员离职以后)。
12.6只要秘密信息尚未公开，受许人不应透露或使用秘密信息于任何其
他目的的合同有效期间和终止后均如此，不论终止的原因是什么。本条
亦适用于第28条所述转让的情况。

第三部分 特许使用费／价格
第13条【初始费用】
为了获得其受许人的身份和加入的权利，受许人必须付给特许人一笔
______金额的特许使用费。
特许使用费在本合同签字时以支票支付。
这笔一次总付的金额包括特许人为执行特许(协助、培训等)而给予受许
人的所有好处，不包括第l条所述商品(服务)的供应和第9.1.1条所述受许
人的费用。
第14条【分期支付】
14.1为了回报他在本合同中所接受的好处，受许人应当每月(或每季)付
给特许人相当于上月营业额的______％，营业额的计算参照受许人开给
客户的账单总额，无论是否已两讫。
账单金额即实际价格(已扣除不包括现金折扣在内的所有折扣)，包括一
切附加费用(例如包装、运输、保险等等)和进口关税或其他税，这些费
用、关税或其他税在发票中分别提及。
营业额是特许人开给受许人的账单金额，无论是否付讫，不包括进口关
税或其他税。
14.2特许人按第9.5.2.条规定在从受许人获得的信息的基础上应在每月
(季)末______天内开出应付的发票。
以特许人特定的货币开出的发票须用同一货币支付，并按开票当日取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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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汇率计算。
在特许人的总部由______办理支付事宜。
14.3任何六个月期限(年)的特许使用费总额不得少于______法郎。
此最低金额将于每年在签订本合同的周年时按下列指数予以调整，无需事
先通知。
如有必要，特许人每六个月开具一张规范化发票，按第14.2条规定支
付。
14.4如遇不付情况，对所欠款项应罚付利息每月______，不需事先书面
通知。
14.5受许人应从由特许人指定的一家银行，即______(享有国际声誉的
银行)取得对受许人可按本合同规定应予支储的全部金额的一项联合责任
担保，最高金额限为______。
最迟于本合同签字后______天，受许人应向特许人提交全部银行单据。

第四部分 品牌、商标(专利)
第15条【独家(非独家)使用权】
特许人按本合同第3条的规定和第4条关于地区的规定授予受许人以使用
品牌、商标(专利)的独家权利[非独家权利]。但此种使用权限于第1条所
规定的对产品(服务) 之销售。
第16条【特许人的义务】
16.1特许人保证：
--第3条所述之品牌和商标已按本合同附件5关于登记的规定在指定地区
内合法登记在案，此项登记将在及时支付所有特许合作费和及时续登的情
况下继续有效。
--他是品牌、商标持有人(有使用权)；因而有资格授予受许人使用的权
利。
--受许人对这些权利的使用并不妨碍任何第三方在按本合同规定的地区内
的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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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合同签订时不存在任何第三方的抱怨或声称对品牌或商标拥有权利
的行动或者未来有任何可以预见的行为。
16.2特许人同意在本合同期间和直到特许经营终止前暂借给：
--使用品牌或商标招牌或标志、尺寸______，按附件4规定的条款竖立
在办公楼外面显示品牌或商标的内部招牌。
16.3特许人应在国内外宣传品牌或商标。
特许人将全力保证使受许人从此种宣传中得到，特别是他对受许人的业
务予以认定。受许人应每年一次向受许人提供了的宣传计划和广告运
动，并要求后者提出必要的建议或意见，以保证此一运动卓有成效。
一旦每次言行运动开始，特许人应尽快向受许人提供必要的资料(招牌、
小册子、标语牌、小纪念品、样本、样品等)；费用由前者负担。
第17条【受许人的义务】
受许人应根据本合同第9.3条在规定的地区内宣传品牌和商标并在年度预
算中至少拨出______法郎以完成此项任务。
第18条 【协作】
双方同意相互协商和合作，以便操作提高品牌和商标在公众中的知名
度。

第五部分 专有技术(技术诀窍)
第19条 【非独家使用权】
根据本合同附件2所述文件"______"之规定，特许人给予受许人获得并
使用有关技术的权利。
第20【条特许人的义务】
20.1特许人应保证受许人的初始的和后续的培训：
a.--在任何活动开始前，特许人应对受许人及其职工培训，使他们熟悉各
种条款以及网络的技术、金融、商务和管理程序。培训共______天，由
特许人通知日期和地点。组织培训的费用由特许人负责，但差旅费和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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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费由受许人负担。
b.--在本特许有效期间，特许人应在年度基础上在______月份内组织一
次______天的培训研究会，由受许人及其雇员中的有关人员参加。
研讨会将按特许人择定的日期和地点举行。
组织此类培训的费用由特许人负责；但差旅费和食住费由受许人负担。
c.--特许人应根据受许人的要求并由受许人负担费用的情况下组织课题研
讨班，日期和地点由受许人确定。
20.2在初始培训计划期间，特许人应向受许人提供一份"______"的全套
文件，以及特许人认为有必要的其他培训资料。
受许人应保证勤奋地使用这些资料和文件。
在特许合同期间，至少每月______次(每季)特许人应向受许人提供
"______"中不同方面问题的解说，费用由前者负担，以保证对某些问题
的解释清晰无误，并介绍特许人和其他受许人的经验。
受许人可以参加编写上述解说或提供经历到的任何信息。
20.3如果特许人决定改变某些实施的方法，他必须立即书面通知受许
人。
因此，特许人应当经常地、每年不少于__ __ __ 次地向受许人提供
"______"手册的任何修订并向他提供新版的手册，费用由他负担，以保
证受许人能始终保有最新版的手册。
第21条 【受许人的义务】
21.1受许人应进一步发展他按第20.1和20.2条规定从特许人那里获得的
专有技术以及按20.3条的革新。
21.2受许人及其职工应参加按第20条规定组织的必要的初始训练班。
21.3受许人应向特许人提供一切能改善网络的建议和他在经营特许活动
中获得的经验。受许人同意为了特许网络的利益向特许人提供关于这一
专有技术的使用情况。
第12条规定的各款，包括必要的改动，均适用于特许人。特许人应保
证，特别是向受许人提供有技术时，通知他们此种信息的秘密性质，因
而要保证使他们保守秘密和遵守不使用信息的义务。特许人也须保证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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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现违反秘密合同时，受许人享有采取直接行动的好处。

第六部分 协助
第22条【协助】
特许人应按照下述各条向受许人提供第2条规定的商业、法律、管理和技术
协助。
第23条 【特许人的义务】
23.1特许人同意在任何特许经营开始之前向受许人提供下列服务：
--建立特许业务之前的市场研究；
--向受许人提供包括安排、场地装修和产品(服务)展示标准在内的说
明；发展业务所需准备的清单；向受许人提供一名装修人员以实现此安
排；
--向受许人提供示范的装修条款和有关受许人许可范围内进行改制的建议；
--向受许人提供最低有______预算的场地开业广告宣传；就受许人为
其开展特许经营而进行的任何广告宣传活动提出建议。
23.2为达到本合同条款之目的，特许人应当：
--满足受许人有关商务、法律、技术、管理方面的任何要求；
--根据受许人的要求向其提供关于其他受许人在上一年所获结果及其预
计销售的任何资料；
--至少每隔一年(每隔两年)进行一次市场研究；
--根据受许人的要求，自负费用派一人负责特许活动，以便在一年最多
______天内向受许人提供任何必要的协助。

第七部分 供应产品
第24条 【供应的义务】
为特许经营之目的，特许人应按照下述各条规定向受许人提供第l条所述的
产品。
第25条 【特许人的义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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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特许人应当在收到订单之日起最多______天内实现受许人的产品订单。
25.2供应第1条所列货物应受下列约束：
a.销售条款(指明适用的贸易术语通则)其内容和为本合同的附件6附后，
由国际商会定义和解释。
b.特许人的一般销售条款，其内容见附件7，但不得背离上述a款及本合同
的规定。
第26条 【受许人的义务】
26.1受许人应当从特许人(或从特定的供应，即______)排他性地获得产
品。为了满足客户的需要，受许人应当设立和维护其固定价值最少不低
于法郎(每一年，以后每年按第14.1条规定的年产值的______％计)的存
货。该价值参照受许人的购货总值在扣除、增值税、回扣和特许人给予
的折扣后的价值来确定。
26.2 受许人应向特许人购买产品，其最低总值应为：
第一年______法郎；
第二年______法郎；
这些数量应参照特许人的发票来确定，不包括增值税，并应扣除任何奖
项、回扣和折扣。
26.3受许人应确保最低有14.1条所规定的第一年产值的______％，以后
每年增长______％。(如果受许人在相应的年份超过这个最低百分比，
受许人有权享有超过部分______％的折扣，该折扣应由特许人在财务年
度结束之日起______天内给予受许人。)每年，双方商定来年的销售目
标，受许人应采取各种可能的手段，确保该定额能够实现。
26.4受许人应最迟在每季度的最后一个工作日，向特许人提供下三个月
的预计订单。特许人无义务实现与预计数有至少30％不同的任何订单，
并且不因此对任何损害承担责任。
26.5作为一个独立的商人，受许人自由确定销售产品的转售价格。受许
人应通知特许人准备采用的价格以及有关确定价格的任何变化(折扣，回
扣……)。特许人要应向受许人提供一个推荐性的转售价格。受许人若不
按此推荐行事，不构成违约。但是，按照合作的精神，受许人应努力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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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此推荐以便确保在市场政策和广告宣传方面的一定协调，因此，受许
人不应给予可能损害特许网络形象的回扣或折扣。
26.6受许人可以自由决定产品转售条件，但他有义务保证向其客户提供
本合同附件2手册中描述的特许人的担保。
26.7受许人应自负费用，按照附件8的规定，取得附件8______手册规定
的有关金额的保险单。在签署本合同后最迟______天内受许人应向特许
人提供保险单及已付保险费的证明。在任何时候，特许人可以要求保险费
的支付证明。受许人应要求在保险单中订立一个条款，由保险公司通知特
许人任何末付保险费情况。

第八部分 台同的转让和分包公司
第27条 【特许人转让和分包公司】
特许人可以转让或分包本合同中的任何或所有义务。
在不迟于______天内，他应当通过挂号回执信将转让或分包通知给受许
人。除非有受许人的事先明确同意，特许人和受许人应当对通知日(挂号
信的收到日期应予考虑)存在的所有义务承担连带责任。
第28条 【受许人转让和分包公司】
28.1本合同是在考虑了受许人的本人情况后订立的，因此，没有特许人
事先书面同意，受许人不得免费或以其他方式向任何第三方转让或分包
本合同规定的全部或部分权利和义务。
如果考虑第三人，则该第三人应当是控制受许人或者被受许人共同控制
下的任何人或公司。
28.2受许人必须向特许人提供候选人的完整地址、交易条件以及特许人
要求的任何进一步信息。特许人应当在收到受许人转让请求后不迟于
______个月内以挂号回执信向受许人通知其决定。
28.3考虑到本合同的性质，特许人在考虑提议的候选人和交易条件时有
全权。转让要约中不得以任何方式提出候选人自负费用承担受许人过去
或将来的所有权利和义务。
在分包要约中，必须要求候选人明确同意遵守第12条所述的保密条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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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如果特许人同意转让，受许人应当：
--在合同订立后______天内，向特许人支付固定数额______法郎，以
补偿对受让人进行培训和协助的费用。
--在转让之日起一年期间内，在第4条规定的区域内遵守第11条不得竞
争条款。
--与受许人一起对特许人同意转让通知(收到日期应予考虑)之前的所有
义务承担连带责任。

第九部分 台同的终止
第29条 【不可抗力】
29.1如果特许人和受许人由于他们不能控制的情况而不能履行其义务，
本合同的履行可以中止。
不能控制的情况应理解为由任何一方不应负责的事件造成，而从商业或生
产的观点看任何一方当事人均不可能履行其义务或者该事件可能使得该履
行不现实。
该事件直接影响一方当事人履行其义务的能力，包括战争、自然灾害、
政府行为、社会骚乱(罢工、封锁……)。
29.2如果发生不可抗力事件，援引不可抗力的当事人必须在天内以书面
的方式，必要时以传真或电报的方式，立即通知另一方当事人该事件的
发生，除非特许人和受许人国家间的所有通讯方式均受影响。在此情况
下，该当事人应当尽可能通知另一方当事人。如果他在上述期限内未能
这样做，他将不能继续从本条规定中获益。
声称不可抗力的当事人应当采取一切必要步骤以便限制由于不可预见事
件可能造成的所有损害。
29.3如果不可预见的事件持续一个月以上，另一方当事人可能通过挂号
回执信在______天的通知终止本合同，并且不承担赔偿责任。
第30条 【提前终止】
30.1如果特许人或受许人任何一方严重违反合同，另一方当事人可以通
过挂号信回执，不经任何必要通知，终止本合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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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五：特许代理商经营合同
甲

方：

法定代表人 ：
地

址 ：

邮

编：

电

话 ：

传

真：

乙

方 ：

代

证件号码：

表 人 ：

身份证号码：

地

址 ：

邮

编：

电

话 ：

传

真：

为了促进双方的友好合作，认真履行各项义务，充分发挥甲乙双方各自
的优势，实现双方共赢，经友好协商，在平等自愿的基础上，签定本合
同。
第一条：合同期限及代理费用
甲方同意乙方成为

代理商。

乙方向甲方提出申请
区开设

省

市（县）

代理商，一次性交付代理合作费

元人民币，货款金
元人民币以现金转帐汇款到甲方指定的帐号内。
乙方认同甲方的营销、运作服务模式，自愿成为
代理合作商。
双方协议如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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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乙方不得跨区域经营，否则甲方有权利取消乙方在该区的独家特许
专卖权。乙方需按甲方的要求，在开业后每月销售量不得少于
台，连续一个季度不达标者，二个月不进货，甲方有权取消乙方代理资
格，代理费不退。
2、乙方累计销售提货额达到
%返点；乙方累计销售额达到

元返还代理费，后续提货按
元，奖励返还广告费

元。

3、乙方发展下属分店于签定后，即将该分店的合同正本一份，详细地
址及电话，老板的一寸照片（2张）一并用特快专递寄至甲方，以便甲
方收到后并直接联络核实无误，将该店的授权书寄给乙方。乙方及乙方
发展的分店不得在甲方授权店内经营非甲方品牌产品，否则合同自动失
效，同时甲方有权拒绝售后服务工作。
本合同有效期为

年＿＿月＿＿日至

年＿＿月＿＿日。

5、所有费用为
元。费用为甲方收取的代理合作期间品牌使用费用及管理费用，另甲方
向乙方配送：车身、轮胎、玻璃清洗剂各公斤，共
公斤；清洗剂喷壶
条，小毛巾

个；统一工作服

条；宣传大海报

件；专用大毛巾
张；宣传彩页

份；服务卡

张，易拉宝电子版宣传文件一套及运营管理培训资料等。
此价格为暂定价格，价格变动幅度不得超过10%，在遇有价格调整时，
甲方将提前一周告知乙方。
付款与提货方式：
1、乙方的提货须以现金方式支付，或汇入甲方指定的银行帐号。
2、甲方收到乙方全额货款后，第二天发货，数量较大一般二至五天发
货，货物保险费由甲方负责，其他费用由乙方承担。
3、甲方绝对保证产品质量、数量，并按期交付给乙方，乙方收货当日
完成验收并通知甲方发货部。
第二条：甲方的权利
1、甲方将按照的统一标准和要求，制定市场策略，明确目标市场，进
行区域规划，对乙方进行管理，并对乙方的经营管理情况进行监督、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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查。如乙方经营不善，甲方将有权取消对其服务经营的许可权，免费协
助乙方培训专业经营人员，进行规范经营指导。
2、提供营销方案，提供市场最新信息，进行广告策划及全方位广告支
持，甲方有权利用乙方场地开展宣传推广活动，乙方应给予积极配合。
在对外宣传中甲方有权将乙方作为战略合作伙伴列在向企业传递信息的
销售宣传材料中或其网页上。
3、甲方作为
品牌的管理方，有权在任何国内新闻稿上发表关于与服务商建立合作关
系的声明和相关信息。
第三条：甲方的义务
1、甲方应为乙方无偿提供统一的技术与运营支持，并定期组织经营经
验交流，及时向乙方传递市场信息。
2、乙方与甲方合作后，甲方即授权
品牌给予乙方使用，向乙方配送相应数量的专用移动洗车设备及清洗剂
，提供全套市场运作资料、培训资料、成功市场运作经验等协助乙方启
动市场，规范管理。
3、甲方调整相关资费或组织相关宣传活动应及时通知乙方。
甲方承诺向乙方供应低于市场价的、质量优良的 等耗材。甲方有新产品
时，优先供应乙方使用。
第四条：乙方的权利
拥有其所开设服务点的所有权和自主经营权。
1、合作期间，乙方拥有服务所在地甲方

品牌的使用权。

2、乙方可在与甲方
签定附加协议的前提下，利用品牌从事代理点的宣传和经营活动，代理
甲方相关业务、服务、产品。
3、乙方有权与甲方共享相关市场信息。
4、对外宣传活动中，乙方在甲方授权的情况下，有权将甲方列在其支
持单位等类似性质资料的名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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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条：乙方的义务
1、乙方作为甲方的服务商，必须忠实维护品牌，按照甲方对品牌管理
的要求，按照甲方制定的标准为客户提供服务，未征得甲方的同意，不
得以品牌的名义随意增加服务内容。为了维护品牌，乙方必须合法经
营，必须在当地注册个体工商户或公司，必须在签定本协议之日起30日
内把营业执照传真给甲方。
2、为了维护
品牌形象，乙方在对外宣传时，必须严格按照甲方对品牌的定位标准对
外宣传，不得随意扭曲品牌的公众形象。乙方如果要举办大规模的宣传
活动，或利用媒体对外宣传品牌时，所有对外宣传材料必须事先发给甲
方总部审核备案后方可宣传。
3、为了维护品牌形象，乙方有下列任何情况之一，甲方立即取消乙方
对品牌的使用权：1）、经总公司调查乙方服务的客户满意度低于80%
的；2）、客户投诉累计达10个/月或40个/半年的；3）、乙方在5个月内
签约客户在200个以下的。
4、乙方应符合代理正常经营所必须的条件和要求，接受甲方的经营管理。
5、乙方在经营过程中必须严格遵照甲方的经营理念经营，不定期向甲
方反馈市场信息及建议。
6、为了顺利推进从品牌的第二阶段建设（即从洗车连锁第一品牌向汽
车一体化服务领导品牌转化），乙方在一年内签约包月车辆要达到800
辆以上（折算清洗剂进货⒈吨以上），否则，本协议期满后，甲方有权
取消乙方对品牌的使用权。乙方在一年内签约包月车辆在800辆以上的
（折算清洗剂进货⒈吨以上），则本合同第二年自动续约，第二年甲方
不再收取品牌使用费及代理管理费。
7、协议期内，乙方所使用的耗材，除清洗剂必须向甲方购买外，其他
耗材可自行购买。乙方若在甲方之外的地方自行购买清洗剂（乙方连续
两个月不向甲方购买清洗剂，则视为乙方在甲方之外自行购买清洗
剂），则视为乙方违约，自违约之时，甲方立即停止合作，乙方不得再
使用服务品牌开展相关业务。
8、乙方在从事代理经营活动时，不得向外界透露有关经营方面的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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息。包括：定价、我公司提供的服务模式、双方权利和义务、营业利
润、客户情况、市场占有情况等信息。
第六条：甲乙双方责任的划分
1、甲方所提供的配送给乙方的软硬件设备所有权归乙方所有。
2、鉴于甲乙双方属代理经营合同的关系，乙方与任何第三方发生的纠
纷均由乙方自行负责。
第七条：违约责任
1、协议有效期内，除遇有不可抗拒的因素及政策性问题，甲乙双方无
论哪一方违约，造成协议不能履行，守约方有权解除协议或要求对方继
续履约。
2、一方对因本次协议而获知的另一方的商业秘密或私人秘密负有保密
义务，如甲方的运营资料与运营流程、乙方的个人住址及个人电话等，
不得向有关其他第三方泄露，但中国现行法律、法规另有规定的或经另
一方书面同意的除外。
第八条：补充与变更
本协议可根据各方意见进行书面修改或补充，由此形成的补充协议，与
本协议具有相同法律效力。
第九条：不可抗力
任何一方因有不可抗力致使全部或部分不能履行本协议或延迟履行本协
议，应自不可抗力事件发生之日起三日内，将事件情况以书面形式通知
另一方，并自事件发生之日起三十日内，向另一方提交导致其全部或部
分不能履行或延迟履行的证明。
第十条：本协议生效条件
本协议一式贰份，双方当事人各执壹份，自各方的法定代表人或其授权
代理人在本协议上签字并加盖章之日起生效。
未尽事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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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例合同：企业区域特许经营合同
甲

方 :内蒙古五谷高技术杂粮加工有限公司

营业执照注册登记号：1501022001342
址 : 中国•内蒙古呼和浩特市玉泉区落雁居 124号

地

法 定 代 表 人 : 제英

职

务 : 董事장

代

职

务 : 总经理

表

人 : 姜克

乙

方 :

营业执熙注冊登记号 :
址 :

地

法 定 代 表 人 :
身

份

证

号：

第1章 总 则
第一条.鉴于甲方为扩大"五谷潮"品牌知名度，满足消费者对饮食健康的
需求，不断拓宽五谷高技术杂粮产品（以下简称"五谷产品"）市场营销
渠道，确保五谷产品销售的规范化、标准化和专业化，并维护消费者的
合法权益，特推出"五谷产品特许经营计划"。
第二条.鉴于乙方为中华人民共和国合法经营者，并有与甲方共同开发市
场的愿望，故吸收其为五谷产品特许经营计划成员。
第三条.甲乙双方本着自愿、平等、互利、诚信的原则，经充分友好协
商，签定本合同，并由双方共同恪守。
第二章 合同宗旨
第四条.签定本合同旨在乙方加入甲方推出的"五谷产品特许经营计划"
后，确保乙方应有的权利和义务，促进并提高品牌经营管理水平。
第五条.签定本合同并不表示乙方可以代表甲方，或以甲方名义行使权利
或承担义务。
第六条.本合同并未授予乙方任何约束甲方或甲方各直属分支机构的权
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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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保证条款
第七条.甲方保证其为依法存在的有权签定本合同的法人组织。
第八条.乙方保证其用于五谷产品特许经营的营业执照在本合同有效期
（包括续约有效期）内均有效、真实且内容符合甲方的要求，可以从事
五谷产品特许经营活动。
第四章合同有效期、有效区域及特许经营范围
第九条.本合同自＿＿＿＿年＿＿月＿＿日至＿＿＿＿年＿＿月＿＿日有
效。合同到期前三十日内，经双方协商一致，可重新签订或续签特许经
营合同。
第十条.甲方授予乙方在＿＿＿＿＿＿＿＿＿＿＿＿＿＿＿＿区域内系列
五谷产品的特许经营权，并归属＿＿＿＿＿＿＿＿＿＿（公司总部或某
一级市场）统一管理。
第五章 特许经营收费及商号使用权限
第十一条.乙方需向甲方一次性交纳特许经营加盟金2万元和特许经营权
使用费1万元。同时一次性交纳特许经营保证金＿＿＿＿＿元。如需分
期交纳特许经营保证金，乙方首期需向甲方交纳＿＿＿＿＿＿元，其余
＿＿＿＿元应在＿＿＿＿年＿＿月＿＿日前交齐。
第十二条.如乙方在经营过程中违反合同的有关条款或给甲方造成经济损
失或名誉损失时，甲方有权按规定扣罚部分或全部特许经营保证金。在
双方合同终止十二个月后，且乙方在合同期限内无违约责任，甲方将向
乙方全额退还特许经营保证金。
第十三条.甲方授予乙方在其有效经营区域内使用"五谷"商号。上述商号
使用要符合当地工商、税务管理规定，一切违法、违规的经营行为，乙
方要承担全部法律责任。
第六章 乙方权利
第十四条.乙方享有本合同规定期限及范围内五谷产品特许经营权。
第十五条.乙方享有甲方出厂价的90%作为购货基准价，经营过程中，如
遇甲方产品价格浮动，以发货单为准，对十五日之内的进货给予一次性
的价差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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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六条.乙方享有甲方提供经营指导、培训及其相关技术支持的权利。
第十七条.乙方有权利对因甲方产品内在质量问题造成的经济损失根据双
方约定提出补偿的要求。
第十八条.乙方享有获得相关销售奖励的权利。
第七章乙方义务
第十九条.乙方保证承担"五谷潮"品牌维护和推广的义务和责任，自觉维
护甲方及其产品的形象及声誉。并应做到六个方面的统一，即：
1.统一形象识别
2.统一服务规范
3.统一宣传口径
4.统一价格策略
5.统一促销活动
6.统一配货渠道
第二十条.乙方必须提供足够面积、环境良好的场地经销"五谷"产品，确
保产品在流通期内的质量。
第二十一条.乙方卖场环境和商品陈列必须有利于展示品牌形象，乙方必
须配备足够的人力资源，按甲方统一的顾客服务规范为顾客提供全面满
意服务。
第二十二条.乙方保证按甲方要求定期更换卖场所陈列的样品，使新产品
及时上市，达到不断增加品种、扩大销售的目的。
第二十三条.乙方必须做好甲方提供的相关资料的保密工作并协助甲方做
好其产品的知识产权保护工作。
第二十四条.乙方应按时填报甲方要求的相关业务表单，并及时向甲方反
馈，作为甲方市场分析和经营决策的依据。
第二十五条.乙方保证不以"五谷潮"品牌名义销售其他厂家产品，不得擅
自生产、仿冒甲方产品。
第二十六条.乙方必须保证产品市场标价不超过甲方的市场指导价，并维
护甲方的价格体系，配合甲方有计划的开展市场促销活动。
第二十七条.乙方必须按照甲方规定的管理办法向指定部门进行订货，并
按订单约定的方式进行结算。未经许可不得跨地区订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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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八条.乙方应在本合同规定的有效经营区域内开展销售业务但不得
拒绝为主动来的授权区域外的客户提供服务，同时应及时与总部联系，
并备有文字说明，以便于总部整体协调。
第二十九条.乙方经营必须符合当地工商法规，未经授权不得在任何场合
以任何方式冒用甲方名义进行经营活动。
第三十条.乙方有义务在合同终止后撤除"五谷公司"有关标识，停止与"五
谷公司"有关的经营活动。
第八章甲方权利
第三十一条.甲方有权依据本合同对乙方进行考核及业务管理，对乙方存
在的问题，甲方有权要求其期限整改。
第三十二条.甲方将定期对乙方经营业绩进行考核，如乙方连续三个月未能
完成双方约定的最低销售指标，又未能提出甲方认可的理由，甲方有权取
消乙方经营资格，终止合同，余下事宜按照"第十二条"之规定执行。
第三十三条.甲方有核定商品市场价格的权利。
第三十四条.甲方有参与商讨和指导乙方制订、实施营销计划的权利。
第三十五条.如乙方出现严重经营亏损，或因有重大债务无法正常经营，
或因违法经营被政府部门下令停业整顿，或被吊销营业执照及与经营有
关的其他证照，或未达到甲方标准要求，违反本合同任何一项时，甲方
保留单方面终止本合同的权利。
第三十六条.甲方有权授权第三方在乙方有效经营区域内，针对首先申请
备案的或经评估确认乙方无力经营的集团项目开展经营活动。
第九章甲方义务
第三十七条.向乙方出具特许经营授权书，维护乙方经营权益，不在乙方
获得经营权的经营区域范围内，对相同系列产品另设特许经销商。
第三十八条.向乙方提供经营所需的资料及必要的产品检测报告。
第三十九条.协助并督促乙方进行本合同规定区域内的市场开拓及销售工
作，并提供相关方面的咨询和必要的经营指导。
第四十条.向乙方提供包装完整的合格产品，保证产品货源的供应并按约定
期限交付产品。并按五谷产品售后服务承诺的要求，对因有质量问题的产
品组织调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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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一条.定期对乙方业务人员进行产品知识和相关业务知识的培训。
第四十二条.甲方应定期组织乙方业务人员参加由甲方组织的竞销和促销
活动。
第十章合同终止
第四十三条.本合同期限届满，如双方不再续约，则本合同自动终止。
第四十四条.本合同任何一方希望终止本合同，应提前三十天，以书面形
式通知对方，无论在任何情况下双方必须在限期内结清帐务。
第四十五条.本合同任何一方自行或被迫宣告破产，在结清帐务后，本合
同自动终止。
第四十六条.乙方不按规定足额交纳保证金，或不接受甲方按本合同规定
的监督或阻止甲方进行检查，本合同自动失效。
第四十七条.甲、乙双方擅自变更本合同规定的双方权利及义务，本合同
将自动失效，双方有权追究对方的违约责任。
第四十八条.本合同任何一方在未征得另一方书面同意前，不得将合同内
的任何权利、义务和业务转让给第三方，否则，本合同将自动失效。
第四十九条.因不可抗力造成合同被迫终止，双方互不追究责任。
第五十条.乙方如约履行本合同，则在合同期满时，有优先续约权。
第十一章 所有权
第五十一条.一切带有表示"五谷潮"或与"五谷潮"有关的标记，均属于甲
方产权归属所有。在未经甲方书面许可之前，乙方不得注册与甲方有关
的任何标记，亦不得使用甲方提供的标记进行本合同以外的任何交易。
第五十二条.若乙方违反第五十一条规定，甲方有权单方终止合同，乙方
除应承担相应的违约责任外，还应该赔偿因此给甲方造成的一切损失。
同时，甲方有权扣罚乙方部分或全部特许经营保证金，并依法追究乙方
法律责任。
第十二章 附則
第五十三条.合同经甲乙双方签字，自乙方执行第十一条规定后自动生
效。
第五十四条.本合同生效之日起，此前甲乙双方所签有关合同一律废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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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条款未尽事宜经双方协商可增订补充，经双方认可后生效。
第五十五条.有关争议，双方应友好协商解决，协商不能达成一致，任何
一方都可按法律程序诉请合同签定地人民法院裁决。
第五十六条.本合同文本一式贰份，经甲、乙双方签字盖章后各执壹份。
第五十七条.乙方应向甲方提供以下文件，作为本合同的附件：乙方营业
执照复印件、身份证复印件。
第五十八条.本合同生效后，双方签署的其它相关文件作为本合同附件，
与本合同具有同等法律效力。本合同及其附件未尽事宜，参照五谷公司
有关营销管理规定执行。
甲方:內蒙古五谷高技术杂粮加工有限公司
公司印章：

公司印章：

签约代表：

签约代表：

日

日

期 :

期 :

附件一：《五谷高技术杂粮产品特许经营运作细则》
第一章 总 則
第一条.为提升"五谷潮"品牌知名度和市场影响力，实现五谷产品特许经
营计划成员经济效益的最大化，并不断扩大五谷产品市场占有率和市场
覆盖面，特制定本运作细则。
第二条.五谷产品特许经营体系，是针对目前中国杂粮业经营现状和五谷
公司经营发展需要而规划的。特许经营受许人享受相应权利，并承担相
应责任，共同探索五谷产品之特许经营模式。
第三条.五谷产品特许经营体系服从《五谷高技术杂粮产品特许经营合同
书》的要求，本细则作为《五谷高技术杂粮产品特许经营合同书》未尽
事宜的具体补充。凡本细则未涉及部分，按五谷公司有关规定执行。
第二章 特许经营市场分及特许经营分类
第四条.市场细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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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一级市场-------直辖市所辖各区、省会、地市级重点城市
2.二级市场-------地市级城市
3.三级市场-------一般地市级城市、区县级城市
第五条.特许经营分类
1.一般特许经营------特许人（五谷公司）将"五谷产品"经营权直接或
间接授予受许人，受许人在指定的区域内享有五谷产品特许经营权。
2.委托特许经营------特许人（五谷公司）将"五谷产品"经营权直接授
予受许人，受许人除在指定的经营区域内享有五谷产品特许经营权外，
还享有在其有效经营区域内代表五谷公司向加盟申请者授予一般特许经
营权。
第三章 特许经营费用的收取标准及商号使用原则
第六条.特许经营收费种类及收费标准
1.特许经营加盟金：人民币2万
2.特许经营权使用费：人民币1万
3.特许经营保证金：
1).一级市场：人民币5万元
2).二级市场：人民币3万元
3).三级市场：人民币1万元
第七条.商号使用原则
1.特许经营受许人可使用"五谷"商号。
2.特许经营协议终止，受许人必须立即停止使用特许人授予的商号，否
则，特许人将全额扣罚受许人的特许经营保证金，并按特许经营合同规
定追究受许人法律责任。
第四章 特许经营确立原则
第八条.特许经营基本资格评估原则
1.受许人具有明显的和长远的经营目标、经营宗旨及经营机制。
2.受许人具有一定的业内经验或相关行业的经营及管理经验。
3.受许人具有较佳的财务状况、良好的融资能力和足够的人力资源配

중국 253

置。并按标准向特许人交纳特许经营保证金。
4.受许人具有符合当地工商行政管理部门要求的经营场所、符合特许人
标准要求的场地。
第九条.委托特许经营确立原则
1.受许人具备对区域市场进行深度开发的能力。
2.受许人年销售额不低于20万元人民币。
第五章 特许经营商体系市场希局原则
第十条.一般特许经营商的经营区域原则上是在行政区划范围之内。
第十一条.原则上只在一级市场设立委托特许经销商，并且其周边二三级
市场区域市场为空白市场二、三级市场不设委托特许经销商。
第十二条.受许人必须在规定的区域内开展经营活动，不得向其它区域市
场开展销售业务。
第六章 特许经营体系的總管理
第十三条.五谷产品特许经营体系由五谷公司负责规划和市场布局，并负
责特许经营合作关系的确立，并负责特许经营受许人日常经营的支持、
服务、培训和监督，提出特许经销合作关系延展或终止的建议。
第十四条.五谷公司对确立特许经营合作关系的受许人授予统一使用的"
五谷"商号和特许经营授权书，终止合作关系时收回。
第七章 特许经营体系的价格及结算管理
第十五条.受许人必须保证产品市场标价不超过特许人对产品的市场指导
价，并维护其的价格体系，配合开展市场促销活动。
第十六条.受许人可根据本区域市场的实际情况自行制定促销商品、卖场
样品和残损品的市场销售价格。
第十七条.受许人必须遵循特许人的价格管理规定，否则特许人将根据情
节扣罚部分或全部特许经营保证金，直至终止合作关系。
第十八条.五谷公司负责与受许人结算货款，货款结算一律采取现款现货
的结算方式。
第八章 销售奖励形式及标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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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九条.受许人年终完成年度销售任务时，特许人将以实物形式对受许
人进行奖励。
第二十条.受许人年度销售产品完成达到如下指标时，特许人以销售产品
数量为基数，以产品形式给予返利。
第二十一条.返利条件
返利基数返利标准
0-100吨销售量0
100-200吨（含100吨）销售量1吨
200-300吨（含200吨）销售量3吨
300-400吨（含300吨）销售量6吨
400-500吨（含400吨）销售量8吨
500吨以上（含500吨）销售量10吨
第九章 附 則
第二十二条.本细则为五谷产品特许经营体系成立和运作的纲领性文件，
是特许经营体系正常运作的制度保障。
第二十三条.依据本细则签署的《五谷高技术杂粮产品特许经营合同书》
是其法律基础。
第二十四条.本细则解释权属于五谷公司，对本细则的条款和内容，受许
人可提出补充和修订建议，建议被采纳后，本细则可修改执行。

法律解释：特许加盟合同各项条款解释说明
1、第一条是关于首期特许经营权使用费的约定。
首期特许经营权使用费又具体分为标准费、受许人增开餐馆的折扣费
用、延期费、附属店面费、老受许人与新受许人另开新店的增加费、转
让费等。
2、第二条是关于合同存续期间须定期交纳的特许权使用费的约定。
定期交纳的特许权使用费一般确定为销售额的某一百分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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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第三条是关于特许人授予受许人某些权利的约定。
如使用特许人的管理系统和操作手册的权利、对特许人管理系统中改良
技术和操作方面信息的使用权、对于特许人的品牌作有限地与餐馆有关
的其他使用。
4、第四条是关于特许人为受许人提供某些支持（如培训、咨询、协助
与指导等）的约定。
5、第五条约定受许人的各项义务。共15款，各款内容如下：
第1款约定经营场所的租赁事宜。经营场所既可以由特许人向出租人租
赁后再转租给受许人，也可以由受许人直接从出租人处租赁。如采用前
一种方式，则受许人对于经营场所的使用仅与特许人发生权利义务关
系，而与房主无关，在受许人严格履行转租合同的情况下，如果房主与
特许人发生任何因租赁合同而产生的纠纷致使受许人遭受损失，受许人
可向特许人要求赔偿；而如果采用后一种方式，则受许人对于经营场所
的使用仅与房主发生权利义务关系，如果受许人违反租赁合同招致房主
的起诉涉及特许人的品牌而使特许人遭受损失，则特许人可向受许人要
求相应的赔偿。
第2款约定受许人的经营活动应当始终遵守法律法规的规定，办理所有
必要的手续并承担费用；遵守操作手册要求和建议的规格、标准和步
骤，并随操作手册的更新和改进而作适时调整和修改，符合特许人的质
量控制标准；不得透露或允许他人复制操作手册的内容。
第3款约定受许人自行承担经营活动产生的一切税费，以及按特许人的
要求投保一些保险项目。
第4款约定受许人不得在合同关系存续期间直接或间接地从事其他任何
相同或相类似的经营活动，以及违反此项规定时应支付的赔偿金额。
第5款约定定期特许经营权使用费的支付方式。
第6款约定受许人应当按约定时间向特许人报告销售情况，并按规定的
方式在受许人的系统中记录销售和经营情况。
第7款约定特许人有权在无需事先通知的情况下，即可到受许人的经营
场所检查受许人的经营状况并检查、审核复印受许人的各种记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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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款约定对于受许人低报销售额的惩罚性措施。
第9款约定广告费的支付方式。广告费在特许经营中并非一个简单的问
题。不管是特许人还是受许人都不愿意承担广告投资可能存在的风险。如
果让特许人独自承担广告费，而受许人众多，是否每个受许人都能保质保
量地提供服务而不影响广告宣传还很难说，况且广告费数额十分巨大，让
特许人独自承担势必存在困难；而如果让受许人来承担广告费，宣传的是
特许人的品牌，付出的是自己的投资，能否起到促销的效果、获得回报还
很难说，有时甚至还会因特许人自己品牌的价值不高而使得广告投资成为
一种浪费，因此如果让受许人承担广告费，他们也会心存疑虑。
本合同中所采用的一个两全之计就是由特许人和受许人约定设立一个广告
基金帐户，受许人从每周的销售额中提取约定的比例作为广告费汇至广告
基金帐户上，至于具体的广告方式则由特许人根据广告基金帐户上的数额
与广告商协商而定。这样一来，特许人和受许人都不必事先准备大量资金
用于广告宣传，而且受许人对于广告费的支付也采取了一种不需要本钱也
不承担风险的方式。如果受许人的经营状况好，则付出的广告费相应的就
多，反之则少。不过采取这种方式的问题是，如果特许人将广告基金帐户
上的部分甚至全部资金挪作它用的话，就等于是间接的提高了受许人的定
期特许经营权使用费，无疑又会侵害受许人的利益。为解决这一问题，受
许人可以与特许人在合同中约定对于广告基金帐户的财务监督管理制度，
一旦特许人违反这一制度，受许人有权中止支付广告基金，特许人还应当
向受许人返还广告基金帐户上未用于广告宣传的资金。
第10款约定受许人不得将特许人的品牌标志与"出售"字样一起使用。该
款约定看上去似乎无关紧要，但事实上并非如此。如果消费者误认为特
许人所拥有的品牌是因为经营状况不佳而不得已予以出售，必然影响到
特许人的商誉，从而给特许人的无形资产造成损失。
第11款约定受许人的所有付款都必须及时。这样规定是为了避免受许人
因欠款而陷入债务纠纷或因欠税行为受到处罚从而损害特许人的商誉。
第12款是关于受许人应当按照合同及操作手册中的规定来进行经营管理的
约定。
第13款约定受许人应当仅为经营餐馆的目的使用特许人的品牌，而不得
为其他任何与经营餐馆无关的目的使用特许人品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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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第六条是关于经营场所变更的约定。主要是要求受许人在变更经营
场所之前应当征得特许人的同意。
7、第七条是关于合同期限以及期限届满之前合同延期的约定。
8、第八条是关于合同终止的情形及保守商业秘密的约定。共6款，内容
分别规定如下：
第1款与第2款都是具体约定特许人有权终止合同的各种情形（例如受许
人不办理经营活动所需的各种手续、低报销售额、拖欠特许经营权使用
费等等）。
第3款约定在合同终止或届满以后，受许人不得在其餐馆中继续保留特
许人的品牌特征，也不得继续使用特许人所有的经营管理系统。
第4款约定在合同终止或届满以后1年内，或者在受许人转让合同权利义务
后的1年内，受许人在一定区域内不得以任何形式参与特许人的其他餐馆
的经营活动。
第5款约定受许人应当保守特许人的商业秘密，并对某些不属于商业秘
密的具体信息进行保密。
第6款约定在合同终止或届满以后，受许人在合同关系存续期间因经营
目的而使用的通讯号码、联络地址、网址、域名等等均应归特许人所
有。
9、第九条是关于受许人转让合同权利的约定。
受许人转让合同权利，应当征得特许人的同意。对于拥有高价值品牌的
特许人来说，之所以当初愿意将特许经营权授予受许人，大都是对受许
人的资质经过了审查与考虑的，他们不会仅仅为了获得一笔短期的特许
经营权使用费就轻易地将自己的特许经营权授予他人使用，因为一旦不
合格的受许人因经营管理不善而给广大消费者留下不好的印象，则特许
人所遭受的无形资产损失是难以估计的。因此，特许人往往会事先与受
许人就合同权利义务的转让作出约定，如约定受许人必须将合同权利义
务转让给符合资质要求并能够立即代替自己经营管理餐馆的人，或者是
受许人应当要求受让人必须参加特许人的培训并经特许人评价同意后才
能受让合同权利义务。但是，有一种情形值得注意：那就是如果在合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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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限以内，作为受许人的自然人死亡或者突发精神病，应当如何处理？
实践中，特许人并不愿意将上述情形约定为合同终止的情形，因为连锁
店数量的减少在某种程度上会对特许人的商誉产生不良影响。从理论上
说，如果受许人死亡，其继承人可以直接继承其权利义务；如果是突发
精神病，则为了保护受许人本人的权益起见，其监护人应当享有承继合
同权利义务的优先权。但是，特许人无疑会担心受许人的继承人或监护
人能否胜任经营活动，为此，可以由特许人与受许人事先在合同中约定
只要受许人的继承人或监护人表示不放弃承继合同权利义务，特许人就
应当对其提供指导与培训，所需费用由双方按比例分摊。
10、第十条是关于解决争议的详细约定。
解决争议的方式有协商、调解、仲裁和诉讼。在特许经营合同中，特许
人比较倾向于将协商、调解和仲裁约定为解决争议的方式，而不愿选择
诉讼。因为许多特许人都拥有知名的品牌，在社会上影响较大，其一举
一动很容易被人们宣传。如果发生诉讼，特别是多个受许人联合起诉特
许人，不管具体的案情如何，必然引起人们关注。如果在法院未判决之
前就造成误传，就有可能会给一部分公众或多或少留下不良印象。而在
协商、调解和仲裁这三种方式当中，特许人又比较强调通过协商和调解
来解决争议，因为特许人是基于格式文本与受许人协商一致后签订特许
经营合同的，如果是个别受许人违约倒也罢了，只需特许人单独与该受
许人解决即可，但如果是因特许人违反某一条款而被多个受许人提起仲
裁，特许人就极容易陷入困境。不过，特许人如果过于强调协商或调
解，有时候又容易使受许人要求过高而保持强硬态度。因此，既然不愿
意选择诉讼，那么仲裁条款在特许经营合同中就是必不可少的条款，只
有有效的仲裁条款才能从根本上排除进入诉讼程序的可能性。
仲裁地点的选择对谁有利不可一概而论。例如，某一特许经营合同中，
特许人是外国人，受许人是中国人，如果选择在特许人所在地仲裁，则
在特许人违约时，受许人难究其责，从而处于不利地位；但在受许人违
约时，即使特许人在其本国提起仲裁并作出受许人缺席的裁决，就目前
的现实情况看来，在执行时也会困难重重，因而又对特许人不利。那么
选择在受许人所在地进行仲裁呢？其实，这也得视特许人是否常驻受许
人所在地而定，不过，只要特许人是知名的连锁企业集团，大都会在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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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许人所在地设立办事机构。这样一来，解决起争议来就方便多了。
11、第十一条是关于合同条款独立效力、通知、迟延付款等方面的约定。
12、第十二条是关于合同文字及文本的约定。
13、第十三条是关于适用法律的约定。
关于特许经营合同的法律适用问题，如果双方均为同一国籍，则适用该
国的法律比较合适。对于不同国籍的当事人该如何适用法律的问题，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一百二十六条规定："涉外合同的当事人可
以选择处理合同争议的法律，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那么既然我国目
前尚无关于涉外特许经营的专门规定，所适用的法律当然也就可以由当
事人约定选择了。
14、第十四条是关于受许人不得与他人另行订立特许经营合同的约定。
15、第十五条是关于在餐馆的经营过程中应当使用特许人所使用的语言
进行交流的约定。特许经营中的许多具体经营活动诸如帐目往来、销售
记录、培训项目、经营状况报告、通知等等既有受许人的参与，也有特
许人的参与。例如，特许人的母语为英语时，特许人可能不愿意为众多
的受许人承担高额的翻译费用，于是就会要求当受许人不能用英语进行
交流时，应当自行承担翻译费用。
16、第十六条是关于受许人确认特许人的任何员工、代理人、代表、附
属机构等未向受许人作任何陈述。
17、第十七条是关于受许人承诺未曾向特许人的任何员工、代理人、代
表、附属机构等提出过任何索赔主张。
18、第十八条是关于特许人与受许人对于各自的偶然损失（例如因不可抗
力而遭受的损失、因餐馆的起哄、斗殴或抢劫而遭受的损失等）互不负责
赔偿的约定。
一般来说，偶然损失无非就是发生在受许人的经营场所，而一旦受许人
的经营场所发生偶然损失，例如火灾或人为的破坏，则会令消费者对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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营场所产生恐惧感，但有时候特许人的品牌难免也会被人与经营场所发
生的事件联系在一起来看待，因此对特许人也同样不利。
19、第十九条是关于受许人承诺理解并遵守合同的约定。
20、第二十条是关于受许人承诺不作其他牵涉到本合同及其附件的陈述的
约定。
当然，特许经营合同并非千篇一律，以上合同内容简介只能用以参考。
不管是特许人还是受许人，只有根据相关的法律法规，结合自身实际情
况去详细考虑特许经营合同中应当明确的事项，才能更好地维护自身合
法权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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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解释：真正特许经营合同具备要素
我国"特许经营"在快速发展的同时，特许经营合同纠纷作为一种新的案
件类型在商事案件中所占的比例也在逐年上升。特许经营作为一种新的
经营模式，其法律关系较为复杂，是一种一揽子解决方案，其中包括特
许者提供的知识产权，如商标、商号、诀窍、训练和技术支持，特许者
对被特许者的相对控制权等，而且还由商务部专门为此制订的《商业特
许经营管理办法》进行规制，这些都与以往传统的经营行为有着显著的
区别。正由于此，最高人民法院在2008年4月1日起

正式实施的《民事

案件案由规定》中，将涉及特许经营这一新型的商事行为的案件以特许
经营合同纠纷确定案由，并作为"与知识产权有关的纠纷"这一案由的三
级案由。
一、特许经营的法律特征
根据商务部2005年2月1日

施行的《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特许经

营是指拥有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的企业
（以下称特许人），以合同形式将其拥有的经营资源许可其他经营者
（以下称被特许人）使用，被特许人按照合同约定在统一的经营模式下
开展经营，并向特许人支付特许经营费用的经营活动。《商业特许经营
管理办法》是目前我国唯一一部专门调整特许经营法律关系的规范性文
件。根据上述定义，我们可以知道特许经营具有以下法律特征：
（一）具备特许人资格是特许人得以与被特许人（也称加盟方）签订特
许经营合同的前提。因此特许人必须是合格的，即享受独立知识产权或
有资格授权的企业。同时，特许经营的双方当事人是相互独立的法律主
体，自负盈亏，自担风险，不存在隶属关系。
（二）特许经营的核心是特许权的授予。特许权是包括商标、商号、经
营模式、服务标志、专利、商业秘密、经营诀窍等权利的知识产权性质
的综合性使用权。因此特许经营权的内容是特许经营合同的必备要素。
（三）特许经营要求被特许人与特许人对外具有共同的外部特征。也就
是说特许经营合同中必须要有为达到"统一经营模式"目的而设定的条
款。如：被特许人与特许人在品牌、质量、商标以及经营理念上实现高
度统一性，在组织制度、经营模式、企业形象方面整齐划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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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被特许人必须向特许人支付相应的特许经营费用（也称加盟
费）。加盟费是被特许人获取特许经营资格的对价，被特许人在交纳该
费用后即可直接享受他人成功的经营模式，因此，加盟金在法律性质上
不同于预付款。
因此，如果一份经营合同中包括了以上四项基本要素的，那么我们就可
以认定其为"特许经营合同"。
二、特许经营与其他类似经营行为的区别
虽然特许经营也被称为特许连锁或加盟连锁，但并非所有的特许连锁或
加盟连锁都构成特许经营。因此我们在辨别时，除了把握好上述四个法
律特征外，更要注意它与其他相类似的经营行为的区别，这里笔者着重
指出几个极易混淆的经营行为
（一）与"直营连锁"的区别
直营连锁是指连锁公司的店铺均由公司总部全资或控股开设，在总部的
直接领导下统一经营。因此，直营连锁的连锁店属于总部所有，而非独
立经营的。而特许经营中，虽然被特许人的经营活动往往要受到特许人
的直接支配，如在市场计划、经营体系、质量标准、店址选择、经营范
围、营业时间等方面。但特许经营的双方当事人仍然是相互独立且可以
自行承担法律责任的民事主体。因此，直营连锁不属于特许经营的范畴
（二）与"特约经销"，"特约代理"，"独家经销"的区别
特许经营是总部将商标、商号、专利、经营诀窍等的使用许可和经营指
导等作为组合提供给加盟商的，并由此获得加盟商支付的使用费，是一
揽子服务。与此相反，特约店、代理店、专卖店是基于合同，就附有某
一制造商商标的特定商品进行持续性地买入、再卖出，或者受其委托代
为经销该产品。在特许经营中，必须要确保特细经营体系的统一性和产
品、服务质量的一致性，即总部对加盟店的经营给予全面的指导、援
助；在特约店、代理店、专卖店中，也有制造商对其进行指导、援助
的，但这只不过是制造商附随商品的批发销售的二次行为，该行为自身
通常不能请求支付使用费。
（三）与"OEM"贴牌生产的区别
我们所讲的贴牌生产是定牌生产的俗称，其英文简称为"OEM"（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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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Manufacture）。目前较为典型的OEM方式是：OEM的加工
方（受委托人）受OEM需求方（委托人）的委托，为其加工生产产品并
贴附OEM需求方的商标，获取加工费，而自己不享有该产品的销售权。
因此，从法律层面上讲，贴牌生产的性质属于加工承揽，贴牌生产中的
委托人与受委托人之间是代为加工产品的关系，受委托人只负责加工生
产而无权以任何形式擅自销售该产品。对外销售主体以及法律责任承担
主体均为委托人，所以这类的纠纷应当以承揽合同纠纷来确定案由而非"
特许经营合同纠纷"。但是如果合同中约定，受委托人不仅可以加工生产
贴附有委托人商标的产品，而且还可以在一定的区域范围内享受处置
权，可以销售该产品，同时受委托人是产品售出后的法律责任承担主
体，则受委托人的行为应属于商标使用行为，双方签订的协议应被定性
为"商标使用许可协议"。
（四）与"商标使用许可"的区别
特许经营行为中，特许权是包括商标、商号、经营模式、服务标志、专
利、商业秘密、经营诀窍等权利的知识产权性质的综合性使用权，其包括
但不限于商标使用许可的行为。依照我国《商标法》及其实施细则的规
定，商标注册人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后，许可人与被许可人必须签订
"商标使用许可合同"，其合同副本必须报商标局备案。同时《商业特许经
营管理办法》中也规定，特许经营合同必须在签订之日起15日内向国家商
务主管部门备案。因此，在特许经营实务操作过程中，双方要分别签订
《商标使用许可合同》和《特许经营合同》，但我们在判断案由上要从整
体的法律关系性质考虑，如果一个行为只涉及单纯的商标使用许可，那定
"商标使用许可纠纷"无疑，但如果许可的是组合的经营资源，如商标，专
利，经营模式等，那笔者认为应属于"特许经营合同纠纷"。
综上所述，在实际的经济活动中，加盟连锁的经营方式多种多样，千变
万化，人民法院不能光凭当事人签订了所谓的"加盟连锁合同"就简单地
认为其为"特许经营合同纠纷"，而需要从其内在法律特征入手，剔除与
其相类似的经营行为，从而准确把握特许经营行为的本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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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法规：《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国务院令第485号)
第一章总则
第一条为规范商业特许经营活动，促进商业特许经营健康、有序发展，
维护市场秩序，制定本条例。
第二条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应当遵守本条
例。
第三条本条例所称商业特许经营（以下简称特许经营），是指拥有注册
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的企业（以下称特许
人），以合同形式将其拥有的经营资源许可其他经营者（以下称被特许
人）使用，被特许人按照合同约定在统一的经营模式下开展经营，并向
特许人支付特许经营费用的经营活动。
企业以外的其他单位和个人不得作为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
第四条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遵循自愿、公平、诚实信用的原则。
第五条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负责对全国范围内的特许
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和
设区的市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负责对本行政区域
内的特许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
第六条任何单位或者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商务主管部
门举报。商务主管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
第二章特许经营活动
第七条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成熟的经营模式，并具备为被
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和业务培训等服务的能力。
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至少2个直营店，并且经营时间超过1年。
第八条特许人应当自首次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起15日内，依照本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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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从事特许经
营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备
案；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从事特许经营活动的，应当向国务院商
务主管部门备案。
特许人向商务主管部门备案，应当提交下列文件、资料：
（一）营业执照复印件或者企业登记（注册）证书复印件；
（二）特许经营合同样本；
（三）特许经营操作手册；
（四）市场计划书；
（五）表明其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的书面承诺及相关证明材料；
（六）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文件、资料。
特许经营的产品或者服务，依法应当经批准方可经营的，特许人还应当
提交有关批准文件。
第九条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特许人提交的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的
文件、资料之日起10日内予以备案，并通知特许人。特许人提交的文
件、资料不完备的，商务主管部门可以要求其在7日内补充提交文件、
资料。
第十条商务主管部门应当将备案的特许人名单在政府网站上公布，并及
时更新。
第十一条从事特许经营活动，特许人和被特许人应当采用书面形式订立
特许经营合同。
特许经营合同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一）特许人、被特许人的基本情况；
（二）特许经营的内容、期限；
（三）特许经营费用的种类、金额及其支付方式；
（四）经营指导、技术支持以及业务培训等服务的具体内容和提供方
式；
（五）产品或者服务的质量、标准要求和保证措施；
（六）产品或者服务的促销与广告宣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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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特许经营中的消费者权益保护和赔偿责任的承担；
（八）特许经营合同的变更、解除和终止；
（九）违约责任；
（十）争议的解决方式；
（十一）特许人与被特许人约定的其他事项。
第十二条特许人和被特许人应当在特许经营合同中约定，被特许人在特
许经营合同订立后一定期限内，可以单方解除合同。
第十三条特许经营合同约定的特许经营期限应当不少于3年。但是，被
特许人同意的除外。
特许人和被特许人续签特许经营合同的，不适用前款规定。
第十四条特许人应当向被特许人提供特许经营操作手册，并按照约定的内
容和方式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业务培训等服务。
第十五条特许经营的产品或者服务的质量、标准应当符合法律、行政法
规和国家有关规定的要求。
第十六条特许人要求被特许人在订立特许经营合同前支付费用的，应当
以书面形式向被特许人说明该部分费用的用途以及退还的条件、方式。
第十七条特许人向被特许人收取的推广、宣传费用，应当按照合同约定
的用途使用。推广、宣传费用的使用情况应当及时向被特许人披露。
特许人在推广、宣传活动中，不得有欺骗、误导的行为，其发布的广告
中不得含有宣传被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收益的内容。
第十八条未经特许人同意，被特许人不得向他人转让特许经营权。
被特许人不得向他人泄露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特许人的商业秘密。
第十九条特许人应当在每年第一季度将其上一年度订立特许经营合同的
情况向商务主管部门报告。
第三章信息披露
第二十条特许人应当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规定，建立并实行完备
的信息披露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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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一条特许人应当在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前至少30日，以书面形
式向被特许人提供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信息，并提供特许经营合同
文本。
第二十二条特许人应当向被特许人提供以下信息：
（一）特许人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额、经营范围以及
从事特许经营活动的基本情况；
（二）特许人的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和经营模式的基本
情况；
（三）特许经营费用的种类、金额和支付方式（包括是否收取保证金以
及保证金的返还条件和返还方式）；
（四）向被特许人提供产品、服务、设备的价格和条件；
（五）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业务培训等服务的具
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
（六）对被特许人的经营活动进行指导、监督的具体办法；
（七）特许经营网点投资预算；
（八）在中国境内现有的被特许人的数量、分布地域以及经营状况评
估；
（九）最近2年的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财务会计报告摘要和审计报告
摘要；
（十）最近5年内与特许经营相关的诉讼和仲裁情况；
（十一）特许人及其法定代表人是否有重大违法经营记录；
（十二）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信息。
第二十三条特许人向被特许人提供的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不得
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
特许人向被特许人提供的信息发生重大变更的，应当及时通知被特许人。
特许人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的，被特许人可以解除特许经营
合同。
第四章法律责任
第二十四条特许人不具备本条例第七条第二款规定的条件，从事特许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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营活动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10万元以上50
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企业以外的其他单位和个人作为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的，由商务主
管部门责令停止非法经营活动，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
以下的罚款。
第二十五条特许人未依照本条例第八条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的，
由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备案，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仍
不备案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第二十六条特许人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十九条规定的，由商务主管
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
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第二十七条特许人违反本条例第十七条第二款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
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
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
任。特许人利用广告实施欺骗、误导行为的，依照广告法的有关规定予
以处罚。
第二十八条特许人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十三条规定，被特许人
向商务主管部门举报并经查实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1万元
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并予以公告。
第二十九条以特许经营名义骗取他人财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
罚法》的规定予以处罚。
以特许经营名义从事传销行为的，依照《禁止传销条例》的有关规定予以
处罚。
第三十条商务主管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
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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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附则
第三十一条特许经营活动中涉及商标许可、专利许可的，依照有关商
标、专利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第三十二条有关协会组织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指导下，依照本条例的
规定制定特许经营活动规范，加强行业自律，为特许经营活动当事人提
供相关服务。
第三十三条本条例施行前已经从事特许经营活动的特许人，应当自本条
例施行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逾期不
备案的，依照本条例第二十五条的规定处罚。
前款规定的特许人，不适用本条例第七条第二款的规定。
第三十四条本条例自2007年5月1日起 施行。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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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사항 및 법률 지원
- 주요 해외진출방식으로는 직접 프랜차이즈(Direct Franchise)방식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Master Franchise) 방식 두 종류가 있다.
- 두 번째 방식의 ‘가맹희망자가 동일시설(건축물)에서’ 라는 규정
은 첫 번째 방식의 ‘동일건축물 내에서’라는 규정과 달리 ‘장소’
를 강조하고 있다.
- 전문법률의 해석이라 함은 모든 계약서에 첨부문건과 부계약서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첨부문건과 부계약서가 있을 경우에 본
조문을 적용하며 본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홍보계획과 광고활동’을 전개할 때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
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가맹사
업자는 가맹희망자의 사업을 인정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1년에
한 번 가맹희망자에게 홍보계획을 고지하고, 광고를 실시해야하며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제안 혹은 의견을 제기토록 하여 광고효과
를 극대화해야 한다.

가. 법률지원: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법률 및 법규 관련 문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과 관련한 전문 법률로는 국무원이 반포한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가 있으며 그 규정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본 조례는 국가법률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의 종류를 명확
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마스터 프랜차이즈,
대리 프랜차이즈 등의 분류는 비즈니스 차원의 분류이며 국무원 조
례에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 본 조례는 비교적 강력한 입법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본 조례를 위
반할 경우 계약법 규정에 의거, 계약 당사자가 체결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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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상기 입법 외에도 중국 국내무역부(상무부(商務部) 전신)가 1997년 11월 반
포한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시행령(이하
「방법」이라 함)>은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중국 최초의 규범화된 문건으로
중국 국내의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의 발전과 체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 본 「방법」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정의와 종류, 가맹사업자(Franchisor)와
가맹희망자(Franchisee)의 자격과 권리의무, 프랜차이즈 관련 지적재산권 양
도 및 운영,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
차이즈 경영 활동은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된 문제 또한 많기 때문
에 본 「방법」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방법」은 내용과 적용범위, 효력 측면에서 모두 미비한 점
이 많아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발전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미 폐지되었다. 2008년 4월 1일 최고인민법원이 새로 시행한 <민사사건개
요규정(民事事件案由規定)>은 프랜차이즈계약 분쟁을 ‘지적재산권 분쟁’의
3급 사건으로 규정, 프랜차이즈분쟁을 기타 다른 경영권 관련 분쟁과 분리하
여 지적재산권 전문 재판부에서 심의토록 했다. 프랜차이즈 계약분쟁 사건과
법률문제는 주로 지적재산권 분쟁에 집중되어 있다.
￮ 직접 프랜차이즈(Direct Franchise) 관련 내용
‘직접 프랜차이즈’라 함은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하나 또
는 다수의 점포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국
법률에서 최초로 규정한 바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1997년 반포된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
「시행령」> 은 직접 프랜차이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직접 부여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말한다.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가맹희
망자는 프랜차이즈계약서에 의거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직접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가 국내 사업 확장 시에 자주 사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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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형태로서 일부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때 본 사
업형태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맹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직접 프랜차이즈
경영 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맹사업자가 해외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 다시 말해 가맹사업자가 해외의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개설
예정인 점포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 가맹시스템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가맹사업자가 해당지역 가맹본부
를 통해서 해외의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하
고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소속 직원들이 가맹사업자가 위치한 국가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 소재 국가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양자간
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한 경우
-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가 위치한 국가 혹은 지역이 언어, 문화,
풍습, 법률 및 비즈니스 관습 면에서 유사한 경우
- 가맹사업자가 법률상의 제약으로 인해 해외에 지사나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직접 프랜차이즈는 세금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많은 프
랜차이즈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가맹사업자는 직접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경우, 해외에 사무실을 설립하거나 직원을 배치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간에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사업자는 가맹시스템을 보다 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비와 기타 다른 비용 수
입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이
나 합자기업 설립 방식처럼 다른 협력파트너와 수익을 분배할 필요가 없
다. 또한 단시간 내에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단, 신
속한 해외시장 확대는 어려움) 해외직접투자(FDI)나 합자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약을 피할 수 있다.
직접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은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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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척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직접 프랜차이즈의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다.
직접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가 해외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발
판을 제공하지만 가맹사업자의 해외시장 확대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
다. 이는 가맹사업자가 직접 해외의 현지 가맹희망자를 선택해야 하는 데서
기인한다. 가맹사업자는 해외시장 상황에 그다지 밝지 못하기 때문에 가맹희
망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데다가 가맹희망자의 경우
보통 점포 한 개를 개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수의 점포 개설 전략을 채
택하더라도 가맹희망자 한 곳이 보유 가능한 점포수는 매우 적은 경우가 대
부분이다. 직접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가맹사업자는 가맹희
망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직접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여러 가
지 사업지원 역시 직접 제공해야 하고 감독 관리도 직접 해야 한다. 이론적
으로는 가맹사업자가 해외 소재의 가맹시스템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는 방
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리적인 거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
게 제때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며 감독 관리를 수행
하는 데도 큰 제약이 따른다. 때문에 가맹사업자는 자신의 프랜차이즈의 표
준화 작업 및 상표 사용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없다.
￮ 마스터 프랜차이즈 (Master Franchise) 관련 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가 분할지역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이며

분할지역

가맹본부(가맹사업자의

가맹희망자(Master

franchisee) 또는 중간가맹사업자(Sub-franchisor)는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아 한 개 혹은 다수의 점포를 개설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운영권
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은 세계적으로 가
장 폭넓게 사용되는 해외진출전략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에서 가장 먼저
법률적으로 정의한 바 있는 두 가지 프랜차이즈 모델 가운데 하나이다.
1997년 제정된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
法)」 시행령 제5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일정 지역
내의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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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다른 가맹계약신청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
신이 직접 해당 지역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자료에 따
르면, 미국기업 50% 이상과 오스트레일리아 기업 34%가 마스터 프랜차이
즈 경영방식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이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시장에 투자할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가맹사업
자가 해외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거나 교육을 진행할 때 혹은 현지직원
을 고용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외에 직접 가맹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적합한 현지공급업체를 물색할 때, 그리고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감독·관리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제3자에게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대한 권
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가맹사업자
가 필요한 관리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자 할 때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프랜
차이즈본부와 해외시장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직
원들이 두 지역을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비용도 많이 든다. 언어나
문화, 생활방식, 법률제도와 비즈니스 운용 방식이 상이할 때 가맹사업자는 경
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
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가맹사업자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
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역시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들이 가맹사업자의 수요를 많은 부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가맹사업자의 비용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는 분할지역
가맹본부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 개설
이나 직원채용이 필요 없다. 따라서 필요한 투자비용이 매우 낮다.
- 지역가맹본부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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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지역가맹본부가 현지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자는 법률소송을 피할 수 있다.
- 분할지역가맹본부는 현지의 법률과 시장, 문화 등에 익숙하기 때문
에 단 시간 내에 해외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물론,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마스터 프랜차
이즈 경영방식 역시 널리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과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 분할지역가맹본부에게 상표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과 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상표사용을 효
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 분할지역가맹본부가 현지에 상당수의 점포를 개설하고 가맹희망자
를 모집하여 이미 상당 규모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
맹사업자는 함량미달의 분할지역가맹본부를 발견하더라도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분할지역가맹본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보유한 지역
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맹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 분할지역가맹본부가 점포 임대인이거나 점포 소유자인 경우에 가맹
사업자는 분할지역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데 막대한 어
려움이 따른다.
- 분할지역가맹본부 한 곳의 실패는 해당지역 또는 국가의 프랜차이
즈 시스템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에는 가맹본부와 분할지역가맹본부간의 계
약 및 분할지역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계약(본 계약은 직접 프랜차이
즈 계약과 유사하므로 부연설명을 생략함)이 포함된다. 가맹본부와 분할지
역가맹본부 간의 구체적 계약 내용은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다.
￮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관련 사항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가 현지 개발업체(Developer) 즉,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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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프랜차이즈합의서를 체결하여 현지파트너로 하여금 특정지역에 다
수의 점포를 개설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 개발 가맹사
업자는 타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을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점포에 대해서
가맹사업자와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점포를 경영한다.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 가맹사업자가 직접 프랜차이즈 방식 또는 자회사나 지사 설립을 통
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모두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 프랜차이즈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모두 가맹사업자의 지역가맹사업자 모집 예상규모에 따라 결
정된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지역가맹사업자 한 곳만을 모집해
진출 예정지역 전체의 시장개척을 맡길 계획이라면 해당국가 혹은
지역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지역가맹
사업자를 여러 곳 모집하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소수의 점포 개설만
을 허가할 예정이라면 진출 예정국가에 반드시 자회사나 지사를 설
립해야 한다.
-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의 수를 제안하고자 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해당지역의 한 곳 또는 여러 지역가맹사업자에게 다수의 점포를 개
설 및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이럴 경우, 가맹사업
자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가맹사업자는 현지파트너(지역가맹사업자)의 자금과 인적자원을 활
용하여 투자대상국에 자신의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
킬 수 있다.
- 교육대상 지역가맹사업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 지역가맹사업자는 모든 점포의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하므
로 충분한 자금력과 인력자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때문에 시
장 규모가 방대한 경우에 하나 혹은 몇 개의 지역가맹사업자에게만
의존하여 모든 점포를 개설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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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점형 진출방식을 통해 개설된 점포의 실소유자인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점포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맹사업자가 고용한 점장은 점포의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발전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점포에 대한 애
정과 직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 가맹사업자는 지역가맹사업자와 단일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을 체결
하므로 이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게 된다. 때문에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사업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달리 직접 법률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 진출 국가에 다수의 지역가맹사업자가 있을 경우, 가맹사업자는 지
역가맹사업자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광고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 가맹사업자는 직접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시스템의 표준화를 실
현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기업은 해
외진출방식 혹은 자국 내 발전방식을 선택할 때 가맹본부의 프랜차
이즈시스템, 상표사용,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 및 비용과 수익, 가
맹시스템 발전, 시장점유속도 그리고 계약해지 관련 문제, 소송을
피하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맹사업자와 지역가맹사업자 간의 계약은 직접 프랜차이즈계약과 유사
하므로 부연설명을 생략한다.
￮ 위탁 프랜차이즈 관련 사항
위탁 프랜차이즈(agent franchise)란 위탁가맹업체가 가맹사업자로부터 위
임을 받아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지도, 교육, 자문, 관리
감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사업자는 위탁가맹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본 유형
의 가맹계약 방식은 글로벌 가맹사업자가 국내 가맹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쌍방, 특히 글로벌 가맹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중국의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탁가맹업체는 프랜차이
즈 계약 체결의 주체가 아니라 중개(中介) 업무만을 담당하며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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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프랜차이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주요 방식이다.
위탁 프랜차이즈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가
맹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위탁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
의 명의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위탁업체가 중국의 관련 법규를 위
반하거나 가맹희망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
임은 가맹사업자에게 있으며 가맹희망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 합자위탁 프랜차이즈 관련 사항
가맹사업자는 해외 협력파트너와 합자 및 협력 협의를 통해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 혹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통해 합자회사가 해당국가 혹은 해당 지역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가맹점을 내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합자기업설립 방식을 고려할 만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합자협력기업 설립 방식이 적합한 상황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과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방식을 활용하는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가맹사업자는 적당한 지역분할가맹본부 혹은 지역가맹사업자를 통해 해외시
장에 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맹사업자가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지역위탁
가맹업체와 지역가맹사업자를 찾아 가맹 시스템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자는 합자 혹은 협력의 방식을 통해 일정 자금을 직
접 투자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가 남미나 동유럽과 같은 국가로 진출하기를 희망할 경우 현지
의 법률과 정책을 고려할 때, 합자기업 설립 방식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진출
방식이 될 수 있다. 개방초기의 중국시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므로 당
시에 중국에 진출한 가맹기업들은 모두 합자회사 설립 방식을 사용했다.
가맹사업자는 해외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금과 지식,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의 비즈
니스 운영 능력과 같은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 279

합자기업설립 진출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협력 파트너는 현지 법률과 시장,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비교적 쉽게 성공할 수 있다.
- 합자기업은 세수 및 기타 부분에서 우대를 받는다.
- 가맹사업자는 해당 가맹시스템 및 상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가맹사업자는 현지의 협력 파트너와 자금 상의 부담 및 위험을
공동 책임질 수 있다.
- 가맹사업자는 합자기업을 통해 직접적인 법률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중국법률에 따르면 합자협력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과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합자협력의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해외에서 적당한 협력 파트너를 찾고 합자협력에 관한 협의를 체결
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합자 쌍방은 기업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의견 불일치
시에 기업 운영이 어렵다.
- 합자 쌍방 간의 계약 체결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마
찰이 생길 수 있다.
- 합자기업에서 가맹사업자는 외국기업에 해당하므로 종종 약자의 치
에 처할 수 있다.

￮ 복합프랜차이즈(Multiple Franchising: 직접진출 방식이 아닌 기타 프랜
차이즈 협력유형) 계약 시 유의 사항
복합프랜차이즈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맹사업자는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보통 2~3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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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계약서
이 계약서는 사업 발전 계획과 사업지역 선정 내용을 포함하며 지역가
맹업체의 가맹점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도 포함한다. 지역가맹업
체는 업무 구성과 기능에 관련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지역
가맹업체의 직원은 특정 업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매니저는 최소 주식
을 보유한다.
- 사업단위계약서
일차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 지역 선정 이후 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은 가맹희망자 계약 내용과 같다.
- 사업지역 개발계약 체결
지역개발계약 체결 시 다음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분점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개설할 것인가
독점권을 줄 것인가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사업자가 분점을 내는데 제한을 둘 것인가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줄 것인가, 즉, 지역개
발사업자가 개발권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대다수 가맹사업자는 지역 개발업체가 개발권 행사 이전에 개발 계획을
완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발권의 임의사용을 허용하지 않
는다. 가맹사업자는 선택한 지역개발 담당자와의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기
를 바라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계약 체결 목적이 단순히 개발권을 팔아 이
익을 남기는 데 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에 담당자가 바뀌면 가맹사업자는 큰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사업
을 지속하기도 힘들어진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가맹권 거래의 특징 및
변동사항이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개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역가맹사업
자의 사업 경영체에 대한 관리 정도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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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은 지역가맹사업자와 가맹 분점이 동일한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운영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기존의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
지역개발 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다음 세 가지의 경우 협정을 중지한다.
◦ 개발권
지역가맹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개발권
을 중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야 한다. 지역가맹사업자
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는가, 독점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획에 따라 개발권을 갖게 되는가, 만약 그렇
다면 예정보다 느린 발전 속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맹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 계획이 실패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가
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가맹사업자는 반
드시 개발계획을 실현시켜야 한다. 개발권 중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해당 지역에서 원래의 지역가맹사업자가 세운 가맹 시
스템과 새로 지정한 지역가맹사업자가 세운 가맹 시스템이 병존하는
것이다.
◦ 단독개발계약
지역가맹사업자가 개발 전의 기초 업무를 다 하지 못했을 경우 단독
개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계약 취소 전에 지역가맹사업자가 만
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그 사후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분점을 관리 감독하던
지역가맹사업자가 없어졌으므로 분점 가맹계약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
◦ 분점계약
분점 수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점
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중지의 원인, 일정 기한 내 중지한
비슷한 계약의 수, 분점 계약 위반이 전체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주 계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가맹사업자는 또한 계약
28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을 취소할 때 다음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개발권 상실
이 이후 분점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라면 지역가맹사업자가 개
발협정에 상관없이 새로운 분점을 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할 경우 예상
되는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단독개발 계약의 취소로
인해 분점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가맹사업
자는 계약 취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세금 문제에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기타 고려 사항
가맹사업자는 복합가맹 방식으로 업무를 확장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을 고려해야 한다.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간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다. 가령, 한 가맹사업자가 해당 국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지역가맹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 4개의 지역가맹사업자는 사실
상 상당한 부분의 프랜차이즈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넷 중 둘, 혹
은 그 이상의 지역가맹사업자가 소란을 피울 경우 가맹사업자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자는 지역가맹사업자와 단독 가맹희망자 사
이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가맹사업자를 지정한 이후 가맹사업자는 상대사업자에게 특정 지역
의 업무를 맡기고 일정 수량의 분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지역가맹사업자가 규정 속도를 따르지 않고 분점을 낼 경우 가맹시스템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의 업무 조정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가맹사업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맹사업자가 이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 출현 여부가 결정된다. 가맹사업자는 언제나 가맹희망자에
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쉽다. 그러나 지역
가맹사업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가맹사업자는 문제의 질이나 수에 상관없
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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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는 지역가맹사업자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가맹사업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직원유동이 잦아짐에 따라 가맹사업
자의 경영 노하우와 기밀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성도 커진다. 가맹사업자는
이를 방지해야 한다.
분점 수준을 올리고 이를 위한 격려가 필요하다. 지역가맹사업자의 분점
매니저는 직원으로 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결합형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발전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결합형 프랜차이즈(Combination
Franchising)라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방식이 나타났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같
은 곳에서 다른 가맹업무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세 종류의 패스트푸드를 파는데 각각의 계산대와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많은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가맹사
업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결합형 프랜차이즈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첫 번째는 다른 가맹희망자가 동일 건물 내 분리된 장소에서 다른
가맹사업자의 상품을 파는 것이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모든 가맹희망자는 각자의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공동구역에서는 각자의 가맹사업자 브랜드 이미지를 존중한다.
계약에 근거하여 공동구역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시설이 가맹사업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구역에서는 언제든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
맹사업자는 이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28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다른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해당 장소를 임대하여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하지 않았는가
다른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해당 구역에 대
한 권리를 침범하지는 않는가
다른 가맹희망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가
장소가 점포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가맹사업자 혹은 가맹희
망자가 발견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만약 가맹희망자가 공동구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인가
모든 가맹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간 계
약 체결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가맹희망자가 동일 시설에서의 모든 경영업
무를 맡는 것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통제력을 잃어 표준수
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데 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맹희망자가 어떠한 가맹사업자의 영향권 내에도 있지 않다.
가맹희망자가 이 협의에 참여하는 목적은 공간, 시설 및 직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비용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기 위해서이다.
공동구역에 가맹사업자의 엄격한 통제가 없으면 가맹사업자의 시스
템 운영이 차질을 빚는다.
다른 가맹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자 개개인의 지위는
약화된다.
가맹사업자가 모든 가맹점운영권의 판매를 관리하기 어렵다. 가맹사
업자가 가맹 계약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맹희망자가 모든 가맹사업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다른 가맹사업자가 실패하거나,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혹은 가맹희망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다른 가맹사업자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무관한 가맹사업자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심지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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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가 서로 보완적
인 역할을 한다 해도 상품과 서비스가 중복되어 경쟁을 해야 할 수
도 있다.
가맹희망자가 특정 가맹사업자의 시장마케팅, 판매촉진과 광고 특
히 POP광고에 참여한다면 관련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가맹사업자의
불만을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는 미국 내에서만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방식
은 이익과 리스크가 상존한다. 중국의 경우 국토면적이 넓다는 점이 미국
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앞으로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방식이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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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문 계약서
3-1. 단일매장 프랜차이즈/상표사용계약
갑(甲): 북경*****외식관리유한회사 (이하 갑)
을(乙):

(이하 을)

프랜차이즈에 대한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총 칙
1. 을이 제출한 가맹신청서는 갑의 심사를 거친 후 을의 가맹조건에 부합
하는 것이 확인되면 갑은 을의 가맹에 합의한다.
2. 가맹 자격을 얻은 가맹희망자는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기업이나
개인이어야 한다.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야 하며 프랜차이즈의 경영이념
을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관리에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

용어 정의
가맹금: 갑이 가맹점운영권을 을에게 위임하고 받는 일회성 비용(비용의
대가로 갑은 을의 개점 전 준비 작업을 돕고 가맹점운영권 및 기술사용권
을 위임하며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금에는
설계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로열티: 로열티는 을이 가맹점운영권을 사용해 점포를 운영할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갑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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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방식과 내용
1.1. 을은 가맹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으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위임 받게 되면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선택]
[*****]프랜차이즈
(날인)
점포명

(이하 본점이라 함)

대표
주소

건축면적

2. 가맹비/ 상표사용료/ 광고비
2.1. 본 계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을은 갑에게 가맹금 10만 위
엔을 지불해야 한다. 가맹금은 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반환할 필요
없다. 갑은 영수증만 발급하고 소득세는 을이 납부한다.
2.2. 가맹점 개설일로부터 을은 매달 갑에게 3000 위엔의 로열티를 지불해
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두 달 치(6000 위엔)의 로열티를 미
리 납부해야 한다.
2.3. 광고비는 매달 판매액에 따라 청구한다(잠시 청구보류)
2.4. 계약이행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 당일 날 갑에게 2만 위엔의 계약이
행보증금을 지불한다. 만약 을이 비용을 체납(물품대금, 계약위반 벌
금)할 경우, 갑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제한다. 계약만료 혹은 을에 의
한 계약 종료가 아닌 경우 갑은 을의 체납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
액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3. 갑의 권리 및 의무
3.1.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상표사용권 증명서를 제공해 준다.
독립회사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가맹점 자체 내에서 명
칭을 새로 만들어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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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점 전 갑은 회사 직원을 파견해 점포지 선정, 계획 및 공사입찰 등
의 사무를 돕는다. 준공검사는 을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추천하며 을이 가맹점 개설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갑의 의무이행
도 완수된다.
3.3. 갑은 원칙상 을을 도와 직원(관리인과 기술직 포함)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을에게 기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갑 의무이행 완수).
3.4. 갑은 을에게 물품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갑이 배송하는 물품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만약 을이 필요
할 시에는 직접 시장에 가서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세
금은 갑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
3.5. 갑의 추천으로 을의 점포에 파견된 관리사원 및 기술사원의 임금지급
은 <사원파견명단>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6. 을의 가맹운영을 허락한 관할구역은 본 협의 제1조의 가맹기업이 규
정한 지점으로 이 지점에서 을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다.
3.7. 갑은 을에게 회사 내의 통일된 VI 식별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4. 을의 권리와 의무
4.1. 가맹점 개설을 위해 필요한 수속과 행정부처에서 요구하는 허가증[소
방 상공 환경보호 방역 세무 부동산]
4.2. 가맹점운영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
4.3. 을은 가맹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3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4. 을은 준비기간 동안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종업원을 모집한다. 직급에
대해 갑은 점포의 실정에 맞춰 <직급의견서>를 을에게 전달한다.
4.5. 을은 갑이 추천한 사원의 교통비, 복지우대, 임금기준, 노무관계를 업계
규정 및 관련 국가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초빙협의체결을 확인한다.
4.6. 을이 고용한 종업원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기간은 30일이다. 훈련 시 발생되는‘식사비, 숙박비,
교통비와 임금’은 을이 자체적으로 책임진다. 갑은 이에 대한 의무
이행을 완수한다. 식사 및 숙박비는 1인 당 하루 15 위엔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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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테리어공사기간 동안 을이 고용한 종업원과 갑이 파견한 사
원의 임금은 을이 책임진다.
4.7. 업무 중 종업원 사망, 돌발 상황 혹은 국가 법률이나 지방의 법규위
반 등이 발생할 경우, 을이 맡아 처리한다. 갑은 어떠한 비용과 책임
도 지지 않는다.
4.8. 을은 스스로 점포를 관리하고 손익을 책임져야 한다. 갑은 운영포지
션 설계, 일상적인 운영조정 지도만을 책임진다. 점포 내의 현금, 재
산, 부동산은 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갑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4.9. 을이 판매하는 제품이 갑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했을 시 반드시 갑이
일괄적으로 배송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품 질에 문제가 발
생할 때 갑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샤오더우(小豆)”의 이미
지 손상을 피하기 위해 판매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4.10. 을은 10일 간격으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만약 그
렇지 않으면 을의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4.11. 만약 을이 명절 혹은 특별한 날을 맞아 자체적으로 할인이벤트를 진
행하고 싶을 경우 보고서형식의 문서를 프랜차이즈관리부에 보내 승
낙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다.
4.12. 을은 관리회사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회계감사, 관리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4.13. 을은 매달 30일전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한다. 재무보고서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설명보고서를 작성할 시 영업과 무관한 비용 및 이
월된 감각상각비를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최종 이윤을 정확하게 표
기해야 한다. 다음 달 5일에 로열티를 지불할 때 갑은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재무보고서는 축소보고, 허위보고, 누락보고가 허용이 안
되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 이윤총액 산출 공식=영업수입총액-영업비용-영업세금 및 부가-영
업비용+영업외수입
4.14. 통일된 관리시스템과 점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을의 점포 내 사용하
는 원료, 보료, 물품은 모두 갑의 중앙주방에서 구입한다. 그렇지 않
을 경우 을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만약 일 배송량이 1000 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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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일 경우 을이 직접 갑의 배송센터 주방에서 물건을 가져간다.
5. 상표허가계약서
상표사용허가인:

북경샤오더우외식관리유한회사

(이하 갑)

상표사용피허가인:

(이하 을)

5.1. 본 계약 중 갑은 을에게 ‘상표’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등록된
‘상표’는 지정된 상표사무소에 접수시킨다. 일 년에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비용은 을
이 지불한다. 을은 상표사용계약을 이행하고 갑은 재계약의 권리를
이행해야 한다.
5.2. 갑은 이미 등록되어 42 류 상품에 사용하는 1332388 호 상표를 을이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상표표지]

도형 문자 복사
붙이는 곳

5.3. 상표의 유효 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일차 계약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이차 계약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 갑, 을 쌍방의 합의 하에 상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5.4. 을은 계약서 이외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문자, 도형, 색상, 간판)를 제작, 사용
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같은 상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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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갑이 상표 위탁대행 수속을 끝내면 을은 그로부터 45일 내에 관련 서
류수속을 마쳐야 한다.
6. 기밀 보장의 의무
을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 고객관련 정보, 영업 노하우
등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1년까지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7. 계약 위반 및 처벌
7.1. 본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위반해선 안 된다.
일방의 위반으로 다른 일방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을 경우 관련법
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을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1일 당 로열티의 1/1,000을 지불해야 한다.
7.2. 을이 다음의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 했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5%를 지불해야 한다.
가. 갑의 허가 없이 상표의 사용 권리와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혹은 증여 했을 경우
나. 계약에서 납입하기로 한 로열티를 15일 이상 연체 한 경우
다. 계약 기간 동안 갑의 동의 없이 을은 ”갑“ 혹은 갑의 협력사 직
원들을 채용할 수 없다(각 점포에서 이직 혹은 사직한 임원급 직원
포함, 갑도 이들을 다시 고용하지 않는다). 만약 을이 이들을 고용
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갑은 을이 상표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8. 계약 해지
8.1.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을이 심각한 손해를 입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설명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계약 해지
합의안>에 서명한다. 을이 갑에게 납입한 모든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8.2. 가맹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갑에
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갑이 계약연장을 동의할 시 재계약을 체결한
29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다. 갑이 재계약을 원치 않거나 을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9. 계약 종료 후 처리
9.1. 본 계약이 앞당겨 해지되거나 혹은 계약만료로 종결될 경우 을은 3일
내로 갑에게 납입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납입하고 갑과 관련된 등록
을 말소해야 한다.
9.2. 을은 3일 내에 갑의 노하우가 담긴 기밀 자료들을 반환하고 갑의 상
표, 상호, 간판이 사용된 모든 물품과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9.3.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을은 영업, 광고 선전 등을 중단하
고 갑의 상표, 상호, 표지(유사 혹은 혼동되기 쉬운 상표, 상호명 등을
포함) 등의 사용을 중단한다.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본 계약
에서 정한 로열티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이행 할 때
까지 갑에게 납입하도록 한다.
10. 천재지변
본 계약에서 말하는 천재지변에는 화재, 홍수, 전쟁, 정부 규제, 돌발 사
태, 쌍방의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천재지변
으로 인해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자체를 전부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쌍방은 3일 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상기
원인으로 계약이 앞당겨 해지된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11. 분쟁 해결
계약 이행 시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베이징 서
성구(北京市西城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
12. 계약기간
계약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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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을은 가맹점을 개설한 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과 권리를
지키고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의 모든 조항을 힘써 지킬 것을
약속한다.
13.2. 을은 계약 체결 30일 전에 갑이 제공해 준 계약서 원본과 갑이 <가
맹점 경영관리 조항(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제3장의 규정에 맞춰
문서로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을은 또한 다음의 사항
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갑이 광고에 썼던 문구나 사진
등은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갑이 설명에서 사용했던 광고
나 홍보, 투자 이윤 등과 관련된 데이타는 영업에만 참고한다. 이는
단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일 뿐 을의 판매이윤을 보장하
는 약속은 아니다. 갑은 규정에 따라 <가맹점 경영관리 조항(商業特
許經營管理條例)>의 제22항을 을에게 알리고 숙지하도록 한다.
13.3. 본 계약서는 원본에 쌍방이 날인 한 후 계인을 해야 유효하다.
13.4. 쌍방이 서명한 후 본 계약서의 원본을 각각 한 부씩 보관 한다.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
(서명)

을:

(서명)

위탁 대리인:

위탁 대리인:

(서명)

(서명)

계약일:

계약일:

년

월

계약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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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월

일

3-2.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서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서>
계약서 번호:

갑(가맹사업자):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 분야:
을(가맹희망자):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 분야:
갑과 을은 평등, 신뢰, 신용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맹점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계약 조항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프랜차이즈시스템: 갑의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의미하며 상표(서비스 표 포
함), 상호, 특허, 노하우, 제품모델 등을 포함한다.
가맹점: 을이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해 갑에게 가맹점 운
영권을 위임받아 개설한 가맹점으로 개인 점포, 단독투자, 합작 투자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가맹점은 독립된 주체로서 운영, 정산, 위험감수, 손익
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
가맹점표지: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구별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으로 상표, 상
호, 간판(점포표지), 독특한 외부, 실내 디자인(인테리어, 컬러, 공간 디자인,
가구), 유니폼, 광고 등이 이에 속한다.
상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상공업 행정관리 총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특허: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지적재산권에 등록된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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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제품: 프랜차이즈에 속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말하며 원료,
배합 원료, 완성품, 다양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경영 지침: 갑이 을의 개업과 운영을 돕기 위해 가맹점경영에 대해 서면으
로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맹점 모집 책자>, <점포 운영 방
침>, <상품 제조법>, <영업 방침>, <직원 교육 지침>등이 포함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갑은 지정된 지역의 독자적인 가맹점운영권을 을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스터프랜차이즈이라고 한다. 을은 계약에 따라
직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고 가맹점운영권을 기타 신청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가맹지역: 갑이 을에게 가맹점운영권을 판매한 지역을 말한다.
영업장: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개설한 가맹점을 말한다.
건물: 영업장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2조 가맹점 운영권 위임
2.1. 갑은

프랜차이즈시스템을 보유, 경영범위: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역의 마스터 프랜차이즈가맹

점운영권을 위임한다.
2.2. 을이 획득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가맹점운영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가. 독점적이다
나. 독점적이지 않다
제3조 마스터프랜차이즈 지역과 영업장
3.1. 을이 획득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가맹점운영권 해당지역: 중국
(시),
쪽으로

현(구), 동쪽으로
로(路), 북쪽으로

로(路), 서쪽으로

성

로(路), 남

로(路)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첨부

자료1의 해당 가맹지역의 지도를 참조하시오.)
3.2. 을은 상기한 지역분할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영점 개설,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
점운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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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판매할 때
가. 갑의 사전 승인이 필요
나. 갑의 사전 승인 불필요
3 .4.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판매한 후 을은

일내로 서면으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달 가맹점들의 경영 상황을 총괄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조 기한
본 계약의 기한은

년으로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이며

쌍방은 계약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을은 계약만료

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에 동의할 경우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지역분할프랜차이즈 운영비용
5.1. 가맹비
계약이 체결된 후

일내로 을은 갑에게

위안의 가맹비를 한 번에

지급하도록 한다. 계약에 명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가맹비
를 반환하지 않는다.
5.2. 로열티
가. 일정 로열티

위안을 납입한다.

나. 가맹점의 매월/매년 수입의

%를 납입한다.

5.3. 보증금
1. 을은 계약이 체결된 후

개월 내에 갑에게 보증금

위안을 지불함

으로써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도록 한다.
2. 을이 미납, 체납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갑은 보증금에서 직접 제하
고, 차액이 발생했을 시에는 을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을은
갑의 통지서를 받은 후

일내로 보증금의 부족분을 지불하도록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된 후 갑은 보증금에서 을이 납입해야 하는 금액과 위
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을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한다.
5.4. 을이 마스터프랜차이즈 지역에서 가맹점운영권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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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배 방식
5.5. 기타 약정 비용
5.6. 본 조항에서 말하는 로열티는

조의 조항에 따라 납입하도록 한다.

가. 현금
나. 수표
다. 은행 계좌이체(갑의 지정 계좌번호:

)

갑은 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납입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6조 지적 재산권의 양도와 사용
6.1. 갑은 계약에 따라 을과 을의 허가를 받은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가. 상표
상표명:

상표등록번호:

사용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심의:

갑은 을과 별도로 부차적인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갑 혹은 을이 상공업행정관리부처에 등록수속을 한다.
나. 특허
특허명칭:

특허증명서 번호:

특허 내용:

갑은 을과 별도로 부차적인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갑 혹은 을이 지식재산권 담당부처에 등록수속을 한다.
다. 기타
6.2. 을은 <상표사용 허가 계약서>의 약정과 <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가
맹점 내에 갑의 사용허가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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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을은 <상표사용 허가 계약서>에 따라 상표, 프랜차이즈표지 등을 바
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상표나 프랜차이즈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
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다른 상표와 함께 혼용해서는 안 된다.
6.4. 을은 갑의 상표, 표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모방, 변형해서
제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6.5. 프랜차이즈표지나 상표의 소유권과 제작권은 갑에게 있기 때문에 계
약 종료 후 갑은 무조건적으로 상표를 회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을에게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6.6. 을은 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상표를 사
용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상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을은 프랜차이즈 지역의 기타 가맹점들에게도 상기의 지적재산권 사
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위임
본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판매한 권리와 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을은
다른 가맹희망자들도 같은 권리를 누리고 상응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 분할지역 가맹본부
을은 지역분할프랜차이즈 지역 내의 제3자가 경영하는 가맹점의 중간프랜
차이즈계약 체결, 가맹점 개업, 가맹점 경영 단일화, 교육, 관리감독, 소비
자와의 분쟁 처리, 광고, 홍보, 판촉, 정보유출, 사업 기밀보호 등에 대해서
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프랜차이즈계약서의 내용을 참
조하도록 한다. (첨부내용 참조)
제9조 계약 위반
9.1. 갑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을은 통지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통지서를 받은 후

일내로 시정해야

하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일 이상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을은 다음의 방법으로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러 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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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갑에게 위약금 ___위엔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의 해지요건에 부합되므로 을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9.2. 을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1일 당 초과 경비의
으로 지불한다.

‰를 위약금

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다.
9.3. 을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통지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통지서를 받은 후

일내로 시

정해야 하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
약

일 이상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갑은 다음의 방법으로 을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여러 개 선택 가능)
가. 보증금에서 제한다.
나. 을에게 위약금

위안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본 계약의 해지요건에 부합되므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9.4. 을의 실수로 제3자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
우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대외 결제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는 추후에 결제를 해도 된다.
9.5. 을이 계약 해지 이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이행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 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9.6. 을의 가맹점 때문에 갑이 손실을 입었다면 을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10조 계약 해지
갑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을은 통지서를 통해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은 통지서를 받은 후

일내로 시정해야 하며

일이 초과 되면 "을”은 서면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갑이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 계약을 위반하고 을에게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제공해주지 않았을 경우
나. 계약을 위반해 계약 체결 전이나 프랜차이즈계약 체결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출 했을 경우
다. 계약을 위반해 가맹사업자가 개업하기 전 혹은 영업 중에 교육과 기
술지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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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표나 기타 프랜차이즈표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상실했을 경우
마. 품질 문제로 고발당하거나 언론에 공개되어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 브
랜드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을 때
바. 브랜드 제품이나 품질 보장 상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을 을에게 강매
하였을 경우
사. 프랜차이즈 제품이나 a/s부품의 배송이

차례 이상 지연 되거나

혹은 이러한 지연사례로 을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아. 생산· 판매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품질 문제가
발생해 품질감독 부처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자. 형사사건으로 고발된 경우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갑은 통지서를 통해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통지서를 받은 후__일 내로 시정해야 하며 일이
초과 되면 "갑”은 서면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을이
통보를 받았을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 계약을 위반하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나. 갑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맹제품과 서비스를 사용
했을 경우
다. 중간 가맹계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프랜차이즈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
라. 관리 서비스 등의 문제로 고발당하거나 언론에 공개되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마.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기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전한 경우
바. 비즈니스 기밀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
사. 고의적으로 갑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
우
아. 형사사건으로 고발된 경우
제11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11.1. 계약 종료 후 을은 위임 받았던 가맹점에서 상표, 가맹표지, 기타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된 표지 등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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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을은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___일 내에 갑이 제공했던 모든 물품들
(문서, 문서의 복사본, 복제품 포함)을 반환한다.
11.3. 갑이 접수한 것 외에 가맹점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외부, 실내 디자
인, 인테리어, 컬러, 공간 디자인, 가구, 설비, 제품에 사용했던 상
표, 표지 및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표지들을 교체하도록
한다.
11.4.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

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12.1. 계약의 일방이 불가항력이나 자신의 과실이 아닌 다른 문제로 본
계약의 부분 및 전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건 하에서 필요한 부가방법을 취한다.
12.2.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정황을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을이
순조롭게 제3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갑은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을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가맹 계약에 필요한 상표, 상호, 특허, 기타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발
생한 중대변화와 고소, 고발 관련 사항 등 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나. 갑의 가맹점 개업현황, 가맹점 경영 단일화, 관리감독, 교육, 소비
분쟁 해결, 광고, 홍보, 판촉, 정보 유출, 비즈니스 기밀보호 등과
관련 된 정보
다. 을이 가맹점을 모집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
제14조 기타 규정
14.1. 본 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처리는 기타 조항 및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2. 연락 및 문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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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문서, 회신을 보내거나
기타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하며 등기나 직
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주소지는 본 계약에 명시한 상대방의
주소 혹은 본 계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변경이 통지된 주소로 한다. 등
기로 보낼 경우 발송 후 7일(소인 날짜 기준)째 날을 수령일로 하며 직
접 전달할 경우 상대방이 날인한 시점을 수령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문서를 이하의 연락처를
통해 교환할 것에 동의한다. 갑과 을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갑

을

팩스

팩스

14.3. 본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한다.
14.4. 본 계약의 존재, 효력, 이행, 해석, 해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갑과 을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14.5. 본 계약의 부가조건과 부가계약, 경영책자는 계약의 일부로서 본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14.6. 본 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체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계약서 2통을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2통 모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첨부1>
추가 조항
---------------------------------------------(붙이는 선) (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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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가맹지역지도 붙이는 곳>
(붙이는 선)

(계인)

<첨부3>
갑의 <회사법인 영업 허가서> 복사본
---------------------------------------------(붙이는 선)

(계인)

<첨부4>
을의 <회사법인 영업 허가서> 복사본
---------------------------------------------(붙이는 선)

(계인)

<첨부5>
갑의 <상표등록증> 복사본
----------------------------------------------(붙이는 선)

(계인)

<첨부6>
갑의 <특허권>과 기타 권리 증명서의 복사본
----------------------------------------------(붙이는 선) (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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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해시 프랜차이즈 계약서(표준양식)
중국 프랜차이즈가맹 표준약관 예시
초안작성:상해체인가맹상업협회(上海連鎖加盟商業協會),상해시공상행정관리
국(工商行政管理局)

계약서 설명
1. 본 계약서 내용은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商業特許京營管理辦
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제정한 표준서식으로, 계약 조항은 제시
적 성격을 띠며 본 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가맹사업권 당사자 간 약정에 제
공된다.
2. 계약자 쌍방의 자의적 계약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빈 칸
으로 남김으로써 쌍방이 자체적으로 약정하거나 약정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계약이 체결, 발효된 뒤에는 쌍방이 수정되지 않은 본문의 인쇄내
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약관 중 계약자가 선택하거나 기입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쌍방이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빈칸에 X자로 해당항목
이 제외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3. 본 계약서에서 지칭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이란 계약을 통해 가맹
사업자(프랜차이저, franchisor)가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상표,
상호, 경영모델 등 사업자원을 가맹희망자(프랜차이지, franchisee)에게 부
여하고, 가맹희망자는 계약서 약정에 따라 동일한 경영시스템 아래서 사업
을 하면서 가맹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프랜차이즈는 전문적이고 관련 법률규정이 많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효과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쌍방은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이고 치밀하
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20일 이전에 쌍방은 사실에 부합되고 정
확한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자료와 경영능력 관련 자료를 상대에게 서면으
로 제공해야 한다.
6. 본 계약서 내용은

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서를 사용하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 각 조항의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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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프랜차이즈 계약>
계약서 일련번호:
갑(가맹사업자):

연락처:

주소:
법정 대표:

등록번호:

사업 분야:
을(가맹희망자):

연락처:

주소:
법정 대표:

등록번호:

사업 분야:

쌍방은 자의로 평등과 공평, 성실과 신용의 원칙을 지키며 충분한 우호
적 협상을 통해 프랜차이즈사업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공동으로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계약 조항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이상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표
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프랜차이즈시스템: 갑의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가리키며 그 특징은 상표(서
비스 상표 포함), 상호, 특허권, 전문기술, 제품 경영모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맹점: 을이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존중하겠다고 동의한 뒤 갑의 허가를 얻
어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활동을 벌이는 경영실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 제휴기업 및 회사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
되지 않는다. 가맹점은 독립된 법률주체로서 활동하며 독립적으로 정산
하고 리스크와 이익 및 손실을 직접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된 식별 부호로 상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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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점포 상징), 고유의 외부 및 내부 디자인(비품, 장식, 색깔 배치,
구조, 가구 등), 유니폼, 광고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상표국
(商標局)에 등록된 상표를 의미한다.
특허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國家智識産權局)에 등록된 발명,
실용신안, 외부 디자인 특허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제품: 프랜차이즈 영업표지를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며
원재료, 보조재료, 완성품 및 서비스 품목과 방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매뉴얼: 을이 개업 및 경영하는 가맹점 사업에 지침이 되도록 갑이 제
정한 각종 서면 조작 자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모집 매뉴
얼>, <매장업무 운영 매뉴얼>, <제품 제작 매뉴얼>, <영업 매뉴얼>, <직
원 교육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직접 프랜차이즈: 갑이 가맹사업권을 을에게 직접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을은 본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직영가맹점을 설립해 사업활동을 벌일
수 있다. 갑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사업권을
위임할 수 없다.
지역형 프랜차이즈: 갑이 지정지역 내의 독자적 가맹사업권을 을에게 부여
하는 경우로, 을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직영가맹점을 설립해 사업할 수
있다. 갑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사업권을 위임
할 수 없다.
복합지역형 프랜차이즈: 갑이 지정지역 내의 독자적 가맹사업권을 을에게
부여하는 경우로, 을은 본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직영가맹점을 설립해
사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권을 다른 신청자에게 다시 부여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지역: 갑이 을에게 가맹사업권을 부여한 지역.
영업장: 을이 계약 약정에 따라 가맹점을 설립하기로 한 주소지.
건축물: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제2조 가맹사업권의 부여
2.1. 갑이 보유한 프랜차이즈시스템,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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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본 계약서 약정에 의거해 을에게

가맹사업권을

부여한다.
2.2.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가맹사업권은:
가. 직접 프랜차이즈
나. 지역형 프랜차이즈
다. 복합지역형 프랜차이즈
2.3. 을이 행사하기로 한 가맹사업권은 프랜차이즈 지역 내에서:
가. 독점적이다.
나. 독점적이지 않다.
제3조 프랜차이즈 지역과 영업장
을이 가맹사업권을 행사하기로 한 지역은: 중국
쪽으로

로, 서쪽으로

로, 남쪽으로

성(시)

현(구) 동

로, 북쪽으로 까지다. (첨

부1 <프랜차이즈 지역 부도附圖> 참조)
을은 프랜차이즈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을 앞의 조항에서 기술한 프랜차이즈 지역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서 체결한 가맹점의 주소는

이다.

을은 갑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의 영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비준을 얻은 경우에도 을은 프랜차이즈 지역 내에서만
가맹점의 주소를 바꿀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월

년이며,

년

월

일부터

년

일까지다. 쌍방은 본 계약서의 약정에 의거해 기한을 사전 종료하거

나 연장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개월 전에 갑에
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갑이 동의할 경우 을과 연장계약을 맺는다.
제5조 프랜차이즈비용
5.1. 가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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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에게 가맹비로 RMB

위엔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며 본 계

약을 체결한 뒤___일 내에 지불해야 한다.
본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을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맹비 반환
을 요구할 수 없다.
5.2. 가맹사업권 사용료
본 계약의 유효 기한 내에 을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갑에게 가맹사업
권 사용료를 □매월/□매년으로 선택 지불할 수 있다. 가맹사업권 사
용료를 정액으로 RMB
매상의

위엔을 지불한다. 가맹점의 □당월/□당년

%을 가맹사업권 사용료로 지불한다.

5.3. 보증금
5.3.1. 을은 본 계약의 완전하고 정당한 이행을 위해 계약체결 뒤
내에 RMB

일

위엔을 갑에게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5.3.2. 을이 채무를 정산하지 않거나 본 계약서에 위배되는 정황을 보일
경우, 갑은 보증금에서 직접 정산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을에게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서면통지를
받은 뒤___일 이내에 보증금을 보충하고 채무를 불입해야 한다.
5.3.3. 본 계약이 종료된 뒤 갑은 보증금에서 본 계약서 상 을이 책임져야
할 비용이나 위약금을 정산한 뒤 잔금을 무이자로 을에게 돌려준다.
5.4. 기타 약정비용
5.5. 본 조항에 명시된 프랜차이즈비용은 아래 제

항의 방식으로

지불한다.
□ 현금
□ 수표
□ 은행 계좌이체(갑의 계좌

)

□ 기타
을이 위의 어떠한 형식으로 지불하든 갑은 비용을 받은 뒤에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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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적재산관의 부여와 사용
6.1. 갑은 본 계약서에 따라 을에게 아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가. 상표:
상표명칭:

<상표등록증> 번호:

사용을 승인한 제품이나 서비스 항목:
갑은 본 계약의 부계약으로 을과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며,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내에 □갑/□을이 공상행정
관리부처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나. 특허
특허 명칭:

<특허증> 번호:

특허 내용:
갑은 본 계약의 부계약으로 을과 <특허시행 허가계약>을 "맺어야 하며,
<특허시행 허가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내에 □갑/□을이 지적재산권
주관부처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다. 기타
6.2. 을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의 약정과 <사업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갑
에게서 사용허가를 받은 프랜차이즈 영업표지를 가맹점에 걸거나 부
착해야 한다.
6.3. 을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표나 프랜차이즈 영업표
지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든 상표나 프랜차이즈
영업표지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갑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
에서 기타 상표, 상호, 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6.4. 을은 어떤 한 방식으로든 갑의 상표나 프랜차이즈 영업표지와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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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변형, 약소화된 상표 표식을 제작, 사용, 등록 신청할 수 없다.
6.5. 프랜차이즈 영업표지나 상표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본
계약이 종료된 뒤 갑은 을에게 아무런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6.6. 을은 프랜차이즈의 목적 외에는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도 프랜차이즈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상표나 프랜
차이즈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가맹점 개업
제7조 상호의 사용
갑은 을이

상표를 가맹점 상호로 사용하도록 □허가/□불허한다.

을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갑은 을이 가맹점 명칭변경 관련 등기수속을
진행하도록 승인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사업자격
을은 사업자격에 관한 법률규정 상의 강제적, 금지적 조건에 가맹점이
부합함을 증명해야 하며, <소방 허가증>, <환경보호 허가증>, <식품위생
허가증> 등 관련 허가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제9조 가맹점의 개업 지도
갑은 을이 타깃시장 조사 및 분석, 가맹점 입지 선정, 영업장의 인테리어,
직원 고용 등 가맹점 준비작업 때 필요한 협조와 경영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의 개업 교육
가맹점이 개업하기 전에 갑은 을 혹은 지정된 가맹점 관리책임자를
교육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선발, 근무시킴으로써 을이 독립적으로 가맹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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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프랜차이즈시스템 제공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을에게 프랜차이즈시스템

의 영업을 상징하는 서면자료를 제공해 을이 순조롭게 가맹점을 운영하도
록 도와야 한다. 서면자료에는 사업모델 및 관련 관리제도, 경영모델, 점포
스타일, 매장 배치 방법, 회계시스템, 제품품질 기준, 제품품질 감독제도
및 <사업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제12조 가맹점의 개업시기
을은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개업해야

한다. 단, 갑의 서면동의 얻어 연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가맹점의 개업 조건
가맹점을 개업할 때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 가맹점은 <영업면허>나 <기업법인 영업면허> 및 관련 허가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나. 영업장 건축물 장식이 가맹사업자의 검수합격을 받아야 한다.
다. 을은 개업 전 모든 의무를 본 계약서 약정대로 이행한 상태여야
한다.
라. 가맹점은 <사업매뉴얼>에서 규정한 기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3장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
제14조 을은 갑의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된 표준과 통일성 규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승인 및 동의한다.
제15조 을은 가맹점 운영 시 본 계약서 약정과 <사업매뉴얼>에 규정된 통
일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갑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
에서는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다. 단, 쌍방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제4장 소비자 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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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을은 갑이 통일시킨 서비스와 품질 보장 약속을 준수하고, 자발적
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가맹점에 불만신고전화를 설치하
며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17조 을은 소비자 불만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소비자 권익
을 해친 경우에는 즉시 보상방법을 취해야 한다.

제5장 감독, 교육 및 지도
제18조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통일성과 제품, 서비스 품질의 동일성을 확보
하기 위해 갑은 본 계약서에 의거해 을의 사업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 을은 거래내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보관해야 하며 매월
일에 갑에게 이전 달의 영업 총수입과 실질적인 재무제표를 전달해야 한다.
제20조 갑은 을의 정상적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정기
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을의 사업 활동을 지도, 검사, 감독, 심사해야 한
다. 을은 갑이나 갑이 파견한 감독자가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관해 건
의하고 지도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제21조 갑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을의 거래기록, 회계자료, 납세기
록 등 문건을 검사, 심사할 수 있다.
제22조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 동안 갑은 을이나 을이 지정한 가맹점 관리
책임자에게 매년

차례 이상의 통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프랜차이즈에 필요한 마
케팅, 서비스,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을에게 필요한 도
움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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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광고와 판촉
제24조 갑은 광고를 통해 을에게 판촉 지원을 해야 하며, 이때 법률상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갑은 매번 광고를 하거나 판촉 활동을 벌이기 전에 을이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을에게 보내야 한다.
제26조 을은 프랜차이즈 지역 시장의 특정 지역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자체적으로 기획 및 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갑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받고 갑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한다.

제7장 정보 공개 및 영업기밀 보호
제27조 정보 공개
27.1. 당사자 쌍방은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법> 제4장의 ‘정보 공개’ 관
련 규정에 따라 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및 프랜차이즈 도중에 프랜차
이즈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쌍방에 즉시 공개하기로 약속한다.
27.2.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상표, 상호,
특허 혹은 기타 프랜차이즈시스템 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소송에
연루된 경우 및 기타 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관련정보
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27.3. 갑이 정보를 불충분하게 공개했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해 을에게 경
제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에 가맹
비, 보증금 및 기타 약정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7.4. 을이 정보를 불충분하게 공개했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해 갑에게 경
제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을이 이미
지불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영업기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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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뒤 을과 그 고용인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갑의 영업 기밀을 공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28.2. 을은 필요한 방범방법을 취해 영업기밀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기밀에
접촉하는 직원과 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8.3. 쌍방이 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이거나 본 계약서가 발효되기 전이
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상대가 공개한 모든 정보에 대해 보호할 것
을 약속한다. 쌍방은 별도로 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장 프랜차이즈 제품의 제공과 배송
제29조 프랜차이즈 제품 및 프랜차이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갑 혹은
갑이 지정한 공급상이 제공하는 물품 이외에, 갑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품질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을에게 일부 공급업체를 알선,
선택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공급받도록 을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단, 쌍방이 별도의 약정을 맺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을은 사업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제품을 모두 갑, 혹은 갑이 지정한
공급업체에서 공급 및 배송 받는다. 만일 을이 갑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갑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갑의 서면 승인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매하거나
자체 제작할 수 없다.
제31조 을은 갑에게서 프랜차이즈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갑이 제때 물자를
조달하고 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 팩스, 전화, 이메일로
갑에게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규격을 알려야 한다.
제32조 갑은 을에게서 제품 구매 혹은 설비 보수 요청을 받을 경우 그 날
로부터

일내에 을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제품을 보내거나 전문 인력을

을의 영업장으로 파견해 수리해주어야 한다. 여러 차례의 보수에도 고장
을 수리할 수 없을 경우 갑은 을에게 새로운 설비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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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갑은 제공 및 배송한 프랜차이즈 제품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품질 문제로 을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갑이 보상해야 한다. 을이
이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갑에게 사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을은 프랜차이즈 제품을 갑이 지정한 소매가로 동일하게 판매해야
하며, 임의로 소매가를 낮추거나 높일 수 없다. 단, 쌍방이 별도 계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장 위약 책임
제35조 갑이 본 계약서의 의무를 불이행, 혹은 불완전 이행할 경우 을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은 통지를 받은 뒤

일 이내에 시

정해야 하며, 시일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보증금 액수
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시한이 지난 뒤

일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을은 다음의

방안 중 선택하여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복 선택 가능)
가. 갑에게 RMB

위엔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나. 본 계약서 약관의 해지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6조 을이 기한이 지난 뒤에 본 계약서상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일
일 지연 금액의

‰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이 넘도록 지연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철회하고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37조 을이 본 계약서의 의무를 불이행 혹은 불완전 이행할 경우 갑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통지를 받은 뒤

일 이내에 시

정해야 하며, 시일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보증금 액수
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시한이 지난 뒤

일이 지나

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갑은 다음의 방안 중 선택하여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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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금을 공제한다.
나. 을에게 RMB

위엔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다. 본 계약서 약관의 해지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 을의 과실로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기타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을은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갑이 대외적
보상을 한 경우 을에게 사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을이 본 계약 종료 후의 의무를 불이행, 혹은 불완전 이행할 경우
갑은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모든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장 계약 해지
제40조 갑이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을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은 통지를 받은 뒤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일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
지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결정은 갑에게 통지된 때 효력이 발생
한다.
가. 을에게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운영시스템 전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프랜차이즈 과정 중 본 계약서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 가맹점 개업 전 및 사업 과정 중 본 계약서에 명시된 교육, 기술지
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라. 상표, 혹은 기타 프랜차이즈 영업표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상실
한 경우
마. 제품품질 문제로 불만접수가 폭주하고 언론매체에 공개되어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 기업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경우
바. 을에게 전용 판매품과 프랜차이즈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이외
의 다른 물품을 공급 받도록 강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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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랜차이즈 제품의 배송이나 설비 보수가 여러 차례 연속 늦어지거
나 프랜차이즈 제품 배송이나 설비 보수의 지연으로 을이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아. 생산 혹은 판매한 프랜차이즈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어 품질감독부처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
자. 형사범죄로 고발된 경우
제41조 을이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갑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통지를 받은 뒤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일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갑은 서면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
지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결정은 을에게 통지된 때 효력이 발생
한다.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넘도록 개업 여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개업하지 않은 경우
나. 관련 비용을 본 계약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다.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非)프랜차이즈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의로 판매 혹은 제공한 경우
라. 갑이 마련한 초기, 혹은 후속 교육 참가를 거절한 경우
마 관리 및 서비스 문제로 불만접수가 폭주하고 주요 언론매체에서
비난을 받음으로써 프랜차이즈시스템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사. 영업 기밀을 침해(누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한 경우
아.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혹은 오도 가능한 정보를 고의로 갑에게
진술한 경우
자. 형사 범죄로 고발된 경우

제11장 계약 종료 후 쌍방의 권리와 의무
제42조 본 계약이 종료되면 을은 상표,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및 프랜차이
31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표식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제43조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문건 및 그 복사본, 모

든 복제품 등 본 계약 이행을 위해 갑이 제공한 모든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
제44조 갑이 수령한 것 이외에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영업장의 모든 프랜
차이즈시스템에 사용한 내외디자인, 비품, 장식, 색깔 배치, 구조, 가구,
설비를 대체하거나 앞에 서술한 용품에 부착된 상표, 영업표지 및 기타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표식을 제거해야 한다.
제45조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 비용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제46조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이며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일부 손실을
가져오거나 본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약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한 필요한 보상방법을 함으로써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47조 불가항력을 겪게 된 일방은 최대한 빨리 사건의 정황을 서면으로
상대에게 알려야 하며 사건이 발생한 뒤 합리적 시간 안에 본 계약의 이행
불능, 혹은 부분 이행 불능 및 이행 연기의 필요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기타 약정
제48조 본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 해도 기타 조항 및 본 계약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9조 연락처 및 전달방법
계약자 일방은 본 계약서 규정대로 상대방에게 문서, 답변을 보내거나 기타
모든 연락을 취할 경우 반드시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등기우편
혹은 직접 송달의 방식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상대방 주소 혹은 상대가
본 조항의 방식으로 변경 통지한 주소로 보내야 한다. 등기우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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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한 뒤(우편소인 기준) 제7일을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로 간주하고, 직접
송달의 경우에는 상대가 수령한 때를 송달된 날로 간주한다. 쌍방은 본
계약서 및 약정 처리에 관련된 문건을 아래의 연락방식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기로 동의하며 갑을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갑

을

팩스

팩스

제50조 본 계약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51조 본 계약의 존재, 효력, 이행, 해석, 종료와 관련된 분규가 발생할
경우 갑을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한 방식을 선택해 해결한다.
가.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기소한다.
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제52조 본 계약서의 첨부, 부계약서(있을 경우), <사업매뉴얼>은 본 계약서와
분할할 수 없는 구성부분이므로 본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본 계약서는 쌍방이 날인한 뒤 효력이 발생되며, 2부를 작성해 각
기 1부씩 보관하며 둘 다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첨부1>
보충 조항

(붙이는 곳) (접어서 날인하는 곳)

<첨부2>
<프랜차이즈 지역 부도(附圖)>
(붙이는 곳) (접어서 날인하는 곳)

32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첨부3>
갑 <기업법인 영업면허> 사본

(붙이는 곳) (접어서 날인하는 곳)
<첨부4>
을 <기업법인 영업면허> 사본

(붙이는 곳) (접어서 날인하는 곳)
<첨부5>
갑 <상표등록증> 사본

(붙이는 곳) (접어서 날인하는 곳)

<첨부6>
갑 <특허증> 혹은 기타 권리증명서 사본

(붙이는 곳) (접어서 날인하는 곳)
(본 페이지는 서명 페이지로 본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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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제상업회의소(ICC) 중국 국가 위원회-프랜차이즈 계약서
표준서식
회사 소재지:
회사 대표:
이하 ‘가맹사업자’:
회사 소재지:
회사 대표:
이하 ‘가맹희망자’:

제1장 서문
계약자 쌍방은 아래의 사항에 동의한다.
제1조 목적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통해 아래 제품(서비스)을 상
품화해 사업(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혹은 본 계약조항에 의거
해 건축물 안과 제4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프랜차이즈협정을 집행한다.
제2조 가맹희망자의 법적 지위
2.1.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명의와 자기 비용으로, 독립된 상인으로서 활
동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상인과 동일한 법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자격과 관련된 법규 및 사회적, 재무적, 상업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독립된 상인으로서 가맹희망자는 모든 위험부담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모든 이익을 취할 수 있다.
2.2.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의 대리인, 매매대표가 아니며 고용인이나
동업자도 아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의 중개대리인이 아니므
로 가맹사업자의 명의로 계약하여 제3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 부담, 의무 이행을 가맹희망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3조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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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
게 다음 조항의 권리를 부여한다.
가.

로 대표되는(묘사 첨부) 스타일을 사용할 권리,

에

의거해 등록된 제품(서비스)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특허로
등록된 제조기술을 사용할 권리)
나.

명칭 표지를 사용할 권리

다. 본 계약서의 첨부문건에서 규정한 전문기술을 열람 및 사용할 권리
라. 도입 및 사업 과정에서 가맹희망자가 기술, 상업, 법률, 사업수익
상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과 제6장에 규정 명시
마. 가맹사업자가 제조한 (지정한 공급업체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
사용할 권리
제4조 지역
가맹희망자에게 부여된 프랜차이즈 권리는 본 계약서 첨부3에 명시된
소재지와 건축물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건축물의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독점성
5.1. 본 계약기간 동안 제4장의 소재지에 대해 가맹사업자는 다음을 약속
한다.
가. 본 프랜차이즈의 전체, 혹은 일부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나.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프랜차이즈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며 유사
한 방법으로 본 프랜차이즈 범주에 속하는 제품(서비스)을 판매하지
않는다.
다.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본 프랜차이즈 범주에 속하는 제품(서비스)
을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법률적 혹은 사실적으로 가맹사업자
를 규제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규제를 받거나 그와 공동으로 규제를
받는 개인 또는 회사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한다.
5.2 본 계약기간 동안 가맹사업자는 제1조에 명시된 건축물에서 독자적
으로 프랜차이즈를 해야 하며, 제4조의 규정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범주에 속하는 제품(서비스)으로 고객을 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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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한
본 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발효되며 기한은

년이다.

본 계약은 가맹사업자 혹은 가맹희망자가 첫 시한, 혹은 각 연장 시한이
만료되기 최소

달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연속

년 간 자동

연장된다. 등기우편 혹은 기타 서면 송달 방식을 통해 통지 수령일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다(이 날짜로 통지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사인한 날부터 발효되며, 기간을 확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각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월에 통지하지 않고, 등기우편 혹은

기타 서면 송달 방식으로 통지 수령 일을 대신 확정할 수 있다(이 날짜는
본 통지기간의 첫날이 된다).

제2장 총 칙
제7조 선의
계약자는 본 계약을 선의로 해석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최선을 다해야
하며, 쌍방 모두 신중하고 충실하며 협조적으로 임해야 한다.
계약자 쌍방은 계약 범주 내에서 양 측의 관계가 협력관계임에 동의한다.
상기 조항은 실질적인 책임으로 연결된다.
제8조 국가 법률 준수
가맹희망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9조 가맹사업자의 품질 기준
가맹희망자는 제1조에 명시된 제품(서비스)을 판매(제조)할 때 가맹사업자
네트워크상의 상표 이미지 조건에 완전히 부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맹희망자는 특별히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9.1. 건축물
9.1.1. 가맹희망자는 비품과 건축물 장식 및 제품(서비스) 외관에서 본 계
약서 첨부4 가맹사업자 규격에서 규정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늦어도 계약체결일까지 가맹사업자는 대략적인 인테리어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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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추산해주어야 한다. 이 대략적인 예산비용은 가맹
희망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보충 설치, 개조 등으로 상기 규정에 중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가맹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9.1.2. 가맹희망자는 본 계약서 첨부4 가맹사업자 지시를 준수하는 동시
에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건축물을 완전하게 유지, 보수해
야 한다.
9.2. 권리 부여
9.2.1. 가맹희망자는 명시된 조항에 따라, 또 그 범위 내에서 제3조에
규정된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사용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제1조
에 명시된 제품(서비스)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이 종료된 뒤에
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9.2.2. 가맹희망자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가맹사업자가 가
맹희망자의 사용을 승인한 점포 표지를 포함해 프랜차이즈임을 밝
히는 표지를 건축물 내외에 부착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로부터 사
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제2항의 적용에 관
계없이 기타 분명한 구성요소를 부착할 수 없다. 비용은 가맹희망
자가 부담하며 보험비, 유지보수비, 관련 세금(있을 경우)도 가맹희
망자가 부담한다.
9.2.3. 가맹희망자는 모든 통신, 영수증 및 그 활동 중에 활용되는 비즈
니스와 광고 문건에서, 또한 상업적 물건과 건축물에서 ‘
’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계약자는 또한 자신의 회사
명칭 및 기타 법적 신분을 표시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자와 가맹희
망자 사이에 혼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맹희망자의 신분은 가
맹사업자의 명칭, 표기 혹은 표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없다.
9.3. 고객 이미지
네트워크 상호와 상표에 대한 고객 이미지를 존중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는
가. 프랜차이즈 활동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습관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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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6.1조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제1조에 명시된 제품
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수요를 즉시 만족시켜야
한다.
다. 수적, 질적으로 직원을 충분히 고용하며, 직원들의 용모 및 고객과
의 관계가 가맹사업자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 기준은 본 계약
서 첨부2인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라. 물품(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
다. 특히 규정된 시간 내에 공급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마. 제11조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네트워크 상호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품(서비스)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바. 자체 제정한 광고계약은 사전에 가맹사업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해야
한다. 동의는 광고의 성격에 국한되며 광고가격 등 판매조건은 포
함되지 않는다.
사. 본 계약서 첨부2에 규정된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서비스)
을 공급했을 경우 즉시 교환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아. 가맹희망자는 고객의 불만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9.4. 비즈니스 방식
9.4.1. 제5장과 제6장에 명시된 기술, 비즈니스, 관리의 각도에서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가 확립한 비즈니스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제1조에 명시된 제품(서비스)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사용할 수 없다.
9.4.2. 네트워크상의 공동 신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는
제9.4.1조의 범주를 벗어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가맹사업자의 도움과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9.4.3. 가맹희망자는 제16.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광고 및 판촉활동을
벌여야 한다.
9.5. 감사 절차
9.5.1. 가맹사업자는 매 분기

차례씩, 정상적인 영업일과 업무시간 내

에 가맹사업자 건물에 충분히 도착하도록 최소 48시간 전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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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사를 통지(선정일)한다. 이로써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본 계약서 각항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가맹
사업자의 요구와 전문가(회사 회계감사, 변호사……)의 협조 속에
가맹희망자의 상황에 대해 재무, 법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혹은 기타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제시
한 문제에 답하거나 자발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제출할 때 완전하
고 충실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협력해야 한다.
9.5.2. 가맹희망자는 기업 비즈니스, 재무, 기술 상황과 관련해 요구받은
자료 전부를 최대한 빨리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
(년, 분기등등)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에게 아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회계재무제표>
……

그 밖의 자료의 경우, 가맹희망자는 매 달 마지막 날에 가맹사업자에게 회
계문건을 제출해 가맹사업자가 제14조에 규정된 정기비용을 확정하도록 한다.
제10조 가맹사업자 보호 권리
10.1. 가맹희망자는 상표의 침해나 남용, 상업명칭이나 기타 약칭 및 모든
권리 침해 행위나 부정당한 경쟁 상황을 즉시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10.2. 가맹희망자는 소송에서 성공적 결과를 얻도록 법률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도움을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도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희망자(혹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전에 서면통지 후 가맹희망자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유용
한 법률적 절차를 밟아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확인시켜야 한다.
소송 절차에 관련된 비용은 가맹사업자(혹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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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쟁 불허
11.1. 가맹희망자는 본 계약서 제4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독립적 혹은 고용자로서 자기 자신 혹은
제3자의 명의로 유사한 사업활동을 벌이며 본 계약서 조항의
제품을 판매한다(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경쟁사에 금융적 지원을 하거나 투자하며, 이와 같은 지원이나
투자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맹희망자가 11.1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계약 배상금

을 지불해야 하며, 어떠한 사전 통지도 필요 없다.

11.2. 만일 가맹희망자가 비경쟁 회사를 열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1.3.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든 제1조 내용은 1년 간 계속
적용된다.
제12조 기밀
12.1. 가맹희망자는 가맹희망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정보의
형식과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기밀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기밀정보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 본 계약이 체결된 날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정보 혹은 가맹희망자
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님에도 공개된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날 혹은 그 전부터 이 정보를 가지
고 있었고, 본인이 이미 갖고 있던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나. 공개할 권리를 지닌 제3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준 정보
12.2.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에게서 얻은 기밀정보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
로 제3자에게도 전달할 수 없지만, 직원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본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경우는 제외한다.
12.3. 가맹희망자는 그 자신이나 부하 직원들, 본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다
른 사람이 본 계약 규정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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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법률적 혹은 실질적으로 가맹희망자를 규제하거나, 가맹희망자의 단
독 혹은 공동 규제를 받는 개인 혹은 회사는 모두 본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12.5. 본 계약을 이행하는 직원은 상기 12.2조에 따라 정보를 모을 때 본
계약의 존재와 여기에 명시된 정보의 기밀사항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본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직원이 정보를 얻기에 앞서
기밀정보의 비밀성과 사용금지 의무를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처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고용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밀유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맹사업자는 직
원 혹은 기타 관련자에게 직접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맹희망자는 그 직원이 누설 혹은 사용한 기밀
정보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심지어 그들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뒤나 직원이 이직한 이후에도).
12.6. 기밀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기밀정보를 누설, 혹
은 사용할 수 없다. 기타 다른 목적의 계약 유효기간 및 종료 후에
도 마찬가지이며, 종료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본 조항은 또한
제28조에 명시된 양도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제3장 로열티(프랜차이즈 사용료)/가격
제13조 초기 비용
가맹희망자로서의 신분과 가입 권리를 얻기 위해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
에게

상당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본 계약서에 사인할 때

수표로 지불한다. 한 번에 모두 지불하는 이 금액에는 가맹사업자가 프랜
차이즈(협조, 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혜
택이 포함되며, 제1조에 명시된 제품(서비스)의 공급 비용과 제9.1.1조에 명
시된 가맹희망자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 분할 납부
14.1. 본 계약에서 받은 혜택의 대가로 가맹희망자는 매 달(혹은 매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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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거래액의

%을 가맹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며, 거래액은

상품 인도와 대금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가맹희망자가 고객에게 지
급한 명세서 총액으로 계산한다.
명세서 금액인 실제 가격(현금 할인 이외의 모든 할인을 이미 공제
한)은 모든 부가비용(예를 들어 포장, 운송, 보험 등)과 수입관세, 혹
은 기타 세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이나 관세, 혹은 기타 세금은
영수증에 별도 표기된다.
거래액은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지급한 명세서 금액으로, 상
품 인도와 대금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관세와 기타 세금이 포함
되지 않는다.
14.2. 가맹사업자는 제9.5.2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기반
으로 매월(분기) 말

일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

맹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에 적힌 특정 화폐와 동일한 화폐로 지불
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일의 가장 높은 환율로 계산한다. 가맹사업
자 본부는

가 지불 업무를 처리한다.

14.3. 6개월 기한(년)의 모든 로열티 총액은

프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 최저 금액은 본 계약서를 체결한지 1년이 될 때마다 아래
지수에 따라 조정되며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경우 가맹
사업자는 6개월마다 고정된 형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14.2조에
따라 지급한다.
14.4.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채무 금액에 대해 매월

가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사전에 서면 통지할 필요 없다.
14.5.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은행인

(국제적 공신력

을 지닌 은행)에서 가맹희망자가 본 계약 규정에 따라 의무 지급할
전체 금액에 대한 공동책임담보를 받아야 하며 그 상한금액은
이다.
본 계약이 체결된 뒤 늦어도
은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브랜드와 상표(특허)

33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일내에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에게

제15조 독자(비독자) 사용권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서 제3조 규정과 제4조 지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
맹희망자에게 브랜드와 상표(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비독자적
권리)를 부여한다. 단, 이 사용권은 제1조에 규정된 제품(서비스) 판매에 국
한된다.
제16조 가맹사업자의 의무
16.1. 가맹사업자는 다음을 보증한다.
가. 제3조에 명시된 브랜드와 상표는 본 계약서 첨부5의 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등기는 프랜차이즈 보유비를 제때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나. 가맹사업자는 브랜드, 상표의 소유자(사용권 보유)로 가맹희망자에
게 사용권을 부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본 계약에 규정된 지
역 내에서는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라. 계약 체결 시 브랜드나 상표 소유권에 관련된 행동에 제3자의 불만
이나 주장이 없으며 앞으로도 예상되는 행위가 없다.
16.2.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 기간과 프랜차이즈 종료 전에 일시적으로 아
래를 빌려줌에 동의한다.
가. 브랜드나 상표 간판 혹은 표지는

크기로 사용하고, 첨부4에 규

정된 조항에 따라 사무동 바깥에 브랜드 혹은 상표의 내부 명의가
잘 보이게 세워둔다.
16.3. 가맹사업자는 국내외에 브랜드나 상표를 선전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이 광고에서 소득을 얻도록, 특히 가맹
희망자 업무가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
희망자에게 매년 1회씩 광고기획 및 광고활동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광고활
동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광고활동이 시작될 때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자
료를(간판, 소책자, 기념품, 프래카드, 카탈로그, 샘플 등) 최대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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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제공해야 하며 비용은 모두 가맹사업자에 부담한다.
제17조 가맹희망자의 의무
가맹희망자는 본 계약서 제9.3조에 규정된 지역 내에서 브랜드와 상표를
선전해야 하며 매년 예산 가운데 최소

프랑을 이 의무이행에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협조
쌍방은 브랜드와 상표의 대중 지명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

제5장 전문기술(기술노하우)
제19조 비독자적 사용권
본 계약서 첨부2 ‘

’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관련기술을 습득하고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0조 가맹사업자의 의무
20.1.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의 초기, 후속 교육을 보증한다.
가. 모든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 및 그 직원을
교육시켜 각 조항 및 네트워크상의 기술, 금융, 상업 및 관리 절차를
숙지토록 한다. 교육은 총

일이며 가맹사업자가 날짜와 장소를

통지한다.

가맹사업자가

교육

구성비용은

부담하지만

출장비와

숙식비는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
나. 본 프랜차이즈의 유효기간 동안 가맹사업자는 연도를 기준으로
월에 한 번씩

일짜리 교육 세미나를 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와

관련 직원들을 참가시킨다. 세미나는 가맹사업자가 결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을 구성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출장비와 숙식비는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

33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다.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요구하고 가맹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프로젝트연구반을

구성하며

날짜와

장소는 가맹희망자가

정한다.
20.2. 초기교육 기간 내에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

’ 문건

전체 및 가맹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성실하게 이러한 자료와 문건을 사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동안 최소한 매달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
하며,

이때

비용은

차례(매 분기)

’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설해야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로써

모종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해설하고, 가맹사업자와 기타 가맹희망자의
경험을 소개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상술한 해설 혹은 경험담의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
20.3. 가맹사업자가 시행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즉시 서면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늘, 매년

차례 이상 가맹희망자에게

매뉴얼의

모든 수정사항을 전달하고 새로운 판본의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항상 최신 판본의 매뉴얼을 지니고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모두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1조 가맹희망자의 의무
21.1. 가맹희망자는 제20.1조 및 제20.2조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서
얻은 전문기술 및 제20.3조의 혁신사항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
21.2. 가맹희망자 및 그 직원은 제20조 조항에 따라 마련된 필수 초기교육
에 참여해야 한다.
21.3. 가맹희망자는 네트워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프랜차
이즈를 벌이면서 얻은 경험을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는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전문기술의 사용상황
을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조항은 필연적인 변동사항까지 포함하며 이는 모두 가맹사
업자에게 적용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기술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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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러한 정보가 비밀임을 통지하고 가맹희망자는 기밀보호와 정
보의 비사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또한 기
밀계약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가맹사업자가 직접적인 행
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증 받는다.

제6장 협조
제22조 협조
가맹사업자는 아래 조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2조에서 규정한 비즈니
스, 법률, 관리 및 기술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가맹사업자의 의무
23.1. 가맹사업자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시작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 시장분석
나. 가맹희망자에게 구조, 매장 인테리어, 제품(서비스) 전시 표준 등이
포함된 설명서와 업무 전개를 위해 갖추어야 할 목록을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인테리어 직원 한 명을 파견해 그 배치를 진행한다.
다. 가맹희망자에게 표준 인테리어 조항을 제공하고 가맹희망자가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안한다.
라. 가맹희망자에게 최저

예산의 매장 개업광고를 제공해주고, 프랜차

이즈를 전개하기 위해 진행하는 가맹희망자의 모든 광고 선전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23.2. 본 계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
다.
가. 가맹희망자의 사업, 법률, 기술, 관리 방면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나.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가맹희망자들이 그 이전 해에
거둔 결과 및 그 예상판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다. 최소 1년마다(2년마다) 한 번씩 시장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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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년 동안 최대

일 간 자비로

프랜차이즈 활동 책임자를 파견해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제7장 제품 공급
제24조 공급의 의무
프랜차이즈의 목적을 위해 가맹사업자는 아래 조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
게 제1조에 명시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가맹사업자의 의무
25.1. 가맹사업자는 주문서를 받은 뒤 최대

일 이내에 가맹희망자의

제품 주문을 실현해야 한다.
25.2. 제1조에 명시된 물품은 아래의 구속을 받는다.
가. 판매조항(명확히 적용되는 무역용어통칙)의 내용과 본 계약서
<첨부6> 추가 안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정의와 해석을 따른다.
나. 가맹사업자의 일반적인 판매조항 내용은 <첨부7>을 참고하지만
상기 조항 및 본 계약서 약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26조 가맹희망자의 의무
26.1.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혹은 특정 공급상

)로부터 배타적

으로 상품을 받아야 한다.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맹사업자
는 정가가 최소

프랑 이상의(매1년마다, 이후 매년 14.1조에 규정된

연간 생산액의

%로 계산) 재고를 확보, 유지해야 한다. 이 가치는

가맹희망자의 구매품 총가치에서 부가가치세, 커미션 및 가맹사업자가
부여한 할인을 공제한 뒤의 가치로 정한다.
26.2.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그 최저
총액은 아래와 같다.
제1년

프랑

제2년

프랑

이 수량은 가맹사업자의 영수증을 참조해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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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장려금, 커미션, 할인은 공제해야 한다.
26.3. 가맹희망자는 최소한 제14.1조에 규정된 제1년 연간 생산액의
%를 확보해야 하며 이후 매년

%씩 늘려야 한다(가맹희망자가

상응하는 연도에 최저 백분율을 초과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초과부분
%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 할인은 가맹사업자가 재무연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일내에 가맹희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매년 쌍방은

다음 해의 판매목표를 결정하고 가맹희망자는 각종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이 설정목표액을 달성해야 한다.
26.4. 가맹희망자는 늦어도 매 분기 마지막 업무일에 가맹사업자에게 다음
3개월의 예상 주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예상수량과 최소
30% 차이가 나는 주문의 경우 실현시킬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5. 독립된 상인으로서 가맹희망자는 자유롭게 판매제품의 재매가격을 확
정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채택한 가격 및 관련 확정가격의 모든 변
화(할인, 커미션……)에 준비하도록 가맹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
다.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재매가격을 추천해야 한다. 가맹희망
자가 이 추천을 따르지 않아도 위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정책과
광고 선전 측면의 조화를 위해, 가맹희망자는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최
대한 이 추천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 네트
워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커미션이나 할인을 주어서는 안 된다.
26.6. 가맹희망자는 자유롭게 제품의 재매조건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고
객에게 본 계약서 첨부2 매뉴얼에 명시된 가맹사업자의 담보를 제공해
야만 한다.
26.7. 가맹희망자는 자체 비용으로 첨부8의 규정에 따라 첨부8

매뉴얼

에 규정된 관련금액의 보험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본 계약서에 서명한
뒤 늦어도

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보험증서 및 보험료를 납입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언제든 보험료 지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보험증서에 조항을 두어 보험
사가 가맹사업자에게 미납 보험료 상황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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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계약의 양도와 하청업체
제27조 가맹사업자의 양도와 하청업체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서 중의 개별 혹은 모든 의무를 양도하거나 하청줄
수 있다.
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양도 혹은 하청을 가맹희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분명히 동의해야만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와
통지일(등기우편의 도착날짜를 고려해야 한다)에 존재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 책임질 수 있다.
제28조 가맹희망자의 양도와 하청업체
28.1. 본 계약은 가맹희망자의 자체 상황을 고려한 뒤 체결된 것이므로 가
맹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가맹희망자는 무료, 혹은 기타 방식으
로 제3자에게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전부 혹은 일부 권리와 의무를
양도 혹은 하청줄 수 없다.
제3자를 고려한다면, 제3자는 가맹희망자를 규제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공동으로 규제 받는 개인 혹은 회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28.2.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에게 후보자의 정확한 주소와 거래조건 및
가맹사업자가 요구하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가맹사업자
는 가맹희망자의 양도 요청을 받은 뒤

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결

정사항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야 한다.
28.3. 본 계약의 성질 상, 거론된 후보자와 거래조건을 심의하는 모든 권
한은 가맹사업자에게 있다. 양도 제의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보자에
게 자체 경비로 가맹희망자의 과거 혹은 앞으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라고 할 수 없다. 하청 제의 때에는 반드시 후보자에게 제12조에
명시된 기밀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8.4. 가맹사업자가 양도를 동의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가. 계약이 성립된 뒤

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고정된 액수

프랑을

지불해 가맹희망자가 교육 및 협력에 소요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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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도한 날부터 1년 동안 제4조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제11조 경쟁 불
가 조항을 준수한다.
다. 가맹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통지(수령일을 고려해야 한다)하기
전까지의 모든 의무에 대해 가맹희망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진다.

제9장 계약 종료
제29조 불가항력
29.1.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의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어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비즈니스 혹은 생산적 관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사건으로 이행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이란 한쪽
당사자의 의무 이행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쟁,
자연재해, 정부행위, 사회소요(파업, 봉쇄……)가 포함된다.
29.2.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불가항력을 인용한 당사자는 반드시
일 이내에 서면 형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나 전보의 방식으로
상대편 당사자에게 이 사건의 발생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국가 간에 모든 통신방식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하
며, 이러한 상황 하라면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
다. 만일 상술한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본 조항에서 규정한 이익을
계속해서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이라고 말한 당사자는 모든 필
요한 방법을 취해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줄여야 한다.
29.3.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이 1달 이상 지속될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등기우편으로

일에 본 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0조 만기 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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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가맹사업자 혹은 가맹희망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등기우편으로, 어떠한 의무 통지도 없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5. 가맹 대리인 경영계약서
갑
법인대표
주

소

우편번호

을
대

증명서번호
표

신분증번호

쌍방의 우호적인 합작관계를 촉진하고 각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갑을 쌍방 각자의 우세를 발휘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평등, 자원(自愿)의 원칙하에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한 및 대리비용
갑은 을이
을은 갑에

대리상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
성

시(현)

구에

대리상 개설을 신청하며,

일차적으로 대리합작비용 _____위엔인민폐, 물품대금

위엔인민폐를

현금 계좌이체로 갑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다.
을은 갑의 마케팅, 운영 서비스 시스템를 인정하고 자원에 의해
대리 합작인이 된다.
쌍방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1. 을은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 경영활동을 진행해서는 아니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갑은 을의 해당 지역 독점 전매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 후
을의 월간 판매량은 ____대 이하여서는 안되며 연속 한 분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2개월간 물품을 조달받지 않을 시 갑은 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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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대리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을의 판매금액이 누계로 ____위엔에 달하면 대리비용을 반환하고 후속
조달부분은 _____% 반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한다. 을의 판매금액이 누계
로 ________위엔에 달하면 광고비________위엔을 장려금으로 반환한다.
3. 을이 산하에 분점 설립 및 계약 후, 해당 분점의 계약서 원본 1부, 상세
한 주소 및 전화번호, 사장의 1촌(3cm) 사진(2장)을 특급우편으로 갑에
송부한다. 갑은 이를 수령 후 직접 연락,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권리를
부여하는 증명서를 을에게 송부한다. 을 및 을의 분점은 갑이 권리를
부여한 점포 내에서 갑의 브랜드가 아닌 다른 제품을 경영해서는 안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소멸됨과 동시에 갑은 A/S를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이다.
4. 총 비용은

위엔이다. 비용이라 함은 갑이 수취한 대리합작기간

브랜드 사용료 및 관리비, 이 밖에 갑이 을에 배송한 차체, 타이어, 유
리세정제 각

kg , 총

전용 타월(대)
부 서비스카드

kg; 세정제 스프레이용기

개, 타월(소)

개 홍보포스터

개 유니폼

벌

장 홍보용 전단지

매, 롤스크린 전자 홍보문서 1세트 및 운영관리 교

육자료 등이다.
상기 가격은 잠정 가이며 가격변동률이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갑은 사전 1주 전에 을에 통보하도록 한다.
지불과 조달방식:
1. 을은 물품대금을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불하거나 갑이 지정한 은행계
좌에 송금해야 한다.
2. 갑은 을의 물품대금 전액을 수령 후 다음날 물품을 발송하며 양이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 2~5일 내에 발송한다. 화물보험료는 갑이 부담하고 기
타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갑은 제품품질, 수량에 대해 담보하며 기한 내에 을에 교부하도록 한다.
을은 물품 인수 당일 검수하고 갑의 물품배송부에 통보한다.
제2조 갑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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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의 통일된 기준과 요구에 따라 마케팅전략을 제정하고 목표

시장 확정, 지역계획 진행, 을에 대한 관리 및 을의 경영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을이 경영부실의 경우 갑은 그에 대
한 서비스운영의 라이센스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무료로 을을 협조
하여 전문 경영자를 훈련하고 규범화한 경영 지도를 한다.
2. 판촉안 및 최신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광고기획 및 각 방면의 광고지원
을 진행한다. 갑은 을의 장소를 이용해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
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외홍보에서 갑은 을을 전략적
합작 파트너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 판매홍보책자 또는 사
이트에 사용할 수 있다.
3. 갑은

브랜드의 관리자로서 국내의 어떠한 뉴스원고에든 서비스회

사와의 합작관계 성립에 대해 성명 및 관련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3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통일적인 기술과 운영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경영 노하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제때에 을에 시장정보
를 전달해야 한다.
2. 을과 갑은 합작 후 갑이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을에 부여하고

을에 상응한 수량의 전문 이동세차설비 및 세정제를 배송하며 풀세트
의 시장활동 자료, 훈련자료, 성공적인 시장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함으
로써 을을 협조해 시장을 개척하고 관리를 규범화한다.
3. 갑이 관련 비용을 조절하거나 또는 관련 홍보활동을 조직할 경우 제때
에 을에 통보해야 한다. 갑은 을에 시장가보다 낮고 품질이 우수한
등 소모재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갑의 신제품이 출시되면 을
에게 우선 제공해 사용토록 한다.
제4조 을의 권리
을이 개설한 서비스점에 대한 소유권과 자주경영권을 갖는다.
1. 합작기간, 을은 서비스 소재지에서의 갑의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2. 을은 갑과의 부가협의서 체결을 전제로,

브랜드를 이용해 대리점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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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갑의 관련 업무, 서비스, 제품을 대리한다.
3. 을은 갑과 함께 관련 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4. 대외홍보활동에서 을은 갑이 권한을 부여한 상황에서 갑을 그의 후원
회사 등과 유사한 자료의 리스트에 밝힐 수 있다.
제5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서비스회사로 반드시 충실하게

브랜드를 수호해야 하며

갑의 브랜드에 대한 관리 요구에 따라 갑이 제정한 기준에 의해 고객
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갑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 명의의 서비스 내용을 임의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

브랜

드의 보호를 위해 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서 개인사업자(个体户 또는 회사를 등록하고 본 협의서 체결일부터 30
일내에 영업허가증을 갑에게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2.

브랜드이미지를 위해 을은 대외홍보 시 반드시 갑이 지정한 브랜
드 로케이션 기준에 따라 홍보해야 하며 임의로

브랜드의 대중 이

미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을이 대규모의 홍보활동을 개최하거나
또는 매체를 이용해

브랜드를 대외 홍보할 경우 모든 홍보자료는

반드시 사전에 갑에 송부, 본사의 검토를 거쳐야만 홍보할 수 있다.
3.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 만일 을이 하기와 같은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의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사 조사 결과 을이 서비스한 고객 만족도가 80%이하의 경우
2. 고객의 불만신고가 누계로 10회/월이거나 40회/6개월의 경우
3. 을이 5개월 내에 확보한 계약고객수가 200개 이하의 경우
4. 을은 대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상경영에 필수적인 조건과 요구에
부합돼야 하며 갑의 경영관리를 수락해야 한다.
5. 을은 경영과정에서 반드시 갑의 경영이념에 따라야 하며 비정기적으
로 갑에 시장정보를 피드백 및 제안하도록 한다.
6.

브랜드의 제2단계 건설(즉 세차체인 제일의 브랜드에서 자동차
일체화서비스의 선도브랜드로의 전환)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을이
1년 내에 월 정액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800대 이상(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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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세정제 1.5톤이상 입하)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협의
서 만료 후 갑은 을의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을이 1년 내 월 정액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800대 이상(환
산하면 세정제 1.5톤이상 입하)에 달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
며 갑은 연장 당해 브랜드 사용료 및 대리 관리비를 수취하지 않는
다.
7. 계약 기간내 을이 사용하는 소모재료 중 세정제를 반드시 갑으로부
터 구매해야 하는 것 이외에 기타 소모품은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만일 을이 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체적으로 세정제를 구매할
경우(을이 연속 2개월 갑의 세정제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체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을이 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약 시점부터 갑은 합작을 중지하고 을도 서비스브랜드를
사용해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8. 을은 대리경영활동 시 외부에 정찰가, 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
스템, 쌍방 권리와 의무, 영업이윤, 고객상황, 시장점유율 등 정보를
포함해 경영과 관계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 갑을 쌍방 책임의 구분
1. 갑이 을에 배송 제공한 소프트, 하드웨어설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2. 갑을 쌍방이 대리경영 계약관계임을 감안해 을이 제3자와 발생한 분쟁
은 모두 을이 자체적으로 책임진다.
제7조 위약책임
1. 계약 유효기간 내에 불가항력의 원인 및 정책 원인을 제외하고 갑을
쌍방 어느 일방이든 위약으로 인해 협의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협의
이행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상대방에게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어떠한 일방이든 본 협의를 통해 획득한 다른 일방의 상업비밀 또는
개인 비밀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의 운영자료와 운
영공정, 을의 개인 주소 및 개인 연락처 등을 관련되는 기타 제3자에
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중국 현행 법률 및 법규가 별도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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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거나 또는 다른 일방의 서면동의를 득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보충과 변경
본 협의는 각방 의견에 따라 서면을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충협의는 본 협의서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제9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이든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본 협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 협의의 이행을 연기해야 할 경우 불가항력 발생 후 3일
이내에 사건상황을 서면형식으로 다른 일방에 통보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다른 일방에 전부 또는 일부분 이행이 불가하거나 또는 이행을
연기해야 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본 협의의 효력발생 조건
본 협의는 1식 2부 작성해 쌍방 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각방의
법인대표 또는 권리를 부여받은 대리인이 본 협의에 사인 및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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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례(事例): 기업의 지역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서
갑

네이멍구우구첨단기술잡곡가공유한공사
(内蒙古五谷高技术粮)加工有限公司)

영업허가증
등록번호

1501022001342

주소

중국 네이멍구후허하오터시위췐취뤄옌쥐
(中国•内蒙古呼和浩特市玉泉区落 居) 124호

법인대표

치잉(齐英)

직무

이사장

대표

장커(姜克)

직무

사장

을
영업허가증
등록번호
주소
법인대표

직무

신분증번호

제1장 총칙
제1조 갑은 ‘우구차오(五谷潮)’ 브랜드인지도 확대, 소비자의 음식건강
수요에 만족주고 우구첨단기술잡곡제품(五谷高技术杂粮产品)(이하 ‘우구
제품’ 약칭)의 시장판매 경로의 확장, 우구제품 판매의 규범화, 표준화
와 전문화 보장과 동시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구
제품 프랜차이즈계획’을 제정한다.
제2조 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경영자로, 갑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동개발을 염원하므로 우구제품 프랜차이즈 계획의 구성원으로 수락한다.
제3조 갑을 쌍방은 자원, 평등, 호혜, 성실의 원칙하에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동시에 쌍방은 공동으로 준수한다.

중국 345

제2장 계약 취지
제4조 본 계약서 체결 취지는 을이 갑의 ‘우구제품 프랜차이즈 계획’에
가입 후 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브랜드 경영관리 수준을 촉진 및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5조 본 계약서는 결코 을이 갑을 대표할 수 있거나 또는 갑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제6조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의 각 직속 분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

제3장 담보 조항
제7조 갑은 법에 의해 존속하며 본 계약서를 체결할 권리가 있는 법인조직
임을 담보한다.
제8조 을은 우구제품 프랜차이즈에 사용되는 영업허가증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재계약 유효기간 포함)에 유효하고 거짓이 없으며 내용이
갑의 요구에 부합됨으로써 우구제품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담보한다.

제4장 계약 유효기간, 유효지역 및 프랜차이즈 범위
제9조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쌍방의 협상을 거쳐 다시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갑은 을에
가맹사업권을 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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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우구제품 시리즈의
（회사본부 또는 1급시장）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5장 프랜차이즈비용 수금 및 상호 사용권한
제11조 을은 갑에 일차적으로 가맹비 2만위엔과 로열티 1만위엔을
지급한다. 동시에 일차적으로 프랜차이즈 보증금

위엔을 지급한다.

만일 보증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 을은 1차로 갑에

위엔을 지급하고

잔액

위엔은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 만일 을이 경영과정에서 계약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거나 갑에
경제적 손실 또는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경우 갑은 규정에 따라 일부
또는 보증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쌍방 계약 종료 12개월 후, 을이
계약기간내에 위약책임이 전무할 경우 갑은 을에 프랜차이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 갑은 을이 유효 경영지역 내에서 ‘우구(五谷)’상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상호의 사용은 해당 지역 공상, 세무관리의 규정에 부합돼야
하며 모든 위법, 위반 경영행위에 대해 을은 전부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6장 을의 권리
제14조 을은 본 계약의 규정기간 및 범위 내에서 우구제품의 가맹점운영권
을 갖는다.
제15조 을은 갑의 공장 출하가격의 90%에 해당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경영 과정에서 갑의 제품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물품
배송서를 기준으로 한다. 15일 이내의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차액을 인정해준다.
제16조 을은 갑이 제공하는 경영지도, 훈련 및 관련 기술지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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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7조 을은 갑의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조성된 경제손실을 쌍방
약정에 따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을은 판매에 따른 장려를 받을 수 있다.

제7장 을의 의무
제19조 을은 ‘우구차오’브랜드의 보호, 보급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것을
약속하며 자율적으로 갑 및 그의 제품 이미지 및 명예를 지킬것을
담보한다. 즉
1. 이미지식별 통일
2. 서비스규범 통일
3. 홍보내용 통일
4. 가격전략 통일
5. 판촉행사 통일
6. 화물배송경로 통일
제20조 을은 반드시 충분한 면적, 좋은 환경의 장소를 제공해‘우구’제품
을 판매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기한 내 품질을 보증하도록 한다.
제21조 을의 매장환경과 제품진열은 반드시 브랜드 이미지의 전시에 유리
해야 하며 을은 충분한 인력자원을 배치해 갑의 통일적인 고객서비스 규
범에 따라 고객에 전반적으로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매장에 진열된 샘플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신제품이 제때에 출시토록 함으로써 종류의 지속적인 증가와 판매 확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제23조 을은 갑이 제공한 관련 자료의 비밀유지와 갑을 협조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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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24조 을은 갑이 요구하는 관련 업무서를 제때에 작성해 갑에 피드백함으
로써 갑이 시장분석과 경영책략의 의거로 삼도록 한다.
제25조 을은 ‘우구차오’ 브랜드 명의로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체
생산, 또는 갑의 제품을 본딴 모조품을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을은 제품의 시장 공시가격이 갑의 권장가를 넘지 않을 것과 갑의
가격시스템을 유지하고 갑을 도와 계획적으로 시장판촉 행사를 진행할
것을 담보해야 한다.
제27조 을은 갑이 규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문에 물품을 주문하며
견적서에서 약정한 방식에 따라 결제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주문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을은 본 계약서가 규정한 유효 경영지역 내에서 판매활동을 진행해
야 하나, 스스로 방문한 운영권지역 이외의 고객에 대해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문자설명과 함께 본부에 연락함으로 본부에
서 전체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을의 경영활동은 반드시 해당 지역 공상(工商)법규에 부합돼야 하
며 운영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장소, 방식이든 갑의 명의
를 사칭해 경영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을은 계약 종료 후 ‘우구회사’ 관련 표지를 철거하고‘우구회
사’와 관련된 경영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제8장 갑의 권리
제31조 갑은 본 계약서에 근거해 을에 대한 심사 및 업무관리를 진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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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을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갑은 정기적으로 을의 경영실적을 심사한다. 만일 을이 연속
3개월 간 쌍방이 약정한 최저 판매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갑이 인정할만한 이유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갑은 을의 경영자격을
취소하고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갑은 제품의 시장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 갑은 을의 마케팅계획의 제정, 실시에 참여해 논의, 지도할 수
있다.
제35조 을이 엄중한 경영적자를 내거나 중대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
가, 또는 불법경영으로 인해 정부기관에서 영업중지를 명했거나 영업허가
증 및 경영과 관련된 기타 증서를 말소, 또는 갑이 요구하는 표준에 미
달, 본 계약을 위반 시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갑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을의 유효 경영지역 내에서 제3자가
우선 신청 등록했거나 또는 갑이 평가를 거쳐 을이 경영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그룹의 아이템에 대해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장 갑의 의무
제37조 을에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해 을의 경영권익을 보호하고 을이 경영
권을 취득한 지역내에서 동일 시리즈 제품에 대해 또 다른 가맹점운영
회사를 지정할 수 없다.
제38조 을에 경영에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필요한 제품 검사보고서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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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지역 내에서 시장개척 및 판매를 진행하
도록 협조 및 감독하며 관련 자문과 필요한 경영지도를 제공한다.
제40조 을에 완전히 포장된 합격된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공급 및 약정기한
내 제품교부를 담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구제품 A/S규정에 따라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41조 정기적으로 을의 업무인원을 상대로 제품 지식과 관련 업무지식
교육을 실시한다.
제42조 갑은 정기적으로 을의 업무인원을 갑이 조직하는 판촉행사에 참여
토록 해야 한다.

제10장 계약의 중지
제43조 본 계약서 만료 후 쌍방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본 계약서는
자동 중지된다.
제44조 본 계약서의 어느 한 일방이 계약중지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여하를 불문하고 쌍방은 기한
내에 회계업무 정산을 마쳐야 한다.
제45조 본 계약서의 어느 일방이 자체적으로 또는 부득이하게 파산을 선고
할 시 회계업무 정산 후 본 계약은 자동 중지된다.
제46조 을이 규정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의 감독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갑의 검사를
거부할 시 본 계약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제47조 갑, 을 쌍방이 임의로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쌍방의 권리 및 의무
를 변경 시 본 계약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쌍방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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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8조 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든 다른 일방의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고 계
약서의 권리, 의무와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 계약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제49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이 중지될 경우 쌍방은 상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50조 을이 약정에 따라 본 계약서를 이행했을 시 계약기간 만료 후

재

계약 우선권이 주어진다.

제11장 소유권
제51조 ‘우구차오’ 표시가 돼있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표기는 모두 갑의
지적소유권에 포함된다. 갑의 서면허가를 얻기 전에 을은 갑과 관련된
어떠한 표기도 등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이 제공한 표기를 본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제52조 만일 을이 제51조 규정을 위반할 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을은 상응하는 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이로
인해 조성된 갑의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동시에 갑은 을의
일부분

또는

전부의

가맹보증금을

공제하고

법에

따라

을의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12장 부칙
제53조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이 사인하고 을이 제11조 규정을 실행 후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54조 본 계약서 효력발생시점부터 기존에 갑, 을 쌍방이 체결한 관련
35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계약서는 모두 폐기된다. 이상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상을 통해 보충협의 작성, 쌍방의 인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 분쟁에 대해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서도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어느 일방이든 법에 따라 계약
체결지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 본 계약서는 1식 2부로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자 한부씩
보관한다.
제57조 을은 갑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 본 계약서의 별첨으로
삼는다. (을의 영업허가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제58조 본 계약 발효 후 쌍방이 서명한 기타 관련 문서는 본 계약서의 별
첨으로서 본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 계약 및 그의 별
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구회사(五谷公司)의 관련 마케팅관리규정
을 참조, 실시한다.
갑:
内蒙古五谷高技术杂粮加工有限公

을：

司

회사도장：

회사도장：
계약대표：
계약대표：
날짜：
날짜：

년

월

년

월

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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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우구첨단기술잡곡제품(五谷高技术杂粮产品)프랜차이즈 경영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우구차오(五谷潮)’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 제고, 우구제품
의 프랜차이즈 경영계획 구성원의 경제이익 극대화 및 우구제품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본 운영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우구(五谷)제품 프랜차이즈체계는 현재 중국잡곡업 경영현황과 우구
회사의 경영발전 수요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가맹희망자는 상응한 권리
소유와 동시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으로 우구제품의 프랜차이
즈 경영체계를 탐구하게 된다.
제3조 우구제품 프랜차이즈 경영체계는 《우구첨단기술 잡곡제품 프랜차이
즈 계약서》의 요구에 따르며 본 세칙은《우구첨단기술 잡곡제품 프랜
차이즈 계약서》가 명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이다. 본
세칙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우구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프랜차이즈 경영시장의 세분 및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분류
제4조 시장 세분
가. 1급 시장 ---------- 직할시 관할 각구(区), 성도, 지방 시(市)급
중점도시)
나. 2급 시장 ---------- 지방 시(市)급
다. 3급 시장 ---------- 일반 지방 시(市)급 도시, 구현(区县)급 도시
제5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분류
가. 일반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우구회사)가‘우구제품’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고 가맹희망자는 지
정된 지역내에서 우구제품의가맹점운영권을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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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우구회사)는‘우구제품’경영권을
직접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고 가맹희망자는 지정된 경영지역 내
에서 우구제품의 가맹점운영권을 소유하는 외 그의 유효 경영지
역 내에서 우구회사를 대표해 가맹신청자에 일반적인 가맹점운영
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가맹금의 수금기준 및 상호사용 원칙
제6조 가맹금의 종류 및 수금기준
가. 가맹금：인민폐 2만 위엔
나. 로열티：인민폐 1만 위엔
다. 프랜차이즈 보증금：
1급 시장 : 인민폐 5만 위엔
2급 시장：인민폐 3만 위엔
3급 시장：인민폐 1만 위엔
제7조 상호 사용원칙
7.1.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희망자는 ‘우구(五谷)’상호를 사용
할 수 있다.
7.2. 프랜차이즈 경영 협의가 종료되면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가 부여
한 상호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의 가맹 보증금을 전액 공제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계
약서 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장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수립 원칙
제8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기본자격 평가원칙
8.1. 가맹희망자는 뚜렷하고 장기적인 경영목표, 경영취지 및 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
8.2. 가맹희망자는 일정한 업계 내 경험 또는 관련 업종의 경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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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어야 한다.
8.3. 가맹희망자는 양호한 재무상황과 융자능력, 충족한 인력자원을 보
유함과 동시에 가맹사업자에게 기준에 따른 프랜차이즈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8.4. 가맹희망자는 해당 지역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영
장소, 가맹사업자의 요구표준에 부합하는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제9조 프랜차이즈 위탁의 수립원칙
9.1. 가맹희망자는 지역시장에 대해 심도 있는 개발을 진행할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9.2. 가맹희망자의 연간 판매금액이 인민폐 20만 위엔 이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프랜차이즈 경영체계 시장구성 원칙
제10조 일반적으로 가맹대리인의 경영구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 내에
있다.
제11조 원칙적으로 1급 시장에만 위탁가맹 대리인을 설립하고 주변 2~3급
시장에는 위탁가맹 대리인을 두지 않는다.
제12조 반드시 규정된 지역 내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기타 지역시
장으로 판매 업무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제6장 프랜차이즈 경영체계의 조직관리
제13조 우구(五谷)제품의 프랜차이즈 경영체계는 우구회사가 계획하고 시
장을 구성하며 프랜차이즈 경영합작관계의 확립과 가맹희망자의 일상
경영에 대한 지원, 서비스, 교육과 감독을 책임지며 프랜차이즈 경영합
작관계의 연장 또는 중지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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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구회사가 프랜차이즈 경영합작관계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용을 허
가한 ‘우구(五谷)’상호와 그에 부여한 가맹점운영권은 합작관계의 종
료 시 회수된다.

제7장 프랜차이즈 경영체계의 가격 및 결산관리
제15조 가맹희망자는 제품의 시장 공시가격이 가맹사업자가 권장하는
시장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맹사업자의

가격체계를

보호하고 시장 판촉행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16조 가맹희망자는 해당 지역 시장의 실제상황에 따라 판촉상품, 매장
샘플과 하자제품의 시장판매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가맹희망자는 반드시 가맹사업자의 가격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프랜차
이즈 경영보증금을 합작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공제한다.
제18조 우구회사는 가맹희망자와의 물품대금 결산을 책임지며 물품대금은
현금, 현물의 결산방식을 취한다.

제8장 판매장려형식 및 기준
제19조 가맹희망자가 연말에 당해 연도 판매임무를 완성할 경우 가맹사업
자는 실물형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장려한다.
제20조 가맹희망자의 연도 제품판매가 아래와 같은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가맹사업자는 판매제품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형식으로 이익의 일부
를 반환해 준다.
제21조 이익반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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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반환 기준 수량

이익반환 기준

0-100톤

판매량0

100-200톤(100톤 포함）

판매량1톤

200-300 톤(200톤 포함）

판매량3톤

300-400 톤(300톤 포함）

판매량6톤

400-500 톤(400톤 포함）

판매량8톤

500 톤 이상(500톤 포함）

판매량10톤

제9장 부칙
제22조 본 세칙은 우구제품 프랜차이즈 경영체계의 성립과 운영의 지도원
칙 문서이며 프랜차이즈 경영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제23조 본 세칙에 의거하여 체결한《우구첨단기술 잡곡제품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그의 법률적 기초이다.
제24조 본 세칙의 해석권은 우구회사에 있으며 본 세칙의 조항과 내용에
대해 가맹희망자는 보충과 수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가 채택된 후
본 세칙을 수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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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법률해석: 프랜차이즈 경영계약에 대한 각 조항 해석, 설명
가. 제1조는 초기 가맹금과 관련한 약정이다.
초기 가맹금은 구체적으로 표준비용, 가맹희망자가 음식점을 증설하
는 할인비용, 연장비용, 부속 점포 비용, 기존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
맹희망자가 별도로 신규 점포 개설 시의 증가비용, 양도비용 등으로
분류된다.
나. 제2조는 계약 존속기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와 관련한
약정이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의 몇%
로 정한다.
다. 제3조는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 부여하는 일부 권리와 관련한
약정이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의 관리시스템과 운영방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맹사업자의 관리시스템 중 혁신된 기술과 운영 정
보에 대한 사용권 등이다.
라. 제4조는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를 위해 일부 지원(교육, 자문, 협
조와 지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다.
마. 제5조는 가맹희망자의 각 항 의무를 약정한 것이며, 총 15조항으로
각 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항 경영 장소의 임대와 관련해 약정한다. 경영 장소는 가맹사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후 다시 가맹희망자에게 재임대 하거나 또는 가맹희
망자가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할 수도 있다. 만일 첫 번째 방식을 채택
한다면 가맹희망자의 경영 장소 사용은 다만 가맹사업자와만 권리의무관계
가 발생하고 부동산소유주와는 무관하다. 가맹희망자가 재임대 계약을 엄
격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소유주와 가맹사업자 간의 임
대계약 분쟁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사
업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후자를 선택한다면 가맹희망
자의 경영 장소 사용은 부동산 소유주와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만일
가맹희망자가 임대계약 위반으로 부동산소유주로부터 기소 당함으로써 가
맹사업자의 브랜드에 영향을 끼쳐 가맹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가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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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가맹희망자에 상응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항 가맹희망자는 경영활동에서 언제나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방침에서 요구
및 건의하는 규격, 표준과 절차를 따르고 또한 운영방침의 업그레이드와
개선에 따라 제때에 조정, 수정해야 하며 가맹사업자의 품질통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운영방침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타인이 복사하도록 해서
도 안 된다고 약정한다.
제3조항 가맹희망자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가맹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약정한다.
제4조항 가맹희망자는 계약관계 존속기간에 기타 일치 또는 비슷한

경영

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의 규정을 위
반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액을 약정한다.
제5조항 정기적인 로열티의 지급방식에 대해 약정한다.
제6조항 가맹희망자는 약정된 시간에 가맹사업자에 판매상황을 보고하고
규정된 방식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시스템에 판매와 경영상황을 기록할
것을 약정한다.
제7조항 가맹사업자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의 경영장소를
방문해 경영상황을 검사하고 가맹희망자의 각종 기록을 검사 및 심사,
복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
제8조항 가맹희망자가 판매금액을 저가 신고하는 것에 대한 벌칙방법을
약정한다.
제9조항 광고비의 지불방식에 대해 약정한다. 광고비는 프랜차이즈 경영에
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 모두 광고투자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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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만일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광고비를 부담케 할 경우, 수많은 가맹희망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고객에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홍보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엄청난 광고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만
일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광고비를 부담케 한다면 가맹사업자의 브랜드
홍보에 가맹희망자가 투자하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판촉 효과
를 가져와 기대만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자칫 가
맹사업자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높지 못한 원인으로 광고투자가 오히려
낭비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에 광고비를 부담케 하는 것도 우
려를 살 수 있다.
본 계약에서 채택한 쌍방 모두 만족할만한 방법은 가맹사업자와 가맹
희망자가 광고기금 계좌를 설립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가맹희망자는
매주 판매금액에서 약정한 비율을 광고비로 광고기금 계좌에 송금한다.
구체적인 광고방식은 가맹사업자가 광고기금 계좌의 금액과 광고업체와
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모두
광고홍보를 위해 사전에 대량의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도 광고비 지불이 원금투자가 아니어서 리스크 부
담이 줄어든다. 만일 가맹희망자의 경영상황이 양호하다면 지불되는 광
고비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된다. 그러나 이
런 방식의 문제점은 만일 가맹사업자가 광고기금 계좌의 일부 심지어 모
든 자금을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간접적으로 가맹희망자의 프랜차이
즈 로열티를 높이게 되어 가맹희망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와 광고기금 계좌
의 재무관리 감독 제도를 약정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가 이 제도를 위반
한다면 가맹희망자는 광고기금 지불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광고기금 계좌 중 광고홍보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가맹희망자에 반환
해야 한다.
제10조항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의 브랜드 표지를 ‘판매’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약정한다. 이 조항은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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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소비자가 ‘가맹사업자 소유의 브랜드가
경영부진으로 인해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오해한다면 가맹사업
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따라서 가맹사업자의 무형자산에 손실이 따르
게 된다.
제11조항 가맹희망자의 모든 대금지급은 반드시 제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정한다. 이 규정은 가맹희망자가 체불로 인해 채무분쟁에
빠지거나 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처벌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12조항 가맹희망자가 계약 및 운영방침의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를
진행할 때 관한 약정이다.
제13조항 가맹희망자가 음식점 경영 목적으로만 가맹사업자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기타 어떠한 음식점 경영과 무관한 목적으로 가맹사업자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약정한다.
가. 제6조는 경영 장소 변경에 관한 약정이다. 주요하게 가맹희망자
에 경영 장소 변경 이전에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
구했다.
나. 제7조는 계약 기한 및 기한 만료 전 계약 연장에 관한 약정이다.
다. 제8조는 계약 중지 상황 및 상업비밀과 관련된 약정이다. 총
6개의 항으로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제1조항과 제2조항은 모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각종 상
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한다(예를 들어 가맹희망자가 경영활동에 필
요로 하는 수속을 진행하지 않거나 판매금액 저가신고, 로열티 체납 등
등이다).
제3조항 계약 중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가맹희망자가 음식점에 가맹
사업자의 브랜드 특징을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되며 가맹사업자 소유의 프
랜차이즈 모델을 계속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약정이다.
제4조항 계약 중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내 또는 가맹희망자가 계
약권리의무를 양도 후 1년 내에 가맹희망자는 일정 지역 내에 어떠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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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든 가맹사업자의 기타 음식점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약
정한다.
제5조항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자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하며 동시에 일
부 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로 해야 할
것을 약정한다.
제6조항 계약 중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가맹희망자가 계약관계 존속
기간에 경영목적으로 사용한 통신번호, 연락처, 인터넷사이트주소, 도메
인 등등이 모두 가맹사업자 소유임을 약정한다.
가. 제9조는 가맹희망자의 계약권리 양도에 관한 약정이다.
가맹희망자의 계약양도는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고부가가
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가맹사업자가 당초 가맹점운영권을 가맹희망자
에 부여한 것은 대부분 가맹희망자의 자격조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
했기 때문으로, 단지 단기적인 로열티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격이 결여되는 가맹희망자의 경영관리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 인상을 남긴다면 가맹사업자의 무형자산 손실은 엄청나다. 따라서 가맹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가맹희망자와 계약권리 의무의 양도와 관련해
약정한다. 예를 들어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계약권리의무를 자격조건에 부
합되고 또한

자신을 대신해 바로 음식점을 경영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든지 또는 가맹희망자가 양수인에게 가맹사업자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가해 가맹사업자의 평가 및 동의를 얻은 후 비로소 계약권리의무
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상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만일 계약 기
한 내에 가맹희망자가 자연사하거나 정신질병이 발작했을 경우 어떻게 처
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맹사업자는 상술한 상황을 계약 중지의 상황으로
약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가맹점 수량의 감소는 가맹사업자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만일 가맹희망자가 사
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직접 그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 만일 정
신질환이 급발작 했다면 가맹희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의 후견인이 응
당 계약 권리의무를 승계할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가맹사업자는 가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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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상속인이거나 후견인의 경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따
라서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는 사전에 계약서에 가맹희망자의 상속인 또
는 후견인이 계약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자는 마땅
히 그에게 지도와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은 쌍방이 비율에 따라 분
담하도록 약정한다.
가. 제10조는 분쟁해결과 관한 상세한 약정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협상, 조정, 중재와 소송이 있다. 경영본부는 협상,
조정과 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약정하고 소송을 원치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가맹사업자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사회적 영
향이 비교적 크며 그와 관련된 소문으로 쉽게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만일
소송이 발생한다면, 특히 여러 가맹희망자가 동시에 연합으로 가맹사업자
를 기소한다면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떠나 필연코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다.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오보라도 보도된다면 일부 대중들에 부정적 이
미지를 남기게 될 수 있다. 협상, 조정과 중재 이 세가지 방식 가운데서 가
맹사업자는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가맹사업자
는 서식문서를 기초로 하고 가맹희망자와 협상을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서
를 체결하게 된다. 만일 일부 가맹희망자가 위약했다면 가맹사업자가 단독
으로 해당 가맹희망자와 해결을 보면 되지만 만일 가맹사업자가 계약조항
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의 가맹희망자에 의해 중재가 제기된다면 가맹사업자
는 쉽게 곤경에 빠질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가맹사업자가 지나치게 협상 또
는 조정만을 주장한다면 자칫 가맹희망자가 지나친 요구를 제기하며 강경
입장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 선택을 원치 않는 만큼 중재조항
은 프랜차이즈계약서에서 필수적인 조항이다. 효과적인 중재조항만이 소송
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한다.
중재지점의 선택이 누구에게 유리한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프랜차이즈계약서 중 가맹사업자는 외국인이고 가맹희망자는 중국
인일 경우, 만약 가맹사업자의 소재지에서 중재하게 된다면 가맹사업자의
위약에 대해 가맹희망자는 그의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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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지만 가맹희망자가 위약 시 가맹사업자가 본국에서 중재를 제기
하고 또한 가맹희망자가 결석한 상태에서 재결을 했을지라도 현실 상황 상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가맹사업자에 불리하다. 그렇다면
가맹희망자 소재지에서 중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이것 또한 가
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 소재지에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사업자가 인지도가 있는 가맹사업자이라면 대부분 해당
가맹희망자의 소재 지역에 사무소가 설립돼 있다. 이 경우 분쟁 해결이 보
다 편리해 진다.
가. 제11조는 계약 조항의 독립적인 효력, 통지, 지급연기 등에 관한
약정이다.
나. 제12조는 계약서의 문자 및 문건에 관한 약정이다.
다. 제13조는 적용 법률에 관한 약정이다.
프랜차이즈계약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 만일 쌍방 모두 동일
국적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합당하다.
서로 다른 국적의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126조에서 ‘외국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분쟁을 처리할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현재 외국 관련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전문적인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적용 법률은 당사자의 약정, 선택이
가능하다.
가. 제14조는 가맹희망자가 타인과 별도의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이다.
나. 제15조는 음식점 경영 시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교류해야
하는 것에 관한 약정이다.
프랜차이즈경영 중 수많은 구체적인 경영활동 예를 들어 계산서 거래,
판매기록, 교육 프로젝트, 경영상황 보고, 통지 등등은 가맹희망자의 참여
뿐 아니라 가맹사업자도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의 모국어가
영어일 경우, 그는 가맹희망자를 위해 고액의 번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가맹희망자가 영어 교류가 불가능할 경우 자체적으로
번역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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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6조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

부속기관 등이 가맹희망자에게 아무런 진술도 한바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제17조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

부속기관 등에 아무런 배상요구도 주장한바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 제18조는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각자의 우연한 손실(예를
들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음식점의 소란, 싸움 또는 강도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서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약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연한 손실은 가맹희망자의 경영 장소에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가맹희망자의 경영 장소에서 우연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화재 혹은 인위적인 파괴는 소비자로 하여금 경영 장소에 대해
공포감을 갖게 한다. 자칫 경영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가맹사업자의
브랜드가 연관되어 연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자에도 불리하다.
가. 제19조는 가맹희망자가 이해와 동시에 계약 준수를 약속하는 것에
관한 약정이다.
나. 제20조는 가맹희망자가 본 계약 및 해당 별첨에 관계되는 기타 진
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에 관한 약정이다. 물론, 프랜차
이즈계약서는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상 계약내용의 간략
한 소개는 참고로만 가능하다.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를 불문하
고 관련 법률법규를 근거로 자신의 실제상황에 따른 프랜차이즈계
약서 사항을 제정해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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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률해석: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구비해야 하는 요소

중국 ‘프랜차이즈’는 빠른 발전과 동시에 프랜차이즈계약 분쟁이 새로
운 안건유형으로 상사안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프
랜차이즈는 일종 새로운 경영모델로 그의 법률관계는 비교적 복잡하다. 그
가운데는 가맹사업자가 제공한 상표, 상호, 비결, 교육과 기술지원 등과 같
은 지적소유권,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 대한 상대적 통제권 등이 포함
된다. 뿐만 아니라 상무부가 전문 이를 위해 제정한 <상업 프랜차이즈 관
리방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경영행위와
는 뚜렷한 구별이 있다.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은 2008년 4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된 <민사안건 소송개요 규정> 가운데서 프랜차이즈이라는 새로운 상사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프랜차이즈 계약분쟁으로 소송개요를 확정하고 동시
에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소송개요의 3급 소송개요로 정했다.
1. 프랜차이즈의 법률특징
상무부 2005년 2월 1일부 시행된 <<상업프랜차이즈 관리방법(商业特许经
营理办法)>>에 근거, 프랜차이즈란 등록상표, 기업 마크,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이하 가맹사업자로 칭함)이 계약형식으로 소유하
고 있는 경영자원을 기타 경영자(이하 가맹희망자로 칭함)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가맹희망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일적인 경영모델로 경영하며
가맹사업자에 가맹금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이다.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방
법>은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전문 프랜차이즈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
화된 문건이다. 상술한 정의에 근거, 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은 법률특징을
나타낸다.
1.1. 가맹사업자가 자격을 갖추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와 프랜차
이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제이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반드시 합격된
즉 독립적인 지적소유권 또는 권리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
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쌍방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법률 주체로 손익을 스
스로 책임지고,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며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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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상표, 상
호, 경영모델, 서비스마크, 특허, 상업비밀, 경영노하우 등 권리의 지적소유
권 성격의 종합 사용권이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의 내용은 프랜차이즈계
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1.3. 프랜차이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가 대외적으로 공통된 외부특징
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즉 프랜차이즈계약서 중에는 통일적인 경영모델달성
을 목적으로 한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맹희망자와 가맹사
업자는 브랜드, 품질, 상표 및 경영마인드에서 높은 통일성을 실현해야 하며
조직제도, 경영모델, 기업 이미지 등에서도 획일적이어야 한다.
1.4. 가맹희망자는 반드시 가맹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비(가맹비라고도 함)
를 지급해야 한다. 가맹비는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자격을 얻는 것에
대한 대가이며 가맹희망자는 해당 비용을 지급 후 타인의 성공적인 경영모
델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비는 법률상 선불금과 구별된다.
2. 프랜차이즈와 기타 유사경영 행위의 구별
비록 프랜차이즈도 특허체인 또는 가맹체인으로 불리지만 모든 특허체인
또는 가맹체인이 모두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구별에 있
어서 상기 4가지 법률적 특징 외에 기타 흡사한 경영행위의 구별에 유의해
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몇몇 헷갈리기 쉬운 경영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하려 한다.
2.1. ‘직영체인’과의 구별
직영체인이라 함은 체인본부의 점포 모두 본부가 전액 또는 지분보유
형태로 직접 투자하여 개설한 것으로 본부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경영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영체인의 체인점은 본부의 소유이며 독립경영이
아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운데서 비록 가맹희망자의 경영활동, 예를
들어 시장계획, 경영시스템, 품질기준, 점포 위치선정, 경영범위, 영업시간
등이 가맹사업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지만 프랜차이즈의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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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여전히 상호 독립적이고 또한 자체적으로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민사 주체이다. 때문에, 직영체인은 프랜차이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2. ‘특약점’, ‘특약대리’, ‘독점판매’와의 구별
프랜차이즈는 본부가 상표, 상호, 특허, 경영노하우 등의 사용허가와 경영
지도 등을 함께 가맹희망자에 제공하고 가맹희망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받는 일괄적인 서비스이다. 이와 반대로 특약점, 대리점, 전문매장은 계약
에 기초해 어떠한 제조상의 상표가 부착된 특정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입, 매출 또는 그의 위탁을 받아 대리 판매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에서
반드시 프랜차이즈체계의 통일성과 제품, 서비스품질의 일관성을 보장 즉
본부가 가맹점의 경영에 전면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준다. 특약점, 대리점,
전문 매장 중에도 제조업체가 지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제조업체의 제품 도매판매를 위해 부가된 2차 행위에 불과하며 이 행위 자
체는 통상적으로 사용비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2.3. ‘OEM’생산과의 구별
위탁을 받아 그의 제품을 가공생산하고 OEM수요자의 상표를 부착함으로
써 가공비를 취하게 되고 가공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적인 각도에서 OEM은 하도급형태로 OEM생산 중의 위
탁인과 수탁인 사이는 제품의 대리 가공 관계로 수탁인은 가공생산만 책임
질 뿐 어떠한 형식으로든 해당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 대외 판매 주
체 및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 주체 모두 위탁인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분
쟁은 하도급계약 분쟁으로 확정하며 사건개요는 ‘프랜차이즈 계약분쟁’
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계약서에 수탁인이 위탁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생산·가공 뿐 아니라 일정한 지역내에서의 판매권이 주어
지며 해당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수탁인이 판매된 제품에 대한 법적책임을
감당하는 주체라고 명시돼 있다면 수탁인의 행위는 상표사용행위에 속하며
쌍방이 체결한 협의는 응당 ‘상표사용 허가협의’라고 해야 한다.

중국 369

2.4. ‘상표사용허가’와의 구별
프랜차이즈 행위 중 가맹점운영권은 상표, 상호, 경영모델, 서비스 마크,
특허, 상업기밀, 경영 노하우 등 권리의 지적소유권 성격의 종합 사용권으
로 상표사용 허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이다. 중국《상표
법》 및 그의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자가 타인에 대해 해당 등록
상표의 사용을 허가 후 허가인과 피허가인은 반드시‘상표사용 허가계약’
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 부본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가운데서도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한 날
부터 15일내에 국가상무주관부문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
랜차이즈 실무에서 쌍방은 <상표사용허가계약>과 <프랜차이즈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개요 판단 시 전체적인 법률관계 성격을 감안
해야 한다. 만일 행위가 단순한 상표사용허가에 관계된 것이라면 ‘상표사
용허가분쟁’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지만 만일 허가가 상표, 특허, 경영모델
등 여러 가지 조합된 경영자원이라면 필자는‘프랜차이즈 계약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제 경제활동 중에서 가맹체인의 경영방식은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소위‘가맹체인 계약
서’만으로 간단하게‘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이라고 판단할게 아니라 그
의 내재적인 법률 특징에 착안하여 그와 유사한 경영행위를 배제함으로써
정확하게 프랜차이즈 행위의 본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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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률 법규:《상업적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85호)
제1장 총칙
제1조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

영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행해지는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이하 프랜차이즈 경영)이라 함
은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전문 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하 가맹사업자)이 계약 형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경영자원을 기타 경영자
(이하 가맹희망자)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가맹희망자는 계약서에 명시
한 대로 통일적인 경영모델에 따라 경영함과 동시에 가맹사업자에 가맹
비를 지급하는 경영활동이다. 기업 이외의 기타 단체기관과 개인은 가맹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은 자원(自愿), 공평,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
다.
제5조 국무원국무주관 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범위내의 프랜
차이즈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상무 주관부문과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대해 관리감
독해야 한다.
제6조 회사 또는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무주관부
문에 신고할 수 있다. 상무주관부문은 신고 접수 후 제때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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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제7조 가맹사업자의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은 성숙한 경영모델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가맹희망자에 경영지도, 기술지원과 업무훈련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아울러 경영기간이 1년 이
상이어야 한다.
제8조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내에 본 조례의 규정
에 따라 상무주관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프랜차
이즈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
관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 프랜차이즈 경
영 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상무주관부문에 등기 시 아래와 같은 문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영업허가증(营业执熙) 사본 또는 기업등기(등록)증서 사본
나. 프랜차이즈 계약서 견본
다. 프랜차이즈 운영방침
라. 마케팅계획서
마. 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자료와 서면
각서
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문서, 자료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경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의 제
품 또는 서비스는 관련 비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상무주관부문은 가맹사업자가 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부합되는 문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서류를 등록접수하고 가맹사업자에 통보
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제출한 문서, 자료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상무
주관부문은 7일 내에 보충,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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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무주관부문은 등록·접수된 가맹사업자의 명단을 정부사이트에
공포하고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11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는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가. 가맹사업자, 가맹희망자의 기본 상황
나. 특허권의 내용, 기한
다. 프랜차이즈 경영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불방식
라.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훈련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방식
마.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표준요구와 담보방법
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과 광고홍보
사.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배상책임 감당
아. 프랜차이즈 계약의 변경, 해지와 중지
자. 위약책임
차. 분쟁의 해결방식
카.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약정한 기타 사항.
제12조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계약서에서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계약서 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
도록 약정해야 한다.
제13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약정한 프랜차이즈 경영 기한은 3년 이상이어
야 한다. 단, 가맹희망자의 동의를 득한 것은 제외된다. 가맹사업자와 가
맹희망자가 재계약 시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 프랜차이즈 경영 운영방침 제공과 동시
에 약정된 내용과 방식대로 가맹희망자에게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훈
련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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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프랜차이즈 경영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 표준은 법률, 행정법규
와 국가유관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제16조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계약서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 비용지
불을 요구할 경우 서면형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비용의 용도 및 반
환 조건,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수취한 보급, 홍보비용은 계약서에
서 약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보급, 홍보비용의 사용상황은 제때에
가맹희망자에 밝혀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판촉, 홍보 활동에서 기만, 오도해서는 안 되며 발표된 광
고 중에는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서 득한 수익 등 내용이
포함돼서도 안 된다.
제18조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맹희망자는 타인에 가맹점 운
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맹사업자의
상업비밀을 타인에 누설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해서도 안
된다.
제19조 가맹사업자는 매년 제1분기 그 전 연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서 상황을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정보공표
제20조 가맹사업자는 국무원상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완벽한 정보공표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제21조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경영계약 체결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가맹희망자에 본 조례 제22조가 규정한 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프랜차이
즈 경영계약서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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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가맹사업자 명칭, 주소, 법인대표, 등록자금, 취급품목 및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의 기본상황
나. 가맹사업자의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전문기술과 경영모델의 기
본상황
다. 프랜차이즈 경영비용의 종류, 금액과 지불방식(보증금 수취 여부 및
보증금의 반환조건과 반환방식)
라. 가맹희망자에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마. 가맹희망자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훈련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방식과 실시 계획
바. 가맹희망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의 구체적인 방법
사. 프랜차이즈 판매망 투자 예산
아. 중국내 가맹희망자의 수량,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 평가
자.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최근 2년간의 재무회계제표 개
요와 감사보고 개요
차. 최근 5년 내의 프랜차이즈 경영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중재상황
카. 가맹사업자 및 법인대표의 중대 위법경영 기록 유무
파. 국무원상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정보
제23조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 제공한 정보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하
며 관련정보 은폐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 제공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 시 즉시 가맹희망자에
통보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관련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 제공 시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책임
제24조 가맹사업자가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
하고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시정명령을 내
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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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다.
기업 이외의 기타 단체와 개인이 가맹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진행한 경우 상무주관부문은 불법경영활동의 중지를 명함과 동시에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가맹사업자가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문에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았을 경우 상무주관부문은 기한 내 준비를 명령하고 1만
위엔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지나서도 계속 서
류를 접수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함과 동시에 공고한다.
제26조 가맹사업자가 본 조례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상
무주관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도가 심각할 경우 1만 위엔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고 공고한다.
제27조 가맹사업자가 본 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행
정관리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정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고 공고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
궁한다. 가맹사업자가 광고를 이용한 사기, 오도행위가 있을 경우 광고법
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가맹사업자가 본 조례의 제21조, 제23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
희망자가 상무주관부문에 신고 및 상무부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무주관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엔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한다. 정도가 심각할 경우 5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공고한다.
제29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구실로 타인의 재물을 사취해 범죄에 해당
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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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구실로 다단계판매에 종사할 경우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상무주관부문 관계자가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리사욕으로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칙
제31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중 상표허가, 특허권허가와 관계되는 것은
유관 상표, 특허권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관련 협회조직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지도하에 본 조례의

규

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규범을 제정해 업종 내 단속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당사자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본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종사한 가맹사업자
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 부문
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앞부분 조항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자는 본 조례 제7조 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4조 본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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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사 례 유 형

사례개수

지식재산권 침해

7

계약의무 불이행

4

계약해지 시 의견 불일치

5

정부규정 위반

1

계약체결 시 거짓정보 제공

1

합 계

18

1. 지적재산권 침해
□ 사례 1
업종: 도소매업
항소인(원심원고) : 성도시황성노마주점유한공사(成都市皇城老妈酒店有限公司）
항소인(원심피고) : 북경황용노마화과점(北京皇蓉老妈火锅店）
사건 경위
항소인 성도시황성노마주점유한공사(이하 황성노마주점)와 북경황용노마
화과점(이하 황용노마화과점)은 상표권 침해 분쟁에 대한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의 (2002)一中民初字제4739호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본원은 2003년 1월 32일 안건 수리 후, 법에 따라 합의법정을 조성, 2003
년 4월 10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이미 심리가 종결
되었다.
1심법원은 황성노마주점이 황성노마(皇成老妈)’(문자와 도형의 조합)‘노마
홍(老妈红)’(도안문자)과‘황성노마’(도안문자)의 상표권자라고 판결하였다.
황용노마화과점이 상점 밖에 걸어놓은 네온간판에 상점의 약칭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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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노마’중‘황(皇)’,‘노(老)’,‘마(妈)’세

글자가

등록상표‘황성노

마’(도안문자)의 글자체와 동일하다.
1심법원은 황성노마주점의 ‘황성노마’ 상표(문자와 도형의 조합)가 황
용노마화과점의 기업 명칭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므로 이는 합법적인 우선권
이라고 판결하였다.
기업명칭등기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상표사용 행위가 아니어서 해당 행
위가 등록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황성노마주점의 황용노마화과점 기업명
칭변경에 대한 요구는 법률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황용노마
화과점이 점포 밖에 걸어놓은 네온광고에서 사용한‘황용노마’기업상호는
황성노마주점의 두 개의‘황성노마’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두 기업의 경영
분야가 동일하므로 일반 소비자의 일반적인 주의력으로는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황용노마화과점의 이러한 행위는 황성노마주점의‘황성노
마’등록상표권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판단해야한다.
황성노마주점는 황용노마화과점이‘노마홍(老妈红)’을 상호로 사용하여
경영한 사실을 충분한 증거를 들어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노마홍’등록상
표에 대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
1심법원은‘황성노마’상표가 등록된 시간 및 저명도, 황용노마화과점의
권리침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 범위 및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 사건의 배상액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심법원은 민법통칙 제42조, 제134조, 상표법 제52조 제1항,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1. 판결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황용노마화과점은‘황용노마’표지의 사용
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2. 판결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황용노마화과점은 황성노마주점
의 경제적 손실 15만 위엔을 배상하여야한다.
3. 판결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황용노마화과점은생활시보(生活
时报)’에 권리침해에 대해 황성노마주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4. 황성노마주점의 기타 소송청구는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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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황성노마주점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
와 같다.
1. 1심판결에서 황성노마주점이 황용노마화과점의 기업명칭 변경을 요청
한 소송청구를 취하한 것은 최고법원의《상표민사 분쟁사건에 적용되
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
的解释)에 위반된다.
2. 1심판결은 황성노마주점이 제출한 상표 사용비를 증명하는 증거를 채
택하지 않아 판결한 배상액이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
3. 황용노마화과점이 1심 절차 중에서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
았으므로 소송주장이 1심판결의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
4. 황용노마화과점은‘황용노마’상호를 사용하기 전에 황성노마주점의
‘노마홍’등록상표를 간판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 공상부서로부터 처
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황성노마주점이 처벌문서의 원문을 구할 수 없
어 2심법원이 관련 공상부서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길 희망한다.
2심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고 1심 소송청구를 인정해 주기를
청구한다. 황용노마화과점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황용노마’의 상호는 ’황성노마’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소
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2. ‘황성(皇城)’은 황성노마주점의 독창적인 단어로‘황’자와 ‘성’
자가 한 단어를 이룰 때 명확한 뜻이 있지만 ‘황용(皇蓉)’은 중국어
에 없는 단어로 두 글자가 함께 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혼
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
3. 황용노마화과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기업 명칭을 사용하였으
며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2심법원에 원심판결
을 취하하고 다시 판결하기를 청구한다.
본원은 심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아내었다. 성도시황성노마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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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공사(成都市皇城老妈饮娱乐)는 각각 1994년 10월과 1997년 7월에‘황성노
마’(문자와 도형의 조합)와‘노마홍’(도안문자)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상표
등록증 번호는 각각 769960, 1049515이고 해당 서비스는 제42류이다.
‘황성노마’(문자와 도형의 조합) 상표는 성루의 도안과 황성노마(皇成
老妈’4글자로 조합되어 이루어져있다. 위의 상표는 각각 1997년 10월 28
일과 2009년 10월 18일에 심사비준을 거쳐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에게 양도
되었다.
2002년 2월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은 ‘황성노마’(도안문자) 상표를 등록
하였고 상표등록증 번호는 1711613이며 해당 서비스는 42류이다. 2000년 7
월 4일,‘황성노마’(문자와 도형의 조합) 상표는 사천성공상행정관리국(四
川省工商行政管理局)에 의해 사천성 저명상표로 인정되었다.
1998년 11월 18일과 2002년 3월27일에‘황성노마’(문자와 도형의 조합)
상표는 성도시공상행정관리국(成都市工商行政管理局)에 의해 청도시 저명
상표로 인정되었다.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은 2001년 6월 6일 북경시공상행정관리국(北京市
工商行政管理局)서성분국(西城分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었고, 주요 경영
범위는 샤브샤브이다.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은 개업 후, 북경시 서성구(西城区) 27극장로(二七
剧场)에 있는 점포 앞에 대형네온광고를 걸고 이 네온광고 위에 기업명칭
을 줄여‘황용노마’상호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그 중‘황(皇)’,‘노(老)’, 마(妈)’세 글자의 글씨체가‘황성노마’(도
안문자) 등록상표의 글씨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은 대외적으로 배포한 홍보책자의 겉표지와 봉지
의 겉표지에‘황용노마’상호를 사용하였고, 그 중‘황(皇)’,‘노(老)’,
‘마(妈)’세 글자의 글씨체가 황성노마’(도안문자) 등록상표의 글씨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위의 사실은 769960, 1049515, 1711613 상표등록증, 천공상판(川工商办) 109호
문서, 성공상함(成工商函)[2002]26호 문서, 항소인황용노마 점포 밖에 있는 네온
광고 사진, 홍보책자, 봉지 및 당사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었다.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이 제출한 황성노파화과점, 노마홍화과점 조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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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보고(关于皇城老爸火锅店、老妈红火锅店查处行动报告)’팩스 사본
은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이 제출한 북경선무점(北京宣武店)의 2001년‘사용
비’영수증 사본은‘황성노마’등록상표를 허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원은 황성노마주점이‘황성노마’(문자와 도형의 조합),‘황성노마’
(도안문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은 2001년 6월 6일 허가를 받고 기업명칭을 등록
받았으나 대외적인 영업활동 중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우선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은 점포 밖에 걸어놓은 네온광고에‘황용노
마’상호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홍보하였고 이 상호는 먼저 등록한‘황성노
마’(문자와 도형의 조합)의 중문상표와 비교하면 한 글자 차이만 난다.
‘황성노마’(도안문자) 상표와 비교하였을 때 문자가 기본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글자체도 완전히 동일하다.
동시에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요식 업계의 경영자로 항소인 황성노
마주점은 이미 해당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지명도가 있으며 항소인 황용노
마화과점이 사용한 상호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두 기업 간에
연관성이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의 행위는‘황성노마’등록상표권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의 해당 상호와‘황성노마’등록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기업명칭을 사용했다는
항소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이 ‘노마홍’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성노마주점이 이에 대해 충분한 증거
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
定)⟫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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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때, 서면으로 신청서를 증거제시 만료일 7일 전
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은 1심에서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
으므로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 확보를 요청한 소송청구에 대해 본원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의 ‘황성노마’ 등록상표권
를 침해하였으므로 침해중지, 사과, 영향제거,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 민
사책임을 져야한다.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이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의 기업명칭 변경판결을
요구한 소송요청은 근거가 없으므로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인 황성노마주점은 항소인 황용노마화과점이 ‘황성노마’ 등록상표
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윤 및 해당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황성노마주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였고, 이에 부당함은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 적용법률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
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동일하거
나 유사한 제품에 눈에 띄게 상호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기
쉬운 경우에는 상표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한 행위에 속하고 제1항이 규정
한 행위가 아니다.
1심법원이 제1항을 적용한 점은 적절하지 않아 본원은 이를 수정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1심판결은 사실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한 법률도 기본적으로 정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1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
하여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2. 1심 소송비 10,010 위엔은 북경황용노마화과점이 부담한다. (이 판결
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지불)
3. 2심 소송비 10,010 위엔은 성도시황성노마주점유한공사가 5,000 위엔
(이미 지불)을 부담하고 북경황용노마화과점가 5,010 위엔(이미 지불)
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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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판결은 종심판결이다.
사건쟁점： 광고어휘가 저작권법에서 해당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홍보책자와 쇼핑백의 설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평가
중국의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작품이란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화과
학, 및 엔지니어 기술 등 창작 작품을 뜻한다. ‘저작권법실시조례(著作权
法实施条例)’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 및
과학영역 내에서 독창성이 있고 유형적인 모양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능의
성과를 말한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광고어휘는 창작자가 광고주의 요구와 특징에 따라
창작하여 개괄적이고 광고대상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 함의와 예술성이
있는 지능적 성과이므로 저작권법의 문학작품에 속한다.

□ 사례 2
업종: 외식업
원고: 상해홍기영화(永和)식품발전고분유한공사(上海弘奇永和食品发展
股份有限公司) (이하 홍기영화식품)
피고: 홍가부(洪家富), (녕파시해서영화(宁波市海曙永和)콩음료점, 녕파
시해서천일영화(宁波市海曙天一永和)콩음료점 업주)
사건의 경위
홍기영화식품은 전국 각지에 200개가 넘는 콩음료 가맹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절강녕파(浙江宁波)의 가맹점이 법원에 의해 “영화두장(永和豆
浆)”의 상표의 사용 금지와 원고에 5만 위엔의 경제손실을 배상, 신문에
사과문 기재의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법원의 판결 이유는 “영화(永和)”는 절강 현지 법인의 상호로,
“영화두장(永和豆浆)”은 이미 오랫동안 현지 법인의 간판으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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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나 홍기영화식품은 현지에서 본 상표의 상품
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성실신용원칙(诚实信用原则)에 근
거해 이상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홍기영화(永和)식품은 2005년 녕파시에서 “영화두장(永和豆浆)” 가맹
점을 운영하려 했으나 녕파의 개인 사업자 홍가부와 석연평(石燕萍) 등 2
인이 이미 1997년 6월, 2000년 5월에 녕파공상부문(宁波工商部门)에서 등록
한 6개의 “영화두장(永和豆浆)” 요식업체(이하 녕파영화)를 경영하고 있
었다.
녕파영화사가 홍기영화식품의 두 가맹점이 법인명칭권을 침해했다고 고
발했으며, 홍기영화식품은 녕파영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하였다.
홍가부가 등록한 법인은 녕파시 해서구에 위치하며 법인 명칭은 각각 녕
파시해서영화두장점(宁波市永和豆浆店),

녕파시해서천일영화두장점(宁波市

海曙天一永和豆浆店)과 녕파시해서취백영화두장점(宁波市海曙翠柏永和豆浆
店)이다.
석연평이 등록한 법인은 녕파시 강동구에 위치하며 법인명칭은 각각 녕
파시강동동승영화두장점(宁波市江东东胜永和豆浆店), 녕파시강동백장영화명
전풍미찬관(宁波市江东百丈永和名典风味餐馆), 녕파시강동백학흥녕영화두장
점(宁波市江东白鹤兴宁永和豆浆店)이다.
위의 6개 점포는 모두 “영화두장(永和豆浆)”을 법인명칭의 약칭으로
간판에 사용하고 있다. 홍가부와 석연평은 홍기영화식품이 해서구와 강동
구에 “영화두장(永和豆浆)”을 간판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가맹점을 운영
하려는 행위는 그들의 법인약칭 “영화두장(永和豆浆)”과 충돌을 일으킨
다고 주장하였다.
올해 5월 9일 홍가부는 홍기영화식품의 한 가맹점 주인 조하(赵霞)를 고
발해 법정에 세웠으며, 석연평은 다른 한 가맹점 주인인 장자파(张慈波)를
고발하였다. 피고가 멋대로 자신들의 법인상호인 “영화두장(永和豆浆)”을
간판으로 사용했으며, 자신들의 법인명칭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했으며 또한
이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8월 10일 녕파시 중급인민법원(宁波市中级人民法院)이 1심판결에서 피고
가 즉각 녕파점에서 사용하는 “영화두장(永和豆浆)”의 간판 사용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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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민법통칙규정(民法通则规定)에 의거하
여 개인사업자는 명칭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인명칭등기관리규정(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및 실시방법에 의
거해 개인사업자의 법인명칭권은 행정구역, 상호, 업종, 조직형식으로 구성
되며 “영화(永和)”는 상호이고 “두장”은 요식업체의 조직형식을 드러
내므로 원고는 등록한 명칭에 법적으로 명칭권을 가지고 있으며 “두장”
식품명과 “영화(永和)” 상호를 이어 국가가 허용한 약칭 범위 안에 있으
므로 법률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법원은 피고가 권리를 부여 받아 사용한 상표 “영화
YONGHE” (永和 YONGHE) 및 그림은 상품의 상표일 뿐 서비스상표가 아
니라고 판단하였다. 임의로 상표 조합의 일부분인 “영화(永和)”를 간판에
드러나게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등록상표전용권은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
에 국한한다는 상표법 규정을 어겼다.
사례의 초점: 등록상표 독점사용 허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를 소송할 권리가 있는가? 피고가 제시한 콩 음료를 포함한 요식업은
원고가 등록․사용하던 콩 음료 상표와 유사한가?
논평: 법원은 비록 원고가 서명한 상표사용허가계약서가 국가상표국에
검토를 위해 준비 중이지만, 상표법 상관규정에 따라 검토준비 중인 계약
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건에 연루된 상표의 독점
허가인이며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로 항소할 수 있다.

□ 사례 3
업종: 외식업
원고: 북경초강남찬음유한공사 (北京俏江南餐饮有限公司) (이하 북경
초강남사)
피고: 남경초강남찬음관리유한공사 (南京俏江南餐饮管理有限公司)
(이하 남경초강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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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 북경초강남사가 피고 남경초강남사를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분쟁 사례는 본원이 2005년 3월 8일에 수리한 후 법에 의거 합의법정을 조
성해 2005년 5월 17일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했으며 현재는 심리가 종
결되었다.
원고 북경초강남사의 주장 : 원고는 고급요식서비스를 주로 하는 대형
요식업체로서 북경, 상해, 성도 등지에 16개의 분점을 두고 있다. 2000년
원고는 국가상표국(国家商标局)에 “초강남”이라는 상호를 등록함으로써
본 상호는 이미 요식업계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2004년 10월 원고는 피고가 2004년 7월 23일에 “초강남”을 포함한 경
영상호를 신청․등록 요식서비스업을 시작하여 “초강남”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원에 피고
에게 즉각 원고의 “초강남”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원고
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원고의 경제적 손실 50만 위엔(변호사 위임비
37000 위엔과 조사경비 등의 비용)과 본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1. 원고 북경초강남사는 이 소송의 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하 주요증
거를 제출하였다.
2. 상표등록증, 상표수리통지서 각 1부
3.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가 발행한 “권리가 확정된 상표에 대
한 공동전시 진행 통지(对确权商标进行集中展示的通知)” 1부
4. 국제상표등록증 1부
5. 피고가 사용한 식기세트 1개
6. 피고가 경영 시 사용한 식권 1장
7. 남경시공증처(南京市公证处)가 발급한 (2005)宁证内民字제1935호 공증
서 1부
8. 강서덕성실업유한공사(江苏德盛实业有限公司)가 발급한 정황설명서 1부
9. 화당변호사사무소(华堂律师事务所)가 피고 측에 보낸 변호사 서신 1부
10. 권리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원고가 지불한 출장비 및 기타 경비 영수증
39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10장
피고 남경초강남사측의 답변 : 피고는 상호 “초강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사용해 온 상호는 “부귀초강남(富贵俏江南)”으로 원고
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항소기각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답변의 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하 증거를 제시하였다.
1. 피고의 영업허가증 1부
2. 국가상표국(国家商标局)이 발급한 등록신청수리통지서 2부
3. 피고의 영업장소 외관사진 2장
4. 피고의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잔돈주머니, 수건봉투, 젓가락세트, 명함
각 1개
5. 피고의 소득계산서, 대차대조표 총 6페이지
6. 피고의 납세필증지 총 3페이지
본원이 법정심문대질을 통해 쌍방이 제공한 증거에 대한 확증은 아래와 같다.
피고 남경초남강사는 원고 북경초남강사가 제공한 증거1, 증거2, 증거4~
증거9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증거3의 진실성에는 이견을 제
기하였다. 증거3은 원고가 원고의 상표가 이미 국제적으로 등록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한 영문국제상표등록증으로 중국어 번역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상관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형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원은 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음.
본원은 증거3을 제외한 원고의 기타증거는 인정하며 그 관련성은 이번 사
건의 기타 증거와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원고 북경초남강사는 피고 남경초남강사가 제공한 증거1~증거6의 진실성
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본원은 증
거3, 증거4는 피고가 원고의 고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상관근거
이지만 이 증거들이 증명하는 사실은 원고 측이 증거를 제시해 증명한 권
리 침해 사실, 원고의 고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원은 본 증거의 진실성은 인정하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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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3, 증거4를 제외한 피고의 기타 증거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본
원은 이 증거들에 대한 진실성과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이상의 인정된 증거에 근거하여 본원은 이하의 사실을 밝혀내었다. 원고
북경초강남사는 2000년 5월 20일 북경시공상행정관리국(北京市工商行政管
理局)의 심사비준을 거쳐 등록․성립되었고, 경영범위는 요식서비스업(특허를
받지 않은 항목 제외)에 제한하였다. 2002년 3월 7일 원고는 국가공상행정
관리국상표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商标局)의 심사비준을 거쳐 “초강남south
beauty” 서비스 상표(부록그림1 참고)를 등록, 결정된 서비스 항목은 제42
등급으로 숙박시설, 까페, 바, 사우나, 연회석 준비, 식당, 다관, 패스트 푸
드점이 있으며 원고는 현재까지 남경에 이상 동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
다.
피고 남경초강남사는 2004년 7월 23일 남경시공상행정관리국의 심사비준을
거쳐 등록․성립되었고, 경영범위는 요식서비스 및 관련 자문관리에 한한다.
피고는 남경시 건업구 수서문대가 99호(南京市建邺区水西门大街99号) 막
수빌딩(莫愁大厦)의 거리를 향한 점포 간판에 “부귀초강남” 표지(부록그
림2 참고)를 사용, 그 중 “부귀” 두 자는 황색 예서체로 빨간색 바탕색
이고, “초강남” 세 자는 빨간색 명조체이며 “부귀” 두 글자는 “초강
남” 세 글자보다 확연히 작다.
피고가 젓가락 세트에 사용한 “부귀초강남대주점(富贵俏江南大酒店)”
이라는 문구(부록그림3 참조)는 “부귀”가 빨간색 예서체에 금색 바탕색
이며, “초강남대주점”은 흰색 명조체로 “부귀” 두 글자는 “초강남대
주점”에 비해 확연히 작다. 피고가 식권에 사용한 “부귀초강남대주점”
의 문구(부록그림4 참조)는 “부귀” 두 글자가 짙은 빨간색의 예서체에
옅은 노랑색을 바탕색으로 하고 “초강남대주점”은 옅은 노랑색 명조체로
“부귀” 두 글자는 “초강남대주점”에 비해 확연히 작다.
그 외에도 피고는 2004년 12월 8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国家工
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에 “부귀초강남”이라는 문구상호와 도형상호를 신
청․등록했으며 상표국은 2005년 2월 25일 피고에게 신청수리 통지서 2부를
발급해 주었다. 그 중 신청한 문구상호 “부귀초강남”의 글자체는 같다.
본원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요식서비스업에 종사함으로 서비스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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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을 인정한다. 원고는 “초강남 south beauty” 서비스 상호의 등록인
으로 원고의 상호전용권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의 상호권 역시
공상행정관리부문(工商行政管理部门)의 심사등기를 거친 합법적인 권리이
다.
피고의 상호 중의 문구는 원고의 등록상호와 같으나 문구 그 자체는 원
고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범이 아니며 원고가 피고가 법인문구 “초
강남”을 등록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
거가 없으므로 본원은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의 상호 사
용 시에는 우선권리와 충돌되지 않게 해야 한다. 원고의 상표전용권은 피
고의 상호권에 대해 우선권리를 가지므로 피고는 본 법인명칭을 사용할 시
원고의 우선상표권을 침범해선 안 된다.
피고가 거리를 향해 설치한 점포 간판 상에 “부귀초강남” 표지를 사용한
것은 일종의 미등록상호 남용 행위이다. 원고의 등록상호 “초강남 south
beauty” 중의 영문단어의 중문 번역문은 “남방미인”으로 “초강남”과 뜻
이 비슷하므로 본 상호는 동의어의 중문,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낭독, 기억에 따라 “초강남”은 본 상호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피고가 간판에 “부귀초강남” 표지 사용 시에 “부귀” 두 글자는 “초
강남”보다 확연히 작으며 글자체, 색깔 등이 달라 “초강남” 문구가 두
드러지게 보이게 했으며 이러한 방법은 원고의 등록상표인 “초강남 south
beauty”의 중문문구와 같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
스가 원고와 특정한 연관이 있다는 오해를 일으켰다.
피고가 간판에 “부귀초강남” 문구를 미등록상표로 사용할 시 원고의
“초강남 south beauty” 상호를 등록한 뒤였으므로 피고는 허가를 얻지
않고 동종업계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
의 상표전용권을 침범한 것이다.
피고가 젓가락 세트와 식권에 사용한 “부귀초강남대주점”은 상호의 사
용이고, 그 중 “부귀” 두 글자가 비교적 작으며 “초강남대주점”은 같
은 색상과 글자체를 사용했다. 이는 규범에 맞지 않는 상호의 줄임말 사용
일 뿐 “초강남”을 두드러지는 표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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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지 않았다.
피고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상표전용권은 전국적인 범위에
서 효력을 발휘하므로 피고는 즉시 식당 전면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초강
남” 문구의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상표권의 보호 강도와 배상범위는 상표의 지명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원고는 남경에서 요식업체경영을 하지 않았고 본 상표가 남경지역에서
의 지명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본원은 피고의 권리
침해 시간, 경위, 과실 정도 및 원고가 외지에서 경영을 했던 것 등의 요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계산하여 본 결과 너무 많은 벌금은 적
당하지 않다.
피고의 권리 침해 행위는 원고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뿐 상업상 신
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적 사과를 요청한 소송을 기각한다. 이 외에도 원고가 주장한 변호사
위임비용이 관련 요금기준에 의거한 합리적인 비용인지 증명할 수 없으므
로 관련 소송요청 역시 기각한다.
원고가 증거제시기간 안에 권리 침해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불한 조사
비 등의 경비에 관한 영수증을 제시했으므로 관련 비용에 관한 원고의 주
장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지하나 정확한 액수는 법원이 결정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제52조 제1항, 제56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한 판결은 아래와 같다.
1．피고 남경초강남사는 즉각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즉, 상가 전면에 “초강남”이라는 문구를 두드러지게 사용해선
안 된다
2．피고 남경초강남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 후 15일 안에 원고 북경
초강남사에 경제적 손실 5,000 위엔 및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 비용 4,000 위엔을 배상해야 한다.
3．원고의 기타 소송요청은 기각한다.
논평
이번 사례의 초점은 상호, 문구와 상표권침해의 문제에 있다. 피고문구
“초강남”은 피고의 법인상호이며 공상행정관리부문(工商行政管理部门)의
39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심사를 거쳐 등록한 것으로 피고가 본 문구를 사용함과 젓가락 세트, 식권
에 사용함은 법인상호에 대한 서술일 뿐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피고가 상표 간판에 “부귀초강남”의 표식의 사용에서 “초강
남”을 두드러지게 사용해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은 원
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손실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상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표전용
권을 침해 했을 시의 배상액수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기간 동안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 혹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권리를 침해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받은 손실, 권리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가격을 포함한다.
전자를 권리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 칭하며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받은 손실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인민법원이 권리 침해 행위의 경위 등에
근거해 50만 위엔 이하의 배상액을 판결하였다.
이번 사례 중, 원고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권리 침해 자가 얻은 이
익 혹은 권리를 침해당함으로 인해 받은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최종
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권리침해기간, 경위, 과오 정도 및 원고의 타지경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수를 결정하였다.

□ 사례 4
업종: 외식업
항소인(원심원고): 상해홍기식품유한공사(이하 ‘상해홍기’)
항소인(원심원고): 임세희
피항소인(원심피고): 상해상개청식품유한공사(이하 ‘상개청식품’)
사건의 경위
항소인 상해홍기와 임씨는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2005)沪一中民五
(知)初字제85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본원은 2005년
12월 21일 공개법정에서 본 안건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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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심리 중 홍기식품유한공사(대만)(이하 ‘대만홍기’)은 1995년 2
월 21일 중호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국에 상표번호 730628
호로, “永和”의 중문, 병음 및 밀짚모자캐릭터 도안 포함한 세 가지 항목
을 등록하였다.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은 제30류로, 콩음료(豆浆), 쌀음료(米
浆), 차, 우롱차, 순두부(豆花), 아이스크림이며, 등록유효기간은 10년이다.
2001년 12월 30일 상표국의 허가를 거쳐, 영화국제발전공사(미국)(이하
‘영화국제’)도 사용권을 인가받았다. 2004년 11월 9일 상표군은 상술한
상표의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한편 2001년 11월 29일 상해홍기와 영화국제는 제730628호의 3개 상표에
대한 상해홍기의 독점 사용권을 인정하는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었으
며, 계약기간은 2001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2월 30일, 지정사용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또한 영화국제는 상해홍기에게 지정사용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를 주었다.
상해홍기는 2000년 9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영업범위는 식품, 식품설
비, 금속, 건재(建材), 여러 가지 상품판매, 간점(干点), 매미(卤味) 반제품의
가공 등이다.
2000년 6월 20일 상해홍기는 임씨와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었으며,
제730628호 상표를 임씨가 운영하는 콩음료 판매점에 사용허가에 대한 약
정을 하였다. 상표 사용권의 성격은 보통수권사용(普通授权使用)으로, 기한
은 2000년 6월 20일부터 2010년 6월 19일까지 이다. 2000년 6월 23일 임씨
는 개인사업 형식으로 상해시 포동신구 로산서로 400호에 영화(永和) 콩음
료점을 개업하였다. 이 음식점의 간판, 건물 내·외부, 메뉴판에 모두 영화
두장(永和豆浆)이라는 4글자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으며, 컵에는 밀짚모자
캐릭터와 yonho라는 병음을 사용하였다.
1998년 4월 28일 상표국 후정홍(侯政宏)의 ‘희년래(喜年来)’문자 상표
등록 인가, 상표번호 제1171826호, 서비스항목 제42류 음식점, 즉석음식점
등으로 등록유효기간은 10년이다. 2001년 6월 28일 상표국은 상술한 상표
의 양도등록을 허가했으며, 양도인은 구요휘(邱耀辉)이다.
피고는 2002년 10월 18일 설립됐으며, 영업범위는 습점(湿点), 음료, 식품
(조리), 술 소매 등이다. 2004년 4월 1일 피고와 구씨는 ⟪상표사용허가계
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구씨가 제1171826호 상표를 피고가 상해시 홍송로 13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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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하는 즉석음식점에 사용허가를 약정하고, 기한은 2004년 4월 10일
부터 2007년 4월 9일까지이다.
2004년 9월 15일 현장공증의 증거로 밝혀낸 정보로 피고의 점포 명칭은
홍저백자(红底白字)이며, 서비스 식별문자 중 "희년래용화신일대(喜年来永
和新一代)"의 영화신일대(永和新一代)의 5글자의 글자크기는 희년래의 4분
의1이다.
일회용 컵과 포장용지에 희년래용화신일대(喜年来永和新一代)의 글자 중 희
년래는 글자크기가 크고 주목되나, 용화신일대(永和新一代)는 비교적 작다.
피고의 메뉴판과 가게 내부에는 희년래 음식점의 변천사 관련 사진이 있
고 메뉴판의 ‘성장고사’라는 설명문구와 함께 첫 사진으로 희년래의 점포
초기모습과 간판에 영화두장(永和豆浆）이라고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
조사결과 영화(永和)는 대만 타이베이 영화(永和)시의 지명이름임을 확인
했다. 1950년대 초기 중국을 떠나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영화(永和)중정다리 주변에서 아침용 즉석음식(小棚,磨豆浆,烤肉饼,炸油条)을
만들어 점점 노점상 지대를 형성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솜씨가 뛰어나 콩음료로 대표되는 영화(永和)지역의
즉석음식점이 유명해져, 그 명성이 대만 전역에 퍼졌다. 1996년 대만상인
구씨는 상해시 상숙로 115호에 영화두장(永和豆浆을 열었다.
원심법원에서 “영화(永和)” 중문, 병음 및 도안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
된 상표분쟁에 관해 비록 “영화(永和)” 2글자 중문이 상표구성의 일부분
이지만, 원고, 피고가 확인했듯이 “영화(永和)”는 대만의 지명으로 상품
과 서비스 차별효과가 약하다.
더욱이 원고 또한 상표사용으로 제1의 함축적 의미(지명표시)와 구별된
제2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상표 식별부분의 분쟁으
로 이어졌다.
관련 대중에게 식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양자 간에 근접성이 없어, 피고
가 “영화(永和)”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원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
로 연상·오인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가 상표침해를 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원은 지지할 수 없다. 상술한 이유에 의해 피고가 간판에 영
화신일대(永和新一代) 글자, 메뉴판과 가게내외부의 홍보용 성장고사가 원
고의 상품과 서비스 명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피고가 불공정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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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2조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
례⟫ 제51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반불공정경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해홍기와 임씨가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심리비용
3,510 위엔은 상해홍기와 임씨가 부담한다.
상해홍기와 임씨가 일심판결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를 제기, 원심판
결을 취하하고, 판결을 개정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원심법원이 “영화(永和)”가 지명이라는 이유로 상품과 서비스 기원 구별
시 차별성이 약하고, 제2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은
“영화(永和)” 이 단어의 차별성에 대한 오해 및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다.
왜냐하면 이미 본 상표는 상표국에 등록해 문자를 포함한 상표가 차별성
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永和)가 비록 지명이름에서 따온 것이지만
소비자와 대중이 콩음료와 서비스 근원을 판별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피항소인이 운영하는 간판, 광고등, 가격표, 메뉴판 등 “영화신일대(永
和新一代)” 문자, 구성이 항소인의 상표조합과 비슷하므로, 항소인은 관련
대중에게 오인할 여지여부는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일심판결에 오류
가 있다.
원심법원은 효력의 직접 증명불가를 이유로 항소인이 제기한 상표사용,
상표지명도에 대한 증거 접수를 거절했다. 항소인의 권리유지를 위한 증거
를 거절했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항소인이 “영화신일대(永和新一代)” 문구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항소인의
“희년래” 상표와 항소인의 “영화(永和)” 상표가 연관있다는 인상을 심어
준다.
더 나아가 원조 영화두장(永和豆浆)에 기초한 상품으로 오해하고 피항소
인이 성장고사를 지어내 가게 내부와 메뉴판 상에서 홍보, 신구(新旧)대비,
문장표현을 통해 “희년래”의 전신이 마치 영화두장(永和豆浆)의 창시점
인 듯 표현했다.
또한 피항소인의 “희년래”는 새 것이고, 항소인의 “영화(永和)”는 이
전 것이며, 서로 계승관계에 있고, 항소인을 세대교체 하는 듯 오해토록 했
다. 전형적인 허위 홍보와 경쟁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자기 브
랜드 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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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상개청은 “영화(永和)”는 본래 지명이고 항소인의 독창물이
아니며 영화(永和)사용에 대해 배척할 권한이 없다고 변론했다. 피항소인이
사용하는 영화두장(永和豆浆)과 항소인이 사용하는 상표조합이 달라 상표
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성장고사”의 내용은 실제 사실로, 항소인과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항
소인이 항소를 하는 이유는 성립불가하며,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것을 청구한다.
항소인이 2심 과정 중 아래의 3가지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1. 영화(永和)문자의 문화내한설명, 영화(永和)기업문화 홍보자료
본 자료로 “영화(永和)” 단어가 본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영화(永和)”브랜드 창립 이후 즉시 제1함축의미(지
명)와 다른 특정한 문화내한 및 경영이념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2. 항소인의 상품 판매지역도와 광고 및 홍보 투입표
“영화(永和)” 상표는 항소인의 홍보와 사용으로 대중의 인지도, 브랜
드 가치를 창조해냈음을 증명했다.
3.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5)沪一中民五(知)初字78号 민사중재서, 강소
성 소주시 중급인민법원, 절강성 김화시 중급인민법원 및 하남성 낙양
시 중급인민법원의 (2005)苏中民三初字 제48호, (2005)金中民二初字 제
147호, (2005)洛经一初字 제34号 민사판결문, 안휘성 부양시 고상국 공
상공처 字(2005) 제43, 44, 45호 처벌문, 안휘성 녕국시 공상국 녕공상
처 字(2005) 제139호 처벌문, 강소성 소주시, 오강공상국 오공상행처 字
(2005) 제43호 처벌문(사본), 산동성 임이(临沂)시 공상국 란산분국 임란
공상행처 字(2005) 제359호 처벌문(사본), 호남성 십언(十堰)시 공상국
십공상 初字(2005) 제28호 처벌문(사본), 광서성 유주시 공상국 유공상
공처 字(2005) 제355호 처벌문(사본), 하남성 허창시 공상국 위도분국
공상처 字(2005) 제376호 처벌문(복사본), 산동성 창산현 공상국 창홍상
행처 字(2005) 제0919호 처벌문(사본), 산동성 공상행정관리국이 영화두
장(永和豆浆）의 전문처리(专项整治)실시방안 및 관련보도
전문가이자 소비자이기도한 각지 법원의 법관과 공상국의 행정직원들의
“영화(永和)”에 대한 상표에 대한 의견은 동일했다. “영화(永和)”와 비
슷한 상표를 상품명칭이나 포장에 사용하는 것은 시장혼란과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해, 상표권 침해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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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상개청식품은 주장하길, 두 번째 증거자료는 항소인 주관적인
통계치이고, 세 번째 증거자료는 원본자료가 아니므로 증거의 진위성에 문
제가 있다.
나머지 증거자료의 진위성과 합법성에 이의가 없으나 증거규정의 새로운
증거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또한 항소인이 관련 판결문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본 안건과 무관하다.
본 법원이 알기로 첫 번째, 두 번째 증거는 항소인이 2심에서 제시한 증
거자료에 대해 본 법원이 1심판결 후 수집,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인
은 원심에서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한 이해관계자이며, 1심에서 상표 식별에
관해 충분히 증거제시를 할 수 있었으므로, 앞의 증거는 최고인민법원⟪민
사소송증거규정(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의 2심 새로운 증거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항소인의 홍보와 영업활동을 통해 “영화(永和)”라는 단어가 소비
자에게 항소인의 제품과 관계를 형성하고 식별성을 갖추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 항소인이 이로 인해 “영화(永和)” 단어에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본 법원은 증거를 기각한다.
세 번째 증거는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증거에 관해 피항소인이 진의성
여부를 의심하는 바 본 법원도 인정할 수 없다. 원본을 제시한 증거자료는
일심 증거제시기한이 지난 후 만들어졌지만 증거 판결문의 피고, 피처벌인
은 모두 피항소인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과 상황 및 결과가 본 안건과 다
르므로 연관성이 없어 증거를 기각한다.
피항소인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기본 사실은 분명하며, 일심 중 증인 구씨가 진술
하길 홍보물 중 “성장고사”의 첫 번째 사진은 1996년 상해요순오락유한
공사(上海尧舜娱乐有限公司)의 사장이 운영하는 “영화두장(永和豆浆)”점
이며, 상해시 상숙로 115호에 위치해있다고 밝혔다. 각 당사자들은 이 진술
에 이의가 없으며, 본 법원은 증인의 구두 증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의견
영화국제(미국법인)는 상표국의 허가를 거쳐, 홍기식품(대만법인)으로부터
제30류 상품에 “영화(永和)”, 병음 “YUNGHO”와 밀짚모자 도안으로 구
성된 상표전용사용권을 허가 받았다. 항소인은 상표사용권을 받은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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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문자, 병음, 도안으로 조합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원칙 상 조합된
상표 전체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상표의 등록인과 이해관계자는 조합 상표
중 특정 한 단어가 포함되고 그 단어가 지명일 때에 전용권을 주장하거나
타인이 비슷한 상품 및 서비스에서 지명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거래 중에 마땅히 자원(自愿),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과
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경영자는 광고나 다른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 성
분, 기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생산지 등에 관해 오해할만한 거짓 홍보
를 해서는 안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란 관련 대중들의 오해 가능
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조합이 식별력이 있다고 해서 상표의 구성문자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표법 규정 상 현급(县级) 이상의 행정구역지명은
다른 함의를 지니지 않는 이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영화(永和)는 산서
성 현의 지명이자 동시에 대만 타이베이 영화(永和)시의 지명이다.
그러므로 원칙 상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 “영화(永和)”문자
는 현재까지 상표국이 등록상표임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 이는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상표조합에서 문자 “영화(永和)”만을 가지고 배타
적 사용권을 주장하여, 피항소인이 유사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본원은 지지할 수 없다.
본 안건 중 피항소인은 영업 당시 항소인과 같은 상표조합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영화신일대(永和新一代)”와 더불어 구씨가 사용 허가한
“희래년”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동일한 상표사용 주장은 무리가 있
으며, 항소인 역시 관련 대중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준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심법원은 이를 토대로 항소인이 상표 침해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
했으며, 본원 역시 항소인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 제시한
증거물에 관해 원심이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로 인정하지 않
은 것에 부당한 점이 없다.
피항소인은 날조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고 항소인에 대해 직접적
인 제품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소인의 영업권(goodwill), 상품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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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훼손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피항소인의 영업행위는 항소인이 주장
하는 불공정 경쟁에 속하지 않으며, 항소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론지어, 원심법원의 인정 사실은 분명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했고 심판
과정도 합법적이었다. 항소인의 항소청구와 이유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
으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항 제1의 규정에 근거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본 안건의 2심 수리비용 2,010 위엔은 항소인 상해홍기식품유한공사와
임세희가 각각 1,005 위엔 씩 부담한다.
논평
상표법은 상표조합에 대해 전체 등록 상표조합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표의 등록인과 이해관계자는 상표 조합 중 한 부분이 관련 있
다고 해서 더욱이 그것이 지명일 때 그 단어의 독점 사용권 주장과 타인의
유사상품과 서비스에 지명이름으로서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 항소인
은 타인이 “영화(永和)”단어의 지명 표시의 합리적인 사용을 막을 수 없
다

□ 사례 5
업종: 외식업
항소인(원심피고）: 내몽고화정과무유한책임공사
(内蒙古华程科贸有限 责任公司)
피항소인(원심원고）: 내몽고소비양찬음연쇄유한공사
(内蒙古小肥羊餐饮连锁有限公司)
원심피고 : 북경시석경산화련상하유하공사
(北京市石景山华联商厦有限公司)
사건의 경위
항소인 내몽고화정과무유한책임공사(이하 화정과무사)는 부정경쟁분쟁사건
에 대한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 (2003)1中民初字
제7908호 민사판결의 결과에 불복하여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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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이 2004년 2월 3일 항소를 접수한 후 법적으로 합의조를 구성하여
2004년 3월 3일 공개 심리를 하였다. 본 사례는 이미 심리 종결하였다.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은 소비양찬음공사(小肥羊餐饮公司)에서
제출한 포두시 소비양주점(包头市小肥羊酒店), 포두시 소비양본점(包头市小
肥羊连锁总店), 소비양찬음공사의 영업허가증과 공상(工商)서류의 내용으로
보아 포두시 소비양본점은 포두시 소비양주점을 변경한 이름이고, 소비양
찬음공사 또한 포두시 소비양본점으로부터 변경된 결과이므로 이 이름들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1999년 9월 포두시 소비양주점 등록 후 기업명칭은 두 번의 변
경을 거쳐 현재의 소비양찬음공사가 되었다. 화정과무사(华程科贸公司)가
단지 소비양찬음공사의 공상서류에 있는 ‘설립’ 문서와 일치하지 않음으
로 인해 소비양찬음공사가 새로 설립된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하다.
소비양찬음공사는 그 전의 두 기업의 경영 업적을 이어 현재는 큰 경영 규
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실적이 뚜렷할 뿐 아니라, 많은 상도 받았으며, 이
미 전국적인 지명도와 높은 상업 신용도를 가진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다.
그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소스를 묻히지 않은 양고기(不沾小料涮羊肉)’
라는 특색있는 먹는 법과 관련 서비스 또한 기업의 이름과 함께 많은 소비
자들에게 알려졌다. ‘소비양’은 이미 유명한 음식 회사의 고유 명칭이 되
었다.
화정과무사는 ‘소비양’이란 한 두 살의 어린 양을 가리켜 습관적으로
부르는 호칭으로서, 이는 일반명칭이라 주장하였다. 이 점에 대해 소비양찬
음공사에서 반증을 하여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내몽고 자치구의 석림곽륵맹
(锡林郭勒盟)에서는 한 두 살의 양을 ‘소비양’이라 부르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호칭은 단지 일반적인 새끼 양에 대한 현지인의 해석 중 하
나라고 밖에는 할 수 없고 실제 시장 환경에서 소비양찬음공사의 경영실적
으로 인해 형성된 ‘소비양’의 의미와는 다르다.
소비양찬음공사의 경영지역과 소비자들에게 ‘소비양’은 그 회사의 서
비스를 말하는 것이지 한 두 살짜리 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화정과무사는 이 점으로 인해 ‘소비양 화과탕료(小肥羊火锅汤料)’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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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에 ‘소비양’을 그 제품명과 제품표시로 하는 것이 소비양찬음공사의
서비스 이름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화정과무사는 ‘소비양 화과탕료’에 ‘소비양’을 제품 이름과 상품표시
로 사용한 것과, 제품 소개에 ‘먹을 때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쓴 것
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정보에는 한 두 살짜리 양과 관계가 없다.
포장지에 소비양찬음공사의 기업명을 쓰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충분히 이
제품과 소비양찬음공사의 서비스와 연결시키거나 소비양찬음공사를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의 지명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정과무사가 당사의 제품에 ‘소비양’을 제품명과 상품표시
로 사용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양찬음공사에서 제공한 서비스와 혼
동을 유발할 수 있어, 이는 경영자가 경영활동 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소비양 찬음공사의 명칭권을 침해하였다. 화정과무사는
침해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소비양찬음공사의 경제적 손
실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양찬음공사에서 요구한 배상액 100만 위엔에 대해서는 소비양찬음공
사가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계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화정과무사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소비양찬음
공사의 경영 상황, 지명도, 화정과무사의 판매 상황, 획득한 가능성이 있는
이윤, 시장 요소와 소비양찬음공사가 해당 권리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지
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책정하였다.
소비양공사(小肥羊公司)는 화련상하공사(华联商厦公司)에서 화정과무사가
생산한 소비양 ‘화과탕료’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증거
가 없으므로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화정과무사가 제품 포장지에 ‘소비양’을 제품명과 제품표
시로 사용한 것은 소비양찬음공사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불공정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
1. 화정과무사는 즉시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 화정과무사는 이 판결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내에 ‘경제일보(经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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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报)’에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의 행위로 인해 소비양찬음공사에 미
친 영향을 제거한다. (비용은 화정과무사에서 부담)
3. 이 판결의 효력 발생일부터 10일 내에 화정과무사는 소비양찬음공사
에게 경제적 손실과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총 15만 위엔을 배상하
여야 한다.
4. 소비양찬음공사의 기타 소송요청을 기각한다.
화정과무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화정과무사가 본사 제품에 ‘소비양’이란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
표시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이며, 소비양찬음공사의 지명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2. 화정과무사는 1999년부터 ‘소비양화과탕료’의 포장에 대해 디자인,
개발, 인쇄를 진행하였으며 2000년에 정식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
작하였다. 그 당시 소비양찬음공사는 아직 설립되기 전이었다.
3. 오히려 화정과무사 제품의 대량 판매가 소비양찬음공사의 프랜차이즈
설립에 도움이 되었고 소비양찬음공사의 발전을 촉진시켜 주었다.
4. 그러므로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거나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기를 요청한다. 소비양찬음공사와 화연상하공사는
1심판결을 수용하였다.
(2심)
본원은 조사를 거쳐 아래의 사실 상황을 알아내었다. 소비양찬음공사에
서 제공한 현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기업등기 허가 관련 증거에 따르면 소
비양찬음공사의 기업명이 3번에 거쳐 변경되었다.
1999년 9월 13일 설립된 포두시 소비양주점을 2000년 11월 1일에 포두시
소비양본점으로 변경하였고, 기업은 여전히 주식합작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등록자본, 경영범위, 대표 등도 변화가 없다.
2001년 7월 포두시 소비양본점은 또다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의 소비양
찬음공사가 되었다. 주식합작 형태로 운영되던 기업은 유한책임공사로 변
경되었으며, 등록 자본도 원래의 8만 위엔에서 3,000만 위엔으로 증가하였
다. 경영 범위는 원래의 정식에서 요식업, 육류, 유제품, 조미료의 가공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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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등으로 확대하였고, 기업대표는 변경되지 않았다.
현재 소비양찬음공사는 북경시, 심천시, 상해시, 성도시에 지사를 설립하
였으며, 감숙성, 신강자치구, 하북성, 산동성, 섬서성, 하남성과 동북삼성에
총대리점을 설립함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연쇄가맹점이 600여개 있다.
2002년 3월, 중국상업연합회(中国商业联合会), 중국요식업협회(中国烹饪协
会), 중화전국상업정보센터(中华全国商业信息中心)로부터 ‘2001년도 중국
요식업 100대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2년 4월 소비양찬음공사는 중국품질검증협회(中国质量检验协会)에 의해
‘위조품단속 주요보호기업’ 명단에 올랐다. 2002년 7월, 소비양찬음공사는
중국호텔협회(中国饭店协会)로부터 ‘중국 저명 샤브샤브 증서'를 수여받았다.
2002년 8월, 소비양찬음공사의 ‘소스를 묻히지 않은 양고기, 소비양’은
‘2002 내몽고 민족 미식 페스티발에서 내몽고자치구 경제무역위원회와 내
몽고자치구 요식업·호텔협회 (HOTEL & CUISINE ASSOCIATION)로부터 ‘내
몽고 저명 먹거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12월, 소비양찬음공사는 중국기업발전 연구센터로부터 ‘중국 윤
리경영기업증서'를 수여받았다. 2003년 4월 3일자 ‘포두만보(包头晚报)’
에 의하면, 2002년 소비양찬음공사의 전국 영업수익이 25억 위엔을 넘었으
며, 소득세는 7,500만 위엔이다.
2003년 1월 16일자 ‘경제일보'와 2003년 2월 22일자 ‘중국 경제도보(中
国经济导报)’에도 소비양찬음공사의 경영실적을 소개한 문장들이 게재되
었다.
2003년 3월 24일 중국 요식업협회에서 발간한 중팽협[2003]10호(中烹协
[2003]10号) 문서에서

2002년도 전국 요식업 100대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

였는데 그 중 소비양참음공사는 2위에 올랐다.
이 문서에는 중국상업연합회, 중국요식업협회, 중화전국상업정보센터가
북경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2002년도 중국 요식업 기업 경영실적 통계 정보
도 수록되어있다.
2003년 4월 8일, 소비양찬음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안공정처(长安公证
处)을 통해 당사가 북경 화연 종합마트 주식유한공사(北京华联综合超市股
份有限公司)의 석경산분사(石景山分公司)에서 화정과무사의 제품 소비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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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탕료를 구입한 과정을 공증하였다.
권리침해제품과 공증처에서 발급한 2003 长证内经字 제01431호 공증서는
이미 소비양찬음공사에 의해 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기소된 권리침해 제품
의 포장지에는 ‘소비양 화과탕료’라고 제품명이 표기되어있으며, 제품명
의 좌측 상단에는 ‘소비양’이라는 문자와 어린 양과 목장소년의 카툰 형
식의 그림이 있다.
해당 포장지의 뒷면에는 ‘먹을 때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적혀있
고, 제조상은 화정과무사이며 판매 가격은 5.3 위엔이다. 법정에서 진행된
대질에서 화정과무사는 문제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화정과무사는 1심과 2심에서 포장지에 있는 ‘소비양’ 표시는 2000년도
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시장에서 판매하였다고 하였지만, 2심 법정심문이
끝나고 합의 법정이 규정한 기한 내에 화정과무사가 제공한 증거에는 해당
제품이 2000년 출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관련증거는 없었다.
화정과무사가 제출한 증거는 단지 현지의 위생부국이 2001년 4월 17일
발급한 위생허가증과 2001년 9월 24일, 29일 및 10월 30일에 관서 부서가
진행한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보고서였다.
2001년 1월 22일 화정과무사는 상표국에 ‘소비양’ 문자 상표를 출원하
고, 2002년 제9기 상표공고에 공고하였으나 해당 상표는 아직까지 등록받
지 못하였다.
또한 소비양찬음공사에서 구매 공증한 문제 제품의 판매 영수증을 확인
하여 본 결과 문제 제품을 판매한 북경 화연 종합마트 주식유한공사의 석
경산분사와 화연상하공사(华联商厦公司)는 동일한 주체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포두시 소비양주점, 포두시 소비양본점, 소비양찬음공사
변경 과정의 영업허가증과 공상문서, 각 명예증서, ‘포두만보’, ‘중국경
제도보’, ‘경제일보’ 등 신문의 보도, 2002년 제9기 상표공고, 호화호특
시(呼和浩特市) 새한구(塞罕区) 위생방역점(卫生防疫站)이 2001년 9월 24일
발급한 ‘위생검측결과 보고단’, 내몽고 자치구 제품품질감독 검사소가
2001년 9월 29일 발급한 ‘검측보고’, 호화호특시 계량검사소(计量测试所)
가 2001년 10월 30일 발급한 ‘정량포장상품 계량검험보고(定量包装商品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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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检验报告)’, (2003) 长证内经字 제01461호 공증서, 권리침해 혐의 제품,
당사자의 진술 및 법정 심문 기록 등이 증명하였다.
법원의견
소비양찬음공사가 소송 중 제출한 기업등록 관련 공상(工商)당안은 해당
기업과 포두시 소비양주점, 소비양본점 사이의 승계 관계를 증명할 수 있
어 소비양찬음공사가 2001년 7월에 설립되었다는 화정과무사의 주장은 증
거 부족이다.
화정과무사는 1심과 2심에서 ‘소비양화과탕료’는 이미 2000년도부터
판매했다는 점을 항변이유로 삼으며, ‘소비양’ 상품 표시에 우선권이 있
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항변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화정과무사가 2001년 1월 22일 국가 상표국에 ‘소비양’이라는 문자 상
표를 출원하였지만 현재까지 등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표전용권이 없는
상표로 소비양찬음공사의 고발에 대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소비양찬음공사는 8만 위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포두시 소비양주점을
현재 소득세만 수 천만 위엔에 달하고 이미 몇 백개의 체인점이 있는 요식
업체로 발전시켰다.
소비양찬음공사는 또 자신의 기업을 알리기 위해 상호 중 ‘소비양’ 3
글자를 특수한 서비스 명칭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요식업체에 이러한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알렸으며 해당 기업의 서비스는 국내의
많은 관련부서로부터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소비양찬음공
사가 요식업계나 소비자에게 높은 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논
쟁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화정과무사는 ‘소비양’ 상표에 대해 합법적인 우선권을 소유하고 있다
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화과탕료 포장에 이미
지명도가 있는 소비양찬음공사의 ‘소비양’ 표시를 사용한 행동은 소비양
찬음공사의 명백히 지명도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이다.
화정과무사의 이러한 행동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과 소비양찬음공
사의 저명한 서비스를 연상하도록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하다. 그러므로 화정과무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며 이는
4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소비양찬음공사의 합법적인 권익를 침해하였다.
소비양찬음공사가 제기한 화정과무사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고발은 지
정은 충분한 사실적,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화정과무사는 자신의 침해행위
에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종합하면, 화정과무사에서 제기한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며, 항소요
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 판결은 사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였고, 증
거가 충분하고 적용한 법률이 정확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153호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1심 사건의 재판비용 15,010
위엔 중, 내몽고 소비양찬음연쇄유한공사가 1,000 위엔(이미 지불), 화정과
무유한책임공사가 14,010 위엔(이 판결의 효력발생일부터 7일 내에 지불)을
부담한다. 2심 재판비용 15,010 위엔은 내몽고화정과무유한책임공사가 부담
한다(이미 지불).
사건초점: ‘소비양’은 상품의 보통명칭인가, 저명브랜드의 고유 명칭인
가? ‘소비양’ 요식 서비스는 저명 브랜드인가?
평가
‘반불공정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의 규정에 따르면 저명브랜드 상품
의 고유 명칭을 침해한 행위만 부정경쟁 행위에 속하고, 보통명칭은 법적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사례의 포인트는 피고가 침해한 것은 원고의 저명브랜드 상품의 고
유 명칭인가, 아니면 그 제품의 일반 명칭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의 일반 명칭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
표 등록이 되지 않는다. 등록상표에 해당 제품의 일반 명칭이 포함되어있
다면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러므
로 일반 명칭은 아무런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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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외식업
항소인(원심피고): 상해 포오영월(上海包吴赢越餐馆)
항소인(원심피고):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
피소인(원심원고): 상해 오월인가(上海吴越人家餐饮有限公司)
사건의 경위
상소인 상해 포오영월(上海包吴赢越餐馆)(이하 우원면관(愚园面馆)),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하 운금식부(云锦食府))은 피소인 상해 오월인가
(上海吴越人家餐饮有限公司)와의 부정당 경쟁 분쟁안의 상해시 황포구 인
민법원(上海市 黄埔区 人民法院)(2003)의 제8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 원에
항소했다.
본 원은 법에 의거해 합의법정을 구성하고, 2003년 9월 공개 심리를 진
행했다. 본 안건은 이미 심리가 종결된 사건이다.
원심
피소인은 1992년 7월 설립되어, 상해 지역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프랜차
이즈 가맹자인 화녹형(华绿蘅)과 장정권(庄正权)은 2000년 1월 21일 프랜차
이즈 사업자, 즉 피상소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인 상
해 오월인가 우원면관(上海吴越人家愚园面馆)(상해 포오영월(上海包吴赢越
餐馆)의 이전명칭)을 설립했다.
2001년 10월 30일, 가맹자의 공동 경영인은 상해 예양면관(上海 芮杨面
馆)을 설립하고, 우원면관(愚园面馆)의 동의를 얻어 간판, 차림표등 피소인
의 상표 “오월인가(吴越人家)”를 사용했다.
모든 간판에는“오월인가(吴越人家)”의 상표가 중심에 있고(색, 디자인동
일), 다른 기타 글자는 작게 모퉁이에 처리되어 있었다. 우원면관(愚园面馆)은
이를 대가로 예양면관(芮杨面馆)으로부터 가맹 특허 사용비를 받았다.
피소인은 이 사실을 알고 2002년 1월 25일 상해시 장녕구 인민법원에 소
송을 제기해, 화녹형(华绿蘅)과 장정권(庄正权)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파기
하고, 화녹형(华绿蘅), 장정권(庄正权) 및 우원면관(愚园面馆)이 예양면관(芮
杨面馆)에 “오월인가(吴越人家)”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했
다.
41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2002년 8월, 예양면관(芮杨面馆)은 상표를 독자적인 상표인 상해 운금(上
海云锦茶餐食府)으로 변경하고, 경영자도 장영(张颖)으로 바꾸었으나, 계속
해서 피소인의 상표를 사용했다. 피소인은 2003년 3월 13일, 원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19일, 상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2심 판결에서 화녹형(华绿蘅),
장정권(庄正权)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무효하다고 인정했다. 2003년 4월
23일 상해 우원면관(上海吴越人家愚园面馆)은 지금의 상해 포오영월(上海包
吴赢越餐馆)로 점포명을 변경했다.
2003년 6월 12일, 원심법원은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에 전표를 보내
는 과정에서,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 여전히 간판, 차림표 등에 피소
인의 상표를 쓰며,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오월인가 우원점(吴越人家
愚园)에서 경영관리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원심법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관련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예양면관(芮杨面馆)의 점포명 변경 후의
업체로써, 원 점포의 권리, 의무 및 법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점
포명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피소인의 상표를 사용해 권리를 침해 하였다.
2. 두 항소인의 행위가 권리침해에 해당 되는가?
피소인은 기업등기를 통해 기업명을 취득했으며, 따라서 “오월인가
(吴越人家)”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우원면관
(愚园面馆)이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를 타점에 사용해도 되는지
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원면관(愚园面馆)의 행위는 법
적 근거가 없다. 또한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우원면관(愚园
面馆)의 동의를 얻어 피소인의 상표를 사용했으므로, 더욱 상표 사용
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 두 항소인은 “오월인가(吴越人家)”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소인에게 부정당 경쟁을 초래하였으므로,
공동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3. 배상액 관련 두 항소인의 권리침해 정도, 침해과정,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생액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 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항,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 제134조 제1항, 제7항, 제10항과
최고 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 집행에 관한 의견> 제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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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우원면관(愚园面馆)과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피소인의 상
표권 침해를 중지한다.
◦ 두 항소인은 서면을 통해 피소인에게 사죄를 표한다.
◦ 두 항소인은 피소인에게 총 50,000 위엔을 배상한다.
◦ 피항소인의 기타 소송 요구는 기각한다.
(2심)
판결 후, 우원면관(愚园面馆)과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항소해 다
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1. 원심법원은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피소인은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인이 아
니며, 본 소송에 대한 어떠한 주체 자격도 없다. 따라서 판결은 수리
될 수 없으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2. 원심법원은 사실착오와 법률 사용에 있어 부당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두 항소인은 피소인의 기업명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원심법원
이 반 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소인의 패소를 판
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심법원은 상해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 측의 증언을 채택했으면서,
우원면관(愚园面馆)이 상해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에 특허 사용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이며, 상해 운금(上海云
锦茶餐食府)은 새로 설립된 개인 독자 기업으로서 상해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에서 기업명만 변경된 기업이 아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간판은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 제작 혹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 간판을
철회할 권리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하다.
우원면관(愚园面馆)이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 사용 허가를 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허가를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의 판결 중, 배상 금액에 대한 근거가 불분
명하며, 소송수리비 부담에 대한 비율도 불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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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원의 의견
1.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의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 사용 관련
A. 항소인은 항소인이 스스로 제기한 간판 이외에, 차림표 등에도 피
소인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간판에 대해, 항소인은 간판의 제작자
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했지만,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의 출
자자 장영(张颖)과 원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의 동업자가 체결
한 양도협약은“원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이 투자한 가구 및 용
품 등을 모두 장영(张颖)에게 양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 또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은 간판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상해 운
금(上海云锦茶餐食府) 또한 설립된 이후 2003년 6월까지 1년 간 경
영과정 중 이 간판을 사용해 사실상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
를 이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C. 이에 근거해, 간판은 쌍방 양도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며,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간판을 물려받아 양도인의 허락 하
에 계속 사용하여 왔다고 본다.
2. 우원면관(愚园面馆)이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에 “오월인가(吴越人
家)” 상표 사용허가 관련
A. 항소인이 제공한 증거들은 우원면관(愚园面馆)이 예양면관(上海 芮
杨面馆)에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 사용을 허가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우원면관(愚园面馆)은 권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도용해 행사했다.
A. 비록 피소인이 가맹협약 시 우원면관(愚园面馆)에 “오월인가(吴越
人家)” 상표 사용를 허가했지만, 이것이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양도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원면
관(愚园面馆)은 피소인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
다.
4.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를 사용
한 것은 합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A. 우원면관(愚园面馆)이 상표 사용 허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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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한 불법에 속한다. 동시에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 역시
상표 사용 허가 권리가 없음을 명시한다.
5.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는 피소인이 등기한 기업명으로서, 피소
인에게 그에 상응된 권리가 있다.
A. 항소인이 주장한 대로 설사 “오월인가(吴越人家)”가 타인에 의
해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해도, 이것은 두 항소인이 피소인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6. 우원면관(愚园面馆)이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에 “오월인가(吴越人
家)” 상표 사용을 허가한 행위는 반 부정당 경쟁법이 규정한 부정
당 경쟁 행위에 포함되며,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
7. 원심 판결 중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 부담해야 할 권리침해
책임 정도에 관한 보충설명
A.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과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의 상표 무
단 사용은 모두 “오월인가(吴越人家)”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
다.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의 “권
리”를 이어받아 “오월인가(吴越人家)” 상표를 사용해 왔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 또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B. 피소인은 상표권 침해로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을 피고로 소
송을 진행했고, 권리 침해에 관한 책임을 물었다. 이는 피고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로써 합법적이다.
C. 그렇지만, 이것은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의 권리 침해 행위가 면
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은 법에 의거해
예양면관(上海 芮杨面馆)에 책임과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8. 배상액 문제
A. 쌍방은 모두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바, 법원은
본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해 배상액을 책정할 권한이 있다.
본 법원은 원심법원이 배상액 책정 시 고려한 요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책정한 배상액은 합리적이라고 생각 한다.
9. 마찬가지로, 법원은 소송당사자 각자가 민사책임을 져야한다는 규정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할 소송 수리비의 분담 비율을 책정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다.
10. 소송 절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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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법원은 항소인이 제기한 우원면관(愚园面馆) 기업명 변경으로
인한 소송 절차 문제는 원심 법원이 이미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며,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방법을 채택했다.
B. 또한 판결 중 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붙였으므로, 항소인의 주장
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본 법원은 항소인의 주장을 지
지하지 않는다.
C.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
은 다음과 같다.
D.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E. 본 항소안의 수리비는 3,187.50 위엔이며, 두 항소인 상해 포오영월
(上海包吴赢越餐馆)과 상해 운금(上海云锦茶餐食府)이 부담한다.

□ 사례 7
업종: 외식업
항소인(원심 원고): 북경동안음식회사(北京东安饮食公司)
(이하 ‘동안’)
피항소인(원심 피고): 산동남해주식회사(山东南海股份有限公司)
(이하 ‘남해’)
사건의 경위
항소인 동안과 피항소인 남해는 동영구 인민법원 (2001)东经初字 제132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판결에서 동안은 국가공상행정관
리국 상표국 1998년 1월 7일 변경허가 후 “동래순(东来顺)”의 상표 등록
인임을 인정했다.
동안은 남해가 “동래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했
다. 이를 위해 동안은 2000년 10월 23일, 2001년 2월 16일 남해에게 2장의
서신과 12장의 사진을 보냈다.
2000년 10월 23일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은 남해는 동안의 허가 없이 산
동성 동영시 남해교육센터에 “남해 동래순반장(南海东来顺饭庄)”을 오픈
해, 2000년 10월 1일 개점 전후로 동영시의 신문광고, 거리 및 가게 앞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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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설치해 대대적인 광고를 함으로써 “동래순” 상표권자의 권익을 침해
했다는 것이었다.
남해 측에서 상표를 함부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침해행위를 중지하
겠다고 약속했다. 동안은 남해 동래순반장 내외부의 상표표지를 철거하고 각
종 동래순 광고게재 등 상표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 2월 16일 서신 상으로 전달하길 2000년 10월 23일 서신의 주요
내용과 함께 남해 동래순반장 현재까지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았
고, 허위광고 중단 약속을 이행치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산동성 신문매체
에 광고개제를 하였다.
남해 측의 침해행위는 동안본사 및 가맹점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재
차 권리침해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번 달 28일까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브랜드 가치 훼손을 보상할 방안의 서면 답변과 이행을 요구했다.
동안은 남해교육센터에서 ‘동래순’ 상표 사용 및 남해동래순반장, 동
래순 샤브샤브 등의 현수막 광고를 한 사진 증거를 제출했다.
남해는 주장하길 2000년 10월 23일 서신을 수신하지 못했으며, 2001년 2월
16일자 서신만 수신했다. 두 서신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동안이 제
시한 사진에 대해 진실성, 내용, 촬영 시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다.
남해는 진술하길 연태시 동래순찬음유한공사(이하 ‘연태동래순’)는 건
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였으나 2001년 1월에 영업을 정지하였다. 동시에 임
대계약서 및 연태동래순이 설립한 동영 분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다. 동
안은 이 증거물이 모두 본 안건과 관련 없음을 주장했다.
동안은 경제적 손실을 증명하기 위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승리석유관리국 예뇌실업공사 소유의 가
맹점 손익계산서 각각 1부를 제출하며 두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며 손해액이
15만 위엔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두 부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수익, 매출이익, 주영업이익, 영업이익, 총
이익 5개의 항목이 있었고 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남해는 이
증거물의 진실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당사자 쌍방의 법정 진술, 동안이 제출한 서신 2부, 사진 12장, 손익계산
서 2부, 남해에서 제출한 임대계약서, 고용계약서, 위탁서, 영업허가증, 서
신 각각 1부를 증거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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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 의견
동안이 비록 “동래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침해
주장의 근거로 원고가 직접 찍은 사진 및 증거물 등을 남해는 모두 부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동안은 이 증거물만으로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동
안은 가달(哥达) 페이징센터(paging center), 산동 제루(齐鲁)유한방송국에
광고했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래순 상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명확
하다. 그러므로 동안이 남해의 침해 사실은 증명이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604조에 따라 동안의 청구를 기각하며
안건 수리비 4,510 위엔을 동안 측에서 부담한다. 동안은 항소에서 일심판
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10월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했으며 두 차례
상표사용 중단 요청 서신을 보냈고,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들은 이 사실을
주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진술했다.
고로 2심법원에서 정확히 사실을 밝혀줄 것과 1심판결을 고쳐 산동성 성
급 신문에 공개사과 기재와 경제적 손실 15만 위엔 배상, 고소 비용을 청
구했다.
남해 변론
원심에서 밝힌 사실관계는 분명했으며, 증거도 충분했고, 판결이 공정했
다. 피항소인은 2000년 10월 남해중심호텔(南海中心酒店)의 일층 일부분을
연태동래순에게 임대해 주었다.
동래순은 2000년 7월 1일 연태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동영시 공상행정관리
국에게 전달한 ⟪기업법인이지증설분지기구함(企业法人异地增设分支机构函)
⟫을 발급받았다.
연태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설분지기구비안용(供设分支机构备案用),
기업법인영업집조복인(企业法人影业执照复印)” 두 개의 도장이 날인된 연
태동래순의 법인영업 허가증(企业法人营业执照)을 첨부했다.
또한 동래순 주주회의를 거쳐 동영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분사(分支机构)
설립 신청 후 동영시에 동영분사(分公司)를 설립하고 관리자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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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순은 항소인이 허가한 상표사용권을 공유하고 동영시에 본인 명의로
외식업체를 운영하였다. 이는 동래순 상표 사용행위와 피항소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
피항소인은 동래순 상표, 상표표지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광고홍
보는 한 적이 없다. 고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피항소인이 건물임
대 과정 중에 과실이 없으며 어떤 책임을 질만한 사실이 없다. 2심법원에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길 청구한다.
(2심)
2심에서 조사한 사실은 1심에서와 같다.
그 외 2002년 8월 4일 항소인의 위탁대리인 임만동(任万东) 변호사가 이
군장(李军章)씨와 면담 후 조사 기록을 남겼다.
이씨는 기록 상 증언하길 항소인이 제출한 12장의 사진은 2000년 10월
17일 산동중욱(山东众旭)변호사 사무소(항소인의 일심 위탁대리인)의 요청
으로 이씨가 남해교육센터 앞에서, 같은 날 숭산로(嵩山路)에서 "동래순 샤
브샤브" 광고 현수막을 촬영했다.
사진에 표시된 2001년은 사진기 설정 상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는 2000
년 10월 17일이다. 남해교육센터 입구와 부근에서 동래순의 간판과 현수막
을 보지 못했으며 이를 기록하여 증거로 남긴다.
법원의견
남해가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는 동안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 동안
이 제출한 사진은 고소 주체 측에서 찍은 사진이고 사진에 표시된 시기와
동안이 주장하는 사실과 불일치한다.
동안이 비록 기록 증언을 통해 해명을 했지만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
하진 않았다. 페이징센터와 방송국에 광고를 했다는 주장은 남해가 부인하
는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의 “고소자 증거제출(谁主张谁举证)” 원칙에 따라
동안은 증거제시를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2심 수리비 4,510 위엔은 동안이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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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쟁점: 증거불충분시 발생가능 결과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하였다. 원고의 과오는 2가지가 있다.
1. 권리침해 증거 사진을 촬영할 때에 공증소의 공증을 거치지 않아 증거
물이 일방적으로 제작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었다. 촬영자의 소홀로
사진 상의 시간 표시와 실제 촬영 시기가 불일치하는 일이 불거졌다.
2. 페이징센터 및 방송광고 주장 시에도 피고의 침해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됐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원고가 고소할 때 마땅히 방영된 광고
자료를 수집 및 보관했어야 했다.

2.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 8
업종: 도소매업
항소인(원심원고 및 반소피고): 광주시영감무역유한공사
(广州市灵感贸易有限公司)
피항소인(원심피고 및 반소원고): 북경자광화우복장복식유한공사
(北京紫光华羽服装服饰有限公司)
사건의 경위
항소인 광주시영감무역유한공사(이하 '영감사')는 프랜차이즈 계약분쟁
사건에 대한 광주시 여만구 인민법원(广州市荔湾区人民法院)의 (2003) 荔法
(民)二初字 제690호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2002년 5월 16일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은 양측의 진의표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항소인의 상표사기에 의
해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항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항소인이 단지 해
당 상품의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계약한 제품의 상표권자가
아님을 피항소인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검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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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항소인의 해당 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하여야 할 것으로 상표사
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해당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므로 피항소인이 계
약에서 약정한 입하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약에 따라 5만 위엔의 보증금
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리하여 항소인이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지한 것은 합리적이다.
해당 계약은 이미 피항소인에 의해 철회되었고, 계약상의 경영 업무를 중
지함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중지되었다.
피항소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입하량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항소인이
제공한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항소인이 항소인이 제공한 상품의 품질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품질검사부서에 상품을 넘겨주어 검사하게 하였으나 이는 피항소인이
단독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피항소인이 검사를 위해 보낸 제품이 항소
인이 피항소인에게 제공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없다.
품질검사부서도 항소인이 제공한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
사한 제품이 항소인의 제품임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의 불만과 적의 처벌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항소인에게 품질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인이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제품에 대해 품질문제
를 제기한 항변 이유는 성립하지 않아 원심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진열대 비용지불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피항소인
도 진열대를 받은 후에야 디자인을 알았고 가격을 안 후 곧바로 이의제기
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003년 4월 10일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4월 3일 피항소인에게 보낸 팩스
에 회신하며 제기한 6가지 의견에서야 비로소 인테리어 비용이 과하게 높
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피항소인이 진열대의 가격이 84,810 위엔임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하여야하며, 해당 진열대에는 ‘명치(明治)’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명치’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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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이 이미 해당 진열대를 사용하였음으로 진열대 비용을 항소인에
게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진열대 비용에 관한 분쟁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관련 규정과 3년 기
한에 따라 환산하여야 하며, 피항소인은 해당 진열대를 국무(国贸) KH 전
문매장의 4.5개월 사용기간의 50%의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진
열대를 항소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 비용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각각 50%씩 부담해야하며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물건 대금 125,730 위엔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프랜
차이즈 계약’ 상의 물건 대금 37,380 위엔과 위탁판매대금 88,422 위엔으
로 구성되어있다.
위탁판매제품은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법률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고, 또 이 계약의 물건대금 37,308 위엔
중 아직 5012.10 위엔 가치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15조 규정
에 따라 피항소인은 5012.10 위엔 가치의 재고 상품을 항소인에게 반환해
야 한다.
그리하여 비항소인은 물건대금 32,295.9 위엔을 항소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항소인은 2003년 4월 1일 피항소인에게 대금지불통지서를 피항소인에게
발송하여 그 해 2월분의 물건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물건 대금
이 이미 판매된 상품의 가격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 해 6월 3일부터 항소
인이 계약 중지를 제기하면서 피항소인과 줄곧 물건 대금 결산을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물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약금 지
불을 요구하는 것은 증거 부족으로 원심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조사비, 출장비 지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항소
인이 조사 사유에 대한 관련 근거와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출장비에 대해
서는 원심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변호사비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인이 계약서의 제
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항소인이 어떠한 계약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에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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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제24조는 계약중지의 조건과 보증금의 반환 방식을 규정한 것이
고 계약서 제19조의 보증금 관련 규정에서 피항소인이 독단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항소인의 항변이
유는 성립하지 않아 원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항소인은 반소하여
항소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어서 원심법원을 이를 인
정하여 항소인은 10만 위엔의 보증금을 피항소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항소인이 반소하여 항소인이 불량 제품을 공급하고 독단으로 계약을
해지한 점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
여 원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항소인이 반소하여 항소인이 타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발
송하여 피항소인에게 배상금 지불과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항소
인이 타인에게 보낸 편지는 합법적인 상품 상표의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항소인이 피항소인과 체결한 계약을 취하한 것은 계약 규정을 위반
한 것이 아니고 편지 내용도 사건사실 내용과 부합하여 항소인의 행위가
피항소인의 명예를 해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항소인의 요청은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소송과 관련되어 지불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
하는 것은 계약 중지가 피항소인의 위약에 의해 일어난 분쟁임으로 항소인
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원심법원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54조,
84조, 제85조, 제88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7호, 제10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판결
피항소인은 원심판결의 법률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명치’ 진열
대 비용 5300.63 위엔을 항소인에게 지불한다.
피항소인은 원심판결의 법률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명치’ 진열대를 항
소인에게 반환하고 반환 비용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피항소인은 원심판결의 법률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물건대금2,295.9
위엔을 항소인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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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은 원심판결의 법률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항소인이 제공
한 5,012.10 위엔 가치의 재고상품을 항소인에게 반환하고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항소인은 원심판결의 법률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보증금 10만 위엔
을 피항소인에게 반환한다.
항소인·피항소인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함. 소송 비용 7,676 위엔 중
항소인이 5,962 위엔, 피항소인이 1,714 위엔 부담. 반소 비용 7,473 위엔
중 항소인이 3,510 위엔, 피항소인이 3,963 위엔 부담한다.
(2심)
항소인은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내용 :
1. 피항소인은 계약에 따라 진열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피항소인이 필요한 물품은 모두 항소인으로
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비용은 항소인이 50%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피항소인은 진열대 비용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와 피항소인이 3년 동안 진열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피항소인의 계약 위반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결과는 모두 피항소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열대의 ‘명치’ 표시는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상표 표시를 제거하고 진열대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진열대는 피항소인 영업장소의 크기에 따라 특별 제작한 것으로서 만
약 반환한다면 항소인은 기타 체인점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진
열대를 반환한다고 하더라고 계약서에 따르면 모든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비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계산은 틀렸다. 실제 사용
기간은 항소인이 진열대를 제공한 날(2003년 1월 16일)로부터 피항소인
이 반환한 날까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진열대의 사용기간은 항소인이 물품을 제공한 날로부
터 계약서가 만기되는 2005년 5월 16일까지 이다. 그 외에도 진열대의
중국 423

상태와 개수 등을 항소인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문제가 있다.
2. 피항소인은 계약에 따라 모든 물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양측의 모든 업무 교류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것으로 계약한 제
품은 영업 장소에서 판매되는 항소인 또는 기타 권리소유자가 제공한
고유한 표시가 있는 가죽제품과 기타 부속품을 말한다.
위탁 또는 비위탁 제품은 모두 항소인이 위의 규정에 따라 피항소인에게
제공한 제품으로, 그 차이는 물건대금의 지불방식에만 존재하며 피항소인
도 역시 이번 사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피항
소인은 5012.10 위엔 가치의 비위탁 제품의 제고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
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물건을 받았으면 물건대금을 지
불해야 한다.
계약서의 제15조의 본래 의미는 피항소인이 물건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는 제품의 처분권이 없다는 것으로 이 조항으로 피항소인의 이행의무를
재촉하면 항소인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 조항은 피항소인이 제품반환 이유를 대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건의 반환 여부 및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품에
대 한 대금 청산은 항소인의 권리로서 피항소인이 물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항소인은 물건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물건 반환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하고 원심판결에서 항
소인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계약 수량은 피항소인이
결정하고 소매가격은 항소인이 결정하는데 피항소인이 항소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가격의 기간에 따른 지불 방식은 모두 명확히 규정하였다.
항소인이 청구한 물건대금은 모두 2003년 2월의 물건으로 늦더라도
2003년 3월 10일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계속되
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에 발송한 지불통지서에 이미 물건대금의 액수를 명
확하게 기재하였다. 이 외에, 계약서에 제품의 품질과 이의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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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항소인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
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 계약에서는 계약을 위반한 측에서 상대방의 조사비·변호사비·출장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계약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계약이 중지된 후 피항소인의 경영 상황을 이해하고 사후처리를 위 항
소인의 변호사와 총경리는 직접 북경으로 와서 피항소인의 대리인을 만
났고, 이로 인해 항공비와 투숙비로 모두 5,658 위엔을 지불하였고, 이
외에 시내 출장비와 식비 및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북경에서 처리해야 하
는 일 때문에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면 항소인이 제기한 1만 위엔은 합
리적이다.
항소인이 이번 사건을 대리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비 1만 위
엔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피항소인은 조사비·출장비·변호사비를 지
불해야 한다.
4. 계약서 제19조 제3항은 양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규
정 중 하나로, 유일한 규정은 아니다.
계약 보증금은 피항소인이 독단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위법행위가
없어야하며,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고유한 표시를 제거하고, 남은 제품
을 적절히 처리한 후에야 1개월 뒤에 반환할 수 있다. 피항소인은 이전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피항소인이 수많은 위약행위를 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청구
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도 계약에 따르면 1개월 후에 반환하는 것이다.
법원에 피항소인에게 진열대 비용 42,405 위엔과 2003년 1월 17일부터
중국인민은행의 동기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물건 대금 125,730 위엔 및
위약금 25,146 위엔, 조사비 500 위엔, 출장비 1만 위엔, 변호사비 1만 위
엔 지불 판결을 요청하고,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요구하는 보증금 10만
위엔의 기각을 요청한다.
피항소인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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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진열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진열대를 반
환할 것이며 양측이 반환 비용 50%를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원심
법원의 진열대 사용 비용에 대한 계산은 문제가 없다.
2.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위탁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
고 위탁품과 이 계약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원심법원의 판결이 합
법적이다.
계약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비위탁 제품을 반환해야하고, 남은 제품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판매한 제품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항소인은 아직까지도 피항소인과 결산하지 않았고, 피항소인은 항
소인을 북경으로 초대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를 점검하였으나 피항소인
은 계약을 철회하였음으로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3.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합리적이지 않은 조사비·출장비와 변호사비를 지
불한 필요가 없다.
4.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10만 위엔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원심판결에
서 양측은 모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으로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이행의무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원심판결에서 항소인이 판결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보증
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 종합하여 2심법원에 원심판결의
유지를 청구한다.
조사 결과 항소인은 ‘기적(奇積)’ 브랜드의 상표등록자인 청성구항
원피혁제품창(清城区港元皮革制品厂)과 ‘명치’ 브랜드 시리즈 상품의
상표등록자인 광주시명치피구제품유한공사(广州市明治皮具制品有限公司)
의 수권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소인은 두 브랜드 상품에 대해 중국 대
륙에서의 독자적인 총대리권을 취득하였다.
2002년 4월 29일,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지불한 10만 위엔을 받았다.
2002년 5월16일, 항소인은 피항소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소인이 중국에서 ‘기적’, ‘명치’ 시리즈 상표의 허가사용자 중
하나로서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항소인 또는 수권자가 제공한 가죽제
품과 그 부속품들을 북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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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항소인이 개업하는 첫 번째 체인점은 북경장성숭광(北京庄胜崇 光)
백화점으로 정하였고 2002년 6월 1일 전에 정식개업을 하기로 계약하였다.
피항소인의 중국국제무역센터(中国国际贸易中心商场) 체인점은 이 계
약이 체결된 후 첫 해에 개업한 것으로, 항소인은 이 체인점의 진열대
비용의 50%를 부담하였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도면과 요구에 따라 체인점의 인테리어와 배치를
진행하고, 체인점의 천장·벽·바닥·수도·전기 등의 인테리어는 피항
소인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체인점의 인테리어 또는 배치를 할
때 필요한 모든 물품(책장, 장식품, 물품 포함)은 반드시 항소인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피항소인은 스스로 제조해서는 안 된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물품을 구입할 시의 가격은 항소인이 결정한
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모두 선불로 지불
해야 한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지불한 선불을 받은 후 7일 내에 피항
소인이 주문한 물품을 전달한다.
제품의 소매가는 항소인이 결정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인에세 구매상품
의 가격을 상품 소매가의 35%(세금 불포함) 또는 40%(세금 포함)으로 계
산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피항소인이
항소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물건의 액수가 120만 위엔보다 적으면 안 되
고, 2년째에는 220만 위엔, 3년째에는 320만 위엔보다 적으면 안 된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품질 검사를 진
행해야하며, 3일을 초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계
약하였다. 물건 대금이 항소인이 지불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매월 10
일, 20일, 30일이 지불일이다.
피항소인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불일에 물건 대금을
지불한다. 피항소인이 지불일을 넘긴 경우에는 물건 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 피항소인이 물건 대금을 지불하기 전,
피항소인이 항소인으로부터 구매한 모든 물건은 항소인의 소유이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15만 위엔의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10만 위엔, 2003년 5월 31일이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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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엔을 지불하기로 계약함. 피항소인이 독단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에는 피항소인이 지불한 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항소인이 이 계약에서 규정한 입하량을 달
성하지 못할 경우, 항소인은 이에 근거하여 이 계약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계약이 중지된 후 피항소인은 지불하지 않은 물건 대금과 기타 대
금을 즉시 지불해야 하며, 항소인의 소유인 상품을 모두 반환하고, 관련
운송비와 보험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업무와 시스템에 관련되었거나 고
유상표가 부착되어있는 문서, 자료, 그리고 물품을 항소인에게 반환하거
나, 항소인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만약 피항소인이 어떠한 위약행위도 하지 않았으면 이 계약이 중지된
후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고유상표를 제거하고,
남은 상품을 처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자 없이 피항소인의 보증금
을 반환해야한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02년, 피항소인은 북경장성숭광 백화점과 24개월 기한의 하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항소인이 이 백화점 내부 30평방미터의 면적에서 ‘명
치’ 여성핸드백을 판매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피항소인은 중국국제무역센터주식유한공사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항소인이 중국국제무역센터 백화점의 25.62평방미
터의 면적을 2년 간 임대하여 항소인이 제공한 ‘프랜차이즈 계약’ 상
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 이후 피항소인은 국제무역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항소인에게 84,810 위엔 가치의 진열대를 주문하였다.
이 체인점은 2003년 1월 하순에 개업하였으며 2003년 3월 3일, 항소인
은 피항소인에게 ‘위탁제품지불내역통지서(寄卖品应付款项通知书)’를
발송하여 피항소인에게 2월 물건 대금 88,422 위엔을 같은 해 3월 10월
까지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2003년 4월 1일,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추가제품비용지불통지서(补
货应付款项通知书)’를 발송하여 피항소인에게 2월 물건대금 37,308 위
엔을 같은 해 4월 10일까지 항소인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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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0일,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4월 3일 팩스에서 제기한 제품
품질 등 6가지 내용에 대한 회신을 피항소인에게 보냈고, 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제품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변동된 피항소인의 판매원이 제품의 가죽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정확히 소개하지 못하여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였다.
위탁판매방식의 시행은 양측이 협의한 후 진행한 것으로 위탁판매가
피항소인의 위험을 줄여주고 항소인의 위험은 증가하였다.
만약 피항소인이 이러한 운영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프랜차이
즈 계약’에서 정한 운영방식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국제무역센터의
KH 전문점의 개업에 대해서 항소인은 이미 양보하였으며 이 체인점의
진열대 비용의 50%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대로 하였다.
이 체인점은 피항소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개업한 후 인테리어비를 책
정하기로 하여 1월 말에 급하게 개업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미 3개월
의 시간이 흘렀으며 피항소인이 약속을 어기고 인테리어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로 피항소인에게 인테리어비와 물건 대
금을 지불하기를 요구하였다.
2003년 6월 3일, 항소인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피항소인에게 팩스 형
식으로 ‘변호사 서신’을 보냈으며, 피항소인이 5만 위엔의 보증금과
물건 대금 및 인테리어비를 지불하지 않고, 첫 해에 약속한 입하량(위탁
제품 포함)을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위
반을 이유로 피항소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항소인은 피항소인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지하고 피항소인에게 168,135 위엔 및 20%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항소인 소유의 모든 물품을 반환하며 모든 경영 활
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같은 날, 항소인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팩스 형식으로 북경장성숭광
백화점에도 ‘변호사 서신’을 발송하여 피항소인의 ‘프랜차이즈 계
약’ 위반 행위를 이유로 백화점의 협조를 구하고 피항소인이 해당 백
화점에서의 관련 경영 활동을 정지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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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4일 중국국제무역센터주식유한공사는 피항소인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소인으로부터 피항소인의 ‘명치’ 브랜드 대리권을 중지한다는 내
용의 변호사 서신을 받아 2003년 6월 15일 양측의 계약을 중지하도록
합의하였다며 피항소인에게 그 날까지 자리를 비우고 피항소인의 위약
금 18,074.91 위엔을 제하고, 관련 수속을 마치도록 요구하였다.
2003년 6월 13일, 항소인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팩스로 피항소인에게
변호사 서신을 보내어 피항소인에게 항소인이 6월 3일 보낸 변호사 서
신 내용에 대해 3일(업무일) 내에 답변하라고 요구하였다.
항소인이 계약을 해약한 날까지 피항소인이 항소인으로부터 받은 물건
가격은 125,730 위엔으로, 그 중 위탁제품 가격 88,422 위엔과 비위탁제
품 가격 37,308 위엔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이 해지된 후,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창고에 있는 재고
품을 점검하지 않았고, 피항소인이 단독으로 수량을 확인한 후, 창고에
100,81 위엔 가치의 위탁제품과 5,012.1 위엔 가치의 비위탁제품이 있다
고 밝혔다.
2003년 9월 24일,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계약에 따라 진열대 비용을 지
불하지 않고 약속한 입고량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
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하였다.
1. 양측이 2002년 5월 16일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중지 판결
2. 피항소인이 지불한 진열대 등 물품 가격 42,405 위엔 및 2003년 1월
17일부터 중국인민은행의 동기대출 이율에 따라 이자 지불
3. 피항소인에게 물건 대금 125,730 위엔 및 위약금 25,146 위엔 지불 판결
4. 피항소인에게 조사비 500 위엔, 출장비 1만 위엔, 변호사비 1만 위엔
지불 판결
5. 피항소인에게 이번 사건의 소송비 지불 판결
피항소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했다.
1. 항소인에게 담보금 10만 위엔 반환 판결
2. 항소인에게 상품의 품질 문제와 독단으로 계약을 중지하여 입게 된
피해보상금 102,155 위엔 지불 판결
43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3. 항소인이 타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신을 보내 피항소인의 명
예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음으로 서신 수신자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
어 사과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판결
4. 항소인이 반소 소송비 및 피항소인이 이로 인해 지불한 비용 5,000
위엔 배상 판결
피항소인은 답변서에서 항소인으로부터 125,730 위엔 가치의 물건을 받
은 것을 인정하였으며 그 중 위탁제품 가격이 88,422 위엔(10,081 위엔 가
치의 재고품 있음), 계약과 관련된 제품 가격이 37,308 위엔(5,012.10 위엔)
이고, 피항소인은 보증금을 제외한 물건 대금과 재고품을 항소인에게 반환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2003년 7월 30일, 항소인은 광동방원지성(广东方圆至成) 변호사 사무소와 위
임계약을 체결하고 10,000 위엔을 지불하여 이 사건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2003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항소인의 직원 라악현(罗乐贤)과 변호사
사무소의 薛변호사는 함께 북경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항공
료 5,120 위엔과 숙비 538 위엔, 총 5,658 위엔을 지출하였다.
1심 소송에서, 피항소인은 국가피혁제품질량감독검험센터(国家皮革制品质
量监督检验中心)가 피항소인이 보내온 ‘명치’ 브랜드 핸드백(화물번호
K8264)의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에 대해 2002년 9월 29일 발급한 검사의견
서를 제공하였다.
이 검사의견서에서는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은 품질 문제라고 결론지었
다. 항소인은 이 증거는 피항소인이 단독으로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항소
인의 제품임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항소인이 제공한 ‘명치’ 진열대 리스트에는 모든 물품의 상태가 양
호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항소인은 이 리스트 내용을 확인하였다. 1심이
개정되었을 때 원심법원은 위탁제품과 비위탁제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여
양측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질을 진행하였다.
본원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체결한 ‘프랜차이즈계약’이 법률과 행정
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으로 이 계약은 유효하며, 양측 당사자
는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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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의 이행 과정 중, 피항소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
로 항소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프랜차이즈 계약'
의 권리의무가 중지된 후, 양측은 이 계약에서 정한 결산 및 처분 방법에
따라 양측 간의 채권․채무를 해결하여야 한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제공한 진열대는 항소인이 대리하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된 후, 피항소인은 이 진열대를 다시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항소인이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운송비는 계약
에 따라 피항소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피항소인은 이미 이 진열대를 4개월 반 동안 사용하였으므로 이 진열대
의 가격 84,810 위엔과 양측이 약정한 28개월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산하면
사용 비용은 13,630 위엔으로 피항소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사
용비용의 50%, 즉 6,815 위엔을 지불해야한다.
항소인이 요구하는 진열대를 피항소인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양측이 약정
한 사용 기간을 계산하고, 피항소인이 운송비를 지불해야하는 항소이유는
성립하지만, 사용 비용을 피항소인이 실제로 진열대를 반환하는 날까지 계
산하고, 피항소인이 진열대 비용을 지불하며 이자 지불에 대한 항소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항소인이 1심에게 제공한 리스트에는 이미 모든 물품의 상태가 양호하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항소인이 이 리스트를 확인하였으므로 항소인이 2심
소송에서 물품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인과 비항소인의 경제 관계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항소인이 2003년 4월 10일 피항소인에게 회신하는 팩스에서 위탁판
매 방식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기초하여 양측이 협의한 경영방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위탁제품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 계약에서 약정한 브랜드의 제품과 법률관계가 다르지 않다.
피항소인이 1심 답변에서 위탁제품과 이 계약에서 약정한 브랜드의 제품
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원심법원에서도 개정할 시 위탁
제품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탁제품과 비위탁제품은 이번 사건
에서 함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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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은 이미 판매한 위탁제품의 물건 대금 78,341 위엔과 비위탁제품
의 물건 대금 32,295.90 위엔의 총액 110,636.9 위엔을 항소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피항소인이 물건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항
소인이 항소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소유권은 항소인의 것이며, 계약이
중지된 후, 피항소인은 반드시 피항소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는 제품을 항
소인에게 반환하고, 모든 운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이 중지된 후 양측이 함께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않았고, 만
약 피항소인이 판매하지 않은 재고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피항소인은 양
측의 계약 내용에 따라 물건 대금을 항소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항소인
에게 손해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외에, 재고품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피항소인이 부담해야 한다. 항소인이 위탁제품과 비위탁제품을 이번
사건에서 함께 처리하고 재고품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피항소인에
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항소이유는 성립하지만 피항소인에게 재고품의 물
건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항소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이 재고품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
기하였으나 반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물건 대금을 지불하라고 통지하였으나 물건 대금
이 이미 판매된 제품의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고, 계약중지 일까지 양측은
이미 판매된 제품과 재고품의 대금에 대해 결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인
이 피항소인에게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하
는 항소이유는 성립하지 않아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상대방이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이는 조사비·변호사비 및
출장비를 포함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피항소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중지된 것으로,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와 출장비
를 피항소인이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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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변호사비와 출장비를 요구하는 항소이유는 성립
하여 본원은 이를 인정한다. 변호사비와 출장비의 금액은 실제로 발생하고
지출한 증명이 있는 액수로 계산한다.
항소인이 요청한 10,000 위엔의 출장비 중, 5,658 위엔은 증거가 있지만,
그 외의 금액은 증거가 없어 이 액수에 대해서는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인이 요구한 조사비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피항소인의 독단적인 계약 해지를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 제24조는 계
약 중지조건과 보증금 반환방식에 관한 약정으로 항소인이 이 규정에 의해
피항소인의 보증금을 몰수하는 항소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계약’은 피항소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중지된 후 보
증금의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고, 항소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항소인이 항소인에 대한 금전채무와 서로 상쇄하므로 원심에서 양
측이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은 부당함이 없지 않다.
종합하면, 원심판결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중지된 후 인정한 결산
및 처분에 있어 부당함이 존재하여 본원은 판정을 번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60조, 제93조 제2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9조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中华人民
共和国民事诉讼法)’ 제1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
결한다.
1. 광주시여만구인민법원 (2003) 荔法民二初字 제690호 민사판결문의 제5
항과 제6항을 유지함
2. 광주시여만구인민법원 (2003) 荔法民二初字 제690호 민사판결문의 제1
항을 변경함. 피항소인은 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명
치’ 진열대 사용비 6,815 위엔을 항소인에게 지불
3. 광주시여만구인민법원 (2003) 荔法民二初字 제690호 민사판결문의 제2
항을 변경함. 피항소인은 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명
치’ 진열대를 항소인에게 반환. 모든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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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시여만구인민법원 (2003) 荔法民二初字 제690호 민사판결문의 제3
항을 변경함. 피항소인은 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물건
대금 110,636.90 위엔을 항소인에게 지불.
5. 광주시여만구인민법원 (2003) 荔法民二初字 제690호 민사판결문의 제4항
을 변경함. 피항소인은 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5,012.10
위엔 가치의 비위탁제품 재고와 10,081 위엔 가치의 위탁제품 재고를 항
소인에게 반환하고 모든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 피항소인이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양측이 약정한 입하 가격으로 항소인에게 배상.
6. 피항소인은 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항소인에게 출장비
5,658 위엔과 변호사비 10,000 위엔 배상.
1심 소송비 7,676 위엔 중, 항소인이 2,355 위엔, 피항소인이 5,321 위엔
부담. 반소 소송비 7,473 위엔 중, 항소인이 3,510 위엔, 피항소인이
3,963 위엔 부담.
2심 소송비 15,149 위엔 중, 항소인이 11,437 위엔 부담, 피항소인이
3,712 위엔 부담.
사건초점 : 프랜차이즈 계약이 취소될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며,
물품은 어떻게 반환하는지?
평가
한 측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다른 한 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법률은 제한성
또는 금지성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
해는 모두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배상총액은 ‘계약법’ 제113조
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조사비·출장비·변호사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였는데,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를 받아야 한다.

□ 사례 9
○ 업종: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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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왕홍영(王洪永)
피고 : 과련(북경)영상과학연구원 (科联(북경)影像科学研究院)
(이하 ‘과련연구원’)
사건의 경위
원고 왕홍영(王洪永)과 피고 과련연구원의 기술양도계약 분쟁 사건에 대
해 본원은 2005년 5월 9일 공개재판을 열어 심리하였다.
원고 왕홍영과 그의 대리인 만경재(万庆才)는 법정에 나와 소송에 참석
하였으나 피고 과련연구원은 본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본원은 법에 따라 결석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미 심리종결 되었다.
원고 왕홍영의 주장 : 2004년 8월 18일, 원고와 피고 과련연구원은 ‘몽
려사(梦丽莎) 나노칼라자(瓷)기 프린팅’ 가맹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맹관리비 9,800 위엔을 지불하였다.
이 계약에서 과련연구원은 약정한 기술 내용을 하남성(河南省) 상구시(商
丘市) 량완구(梁园区)에서 실시하도록 왕홍영에게 허가하고, 해당 현(시)에
서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년 11월 23일 제3자 이해영(李海英)과 가맹계약을 체
결하여 이해영이 하남성 상구시에서 원고와 동일한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허가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왕홍영은 과련연구원이 원고로부터 기술 양도비를 받은 후 약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 양측 계약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계약해지 판결을 요청하였다.
또 원고는 법원에 과련연구원이 가맹관리비 9,800 위엔, 컵 프린팅기 비
용 1,760 위엔과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4,400
위엔의 배상 판결을 요청하였다.
피고 과련연구원의 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허가한 지역 범위는 상구시 량
원구이고, 제3자에게 허가한 지역 범위는 상구시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 아니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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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심리를 거쳐 아래의 사실을 밝혀 내었다.
2004년 8월 18일, 왕홍영(을) 및 과련연구원(갑)은 ‘몽려사 나노칼라자기
프린팅 가맹계약(梦丽莎纳米彩色瓷像加盟合同)’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갑은 을에게 무료로 ‘몽려사 나노칼라자기 프린팅(梦丽莎纳米彩色瓷像)’
기술을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가맹관리비 9,800 위엔을 지불하도록 약정하
였다.
계약에서는 또 갑이 가맹비를 받은 후 을에게 나노칼라자기프린팅기와
나노컴퓨터지능프린팅기 각 1대, 나노자기프린팅기술 생산자료, 특허증서,
상표등록증명, 매장의 통일된 설계도안, 깃발 및 포스터, 프랜차이즈가맹
수권간판, 영업안내책자, 수료증서 및 수권증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을에게 하남성 상구시 량원구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을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동시에 해당 현(시)에서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기로 약속하
였다. 양측은 계약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갑으로 인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갑이 을에게 가맹비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8월 17일, 왕홍영은 과련연구원에게 가맹비 9,800
위엔을 지불하였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과련연구원은 왕홍영에게 나노칼라
자기 프린팅기와 나노컴퓨터지능 프린팅기 각 1대, 프랜차이즈가맹 수권간
판 1개를 제공하였다.
과련연구원이 제공한 깃발, 포스터, 수료증서 및 수권증서는 모두 인쇄물
이고, 나노자기 프린팅기술 생산자료, 특허증서, 상표등록 수리통지서, 상
표출원 수리통지서, 매장의 통일된 설계도안 및 영업안내책자는 모두 사본
이다.
2004년 8월 22일，왕홍영은 과련연구원에게 인민폐 3,200 위엔을 지불하였
고，과련연구원은 왕홍영에게 컵 프린팅기 1대와 소모품을 제공하였다. 양측
당사자는 모두 컵 프린팅기의 가격은 인민폐 1,700 위엔 임을 인정하였다.
2004년 11월 23일,

과련연구원은 제3자 이해영과 ‘몽려사 나노칼라자

기 프린팅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관리비 7,600 위엔을 받았다.
이 계약에서 과련연구원은

이해영에게 하남성 상구시에서 ‘몽려사 나

노칼라자기 프린팅’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해당 시에서 다
른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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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홍영은 과련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몽려사 나노칼라자기 프린
팅’ 기술을 배우기 위해, 또 과련연구원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 북경시와 하남성 상구시를 이동하면서 교통
비 971 위엔，숙소비 415 위엔을 지출하였다. 왕홍영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복사비 140 위엔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왕홍영과 과련연구원이 2004년 8월 18일 체결한 ‘몽
려사 나노칼라자기 프린팅 가맹계약’, 2004년 8월 17일과 8월 22일의 은
행카드 업무 영수증, 과련연구원이 작성한 기술서비스비 영수증, 과련연구
원과 이해영 2004년 11월 23일 체결한 ‘몽려사 나노칼라자기 프린팅 가맹
계약’, 북경시와 하남성 상구시 간의 기차표·버스표·숙소비 영수증, 복
사비 영수증 및 양측 당사자의 진술이 증명하였다.
본원은 왕홍영과 과련연구원이 2004년 8월 18일 체결한 ‘몽려사 나노
칼라자기 린팅 가맹계약’은 양측 당사자 진의표시로서, 계약 내용은 국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해당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당사자는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에 따라 과련연구원은 왕홍영에게 ‘몽려사 나노칼라자기 프린팅’
기술을 제공하고 하남성 상구시에서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겠다고 약
속하였다.
그 후, 과련연구원은 제3자에게 하남성 상구시에서 ‘몽려사 나노칼라자
기 프린팅’ 기술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하남성 상구시 내에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존재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양측으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왕홍영이 기대
하였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하였다. 과련연구원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므로 본원은 왕홍
영의 해지계약을 받아들이고 과련연구원은 계약에 따라 9,800 위엔의 가맹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왕홍영은 응장의거(应将依据)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설비, 간판 및 모든
기타 자료를 과련연구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원은 계약이행 과정 중 왕홍영이 과련 연구원으로부터 구입한 컵 프린
팅기 1대 환불청구를 받아들이고, 과련연구원은 컵 프린팅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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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위엔을 왕홍영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과련 연구원은 자신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왕홍영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하고, 본원은 왕홍영이 실제 지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내용을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
国合同法)' 제94조 제4항, 제97조, 제10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
결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왕홍영 및 피고 중과과련(북경)영상과학연구원이 2004년 8월 18일
체결한 '몽려사 나노칼라자기프린팅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2. 피고 중과과련(북경)영상 과학연구원은 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로부터 10일 내에 원고 왕홍영의 가맹관리비 인민폐 9,800 위엔 및 컵
프린팅기 가격 인민폐 1,700 위엔을 배상하여야한다.
3. 원고 왕홍영은 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0일 내에 피고
중과과련(북경)영상 과학연구원의 나노칼라자기 프린팅기, 나노컴퓨터
지능 프린팅기, 컵 프린팅기

각 1대와 프랜차이즈가맹

수권간판 1

개, 깃발, 포스터, 수료증서 및 수권증거를 반환하여야 한다.
4. 피고 과련(북경)영상 과학연구원은 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
터 10일 내에 원고 왕홍영에게 경제적 손해 인민폐 1,526 위엔을 배상
하여야한다.
5. 원고 왕홍영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이번 사건의 소송비용 649 위엔은 피고 중과과련(북경)영상 과학연구원
이 부담한다. (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7일 내에 지불)
사건초점: 상권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프랜차이즈가 가능 좋은 상업모델인가?
평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영업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가 된 전형적인 사건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양측에게는 상권 보호
및 수권 구역이 양측의 중대한 이익에 관계되며 프랜차이즈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기도 하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은 중지되며 계약을 위반한 측에서 계약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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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법률효력이 있다. 상권보호 설정 방식으로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심과 반지름으로 정하는 방법과 행정구역으
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 사례 10
업종: 외식업
원고: 상해피풍당미식유한공사(上海避风塘美食有限公司) (이하 '피풍당 ')
피고: 당(唐)모씨, 해통찬음공사(海通餐饮公司) (이하 '해통')
사건의 경위
2003년 피풍당은 당모씨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피풍
당이 당모씨에게 피풍당차루(避风塘茶楼) 영업권을 주고, 본 가맹점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며, 계약 기한은 5년이다.
당모씨는 가맹비로 15만 위엔(환불 불가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보증금
10만 위엔(비담보금 성격으로 계약위반 시 피풍당 소유)을 지불하며, 매월
프랜차이즈 사용비, 광고비 등을 지불한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30만 위엔이다. 당모씨와 본 프랜차
이즈 계약에 참여한 회사가 상술한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계약서명 후 당모씨는 가맹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15만, 3만 위엔을
지불하였다. 당모씨는 타인과 공동 출자하여 해통을 설립했으며, 해통은 가
맹점 운영의 주체이다. 그 후 당모씨가 장기간 프랜차이즈 사용비와 광고
비를 연체하여, 피풍당이 최고했지만 반응이 없어, 2004년 기소했으며, 가
맹점 계약을 파기할 것과 광고비·사용비 4,171.28 위엔, 위약금 30만 위엔,
보증금 3만 위엔을 해통과 연대책임 하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모씨
는 반소를 통해 피풍당이 직원 교육, 광고 제작 등 계약한 의무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피풍당에 위약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모씨는 지나치
게 많은 위약금을 법원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통은 당모씨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연대책임에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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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원심법원은 심리 후 피풍당은 계약에 따른 관련 의무를 이행했으며, 당모
씨의 관련 비용 연체는 계약파기 조건이 성립되므로, 피풍당이 계약을 파기
할 권한을 가진다. 계약파기 후 상응하는 결과는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본 계약의 파기하도록 판결하며, 당모씨는 피풍당에게 광고비, 사용비
4,171.28원과 위약금 15만 위엔을 지불해야한다. 이에 관해 해통도 연대책
임이 있다. 피풍당은 당모씨에게 가맹비 12만 위엔, 보증금 3만 위엔을 환
불한다.
피풍당이 불복하여 항소하길, 가맹비 12만 위엔과 보증금 3만 위엔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2심법원 심리에서 가맹비는 가맹점이 경영권을 얻기 위해 본사에 지불하
는 일회성 비용으로 반환 불가의 조건은 비용의 성격과 업계 관례에 부합
하고, 당모씨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므로 가맹비 반환의무가 없다.
실제 이행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풍탕은 구체적인 손해정도를 증명할 증
거가 없이, 원심판결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그 금액을 삭감한다.
또한 본 보증금은 담보성격이 아니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원심판결을
고쳐 12만 위엔의 반환의무를 취소시키며, 동시에 당모씨의 지불 위약금을
15만 위엔에서 3만 위엔으로 낮춘다.
사례쟁점: 계약파기 후 가맹비 및 보증금 처리 문제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자신의 상표, 상호, 상품, 특허 혹은 기술, 경영 방
식 등을 계약을 통해 가맹점에게 사용할 권한을 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동일한 영업모델방식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본사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
는 사업 방식이다.
본 안건은 전형적인 계약분쟁으로, 분쟁 발생은 계약파기 후 결과에 합
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최근 분쟁 중 비교적 빈번히 나타
나는 사례이다. 아래 본 안건의 쟁점정리와 반영한 법률 문제, 같은 류의
분쟁발생 시 해결에 도움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가맹비 반환여부
가맹비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후 가맹점이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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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상업프랜차이즈관리방법(이하 '방법')⟫에 가맹비
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본사에 지불하는 일시
적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비록 ⟪방법⟫이 행정규정이 속해있어 법
적효력이 크지 않지만 이 정의는 여전히 이번 심리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었
다.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의 쌍방이 가맹비의 성격에 대해 불확실한 경
우가 종종 있다. 단지 가맹비를 일시적 지불로 정하거나 계약 중 가맹점
사용비의 일부분 혹은 선불금 혹은 계약보증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한만기 전 계약해제 시에 쌍방이 가맹비를 반환의무에 대해 분쟁
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쌍방이 일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즉 가
맹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본사는 경영권을 가맹점에 부여 가능하고,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방법⟫에 규정된 대로, 가
맹점이 가맹비를 지불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가맹비는 가맹점이 그 자격을 얻기 위한 대가로, 이를 획득하므로 써 본
사의 지명도를 힘입어 좀 더 빠른 자본축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순
조롭게 성공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은 가맹비를 지불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고 개업하기까지의 그 사
업의 첫 발을 들인 것이며, 그 이후 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지
속적인 본사와 협력할 때 예측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맹점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가맹비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사용비
가 있다. 즉 일정한 비율로 본사에 정기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다. 이
는 계약이행 중 본사의 경영자원을 사용하는 대가인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사업의 위험은 도처에 존재한다. 한편 프랜차이즈는 저 위
험·저비용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해 신속히 시장점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관련 상법 중에 가맹비는 가맹점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위험비용
이라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불 후 타인이 성공한 사업모델을 직접적으로
함께 공유하여, 창업에 따른 위험을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만약 중도 계약해지 시에 대한 처리원칙을
정하지 않고, 본사가 가맹비를 받은 후 그 의무사항을 이행했으며, 가맹점
에게 프랜차이즈 영업권이 부여된 상태에서는, 중도에 계약해지가 됐다하
더라도 가맹비 반환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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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계약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맹비 반환이 불가함을 명
시했으며, 당모씨는 계약이 파기됨과 함께 이 조건도 철회 가능하다고 여
겼다. 1심법원에서도 계약의 실제 이행 기한에 근거해 일부분의 가맹비를
돌려줄 것으로 판결했다.
필자가 알기론, 계약체결 당시 불공평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의 조정 요
청 시 인민법원이 변경 혹은 철회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권리행사가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진의표시를 위반해선 안 되며, 계약 성격과 업계관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계약조건 철회가능성 여부를 따질 때 원인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심법원에서 이미 당모씨의 위약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피풍당은 계약해지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계
약에 따라 가맹비와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회수해야 한다.
계약철회 시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전혀 부당한 행위가 아니며,
2심판결에서 정확하게 개정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은 채 계약 조건만 따질 수 없으며, 가맹비에 대한 약정에 관해 본사
가 관련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해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영업권 자체에 대한 결점이 있거나 가맹점 영업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이
는 부당한 상황으로 약정이 취소된다.
2. 보증금 반환 문제
보증금은 ⟪방법⟫에 가맹점이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
점으로 받는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계약만기 시 보증금은 가맹점에게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
보증금의 목적은 계약이행 담보에 있으나, 이것은 통상적인 담보금과 차
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담보금벌칙에 적용할 수 없는데, 즉 상대방
이 위약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2배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본 안건에서 피고가 위약했을 시에 피풍당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보증금은 담보 성격이 없으므로, 당모씨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 상에서 보증금은 실질적으론 금전으로 저당 표시한
담보물로, 쌍방이 담보 성격이 없는 약정임을 진의표시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적용관련문제해설⟫ 제118조 규정
에 따르면, 당모씨가 지불한 보증금은 피풍당에서 담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보증금 환불 불가 요청은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당모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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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해야 할 채무나 위약금 지불을 위한 충당금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다
시 말해, 보증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담보 성격이 있지만 입법 상 명확히
명시해놓지 않은 까닭에 상대방의 위약으로 조기 계약해지 시 보증금은 실
제 담보금과 같은 처벌기능이 없다.
위약에 대한 책임은 담보금이 아닌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계약법⟫ 제114조 규정에 따르면,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 손실보다 지
나치게 많으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보상적, 처벌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히 부당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위약금을 조정하는 옳지 않지만, 실제 손실보다 훨
씬 많은 금액이거나 강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협박해 불공평한 위약금 조
항을 약정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쌍방이 약정
한 위약금은 30만 위엔으로 가맹비의 2배이다. 피풍당이 기소했을 적에 당
모씨는 영업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해 피풍당에 입힌 손실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법원이 당모씨의 조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문제 관해
1심과 2심의 판결이 불일치한다.
1심 판결에서는 피풍당이 입은 손실을 당모씨가 향후 영업기간동안 피풍
당에게 지불할 프랜차이즈 광고비, 사용비 및 가맹비로 판단했다. 계약 약
정에 따라 앞의 두 항목은 영업수익에 근거해 계산해야 한다.
가맹비에 관해서는 원심판결에서 부분 반환으로 확정돼, 반환하는 부분
이 피풍당의 손해가 되었다. 피풍당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
심은 위약금 15만 위엔으로 판결했다. 한편, 2심은 계약해지 후 배상범위가
가득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계약해지의 효력으로 계약은
계약 체결 이전상태가 되는데, 가득소득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됐을 시에
발생되므로, 피풍당이 계약파기를 선택한 이상, 계약 모두 이행됐을 상황에
서 예상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또한 피풍당이 가맹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맹비로 인한 손실은
없다. 피풍당이 항소한 손해에 관해 상표, 영업권(goodwill), 전문기술 등 무
형자산이 포함되는데 증거 제공이 불가능해 인정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지불

위약금을 3만 위엔으로 판결한다. 결론적으로 2심에서 위약금이 더

감소하고, 가맹비 부분 반환을 취소해, 실제적으로 상호 공제 후 금액은 1
심과 같다. 다만 2심과 1심에서 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Franchiser가 고소 ․ 주장한 청구권의 소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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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1
업종: 외식업
항소인: 북경용성과공무회사(이하 ‘용성’),
북경금도순천찬음유한공사(이하 ‘금도’)
피항소인: 북경편의방고압집단유한공사의 합덕문편의방고압점
(이하 ‘합덕문’)
사건의 경위
항소자 용성과 원심피고 금도가 공동위탁한 등인림, 금도의 법정대표 당
제, 피항소자 합덕문의 위탁대리인 이화, 장화광이 소송관련자 이며, 본안
은 이미 심리종결되었다.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 판결에서 합덕문과 용성이 맺은 계약은 진의표
시임을 확인했다. 본 계약에서 약정한 연체 지불된 상표사용비의 체납금이
법정 기준보다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 무효처리 되는 것 외에 기타 조항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합덕문과 용성이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은 편의방고야점의 화평분점을 합작
경영하는 것이다. 용성의 영업 범위에 음식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점포
를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도에게 실질적 경영을 맡겼다.
금도는 실제 경영 중 “편의방”이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합덕문에게 부분 상표사용비를 지불했다. 합덕문은 소송 중 금도가 “편의
방”

등록상표를 사용에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계약의 권리의

무를 용성과 금도가 함께 소유·이행함을 인정한다.
용성과 금도가 합덕문에게 상표사용비로 3만 위엔의 일부를 지불한 것
에 관해, 합덕문은 부인하고 용성과 금도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지불사실에 대한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편의방” 등록상표의 등록이
불완전해 관련 부문의 행정조치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
다.
사용비 연체에 대한 위의 항변은 성립될 수 없다. 약정한 시기에 사용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위약에 해당, 합덕문은 약정에 근거해 계약해지와 용
성과 금도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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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금도도 반소 중 계약 파기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계약은 해지
된다. 계약 해지 후 용성과 금도는 “편의방” 등록상표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합덕문에게 연체한 상표 사용비 및 합덕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지불해야 한다.
용성과 금도는 이미 서면 상으로 인정한 원재료 값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
불해야한다. 계약파기의 책임 용성과 금도에 있으므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합덕문은 체납금 청구는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연체위약금의 계
산기준문제의 회답>회답 수정본⟫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인용된다. ⟪중화
인민공화국계약법⟫ 제93조 제2항, 제97조 규정에 따라
1. 2000년 6월 16일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
2. 판결이 효력 발휘한 후, 용성과 금도는 즉시 “편의방” 등록상표 사용 중
지
3. 판결의 효력 발휘 후 10일 내 용성과 금도는 합덕문에게 상표 사용비
158,300 위엔을 매일 2.1‰ 비율로 완불할 때까지 지불
4. 판결의 효력 발휘 후 10일 내 합덕문에게 원재료비 348,842.6 위엔을
매일 2.1‰ 비율로 완불할 때까지 지불
5. 판결의 효력 발휘 후 10일 내 합덕문에게 경제적 손실 158,300 위엔을
배상
6. 용성과 금도의 반소 청구 기각함을 판결한다.
안건 쟁점: 쌍방의 계약은 합작경영에 대한 계약인가 상표사용 허가에 대
한 계약인가. 장기 상표사용비의 연체는 위약의 근거가 되
며,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계약해지 시 의견 불일치
□ 사례 12
업종: 도소매업
사건의 경위
2003년 장씨는 유명 향수 Carolyna의 가맹점을 설립했다. 계약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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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맹자는 계약 일에 프랜차이즈 경영인에게 50,000 위엔의 브랜드 사
용비(특허권 사용비)를 지불해야 했다.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소산(萧山) 지역의 상권을 장씨에게 줌으로써 독자
경영 할 수 있도록 허락 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 만기 3개월 전,
어느 한쪽이 계약 파기를 요청하지 않을 시, 계약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
기로 했다.
계약체결 후, 장씨는 계약의 약정대로 브랜드 사용비를 지불하지 않았지
만,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의 요구대로 10,000 위엔의 브랜드 사용 보증금
을 지불하였다(계약 약정 상엔 없지만, 장씨와 프랜차이즈 경영인측이 상
의한 상황임).
장씨는 시찰 후, 소산(萧山)의 어느 쇼핑몰을 가맹지점으로 정하고, 장씨
가 직접 경영했다.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9월 3일, 장씨에게 <프랜차이즈
매취 수권서> 1부를 보내 주었다.
그러나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장씨가 선택한 쇼핑몰이 개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은 소산(萧山)의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장씨는 적합한 경영 지점을 찾지 못했고, 1년이 흘렀다.
2004년 9월, 장씨는 계약기간 1년이 만기되었고, 자신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판
단되어 브랜드 보증금 10,000 위엔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은, 장씨가 브랜드 사용비도 지불하지 않았
고, 쌍방이 채무채권 관계에 있으며,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이유로 장씨
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쌍방은 분쟁을 해소 했지만,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은 브랜드 보
금 10000 위엔을 환불해 주지 않았으며, 장씨에게 할인 상품을 적당량 지
급했다.
논평
브랜드사용 보증금 개념의 이해와 처리는 분쟁의 쟁점이다. 비록 본 안은
계약서 중 브랜드 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쌍방의 상의 하에
브랜드 보증금을 프랜차이즈 경영인에게 지불하게 되었다.
이번 안건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가맹상이 브
랜드 이미지 실추나 쌍방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을 시, 보증금을 가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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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반환한다.

□ 사례 13
업종: 기타
사건의 경위
신청인 유모씨는 모 무역회사와 3년의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었다. 계약
이 만기되기 전,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직원 우모씨가 <프랜차이즈파기협
의>을 맺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직원 우모씨와 <프랜
차이즈파기협의>를 맺은 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가맹비와 보증금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
다.
피신청인은, 우모씨는 신청인의 직원이지만, 피신청인도 피해자로서, 우
모씨가 <프랜차이즈파기협의>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
에 계약을 파기 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중재법원은 직원 우모씨는 신청인의 권리를 양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
차이즈파기협의>를 체결할 만한 대리권한이 없지만,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서류
상 대리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가맹점 개업 시,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부동산계약서는 우모
씨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맹점에 개업 선물을 보냈을 시, 대부분 우모씨
가 수취 확인을 해왔으며, 이것은 가맹점의 일상 경영을 우모씨가 책
임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3. 우모씨는 신청인이 고용한 직원으로써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 봤을 때, 피신청인이 우모씨가 <프랜차이즈파기
협의>을 맺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결된
<프랜차이즈파기협의>에 관한 후과도 신청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중재법원은 쌍방의 가맹계약은 이미 파기 된 것이며, 따라
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비는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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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엔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혜주(惠州)중재위원회 판결서
<모 무역회사 프랜차이즈계약> 중의 중재조항과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의거해, 2007년 x월 x일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분
쟁중재안을 수리하였다.
<중재규칙>의 규정에 의거해, 본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중재규칙>, <혜주
(惠州)중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중재원 명단>, <혜주(惠州)중재위원회
당사자 중재활동 권리의무 고지서>, <중재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으
며, 피신청인에게도 위와 같은 자료와 중재신청서 복사본 및 관련 증거자료
를 송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위의 자료를 수신한 후,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xx무역회사 프랜차이즈계약>(이하<프랜차이즈계약>) 중 분쟁
이 발생하여, 중재를 신청했다.
신청인 주장
2005년 4월 12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3년 기한의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3년 가맹비용 10,000 위엔과 보증금은
20,000 위엔을 지불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50,000 위엔 어치의 기본 물
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후, 신청인은 모 주택단지에 점포를 임대했고, 임대료는 월
1,700 위엔이었다. 또한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으
며, 이에 따른 비용은 20,686 위엔이었고, 기타 설비, 재료, 용품 등에
3,242.90 위엔을 지출했다. 이 이외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에어컨 등의 설비를 구매하기도 했다.
2005년 2월 5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점포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신청
인의 물품과 인테리어, 간판 등의 물품을 가져갔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
의를 구하지 않고 점원 담합해, <프랜차이즈계약>을 파기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인테리어 수리비용 20,686 위엔, 기타 설비, 자료,
용품 등 비용 3,242.90 위엔 등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배상을 청구했다.
동시에 피신청인의 위약인 만큼 가맹비 10,000 위엔과 보증금 20,000 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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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의 중재 요구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5년 4월 12일 맺은 <프랜차이즈계약>은 유효하다. 피
신청인의 위약인 만큼, 가맹비 10,000 위엔과 보증금 20,000 위엔을 돌려줘
야 하며, 그 밖에 위의 비용을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은행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제손실액 23,928.90 위엔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인테리어비, 설비, 용품 비용 등 포함) 피신청인은 본 안의 중재비를 청구
해야 한다.
피신청인의 답변서
우모씨는 <프랜차이즈사업 파기협의>(이하 <파기협의>)의 표면상 대리인
이었다. 유모씨(신청인)는 <파기협의>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대형 기계
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업 시 제공한 기본 물량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유모씨의 인테리어 설비 손실은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유모씨가
<모 무역회사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위의 물품들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신청인은 20,000 위엔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 4가지 상황으로 우모씨를 형식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1. 지점 점포의 부동산 임차 계약서는 우모씨와 부동산 임대자가 체결
한 것이다. 법정에서 유모씨의 대변인은 이 부동산 임차 계약서의
진실성에 대해 인정했다. 신청인이 부동산 임차 계약서를 피신청인
에게 제공 하는 것은 가맹점 개업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유모씨가
이런 부동산 임차 계약서를 우모씨에게 체결하게 했다는 것은, 유모
씨가 가맹점의 중요사항을 우모씨에게 대리하게 했다는 증거이다.
2. 우모씨는 유모씨를 대리해 <모 주택 자금 일괄표>에 서명했다. <모
주택 자금 일괄표>는 가맹자가 매달 얻는 수익의 증거로서, 유모씨
가 수익에 관한 업무도 우모씨에게 대리하게 했다는 것은, 피신청자
로 하여금 완전히 우모씨가 <파기협의>를 체결할 수 있는 대리인으
로 생각하게 했다.
3.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지점에 납품할 때, 대부분 우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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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을 해서 보내왔다. 이는 우모씨가 일상 경영에도 참가 했다는 증
거이다.
4. 우모씨는 <협의서>에서 유모씨와 우모씨는 가맹점의 투자자라고 명
시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보아, <파기협의>에 대한 후과는 유모씨가 책임을 져
야하며, <파기협약>의 제3조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물품, 경영자료, 설비, 컴
퓨터 등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면, 보증금 20,000 위엔을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대형 기계 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본 물
품 등을 돌려주지 않은 바, 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파기협
약>은 쌍방이 이전에 체결한 <가맹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한 쪽이 <프
랜차이즈계약>을 위반해 종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모씨는 인테리어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계약> 제4장 제2조 제1항은: “가맹비용은 신청인의 지식재
산권, 상표사용권 등 특허권의 유상지불에 사용된다. 계약 만기 혹은 중도
파기에도 가맹비는 환불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계약>은 유모씨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며, 우모씨의 대리
자격 여부를 떠나서, 본 사는 10,000 위엔의 가맹비를 환불 하지 않아도 되
는 권리가 있다. 동시에, <파기협약> 제2조는 “가맹비 10,000 위엔: 프랜차
이즈 계약 제4장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액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모씨는 사실상 1년 간 가맹점을 경영하지 않았으며, 유모씨가 중재위
원회에 손해 배상을 청부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가맹 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
유모씨는 형식상 대리인으로서, <파기협약>에 서명했으므로, 유모씨는
이에 따른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유모씨는 <파기협약>을 준수하고,
피신청인에게 대행 기계 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모씨는 물품 가격 107,761 위엔을 모 무역회
사에 배상해야 한다.
모 무역회사가 제공한 증거5 <가맹 투자 결산표>는 <가맹 계약>에 따라
유모씨에게 시가 107,761 위엔의 물품을 제공한 것을 입증하며, 유모씨의
대리인이 유모씨가 이미 관련 물품들을 모두 반환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으
며, 이 주장에 따른 후과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또한, 유모씨가 제공한
<반환서>는 어떠한 서명도 없으므로, 증거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이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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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기협약> 제7조는 유모씨가 대형 기계 설비 등 물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 무역회사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
약은 유모씨가 이미 물품 반환 의무를 시행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바, 유모
씨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거짓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모 무역회사와 우모씨가 담합해,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했다는 유모씨의 주
장은 증거나 사실에 의거한 것이 아니며, 가맹점의 경영난으로 우모씨와 모
무역회사가 <파기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유모씨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유모씨는 우모씨에게 경영권을 위탁한 후, 경영이 순조롭지 않자, 우모씨에게
모 무역회사와의 <가맹계약>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모씨와 모 무역회
사가 <파기협약>을 체결한 것을, 늦어도 2006년 2월 17일에 알았음에도,
2007년 1월에서야 중재를 요청한 것은 1년여 시간 동안 우모씨의 대리 권
리를 부정하지 않은 행위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 제66조 제1항은 “본인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알고서도 부정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모씨가 대리인으로서, 모 무역회사와 <파기협약>을
체결한 것을 유모씨도 인정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에 <파기협약>으로 인한
후과를 유모씨는 책임져야 한다. 유모씨의 점포는 “오만 위엔” 가맹형식
으로 개업한 가맹점이지만, 모 무역회사는 10만 위엔의 물품을 투자했다.
모 무역회사는 유모씨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상의 경영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가맹상들의 경영이 순조로워야 모 무역회사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
문에, 경영 중 계속된 손실로 가맹상 측에서 가맹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
면, 가맹상 측의 의견을 존중해 가맹계약을 파기하며, 이러한 이유로 유모
씨 측에서 계약 파기를 제기 했을 때 동의를 한 것이다.
때문에, 유모씨가 악의적으로 모 무역회사와 우모씨가 담합하여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종합하자면, 우모씨는 형식상 대리인으로 보기 충분하며, 때문에 모 무
역회사는 우모씨와 <파기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유모씨의 중재요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유모씨는 <파기협약>을 준수하며, 모 무역회사에 대형 기
계 설비 등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 무역회사에 물품
에 상응되는 107,761 위엔을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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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4년 4월 12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3년간 가맹비 10,000 위엔과 보증금 20,000 위엔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 위엔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2005년 4월 12일부터 2008년 4월 11일까지였다.
2005년 4월 5일, 우모씨는 xx시 xx화원 2동 19호의 상점을 월 1,700 위
엔으로 임대했다.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인
테리어를 새로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20,686 위엔이었고, 그 밖의 기타
설비, 용품 등 투자비용이 3,242.90 위엔 이었다.
2005년 5월 6일 쌍방의 투자 결산표에 따르면, 신청인이 투자한 비용은
총 53,928.90 위엔이었으며, 피신청인의 투자비용은 108261.69 위엔 이었다.
피신청인은 2006년 1월 27일, 유모씨의 요구에 따라 우모씨와 <프랜차이즈
파기계약>을 맺었다.
쌍방의 분쟁 쟁점은 우모씨가 <프랜차이즈 파기계약>을 맺을 만한 대리
권리가 있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및 투자비
용을 환불 혹은 보상해주어야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대형 기계 설
비 등 물품을 반환했나? 로 요약할 수 있다.
중재 위원회의 의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각 증거와 법정 진술, 답변 등을 통한 중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협의 관련
쌍방 당사자는 <프랜차이즈 계약> 제11장 제2조에 분쟁에 관해 “협
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어느 한쪽이든 혜주(惠州)중재위원회에 중
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쌍방당사자는 중재 조항에 대
해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으므로, 본 중재 위원회는 <중재법> 제4조,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본 분쟁안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2.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4년 4월 12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에 따라 3년간 가맹비 10,000 위엔과 보증금 20,000 위엔을 지불하
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 위엔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하
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05년 4월 12일부터 2008년 4월 11일까지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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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쌍방의 의견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다.
3. 본 분쟁안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 및 조사를 통해, 본 중재위원회는
우모씨가 형식상 대리인임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법 제49조는 형식상 대리인에 대해 “대리 권리가 없거나, 대리권
이 종결된 자가 대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은 행위자가 대
리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분쟁안의 증거는 신청인의 가맹점은 신청인 유모씨와 모 무역회
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개인사업자 영업 허가증>를
신청해서 경영해 온 것으로, 우모씨 등 다른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에 우모씨는 유모씨를 대신해 <파기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만한 권한이 없
었다.
그러나 유모씨가 모 무역회사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제2장

제3조 점포선정과 부동산 임대 항목 중 “비고: 본 점포는 가맹자가 직접
임대한 것으로, 점포의 보증금과 임대금은 직접 납부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유모씨가 아닌 우모씨라
는 점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
우모씨가 임차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5년 4월 5일이
며, 같은 해 4월 12일에 유모씨와 모 무역회사 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이후인 4월 15일, 우모씨가 부동산 계약의 임대인을 유모씨
로 바꾸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의 임대인을 바꾼 것은 유씨와 우씨 간에 있었던
일로, 모 무역회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모 무역회사는 신청인
유모씨가 개업한 가맹점의 실제 업무는 우모씨가 담당한다고 믿을 만한 근
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우모씨와 <파기협약>을 체결한 것도 인정된다.
본 중재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통해, 피신청인이 2005년 10월에서 12
월 사이, 보낸 물품에 대해 대부분 우모씨가 확인 서명을 했고, 이는 일상
경영에 우모씨가 참여한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우모씨가 모 무역회사와 <파기협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점의 일상
경영은 우모씨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우모씨는 당시 가맹점의 경영상황
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다. 만약 경영 상황이 순조로웠다면 우
씨가 <파기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파기 후에도 신청인에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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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서 제기한 요구
는 손해배상과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임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신청인
의 의사이기도 하다. 우모씨는 신청인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대리의 권리는
없지만,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형식상 대리인의 객관적인 요소를 갖
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모씨는 형식상 대리인이며, <파기협약>으로
인한 후과는 유모씨가 책임져야 한다.
4. 가맹비, 보증금, 신청인의 인테리어 수리비, 설비 및 투자비용 등 경제
손실 보상 문제 : 가맹비를 환불하는 문제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계
약> 제4장 제2조 제1항은 “가맹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지
식재산권, 상표사용권 등 특허권의 유상지출이다. 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파기되어도, 가맹비는 환불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계약은 쌍방의 의사로 체결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며, 유효하다. 동
시에 <파기협약> 제2조는 “가맹비 10,000 위엔: 프랜차이즈 계약 제4장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
청인의 가맹비 환불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
보증금 환불 문제: <프랜차이즈 계약> 제4장 제2조 제2항은 “보증금
은 계약 체결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와 신청인이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제도 의무 이행에 대한 담보성 금액으로써, 신청
인은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에게 보증금 20,000 위엔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계약 상 규정을 어기지 않고, 피신청인
과 어떠한 채무관계도 없으며, 피신청인에게 설비, 물품들을 반환했을 때
신청인에게 반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협약>은 또, “쌍방은
2006년 2월 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채무 정리를 시작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신청인이 증거로 제시한 <반환서>는 2006년 2월 7일과 8일 작성된
것으로서, 2006년 2월 5일부터 채무를 정리하기로 한 시기와 맞아 떨어진
다. 그러나 쌍방이 채무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는 근거
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형 기계 설비 등을 반환했으나 피신
청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보증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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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 은행이자를 지불해야한다는 신청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
신청인의 인테리어 수리비, 설비 및 투자비용 등 보상 문제: <프랜차
이즈 계약> 제4장 제1조 제2항은 “신청인은 점포 인테리어, 각종 소형, 부
수 설비들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제2조는 “신청인의
점포 인테리어는 피신청인이 파견한 인테리어 전문가가 담당하며, 피신청
인이 제공한 자료대로 시공해야 한다. 비용은 모두 신청인이 부담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파기협약> 제4조는 “인테리어 비용 : 점포는 신청인의 소유이므
로, 관련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인테리어비 및 기타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60조,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피신청인 모 무역회사는 본 판결 이후 10일 내에 신청인 유모씨의 보증
금 20,000 위엔을 환불해주어야 하며, 2006년 2월 6일부터 환불하는 날짜까
지의 은행이자를 별개로 지불한다.
신청인의 기타 중재 청구는 기각한다.
중재 반청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안건의 중재비용은 3,148 위엔으로, 피신청인인 모 무역회사가 50%를
부담하고(1,547 위엔), 신청인 유모씨가 50%를 부담한다(1,547 위엔). 신청인
이 이미 납부한 중재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판결이 시행될 때, 피신청인
이 신청인에게 본인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논평
본 안건의 중점은 형식상 대리인 문제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
즈 가입자가 채용한 직원 간에 계약을 체결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이 형
식상 대리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해당 직원
을 형식상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9조는 “대리 권리가 없거나,
대리권이 종결된 자가 대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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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가 대리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 사례 14
업종: 도소매업
사건의 경위
위(魏)여사는 2002년 11월 북경의 모 목욕용품 브랜드의 가맹점을 설립
했다. 설립 시,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에 가맹비 120,000 위엔을 지불했고,
가맹 기간은 3년이었다.
개업 후, 가맹점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몇 명의 투자자가 함께 투자
한 600,000 위엔이 6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3년 7월, 가맹점은 모든 간판을 철회하고 영업을 중지했다. 가맹점의
사업은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순조롭지 않았고, 위
(魏)여사는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이 가맹비용의 일부분을 반환해줄 것을 요
구했지만,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은 이것은 상업 관례라며 요구를 거절했다.
2004년 8월 중순, 변호사의 건의에 따라, 위(魏)여사는 프랜차이즈 경영
인 측과 계약을 종결했다. 9월, 변호사와 위(魏)여사는 함께 북경 방문해,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과 3시간의 상의를 했다.
그 후, 프랜차이즈 경영인 측은 40,000 위엔을 반환해 주었고, 가맹비에
관한 분쟁도 해결되었다.
논평
분쟁 발생 시, 쌍방은 반드시 계약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쌍방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계약 약정 중 가맹비가 반환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거나, 프랜차이즈 경영인이 가맹비용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없을 시, 계약기
한 내 가맹비용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다는 원칙을 들어, 부분적인 가맹
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 사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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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외식업
항소인: 상해가가조량왕차음유한공사(이하 '조량왕')
항소인: 장건신
사건의 경위
항소인 조량왕과 장씨는 모두 상해시 갑북구 인민법원의 2004년 9월 15
일 (2004)闸民二(商)初字 제260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 법원에 항소를 제
기했다.
원심에서 2002년 11월 28일 성도가가초량왕유한공사(이하 '성도조량왕')과
장건신이 ⟪성도가가조량왕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성도조량왕은 장씨가 상해 홍고로 333호 4로에 가가조량왕 수성
점의 개점과 등록상표 사용에 동의하며, 등록상표 번호는 1163838이다.
계약 기간은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7년 11월 28일까지 이다. 계약 체
결 후 3일 내에 장씨는 성도조량왕에게 일회성 개점비용로 15만 위엔을 지
불하며, 지불 완료 후 성도 조량왕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0일 내 관리, 기술 인원을 파견해 상해 수성점의 오픈 준비
2. 점포 내 인테리어와 구도 설계를 돕고 시공 감독
3. 식품 원재료 공급 채널 구성
4. 인쇄물, 일회용품의 공급 채널 구성
5. 공사재료, 설비 용품 공급 채널 구성
6. 광고, 조명, 간판 설계 및 시공 감독
7. 개업 전 광고 및 홍보 전략 구상과 실시
8. 기타 개업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
9. 관리 인원, 종업원 및 요리사의 고용 및 교육
10. 사업 모델, 영업 방식 및 각종 관리 규정 안내
11. 60일 내 성도조량왕의 직원 파견,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제반 조건
(장씨의 원인으로 개업 불가한 이유 제외)
12. 개업 전 성도조량왕이 파견한 관리, 기술인원의 봉급 및 기타 거주
에 필요한 비용은 성도조량왕이 지불, 정시 영업 개시 후 장씨가
그 인원들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장씨가 비용 부담
개업한 날짜부터 반드시 매월 성도조량왕에게 등록상표비용 1만 위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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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여야 하며, 지불 방식은 분기 별로 지급한다.
만약 장씨가 사용비 지불을 거부할 경우, 성도초량왕은 가가초량왕의 브랜드
및 등록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며, 장씨는 손해배상으로 50만 위엔을
지불한다. 동시에 성도조량왕은 계약을 파기할 권한을 가진다.
성도초량왕의 동의 없이 장씨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상해 수성점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성도조량왕의 동의를 거친 후 장씨는 제3자에게 영
업권과 등록상표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달 전에 성도조량
왕에게 통지해야 한다.
성도조량왕의 동의 후 제3자는 재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하다. 이 계약은 기타사항에 관해 약정했으며 상술한 계약서에
쌍방은 서명 날인을 하였다.
계약 체결 후 성도조량왕은 2002년 12월 21, 22, 26, 28, 31일과 2003년 1
월 10일에 약정한 대로 상해 수성점 개점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도왔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 매니저, 수석요리사, 설계사 및 직원을 파견했고, 상해 수성점의 인
테리어도안을 제공했다. 또한 인쇄물 샘플과 광고 효과도, 설비목록, 직원
배치 계획안 등을 제공했다.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장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명세서를 받은 후 확인·서명하였다.
2003년 1월 15일 초량왕 본사, 장씨, 성도초량왕은 ⟪승포(承包）경영계
약⟫을 맺었었고,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씨의 개점문제와 임대인 상해홍교상업발전유한공사(이하 '홍교')의 요
구에 의해 장씨가 조량왕을 위탁해 홍고로 333호 4층의 임대계약을 맺고,
다시 조량왕이 승포(承包）경영방식으로 장씨에게 건물 사용권을 넘겨준다.
성도 조량왕과 장씨가 2002년 11월 28일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성도
조량왕의 의무와 권리조항은 조량왕이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장씨의 의무
와 권리조항 주체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성도 조량왕은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률, 경제적 관계에서 벗어난
다. 약정대로 장씨는 조량왕에게 일회성 개점설비 비용 15만 위엔을 지불해
야하나, 장씨의 자금 사정으로 개업 후 3개월 내에 완불하기로 합의 했다.
이 계약은 조량왕, 성도조량왕의 담당직원, 장씨가 서명 날인하였으며,
성도조량왕, 조량왕의 공장(公章)과 장씨의 상해시 황포구 대상해주루(大上
海酒楼)의 공장(公章)도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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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조량왕은 홍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상해시 장녕로 홍고로 333
호 4층, 면적 1,527평방미터 공간을 외식업 운영 용도로 임대하였다. 2002년 2
월 25일 장씨는 수성점의 명의로 천씨와 ⟪양도계약⟫을 맺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씨가 수성점 운영에 이용하는 건물 사용권, 주방용구, 식기, 조명 등
시설 및 인테리어, 기타 사무용 물품 등 유형자산(自有资产)과 기타 무형자
산(非自有资产)을 천씨에 양도하기로 한다. 양도비는 100만 위엔이며, 그
외 임대인 홍교에게 지불한 10만 위엔 보증금도 함께 포함해, 총 양도비로
지불하는 금액은 110만 위엔이다.
같은 날 장씨와 천씨는 덧붙여 50만 위엔 일시 지불 후 남은 60만 위엔
을 2003년 4월부터 매달 10만 위엔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2003년 2월 27일 장씨와 성도 조량왕은 ⟪계약만료(终止协议)⟫에 각각
서명하고, 2002년 11월 28일에 맺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했다.
2003년 2월 28일 조량왕과 천씨가 맺은 ⟪상해가가조량왕프랜차이즈영업계
약⟫에서, 천씨의 수성점 영업권과 등록상표(상표번호 1163838) 사용권 허가
와 사용기간(2003년 2월 28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을 약정하였다.
그 후 장씨와 천씨가 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분쟁이 생겨, 천씨
가 상해시 장녕구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장녕법원 (2003)长民二(商)初字 제329호 민사판결에서 장씨와 천씨의 양
도계약 후 쌍방이 2003년 2월 27일 자산 및 음식점 양도절차를 밟았고, 천
씨는 2003년 2월 26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영업, 약 2달 간 휴업 후
6월 28일 다시 영업을 개시하였다.
가가조량왕 수성점은 영업허가증, 소방·위생관련 허가증, 환경보호, 세
무관련 등록증을 갖추지 않았다. 건물 소유주로써 홍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맺었다. 장씨는 계약 후 약정대로 천씨에게 영
업장 및 기타 설비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었으며, 천씨가 조량왕의 영업허가
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이에 근거해 장녕법원은 장씨와 천씨가
맺은 계약은 진의표시로, 유효한 계약임을 인정한다. 고로 천씨가 장씨에게
제기한 양도비 60만 위엔의 반환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천씨는 상술한
판결에 불복해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2004년 1월 20일 민사판결번호 (2003)一中民三(商)综字 제 457호, 판결하
길 장씨는 천씨가 맺은 약정내용 중 건물 사용권과 임대권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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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장씨가 건물 임대권 양도에 대한 약정을 증명할 수 없지만 이미 조량
왕과 홍교로부터 권한 이전과 추인과정을 거쳤다. 이를 근거로 판결하길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조량왕과 장씨가 가가조량왕 수성
점의 건물 설비비용, 상표사용료, 임대료에 관해 분쟁이 생겨 합의에 이르
지 못하고, 소송하게 되었다.
원심판결에서 장씨가 성도 조량왕과 맺은 ⟪프랜차이즈영업계약⟫, 조량
왕과 장씨, 성도 조량왕이 맺은 ⟪승포(承包）경영계약⟫ 모두 법적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성도 조량왕은 약정대로 장씨에게 수성점 개점에 필요
한 제반적인 도움을 제공하였고, 장씨로부터 명세서 확인을 받았다. 건물
수리가 완료된 영업장을 천씨에게 양도하여, 장씨는 상응한 양도수입을 얻
었으므로, 약정대로 건물 수리비 15만 위엔을 지불하여야 한다.
고로 조량왕이 장씨에게 건물수리비 15만 위엔 지불요구는 약정에 부합한
다. 장씨는 ⟪승포(承包）경영계약⟫에 관해, 본 계약에 합의 서명하였음을 인
정하였고, 한편으로 두 조항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하여 조량왕이 계약서를 조
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물은 없다. 동시에 장씨는 성
도조량왕과 이미 ⟪계약종료서⟫를 서명하였고, 가가 조량왕의 수성점 관
한 전체 권한을 천씨에게 양도했으므로, 지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계약종료서⟫는 ⟪승포(承包）경영계약⟫ 후 재약정한 것으로, 조량왕이
성도 조량왕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받는다는 전제 하에 장씨와 성도 조량
왕과의 계약 만료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조량왕과 장씨의 계약관계가 성
립되었다.
그리하여 ⟪계약종료서⟫는 조량왕이 장씨에게 약정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관계없으며, 장씨와 천씨가 맺은 양도계약은 가가조량왕 수성점의 명의
로 성도 조량왕이 약정대로 의무를 이행한 후이므로 장씨의 항변을 법적으
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조량왕의 고소청구는 법률규정에 부합하므로 받아들인다. 장씨의 상표사
용료 지불관련해서, 장씨와 성도 조량왕이 맺은 계약에 관련 약정조항(정
식 개업 후 분기별로 지불)이 명시되어있다.
조량왕, 장씨는 가가조량왕 수성점이 아직 영업 등 기타 등록증을 획득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천씨에게 양도이후 2003년 2월 28일부터 4
월 30일까지 영업하고, 2달 간 휴업 후 6월 28일 다시 영업개시 했음을 확
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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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수성점의 명의로 음식점을 양도했지만 양도 이전에 영업 여부와
관련해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조량왕이 장씨에게 상표 사용료 지불 청구
는 쌍방의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동시에 조량왕과 장씨의 약정에서 장
씨는 조량왕의 동의하에서만 유상이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며, 그
계약은 제 3자와 조량왕이 다시 계약한 후에만 유효하다.
장씨와 천씨는 양도계약을 맺고, 3일 후 조량왕과 천씨가 ⟪상해가가조
량왕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었다. 조량왕과 천씨의 계약행위는 장씨가 동
의한 양도행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홍교에게 실제 건물 사용
인이 천씨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건물 사용권과 임대권을 모두 양도했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건물 사용인이 장씨가 아닌 천씨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장씨에
게 여전히 2003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임대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외에 조량왕과 천씨가 맺는 계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건물 수리비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이는 장씨가 더 이상 수리비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게끔 했으며, 결국 지불 연체로 이어졌다. 이는 장씨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조량왕과 함께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종합해보면 조량왕이 장씨에게 상표 사용료와 임대료 지불 연체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사실과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지지할 수 없다. 원심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106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판결한다.
1. 장씨는 조량왕에게 건물 수리비 15만 위엔을 지불한다.
2. 조량왕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일심 안건심리 비용 16,333.5 위
엔 중 장씨가 4,510 위엔, 나머지를 조량왕이 지불한다. 장씨의 납부
금은 154,510 위엔으로 판결 유효일부터 10일 내 완불해야한다.
(2심)
항소인 조량왕은 원심판결에 불복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1. 건물 수리비에 관한 위약책임의 문제
장씨는 원심에서 천씨가 지불해야할 것으로 여겨, 지불의무가 없다
고 오해했었다고 밝힌 적이 없다. 원심이 오해라고 인정한 사실에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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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와 천씨의 양도계약 중 건물 수리비까지 양도한다는 조항이 없다.
장씨와 천씨의 프랜차이즈 영업 관련 건물 수리는 각각 별개의 상황
으로 연관성이 없다. 개점 준비는 경영관리, 규정제도, 그리고 식품
과 재료 공급, 가공, 판매 관련 시스템화, 규범화 교육과 심사를 가
리키는 것으로 이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2. 임대료에 관한 문제
원심판결에서 양도계약 상 건물 사용권과 임대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판결에 오류가 있다.
원심판결 (2003)沪一中民三(商)综字 제457호 민사판결 시 양도계약에
서 임대권에 대한 약정이 무효하다는 인정을 회피했다. 조량왕은 천
군에게서 건물을 양도받는다는 것을 사실 확인한 적이 없다.
(2003)长民三(民)初字 제1144호 민사판결에서 판결하길 천씨가 법인
대표인 상해일고찬음유한회사(上海日高餐饮有限公司)는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권만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조량왕은 계약
당사자인 장씨에게 지불청구를 해야 한다.
천씨는 건물의 실제 사용인이며, 실제 사용비에 지불의무가 있지 임
대료가 아니다. 장씨는 천씨에게 실제 사용비에 대해 가격 평가하여
천씨에게 지불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조량왕은 천씨에게 추궁할
근거가 없다.
3. 원심판결 제2항을 철회하고, 항소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요청 조량왕
의 항소청구에 관해 장씨는 주장하길
- 가가조량왕 수성점 개업이전에 관련 권리와 의무사항을 천씨에게 양
도하였고, 조량왕으로부터 인가도 받았다. 조량왕과 천씨가 맺은 계
약 상 천군에게 개점준비비용을 받아야 하며, 본인 장씨는 중복 지
불할 필요가 없다.
- 조량왕과 천씨 모두 건물사용인이 천씨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
용료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천씨가 지불해야 한다. 조량왕이 사용료
와 임대료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 천씨는 조량왕 상표의 실제 사용인으로, 천씨는 이미 조량왕에게 상
표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그러므로 본인 장씨는 재차 지불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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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인 장씨의 항소:
1. 조량왕이 제공한 2003년 1월 15일 장씨, 조량왕, 성도조량왕이 맺은
⟪승포(承包）경영계약⟫을 유효한 증거로 봐서는 안된다. 그 계약서
의 제1항과 제2항의 문자가 탈절되었고 조판양식이 다르며, 할인대
조가 불가하다.
2. 천씨와 조량왕이 맺은 계약에서 약정하길 천씨가 개점준비 명목으로
12만 위엔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은 장씨에게 제공한 서비스
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장씨와 조량왕이 맺은 계약이 양도계약으
로 인해 종결됨을 조량왕도 인가하는 바이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개
점 준비 비용에 관해서 중복 지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장씨는 이에
대해 최대 3만 위엔까지 비용 지불이 가능하다.
3. 장씨와 조량왕, 성도 조량왕이 맺은 ⟪승포(承包）경영계약⟫에서 약
정하길 개점 준비 비용은 개업 후 3개월 이내 지불하여야 한다. 현
재 장씨가 개업한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없으므로 지불조건이 충족
되지 않는다.
4. 원심판결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며, 조량왕의 원심항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
◦ 조량왕이 장씨의 항소의견에 대한 변론:
1. ⟪프랜차이즈계약⟫,⟪승포(承包）경영계약⟫의 약정에 근거해 성도
조량왕이 그 의무를 이행한 사실에 대해 장씨는 인정했다. 가가조량
왕 수성점이 개업 준비를 끝마쳐 순조롭게 개업을 했다. 이후 100만
위엔의 고액으로 천씨에게 양도했으며, 양도 시에 조량왕이 제공한
개점준비의 상업적 가치도 포함되어있다.
2. 처음 조량왕은 장씨의 양도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이후 양도 행위의
인가를 했지만, 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조량왕은 천씨에 대해 재차
영업 관리 및 개점 준비를 도왔다. 제공한 서비스가 이전보다 적어,
비용 청구가 장씨보다 3만 위엔 적다.
3. 위약금의 약정은 쌍방 당사자의 진의 표시이다.
4. ⟪승포(承包）경영계약⟫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량왕과 장씨 사
이의 임대관계를 약정한 내용이다.
5. 가가조량왕 수성점의 개점준비 과정 중 장씨는 음식점 내부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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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가 초량왕”이라는 등록상표를 이미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항소인 조량왕의 2심 과정 중 천씨에 대한 진술
1. ⟪승포(承包）경영계약⟫ 제2항에 장씨의 서명이 있다. 그러므로 그 내
용에 대해 장씨가 인정하는 것이며, 조량왕이 권리 주장하는 바는 모두
계약의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동시에 개점 준비는 상술한 계약 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장씨의 서명에 근거한다.
2. 현재 조량왕은 장씨와 천씨로부터 개점 준비 비용을 받지 못했다.
3. 조량왕은 2003년 3월 장씨의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천씨와 계약을 맺
고 다시 개점 준비를 도왔다. 예를 들어 직원교육, 공급물품 채널 설
립, 인테리어 등
4. 조량왕은 임대료에 관해 천씨에게 고소한 적이 없다.
◦ 항소인 장씨의 2심 심리과정 중 천씨에 대한 진술:
1. 진실된 ⟪승포(承包）경영계약⟫ 제1항 중 조량왕이 개점 준비에 대
해 의무미완수 시에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정이 있
다. 또한 조량왕이 제공한 ⟪승포(承包）경영계약⟫ 제1항 중 상술한
내용이 없다.
2. 장씨가 서명한 명세서로 파견 직원의 의무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 조량왕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지불
가격이 비싸므로, 장씨는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 종합해서, 조량
왕은 개점준비의무 조항의 부분만 이행한 것이다.
3. 장씨는 천씨에게 가가조량왕 수성점을 양도할 때 인테리어가 이미
완료된 후 이다.
4. 장씨는 홍교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적이 없으며, 이미 지불한 임대료
는 천씨가 지불한 것이다.
심리과정 중 원심판결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을 본 법원에서 확인했다.
본 법원이 그 외 확인한 사실로, 홍교가 2003년 9월 임대계약 분쟁으로
상해시 장녕구 인민법원에게 조량왕과 상해일고찬음유한공사를 상대로 고
소한 안건에서 장녕법원은 (2003)长民三(民)初字제1144호 민사판결에서 인
정하길 2003년 2월 28일부터 상해일고는 홍고로 333호 4층의 실제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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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로 영업활동을 시작했으며, 2003년 5월 22일 홍교와 조량왕이 임대료
를 낮추는데 합의하여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로 기한과 3만 위엔에서 1
만 5천 위엔으로 그 금액을 약정하였다.
임대료 지불이 연체되어 홍교는 그 해 9월 2일부터 수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법원에 고소하였다. 장녕법원은 조량왕이 홍교에게 5월부터 8월
까지의 임대료 총 6만 위엔과 위약금 9만 위엔을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법원의견
1. 장씨가 개점 준비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가 여부
⟪프랜차이즈 영업계약⟫, ⟪승포(承包）경영계약⟫의 약정조건을 분석해
본 결과 개점준비 비용은 가맹점으로서 장씨가 마땅히 지불해야할 일회성
비용이며, 이것은 프랜차이즈 영업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
본 안건에서 성도조량왕이 의무이행 후 장씨가 서비스 명세서 상에서 서
명한 것으로 개점준비 비용의 가치가 이미 실현된 것이다.
장씨가 서명한 ⟪승포(承包）경영계약⟫ 제2항에 장씨가 개점 준비 비용
의 지불의무가 명시되어있다.
장씨는 천씨에게 건물 사용권 및 관련 자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양도사실
을 분석해보면 양도물이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가가조량왕 수성점으로 성도
조량왕의 개점 준비관련 상응한 상업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성도조량왕의 권리 및 의무는 이미 조량왕에게 양도했으며,
그러므로 조량왕이 장씨에게 개점비용을 지불 청구할 권리가 있다. 조량왕
이 천씨에게 개점비용을 청구해야하는 가에 대한 문제는 이번 심리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판결하지 않는다.
2. 개점비용 위약책임의 문제
프랜차이즈의 성격에 근거해 본사는 같은 시기와 장소에 한 사람에게만
프랜차이즈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승포(承包）경영계약⟫, 조량왕과
천씨의 ⟪상해가가조량왕 프랜차이즈계약⟫에 비추어 후자 계약은 이미 이
행이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장씨와 조량왕, 성도조량왕이 맺은 ⟪승포(承
包）경영계약⟫은 이미 만료된 것이다.
그러므로 ⟪승포(承包）경영계약⟫ 중 장씨가 개업 후 3개월 내에 지불
할 것을 약정했지만 이 조항은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선 쌍망
이 계약 만료 후 관련 채무와 채권에 대해 결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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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와 조량왕이 맺은 계약으로 장씨가 중복비용지불의 오해를 사게 했
다. 또한 조량왕은 장씨에게 개점준비 관련비용 지불을 주장할 증거를 제
시하지 못했으므로, 장씨가 미지불한 것은 위약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다.
3. 상표 사용료 지불 및 위약 책임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본 법원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4. 임대료 지불의무 장씨에게 있는지 여부
쌍방 당사자의 진술과 ⟪승포(承包）경영계약⟫의 약정에 근거해 조량왕
은 승포(承包）경영형식으로 홍교에게서 임대한 홍고로 333호 4층 건물을
장씨가 사용토록 했다.
그러므로 장씨와 홍교는 임대계약관계가 아니고, 장씨와 조량왕도 전대
한 관계가 아니다. 계약에 근거해 장씨는 건물 실제 사용인으로서 조량와
에게 임대료를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승포(承包）경영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물의 사
용인이 2003년 2월부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조량왕은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가한 상태로 조량왕이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를 장씨
에 청구한 것은 사실근거와 법률근거가 부족하므로 지지할 수 없다. 조량
왕은 실제 사용인에게 청구주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심판결 사실 조사는 정확했으며, 판결내용에 오류가 없으므
로, 본 법원도 지지하는 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
1항 규정에 근거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본 안건의 2심 심리비용은 16,333.5 위엔으로 항소인 상해가가조량왕찬음
유한공사와 장건민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안건쟁점: 프랜차이즈 계약 양도 후 Franchisee는 Franchiser에게 계약에
약정된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Franchisee와 양도인 사이의 지불범위
본 안건 중 실제로 2번의 양도 계약이 발생했다. 한 번은 Franchiser의
양도, 한번은 Franchisee의 양도이며, Franchisee의 양도 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본 안건에서 피고는 Franchiser의 허락 없이 양도절차를 밟았으며, 원고
는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에게
연체금 청구도 하지 않은 채 양도계약을 인정했다. 그 후 다시 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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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하면서 분쟁에 복선을 깔았다.

□ 사례 16
업종: 요식업
원고: 북경강가승요식업관리유한공사(北京康加胜餐饮管理有限公司)
피고: 북경묘영가원요식업관리유한공사(北京苗颖家园餐饮管理有限公司)
사건의 경위
원고

북경강가승요식업관리유한공사(北京康加胜餐饮管理有限公司)(이하

‘강가승’(康加胜公司))는 피고 북경묘영가원요식업관리유한공사(北京苗颖家
园餐饮管理有限公司)(이하 ‘묘영’ (苗颖公司))에 프랜차이즈계약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해, 본 법정은 소송을 수리했으며, 법에 의거해 합의법정을
구성하고, 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본 안건은 이미 심리가 종결된 사건이다.
원고 강가승(康加胜公司)의견:
2007년 5월 8일, 원고는 피고와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었으며, 피고는 원
고의 “묘영(苗颖)”그물버섯거위 가맹점을 경영을 허가했다. 이 대가로 원
고는 피고에게 가맹비용 10만 위엔을 지불했다.
2007년 10월 8일, 쌍방은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만 위엔은 가맹비를 돌려주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과실로 원고가
개업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정지하기에 이르
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비용, 인테리어 비용, 직원 월급, 수
도 전기세 등 대량의 손실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계약상 과실
1. 피고는 프랜차이즈법인으로서, 프랜차이즈관리조항의 규정에 따라 관
련정보 공시 의무를 불이행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파견 보낸 요리사는 건강 증명이 없는 사람이었다.
3. 피고가 제공한 식품위생특허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과실 책임을 물었고,
현재 원고는 1. 피고는 법에 의거해 원고에게 투자비용 60만 위엔을 돌려
주며, 2. 이번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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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묘영(苗颖公司)측 의견:
1. 2007년 3월 26일, 피고는 원고측과 장가구(张家口)점의 <프랜차이즈계
약>을 맺었다. 장가구점은 순조롭게 개업했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2007년 5월 8일, 피고는 원고와 안녕장로(安宁庄路)점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안녕장로점 역시 순조롭게 개업해서 2008년 4월까지
정상영업을 해왔다.
2007년 10월 3일, 양측은 쌍방 합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및 보증금 20만 위엔을 돌려주었다. 원고는 두 계약
서 원본을 피고에게 돌려주었으며, 원고 법정대표인(계약체결인) 주명
령(朱明岭)은 두 계약의 마지막 장에 “본 계약은 2007년 10월 8일
종결되며, 여기에는 부가계약도 포함된다.”는 주석을 달았다.
그러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분쟁은 이미 협상을 통해 해결 된 것이
며, 원고의 소송 요구는 사실 및 법적증거가 없다.
2. 쌍방의 프랜차이즈계약은 체결 후, 정상적으로 이행해왔고, 2007년 10
월 8일 해지되었으므로 계약법 제42조가 규정한 계약 상 과실 책임이
없다.
3.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두 명의 요리사를 파견했으며, 원고는
장가구(张家口)점에 여전히 피고가 파견한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다.
피고가 파견한 요리사는 모두 건강 증명이 있는 사람들이며, 원고는
이전에 한 번도 피고에게 파견된 요리사의 건강 증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4. 쌍방은 안녕장로(安宁庄路)점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장가구(张家
口)점의 계약을 체결했었고, 원고는 계약서가 포함하고 있는 프랜차이
즈계약항목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뿐만 아니라, 장가구(张家口)점은
아직도 경영 중이며, 이는 원고가 제기한 관련 정보 공시 불이행은 사
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5. 피고는 단지 특허법인일 뿐이며, 재료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6. 원고의 손실은 확실한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비용은
2007년 10월 3일 이후의 비용이다. 또한 어떤 비용은 장가구(张家口)
점의 비용이므로 피고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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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법원에 법에 의거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한다.
심리조사결과:
2007년 3월 26일, 묘영(苗颖公司)는 강가승(康加胜公司)과 장가구(张家口)
점의 <프랜차이즈계약>, <프랜차이즈가맹점파견직원부가계약>과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맺었다. 묘영(苗颖公司)는 강가승(康加胜公司)의 “묘영(苗
颖)”그물버섯거위 장가구(张家口)점 경영을 허가했다.
강가승(康加胜公司)는 반드시 묘영(苗颖公司)에 프랜차이즈가맹비 8만
위엔과 2만 위엔의 보증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해야 했다. 이후, 강가승(康加
胜公司)는 이 계약에 대한 위와 같은 가맹비와 보증금 총 10만 위엔을 지
급했고, 장가구(张家口)점은 개업 후 정상영업을 해왔다.
2007년 5월 8일, 묘영(苗颖公司)는 강가승(康加胜公司)와 안녕장로(安宁庄
路)의 <프랜차이즈계약>, <프랜차이즈가맹점파견직원부가계약>과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맺었다. 묘영(苗颖公司)는 강가승(康加胜公司)가 북경시 해정구
안녕장로(海淀区安宁庄路)에서 “묘영(苗颖)”그물버섯거위 가맹점을 경영
하는 것을 허가했다
강가승(康加胜公司)는 묘영(苗颖公司)에 프랜차이즈가맹비 8만 위엔과 2
만 위엔의 보증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했고 안녕장로(海淀区安宁庄路)점은
개업 후 영업해왔다.
2007년 10월 3일, 묘영(苗颖公司)와 강가승(康加胜公司)은 합의를 통해 이
상 두 프랜차이즈계약을 협의 해지했다. 강가승(康加胜公司)은 이상의 두
프랜차이즈 계약서과 부가계약서의 원본을 묘영(苗颖公司)에 돌려주었고,
묘영(苗颖公司)도 가맹비 및 보증금 등 총 20만 위엔을 강가승(康加胜公司)
에게 돌려주었다.
조사에 따르면, 묘영(苗颖公司)는 2008년 4월 11일, 상무국에서 특허인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강가승(康加胜公司)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공상관리국에 의해 영업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상의 사실은 원고 강가승(康加胜公司)가 제공한 공상등기자료, 피고 묘
영(苗颖公司)이 제공한 <프랜차이즈계약>두부와 부가계약, 영수증, 수표부
본, 특허인 등록, 쌍방 진술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본 법정은, 묘영(苗颖公司)와 강가승(康加胜公司)이 체결한 <프랜차이즈계
약서> 두 부와 기타 부가계약은 쌍방의 의견에 따라 맺은 것이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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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행정법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계약도 유효하다고 인
정한다.
1. 묘영(苗颖公司)는 강가승(康加胜公司)와 2007년 10월 3일 가맹비와 보
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쌍방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쌍방의 분쟁 또한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강가승(康加胜公司)가 가맹비와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 모든 계약서
원본을 묘영(苗颖公司)에 돌려준 행위는 강가승(康加胜公司)가 쌍방의
권리의무 종결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묘영(苗颖公司)와 강가승(康加胜公司)간의 프랜차이즈계약은 정상적으
로 체결 및 적용되었다. 이는 계약법 제42조가 규정한 계약 과실 책
임에 위법되지 않으며, 강가승(康加胜公司)이 계약 과실 책임으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3. 강가승(康加胜公司)이 주장한 투자비용은 경영 과정 중에서 일어난 정
상적인 지출이며, 경영 자본에 포함 된 것이므로, 경영손실로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비용이 정식적인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묘영(苗颖公
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상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본 법원은 이를 믿고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
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북경강가승요식업관리유한공사(北京康加胜餐饮管理有限公司)의 제
기한 소송을 기각한다. 본 안건의 소송수리비는 9천 8백만 위엔이며, 이는
북경강가승요식업관리유한공사(北京康加胜餐饮管理有限公司)가 부담한다.
논평
본 건의 쟁점은 계약과실 문제이다. 만약 본사가 정보 공시 의무를 법에
의거해 실행했다면, 가맹점이 경영과정 중 입는 손실은 본사에게 계약 과
실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42조는 계약과실은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
중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치게 될 경우, 손해배상책
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계약 체결을 위해 악의적으로 협상을 진행 했을 경우
2. 계약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가짜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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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3. 기타 진실성신용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들
그러므로, 계약과실은 일정한 법적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후, 쌍방권리의무는 종결이 된 것이므로, 분
쟁 또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하며, 이후 본사 측에는 어떠한 계약 과
실 책임문제도 없다고 할 수 있다.

4. 정부 규정 위반
□ 사례 17
영업: 서비스업(미용업)
원고: 한미염(韩美艳)
피고: 북경인기파의인기건미유한회사(北京印气巴谊印气健美有限公司)
(이하 'InchbyInch')
사건의 경위
2004년 7월 2일 한씨는 피고와 ⟪InchbyInch CHINA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7월 6일 피고에게 가맹점 비용으로 10만 위엔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가맹점포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한씨에게 기술 및 경영관리지
도를 하지 않았다.
2004년 12월 한씨는 피고로부터 변호사 서신을 통해 가맹비용 10만 위엔
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뒤 한씨도 피고에게 계약파기의
뜻을 알리고, 이미 지불한 10만 위엔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외자법인이 중국 대륙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강제성 규정)를 위반했으며, 피고가 계약 당시 경영범위가 그 제한
범위를 넘어, 상응한 계약 능력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
고 주장했다.
이로써 계약 기대이익 손실을 비롯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원고에게 가맹 비용 10만 위엔과 원고에게 입힌 직
접적 경제적 손실(변호사 의뢰비용 및 조사비 등) 6만 위엔을 지불할 것을
47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요구했다.
이에 피고는 쌍방이 맺은 계약은 진의표시로, 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계
약 불이행의 과실은 한씨에게 있으므로 계약 조건 대로 10만 위엔을 환불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에 관해서 본인 책임임을 주장했다.
InchbyInch는 2003년 2월 18일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법인형태는 외상단
독투자로, 경영 범위는 여성바디케어, 미용서비스, 기능교육 및 관리 서비
스이다.
2004년 7월 2일 원고 한씨는 피고 InchbyInch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
으며, 그 내용은 갑 측은을 측에게 InchbyInch 상품과 서비스 제공할 권리
를 부여하며, 을 측의 영업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갑 측의 상표
와 상호명 사용에 동의한다.
을 측은 갑 측에게 가맹비로 10만 위엔을 지불하며, 지불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갑 측에게 설비비 344,750 위엔을 지불한다. 설비 설치완료 및
시험사용 후을 측은 나머지 설비비 296,500위엔을 지불한다.
북경시 조양구 아운촌(亚运村) 행정구역 내에 갑 측은 2번 째 가맹점을
개설해선 안 되며, 위반 시을 측에게 관련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갑, 을 측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을 시, 계약을 이행한 측이 계약을 파기
할 권한을 갖는다.
을 측의 계약위반 시에는 을 측이 지불한 돈이 모두 갑 측에 속하게 되
며, 갑 측의 계약위반 시에는 갑 측이 받은 금액 모두를 을 측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
법정심문 중 쌍방이 모두 한씨에게 InchbyInch가 특정된 기기로 바디케
어영업을 하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해 7월 6일 한씨는 가맹비로 10만 위엔을 지불했으며, 2004년 12월
3일 InchbyInch는 변호사서신을 통해 15일 내 계약금 지불의무이행을 요구
하였으며, 미 이행 시 InchbyInch는 계약을 파기하며, 받지 않은 한씨의 10
만 위엔을 위약금으로 하겠다고 알렸다.
같은 달 10일 한씨는 의뢰한 변호사를 통해 InchbyInch에게 계약이 무효
이며, 지불한 가맹비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5년 3월 28일 InchbyInch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国家工商行政管
理总局商标局)의 심사비준을 통과, 허가 받은 서비스업 항목은 제 44류이
며, 그 내용은 보건, 미용원, 안마, 문신, 네일 손질이다.
중국 473

또한 InchbyInch는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의
관련 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프랜
차이즈 계약, 변호사 서신, 상표등록증, 영수증 그리고 쌍방 당사자의 진술
을 증거로 삼는다.
법원의견
중국법률과 행정법규의 강제성규정 및 국가제한성경영규정을 위반한 계약
은 무효이다. InchbyInch는 외자법인으로서 중국에의 투자, 획득한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중국의 법
률, 법규 및 금지 혹은 제한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상무부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 제2조에 규정하길, 프랜차이즈는 계
약을 통해 franchiser가 상표, 상호, 경영방식 등 경영자원을 franchisee에
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은 계약규정에 따라 통일된
경영활동을 해야 하며, franchiser에게 프랜차이즈영업비를 지불한다.
국무원의 ⟪지도외상투자방향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및 ⟪외상투
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에 근거해, 프랜차이즈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으로 제한성 외상투자항목에 속한다.
또한 2004년 12월 11일 후 외상투자를 허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2004년 12월 11일 전에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2004년 7월 2일 InchbyInch는 한씨와의 계약에서 InchbyInch는 한씨에게
특정상표와 상호를 사용해, 특정설비기기로 바디케어에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명확히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계약 후 단지 한씨가 InchbyInch에게 가맹비를 지불했을 뿐, 실질적인 계
약 이행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 즉, 한씨는 InchbyInch의 상표, 상호 등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InchbyInch는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한 관련 기관 비준을 받지 않았다.
앞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이며, 외자법인으로서
제한된 경영 범위의 강제성 규정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씨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과실이 인정돼, 마땅히 한씨에게 가맹비 10만 위
엔과 이로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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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52조 제5항, 제58조에 근거해 ⟪최
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적용 관련 문제의 해설一⟫ 제10조에
규정한 대로 한씨와 InchbyInch의 계약을 무효로 보고,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0일 내 10만 위엔 및 한씨가 이번 고소로 지출한 증거 조
사비 240 위엔을 지불해야 한다.
안건의 쟁점: 외상이 중국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할 시 초래할 위험
과 결과
중국법률, 행정법규에 2004년 12월 11일 전까지 외국투자자(외국회사, 법
인 및 경제조직 및 개인)는 중국 경내에 단독이나 합작 형식으로 프랜차이
즈 영업을 금지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4년 12월 11일 후에는 프랜차이즈 영업 시에는 원심비준기관에
프랜차이즈영업 범위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즉, 관련시장 진입허가 시기,
경영방식 방면으로 제한성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외자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무효 판결한 첫 사례로 법률적 의의
를 본다면 첫째, 사법판결형식으로 국가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및
제한성 경영규정을 어긴 계약일 경우 무효임을 확정하였으며, ⟪외상투자
상업영영관리방법⟫, ⟪상업프랜차이즈관리방법⟫ 등 법규제정 부문의 관
련 규정 역시 분쟁판결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업프랜차이즈
관리방법⟫ 제36조 규정하길, “본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형식의 외자법인은 반드시 영업 전개상황을 원심비준부문에 보고해야 하
며, 이후 본 장에 규정된 대로 관련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규정이 실시되기 전에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사
업범위를 넘어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 외자법인이나 그 프랜차이즈 계약
이 행정허가수속만 받으면 일이 해결된다고 오해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외자법인의 프랜차이즈 허가권 부여를 하는 상무부가 심
사조사 혹은 계약 유·무효를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계
약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사법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속해있다.
둘째, 계약법의 목적은 거래관계의 보호에 있다.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와
자치원칙의 존중정신을 바탕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권리는 여전히 계약당
사자에게 있다(국가가 강제적인 간섭을 행사하는 특수 상황 제외).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경영 중에 계약이 유효한지, 파기가능 여부는 구제
중국 475

적인 계약효력확정에 달려있어, 계약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주장을 제기하고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셋째, 기본법리 중 하나가 민사행위의 유효성은 민사행위 발생 당시(재
판 당시가 아니라) 행위가 유효한 법률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설사 이후에 관련 추가 수속을 밟아 프랜차이즈를 경영 범위 안
에 포함시켰다하더라도 계약 전에는 무효하다.

5. 계약체결 시 거짓정보 제공
□ 사례 18
영업: 도소매업
원고: 천곤인(陈坤印)
피고: 북경서기휘등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瑞奇辉腾科技有限公司)
사건의 경위
원고 천곤인(陈坤印)는 피고 북경서기휘등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瑞奇辉腾
科技有限公司) (이하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에 프랜차이즈계약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해, 본 법정은 소송을 수리했으며, 법에 의거해 합의법정
을 구성하고, 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천곤인(陈坤印)의 위탁대리인 왕해평(王海平)과 피고 위탁대리인 양
범(杨帆)，조신춘(赵新春)이 소송에 참가하였다. 본 안은 이미 심리가 종결
된 사건이다.
원고 천곤인(陈坤印)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6월 8일, 피고의 회사는 설립되었고, 피고의 회사는
미국HUTTON그룹의 권한을 부여받아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광고 및 업무확장
관리를 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피고회사는 언론매체와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흑룡강 방송국(黑龙江电视
台), 북경시나 인터넷 정보서비스유한공사(北京新浪互联信息服务有限公司),
비즈니스온라인(북경)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商机在线(北京)网络技术有限公
司), 북경 박대성항 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博大星恒科技有限公司) 등에 법
인 광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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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7년 8월 북경에 도착해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 에너지 절약 협회 등 많은 법인에서 받은 인증서와 검사보
고서 등의 문건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흑룡강 방송국(黑龙江电视台),
북경시나 인터넷 정보서비스유한공사(北京新浪互联信息服务有限公司),비즈
니스온라인(북경)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商机在线(北京)网络技术有限公司), 북
경 박대성항 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博大星恒科技有限公司) 등에 낸 광고도
보여주었다.
원고는 피고와 2007년 9월 2일 계약을 맺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
게 22,000 위엔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계약 체결 후, 피고는 몇 차례나 계약을 위반했다.
위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프랜차이즈의 자격이 없으며,
2. 피고는 미국HUTTON그룹 등록 시기, 비즈니스 능력, 중국 진출 시기,
브랜드, 품질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으며, 피고의 제품은 불량
제품(생산 허가증, 상품 검사 합격증, 생산 회사와 생산지 표시가 없
는 상품)이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라고 할 수 있다.
계약법 제54조는, 한 쪽이 사기, 협박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피해를 입는 측은 인민법원
이나 중재기구를 통해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들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
결을 요구한다.
1. 피고는 원고와 2007년 9월 2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 대리비 22000위엔과 물품 구매비 2,466.1 위엔,
합계 24,466.10 위엔을 청구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 손실비 10,000 위엔을 지급한다.
4. 본 소송의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한다.
피고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의 주장:
1.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을 철회할 권리가 없다.
2. 피고는 프랜차이즈사업 자격이 있다.
3. 피고는 허위광고를 낸 적이 없으며, 설사 허위광고를 했을지라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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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철회할 근거는 없다.
4. 피고의 상품은 불량 제품(생산 허가증, 상품 검사 합격증, 생산 회사
와 생산지 표시가 없는 상품)이 아니며, 품질 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
만약 품질 상 문제가 있다하여도, 이 역시 계약을 철회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소송 기각을 요청한다.
조사확인 결과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은 2007년 6월 8일 설립되었다. 한편
2007년 6월 15일, 미국 HUTTON 그룹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었다.
2007년

6월

18일,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은

“서기휘등(瑞奇辉腾)”

“HUTTON” 회사명 및 브랜드 도안 등록 신청했다.
2007년 6월 29일, 미국 HUTTON 그룹은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에 건축
접착필름제품 류의 중국 내 판매, 시공, 기술지원 서비스 및 기타 업무를
위탁했다. 위탁 유효기간은 15년이다.
이후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은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1999년,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화학공업법인으로서, HUTTON은
중국에서 이미 8년의 경험을 쌓았다. 8년 동안, HUTTON은 선진기술과 전
문된 높은 품질로, 세계 신흥 건자재 법인이 되었고, 세계에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HUTTON은 세계 3대 유리 기능필름 핵심 제조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
계 유리접착필름 서비스업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미국 HUTTON은 IWFA국제 윈도우 필름협회 주요회원이며, HUTTON 계
열 유리기능필름 생산량 및 판매량은 세계유리필름 연 총 생산량의 42%를
차지한다. 수십 년 간 국제 시장에서의 조사와 발전으로, 미국 HUTTON은
현재 세계각지에 영업, 판매 네크워크 망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대형 법인
및 기구와 협력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HUTTON의 상품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수십 여 발전국가에서 판매되
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발전 국가에도 우수한 품질의 유리필름
제품과 일류 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유수 유리필름 공급업체로
서, HUTTON은 연구 및 개발, 생산, 판촉 방면에서 세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까지, HUTTON 계열 유리필름의 연간 판매량은 이미
60억 제곱인치이며, 2005년 중국 에너지 절약 정책에 맞춰 HUTTON은 중
국에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에 중국 및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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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HUTTON 계열 유리제품을 중국 및 주변국가에 광고 및 확장하는
업무를 위탁했다.
2007년 9월 2일,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과 천곤인(陈坤印)은 프랜차이즈 계
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통해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은 천곤인(陈坤印)이 복건
성(福建省)에서 HUTTON접착필름제품판매점을 경영하는 것을 허락했다. 천곤
인(陈坤印)은 영업권을 얻은 대가로 22,000 위엔을 일회성 지급하고, 서기
휘등(瑞奇辉腾公司)은 시가 2,300 위엔 어치의 개업 증정품과 시가 29,000
위엔 어치의 HUTTON 시스템 소모품을 천곤인(陈坤印) 측에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7년 9월 2일에서 2008년 9월 1일까지였다.
2007년 9월 2일과 3일, 천곤인(陈坤印)은 약속에 따라 서기휘등(瑞奇辉腾公
司)에 22,000 위엔을 지급했다.
2007년 9월, 미국 HUTTON 그룹과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은 공동으로
천곤인(陈坤印) 측에게 매취수권서를 발급했고, HUTTON 브랜드와 표지는
미국 HUTTON 그룹에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달, 미국 HUTTON 그룹과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은 공동으로 천곤인(陈坤印)측에게 개점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은 천곤인(陈坤印) 측에게 2,300 위엔 상당의
개업 증정품과 시가 29,000 위엔 어치의 HUTTON 접착필름시스템 소모품을 지
급했다. 2007년 10월 26일, 천곤인(陈坤印)은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으로부
터 물품을 구매하고 2,466.1 위엔을 지급했다. 법정 심문 중, 천곤인(陈坤
印)은 법원에 광고비, 홍보비, 수도, 전기세 등의 영수증 및 봉급지급대장
을 제출하며,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의 잘못으로 입은 손실이 10,000 위엔
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심문 후, 천곤인(陈坤印)은 서기휘등(瑞奇辉腾
公司)에게 물품 구매비 2,466.1 위엔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취소한다고 밝혔
다.
이상의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협의서, 매취수권서, 개점라이선스, 상표등
록검색,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의 영업라이센스, 미국 HUTTON사의 정보
검색,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의 투자유치 안내서, 매도증, 피고가 제공한
미국 HUTTON사의 등록증명, 권한위탁서와 쌍방의 진술로 증명할 수 있었
다.
본 법원은 천곤인(陈坤印)과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이 체결한 계약은 상
업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에 부합된다고 본다.
계약법은 한 쪽이 사기, 협박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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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피해를 입는 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
구를 통해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 중, 서기휘등(瑞奇辉腾公司)이 투자 유치 과정 중, 미국
HUTTON 그룹의 설립시일, 회사 실적과 영향력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기휘등(瑞奇辉腾), HUTTON휘등(HUTTON辉腾) 등은 서기
휘등(瑞奇辉腾公司)이 신청한 상표들이다.
그러나 매취수권서 중 HUTTON이라는 브랜드는 미국 HUTTON 그룹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쓰여 있으며, 매취수권서와 개점라이선스 중 미국
HUTTON 그룹의 중문명은 서기휘등(瑞奇辉腾)이 제공한 매취위탁서의 중
문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듯, 천곤인(陈坤印)은 서기휘등(瑞奇辉腾)이 제공한 거짓된 정보로 계
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본 법원은 서기휘등(瑞奇辉腾)이 천곤인(陈坤印)과
사실이 아닌 정보로 계약을 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본 법원은 천곤인(陈坤印)이 제기한 2007년 9월 2일 서기휘등(瑞
奇辉腾)과 체결한 계약 철회요구를 지지한다. 계약이 철회되고 난 후, 계약
으로 인해 얻은 금전적인 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천곤인(陈坤印)이
제기한 브랜드 대리비 22,000 위엔 반환요구를 본 법원은 지지한다.
서기휘등(瑞奇辉腾)이 계약에 따라 천곤인(陈坤印)에게 무료로 지급한 개
업증정품 및 HUTTON 접착필름시스템 소모품은 서기휘등(瑞奇辉腾)이 본
법원에 관련 주장을 제기하지 아니한 바, 본 법원에서는 별개의 처리를 하
지 않는다.
그러나, 천곤인(陈坤印)이 서기휘등(瑞奇辉腾)에게 요구한 손해배상금
10,000 위엔은 관련 증거의 진실성과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어, 본 법원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54조 제2항,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
음과 같다.
1. 천곤인(陈坤印)과 서기휘등(瑞奇辉腾)이 2007년 9월 2일에 계약한 프랜
차이즈계약을 파기한다.
2. 북경서기휘등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瑞奇辉腾科技有限公司)는 본 판결이
유효한 직후 10일 내 천곤인(陈坤印)에게 22,000 위엔을 반환한다.
3. 그러나 천곤인(陈坤印)이 제기한 기타 요구에 대해선 기각한다. 만약
판결이 규정한 기간 내에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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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 기간 내
두 배의 채무 이자율을 더 지불한다.
본 안건의 수리비용은 총 662 위엔이며, 북경서기휘등과학기술유한공사
(北京瑞奇辉腾科技有限公司)가 부담한다.(본 판결 유효 7일 내 체납)
논평
본 안건은 프랜차이즈인이 법률이 규정한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
나, 심지어 거짓 정보를 공시했을 경우, 프랜차이즈계약의 효력 문제를 다뤘다.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항> 제3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측은
중대한 정보 공시 법률 의무가 있다.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측이 정보 공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시하거나, 정보 공시 수준이 미
비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54조가 규정한 “사기”에 해당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약은 한 쪽 당사자가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계약 변경 혹은 계약 파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른 정보로 체결된 계약
2. 공평하지 않은 계약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변경을 원한다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는 계약
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측이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시하거나, 정보 공시 수준이 미비한 경우, 사기로 법원에 의
해 계약이 파기 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은 상황은 계약파기권리가 소멸된다.
1. 계약파기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파기에 이를 수 있는 사유를 안지
1년 이내에 계약 파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파기권리가 있는 당사자의 행동이 계약 파기권을 포기하는 의미
일 경우.
계약 당사자가 주장한 계약파기는 일정한 법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프랜차이즈 경영 과정 중 분쟁 처리에 관한 고려 사항
1. 유효한 계약인가
Franchiser는 반드시 먼저 법률적 환경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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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위해 더더욱 그렇다. 위법 시 반드시 사법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
지만, 시시때때로 사업상 위험이 존재하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계약의 성격
원고, 피고사이에서는 합작계약이지만, 법원이 쌍방의 권리의무의 구체적
인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기에 상표사용허가계약으로 인정하고, 전문가는
프랜차이즈운영 계약으로 본다.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상표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
표사용허가가 프랜차이즈와 같은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에는 아래와 같
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점이 본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혹은 규정에 따라 영업을 전개
2. 본사가 제공하는 통일된 상표 사용 여부
3. 가맹점이 본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 혹은 지불 청약 여부
4. 독립법인자격
Franchiser의 관련 법인이 Franchiser로 인해 연대 사법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ranchiser는 반드시 관련법에 의거해 설립되어야 하고 영
업허가증 및 독립 법인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계약에서 계약 쌍방이 독립적 주체이며, 대리 혹은 합작관계
가 아님을 명시하고, 이에 법률 책임도 각자 스스로 감당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법률상 강제적 규정이 없는 이상 가맹점의 법률적 책임을 최대
한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중 계약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계약 자연인이 서명하고, 운영은 그 자연인이 지분 투
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 두 주체가 Franchiser에 대해 연대 책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주체(Franchisee)가 약정을 모두 실제 이행주체로 양도하거나 이
행주체는 법률 책임 없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3. 문건기록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이다. 또한 권리의무 관계가 복
잡하고 본사와 가맹점 접촉이 빈번해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처음엔 그 수
준이 경미하다가 후에는 계약파기나 취소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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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대방과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서신이나 문서를 잘 수집·보관
해야한다. 일상 사업체 운영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나 고소 시 증거
물로 필요하다.
4. 프랜차이즈 가맹인의 자가 보호 대책
프랜차이즈 경영 중,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계약상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격식에 따른 계약이거나, 대량의 격
식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불공평의 문제를 피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판매 철회권은 프랜차이즈 가맹인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권리
이자 무기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인이 판매 철회권을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 행사해야 한다.
5. 가맹인의 위약 및 불법 양도에 대한 프랜차이즈 경영인의 태도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인이 양도행위를 행하려 할 때, 가
맹인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중 양도 규정 및 관련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
하거나, 프랜차이즈 경영인, 가맹인, 양도인 삼 자간 양도 계약이나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부채 등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6. 각종 비용에 대한 규정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경영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을 상세히 규정해, 분쟁 발생을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은 보증금에 대한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증금
에 대한 정확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처리하
며, 이는 프랜차이즈 경영인에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다.
7. 프랜차이즈 경영 상권에 대한 규정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상권보호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합리적인 방
법으로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번화구의 수권에 대해서는 상권보호의
조항에서 생략 가능하며, 이로써 프랜차이즈 경영인이 상권보호의 제한을
받지 않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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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랜차이즈 경영 상표와 저작권 보호
상표를 등록할 시에는, 해당 명칭이 통용되는 것인지, 혹은 모 상품의 특
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명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인이 해당 명칭에 얼마나 많은 인력 및 물자를 투자했나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명칭의 지명도롤 높여준다.
특허인의 상호 허가사용의 범위 문제.
중국 현행 법률 아래, 프랜차이즈 경영인이 상호를 가맹상에게 사용 허
가 하는 것은 장벽이 많으며, 프랜차이즈 경영인의 상호권익의 보호에도
불리하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상호를 가맹상에게 허가할 시, 반드시 신중
해야하며, 상호 사용의 기간, 지점, 경영 범위, 경영 사항, 계약해지 시 변경
등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지어 놓아야 한다. 동시에, 가맹상의 상호 재허가
및 양도 등의 행위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9. 특허 경영 중, 상업 비밀에 대한 보호
프랜차이즈 경영인은 경영 중의 사무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기업 상업
비밀에 근거해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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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록 및 별첨
별첨: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법규

가맹사업자 경영관리 법률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반불공정경쟁법(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계약법사법 해석(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품품질법(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 2000년 7월 8일 수정)
‣ 물권법(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회사법사법 해석(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
‣ 회사등기관리조례(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업명칭등기관리시행방법(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프랜차이즈 업종 관리법규
‣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 상업프랜차이즈 정보 발표 관리방법(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 상업프랜차이즈 등록관리방법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2001년 10월 27일 수정)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2002년 8월 25일 수정)
‣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2001년 10월 27일 수정)
‣ 저작권법 시행조례(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
‣ 상표사용허가계약등록방법(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
‣ 유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
‣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와 기업명칭 중 일부 문제 의견
(1994년 4월 5일부터 시행)

중국 487

‣ 최고인민법원이 상표민사소송안 적용 법률의 일부 문제 해석
(2002년 10월부터 시행)

현재 중국 프랜차이즈 입법 중 현존하는 문제
현재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단계와 법률효력이 비교적 낮고, 모두
행정규장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참고만 할 뿐 반드시 적용하
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게 되었으며 프랜차이즈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행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상호 간에 연결이나 공조가 충분치 않
으며 심지어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상무부 <가맹점경영
관리규범의견>에서는 자영체인, 자원체인, 가맹체인 등 3개 방식에서 자원
체인과 가맹체인 등 2개 방식은 본부와 지부 혹은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
자간에 상호 독립적인 법인조직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 대해 직접
적인 가맹점 운영권이나 관리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정부의 <기업
체인경영 관련 재무관리 문제의 잠정 규정>에서는 본부에서 가맹점운영권
과 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현행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상관 법률은 전면성과 상세함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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